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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법 비교
이 차 영(한서대학교)
요

약

양국의 고등교육법에서 발견되는 법체계상의 차이로, 한국의 법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운
영에 관한 전반적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법에
서는 특정 주제나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한된 내용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집권과 분권 사이
의 균형 지점이 달리 형성된다는 것이다. 미국 법에서 연방정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고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법률의 규제 범위가 대학운영의 전반에 걸쳐 있어 대학자
율의 여지가 그만큼 좁은 편이다. 또한, 국가적 정책과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 한국
은 관련된 여러 법률의 각 조항에 그때그때의 필요를 반영하여 분산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미국은 고등교육법이라는 단일법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차이에도 불
구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의 추세를 살펴볼 때 양국은 공통적으로 대학의 책무성과 대학교육
의 수월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고등교육법, 비교법학, 대학의 자율과 책무, 정부와 대학

Ⅰ. 서 론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은 시기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간단 없이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와 함께 대학교육에 대한 국
가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그러한 노력은 이제 일반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국가사회의 관심이 두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하나는
대학교육을 사회적 지위의 배분과 연결시키면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공정하면서도 균형
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또 하나는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우
수 인재의 양성과 대학교육을 연계시키면서 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전자는 대학 입학제도에 관한 논의와 직결되며, 후자는 대학개혁 혹은 운영구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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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입 자율화 3
단계 조치1), 대학자율화 추진계획2), 대학평가 인증제 및 정보 공시제의 도입3) 등과 관
련된 논의는 그 대표적 예들이다. 그런데 이들 조치, 계획, 제도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강구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이 아
울러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위상 때문
에 이 작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령의 제정 혹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기존 법체계를 가
급적 존중하는 가운데 제기된 입법의 필요성을 개별 법령이나 그 법령의 일부 조항에
부분적으로 반영·보완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유지
되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운영의 혁신적 변화가 법령에 의해 오히려 제약
되는 면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려
면 법령으로 정한 시설, 교원, 학생, 교육과정, 수업과 학위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관
할청의 승인·인가·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으므로, 가령 대학교원의 직급과 명
칭 및 직급별 임용기간 하나를 바꾸려 해도 법령개정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테두
리를 벗어나면 교원 인사의 전횡이 우려된다고 예단하여 과감한 자율의 실험을 포기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학운영에서는, 개별 대학이나 지역 수준의 자율 운영의 여지가
넓고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사회적 책무 역시 관료제적 통제로 확보하기보다는 평가인증과 같은 질적 통제를 통해
확보한다고 알려져 있다(유현숙, 2004: 281-283).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거버넌스의 차이는 대학운영에 관한 입법 자세나 법 규정의
내용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제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대학자율의 확대를 위한 관
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최근의 한국 상황에 비추어 시기적 적절성도 아울러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적 고등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를

1)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강구된
조치를 말한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변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
적에서 단계적 조치를 상정하고 있는데 1단계 정부개입 폐지(2008.6), 2단계 수능응시과목 축
소(～2012), 3단계 대입완전자율화(2012～)라는 흐름을 제시하였다.
2) 정부와 대학 사이의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대학에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대
학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입안 추진
되고 있다.
3) 고등교육기관의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진작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
족하는 차원에서, 기관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인증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보공
시제는 2007년 5월 27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8
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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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법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선정되
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의의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배
경, 법률의 변천과정, 법률의 골격과 주요내용 등을 검토하면서4) 양국 고등교육법의 주
요 체계, 내용,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교의 핵심적인 기준은 두 가지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는 ‘대학교육 기회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배분’이며 나머지 하나는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의 연계’이다.
여기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법은 그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
나, 우리의 경우 1997년에 단일 법률로 제정된 고등교육법과 그 법률이 계승한 교육법
의 고등교육 관련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1965년에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고등교육법과 그에 후속하는 수정 고등교육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정한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이 아닌 고등교육 관련 성문법과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고등
교육 관련 불문법은 본 논의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Ⅱ. 고등교육법 제정의 배경
1. 한국 고등교육법의 제정 배경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이나 그 모태는 1949년에 제정 공포된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법은 제정 이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이
변천·발전함에 따라 약 48년 사이에 무려 38차에 이르는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정된 부분과 개정되지 않은 부분 사이의 일관성 부족과 비체계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 면에서는 다수 조항이 별도 법률의 제정에 따라 분리
삭제됨으로써 통일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래 학계·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기존의 부분 개편 방
식이 아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였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편 청원에 기
초하여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교육
법 개편에 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던 중,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종합적
인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관계 법령체계의 정비를 1996년에 제안하면서 개편

4) 한국 고등교육법의 내용은 법제처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moleg.go.kr)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국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The Higher Education Act: Reauthorization
Status and Issues(2005. 5. 23)'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http://web.lexis-nexis.com/congcomp) 및 주미대
사관(2007: 127-203)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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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교육법 체계의 전면 개편에서 기본이 된 방향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제도와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충실히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육기본법을 제정
하였고,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각급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
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고등교육법에서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을 신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
을 잡았다(허재욱, 2003: 319-330). 이러한 방향은 1997년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고등
교육법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국회 교육위원회의 동 법안에 대한 수정안 중 수정 이유
에 잘 나타나 있다.
새로 등장한 고등교육법에서는 종전 교육법 중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에 관한 학제, 학교의 종류, 교육과정, 수업과 졸업 등 교육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교원제도와 학교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대학 간 상호협력과 시간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러
한 여러 내용 가운데,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제등록제
와 학점인정제도의 도입, 방송(통신)대학의 학사운영 및 수업방식의 탄력성 확대 등이라
고 할 수 있고, 대학의 학칙 제정권, 학생정원과 학생선발방법 및 수업방식, 학위수여
요건 등에서는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요컨대, 고등교육법의 제정 배경에는 달라진 교육환경과 고등교육의 특성에 부합하
는 단행법 제정의 필요성이 법체계상으로 작용하였다면, 법 규정의 내용상으로는 고등
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 및 질적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작용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미국 고등교육법의 제정 배경
미국의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은 민주당 출신의 Lyndon Johnson 대통령
시절인 1965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등교육에 있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진입과 학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주미대사관,
2007: 127-133).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했던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그 이전의 어떤 시
기보다 급격하게 팽창했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고등교육 단계에 진입할 학령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만, 2차 대전 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고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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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사회수
요가 증가된 점을 고등교육 수요 팽창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1950년대 후반에 대두된 ‘인간자본론’에 이론적 근거를 일부 둔 것이기도 하다. 이 이론
의 핵심은 교육을 통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서, 잘 훈련된 기술 인력을 원하는 산업계와 가시적 사회발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정
치인들로부터 공히 환영받는 이론이 되었다.
1960년을 전후로 한 고등교육 수요의 팽창은 대학과 주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하였다. 그 까닭은 고등교육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팽창은 곧
교육기회의 상대적 제약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학을 건립하거나
기존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연방정부의 고등
교육법은 이러한 필요에 입각하여 탄생되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등교육법에는 대
학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여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충은 앞의 일반적인 기회 확대에 비해 보다 특별
한 의미를 갖는다.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에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광범하게 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작용하였다. 하나는 'Project TALENT'
라는 연구이고, 또 하나는 ‘시민권운동’이다.
'Project TALENT'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종
단적으로 추적한 국가 수준의 연구이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9). 이 연구는 인간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요소가 무엇인
지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교육적, 경험적 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조사하
는 데에 목적을 두고, 1960년 당시 미국의 9학년에서부터 12학년 사이에 있는 학생 약
4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 5년, 11년 이후에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하였다. 이 연구의 종합적 결과는 1979년에야 발표되지만, 고등
교육법 제정 당시인 1965년에도 주목할 만한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
에 따르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
은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가 주목받은 까닭은 학문적 재
능이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속할 경우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사장된다는 점에 있었다. 당시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명에 이르는 재능 있는 학생들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가적 지원과 사
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연구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시민권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시정하려는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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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 부문에서는 백인 중심의 대학사회에서 흑인들의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계기로 196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5년 당시 대학 학령인구 가운데 흑인의 비
중은 약 11%인데도 대학생 가운데에는 약 5%에 불과하였고, 흑인 학생의 약 절반은 백
인이 없는 흑인 전용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사회에 부과된 주요
과제는 고등교육에 있어 인종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나 사회적 차별
로 인해 능력발휘를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었다(주미대사관, 2007: 129).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때문에 고등교육법이 탄생되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등교육법에는 전통적으로 흑인 학생만을 교육하는 흑인대학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그리고 우수한 소수인종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한 행·재
정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고등교육법 제정 배경을 요약·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

교육수요
팽창

고등교육
기회 확대

대학 학령인구의 증가

고등교육법
제정(1965)

Project Talent : 고교 졸업생의 진학
경로 연구
취약 계층 지원
흑인 주도의 시민권 운동

[그림 1] 미국 고등교육법의 제정 배경

3. 비교
한국 고등교육법의 제정방향은, 전술한 바 있듯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 고등교육법의 제정 배경과 동일하다. 미국 역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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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인재의 양성이 주요 입법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그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의 필요성은 한국과
미국에서, 비록 시차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
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인간자본론의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여, 고급 인력을 얻
기 위한 새로운 대학의 건립 혹은 기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미
국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필요에 입각하여, 대학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여 보다 좋은
교육여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을 차지한다. 한국의 고등교육법
에 있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 유도가 중요한
입법 방향으로 명시되었다.
반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 배경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한국
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격증된 사회 일반의 고등교육 수요를 여러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
(예컨대,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등)을 설립하여 대응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
면서 입법을 통해 해당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했던 반면, 미
국은 1960년대부터 증대된 고등교육 수요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과 대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
추었다.

Ⅲ. 고등교육법의 변천 과정
1. 한국 고등교육법의 변천과정
우리 고등교육법의 변천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이 승계하고 있다고 판
단되는 교육법의 고등교육 관련 조항의 변화 과정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법은
1997년에 폐지되지만, 폐지되기 이전의 교육법에 고등교육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고 그
핵심적 내용은 고등교육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49년에 최초로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제5장 교육기관 내에 제5절과 제6절을 두어
대학과 사범대학에 관해 규정하였다. 규정의 내용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의 목적, 종류,
수업연한, 입학자격, 설립과 폐지의 요건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
다(http://www.moleg.go.kr).
1950년의 개정에서는 초급대학 제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다변화를 뒷받침하
였는데, 이 개정이 기관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등과 같은 후속하는
기관 개편 작업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963년의 개정에서는, 사범학교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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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개편된 데 따르는 관련사항을 정리하려는 목적에서 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국민
학교 교원양성기관으로서 2년제 교육대학을 창설한다는 내용과 2년제 사범대학을 폐지
하고 중등학교의 교원양성은 4년제 사범대학에서 행하게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
되었다. 1968년에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대학의 취학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통신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대학 팽창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교육기관의 개편, 학사관리
체제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0년에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전문학교 제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77년에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방송통신대학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
써 고등교육 기관의 정비와 다변화를 도모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체제를 개편하고, 대학입학의 방법을 변경하며, 학위 혹은 학력을 국
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고, 또한 법
개정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1년의 개정에서는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개방대
학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7년 1월의 개정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전문적
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대학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
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두도록 하였다.
교육관련 법 체제의 전반적인 정비작업에 따라 1997년 12월에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
는데, 이는 종전 교육법의 고등교육 관련 조항의 내용을 승계하면서도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을 지향하는 규정들이 상당히 보완된 것이었다. 단행법 제정 과
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종래의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
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고 하여 법 규정의 핵심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이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설립과 폐지의 요건, 교수의 자격, 학사관리의 지침 등과 같이 주로 고등교
육기관을 형식상 성립시키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얼개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 교육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고등교육법 역시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도 교육법의 개정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사 및 학위의 관리, 고등교육기관의 체제 개편 등이 중요
한 관심사였다. 1999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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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대학의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교육당국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학
자율을 신장시키려 하였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이 때 고
등교육법 제3장 제5절의 명칭이 ‘방송·통신대학’으로부터 ‘원격대학’으로 변경됨)에 사이
버대학을 추가하여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려 하였으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의 질적 수준 담보 차원에서 대학평가 및 정보공시제의 명문화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08년 3월의 고등교육법 개정에서는 산업대학을 일반 대학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법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정의 동인(動因)은 학
사 및 학위 관리체제의 정비, 고등교육기관의 체제 개편 등이었고, 개정의 방향은 대체
로 고등교육기관의 다변화와 자율화를 지향하였다.

2. 미국 고등교육법의 변천과정
미국의 고등교육법 역시 1965년에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고등교
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개선에 직접 관련된 주요 변화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주미대사관, 2007: 151-188).
미국 의회가 1967년에 “교직 전문성 발전법”(Education Professions Development
Act)을 통과시키면서, 1968년에 고등교육법 제5장(Title Ⅴ)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된 법
은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도심지역 혹은 빈민지역
을 중심으로 당시에 심각해진 교사 부족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며, 대학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
치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 재학생, 특히 취약계층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
함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교사부족 문제가 거의 해소된
1976년 고등교육법 개정 시 폐지된다.
1972년에 수정된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
할을 한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이 법의 핵심은 기본교육기회교부금(the Basic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BEOG) 프로그램인데, 이는 고등교육이 부유한 이들의 특권이 아니
라 모든 이들의 권리라는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에 ‘the Pell
Grant' 프로그램으로 개명되었다. BEOG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수요에 기
반을 두어, 연방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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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생 중심의 지원 방식은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자기혁신을 유도
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개혁하는 매개체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
램 외에도, 2년제 지역대학과 직업기술대학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도 중점
을 두는 새로운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의 고등교육이 전통적인 학문추구를 위
한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성격의 후기중등교육으로 발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에 수정된 법은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고등교
육법 제1장의 제목을 ‘지역사회 서비스 및 평생교육’으로 하고, 당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평생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한편, 1978년에 제정된 ‘중산층 학생 지원법’은 고
등교육법상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중산층 학생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전술한 바 있는 BEOG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빈곤층의
학생들로부터 중산층 가정의 학생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면
서 학자금 대출이나 근로 장학 프로그램 및 기타 보조적인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1986년의 수정 고등교육법은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방식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고등교육법 제4장은 장학금, 학자금 대부, 근로 장학 프로그램 등 12개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진 것이 Pell Grant 프로그램이
다. 이는 1972년의 수정 고등교육법에서 BEOG 프로그램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1980년
의 동법 개정을 통해 개명되었는데, 1986년의 개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변경
내용의 골자는 Pell Grant의 지원 대상을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생까지 확대하고 학생
별 지원 상한액을 연차적으로 점증하는 것이었다.
1992년의 수정 고등교육법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의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조기관여(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는 주로 탈법적 운영
사례의 증가와 고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수정 법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대학과 학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학자금 전달체제를 정비함으로
써 운영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였다. 조기관여 프로그램은 소수인종 및 취약계층의 학생
들에게 장학금, 멘터링, 상담, 개인교습 등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8년의 수정은 학자금 지원방식을 변경하고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에 목
적을 두었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학자금의 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증액하
고, 학생 부담 이자율을 낮추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교육비 증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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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한 정보를 대학이 알리게 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에 포함시켰다. 또한, 초중등학
교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양성기관을 지원하고 취약지역에 유능한 교사를 초빙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등교육법은 제정 이후 이처럼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재승인을 받았다. 의회
는 이 법에 대해 2006년에 다시 재승인을 해야 했으나, 예산관련 부분만 일부 수정한 채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는데, 이를 ‘Higher Education
Reconciliation Act’라고 부른다. 이 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원
격통신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Pell Grant
수혜자에게 학업성취도에 따라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수차례의 개정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은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 취약계층을 수용하는 대학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는 것, 초중등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꾀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등교육법의 기본 정신은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3. 비교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 법의 변천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격증하는 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구상
하고 그 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는 점이다. 예컨대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의 대학이 등장하고 개명되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두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기관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와 기본 운영체제를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고
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적 조치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과 학생의 범
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실질화하며, 지원의 내용을 재정지원에서 멘토링
과 같은 학업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은 교수의 자격이나 학사관리의 지침 등과
같이 주로 고등교육기관을 형식상 성립시키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얼개 위주로 규정
을 만들고 그를 통해 질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기관평가와 행·
재정 연계 혹은 정보공시제 도입과 같은 질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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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는 반면5) 연방정부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
다. 그리고 미국 법의 변천에서 특기할 점은, 1968년과 1998년의 수정법률에 나타나듯
이, 초중등학교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교사양성 기관을 지원하고 취약지역에
유능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Ⅳ. 고등교육법의 골격과 주요 내용
1. 한국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정 이전에,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5장의 제5절과 제6절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두 절에 포함된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의 목적, 고등
교육기관의 종류와 명칭 및 설립기준과 조직, 학생의 입학방법과 수업연한 및 졸업과
학위의 관리 등과 같이 고등교육기관을 성립하게 하는 외형적 조건과 기준에 관한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행법으로 제정된 고등교육법의 얼개는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3장 학
교, 제4장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었는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장의 편제와
제목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률 제정의 목적,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학교의 설립유형과 설립의 조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학칙, 학교의 재정, 학교
간 협력과 협의체 운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에서는 학교 설립의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무분별한 설
립을 막고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율성 신장을
위한 설립의 준칙주의와 긴장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6조의 학칙 제·개정에 있
어서는 인가에서 보고로 대학자율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11조의2를
두어 대학에 대한 평가 혹은 인증과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5) 이는 주정부에 대학 관할권이 있는 미국 거버넌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평
가와 재정지원 및 정보공개 등을 굳이 연방정부 차원의 고등교육법에 법적근거를 두지 않아도
되는 법체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입법의 미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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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징계, 교직원의 구
분, 교직원의 임무, 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
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되 전문대학이나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고 하
여 학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명칭을 쓰게 하고 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제15조에
서는 총·학장, 교원, 직원, 조교 등에 따라 임무의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는 있으나, “직
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는 식으로 아주 일반적인 임무의 내용
만을 언급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먼저 통칙을 두어 학교의 명칭과 조직, 학년도와 교육과정 및 수업의 운
영, 학점의 인정, 공개강좌, 분교의 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다음, 학교
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으로 구
분하여 각 기관별로 해당기관의 설립목적, 학생의 선발과 입학,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
위수여 등과 같은 학사운영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을 규정한 제34조는 대통령령의 관련 조항과 함께 대학교육의 사회
적 지위 배분방식과 연계된다는 인식 때문에 일반인의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 하
위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개정 시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조항이기도 하
다. 제5절의 원격대학은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제4장은 감독청의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 휴업 및 휴교명령, 학교의 폐쇄,
청문, 벌칙 등을 규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회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상의 개괄적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
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상의 형식을 구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교원의 구분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으로 한다는 조항은 교원을 행정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각 직급의 명칭과 그 위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학을 구성하는 교원 조직의
성립을 ‘형식상’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내용상’
뒷받침하는 교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는 식의, 너무나 당연하여 언급할 필요조차 의심스럽고 그로부터 어떤 방향성도 도출하
기 힘든, 형식적 조항 하나밖에 없다.

2. 미국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의 제정 이전에, 연방정부가 대학에 관여한 최초의 계기는 대학설립의 물
적 토대가 되는 토지증여법(The Morrill Land Grant Act, 1862)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고등교육법의 제정 이전까지, 연방정부와 대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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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대체적 경향이 정착되었다(주미대사관, 2007: 129-130).
1) 연방정부의 역할은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대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정부 및 지역사회의 책임이었다.
2) 대학에 대한 국가적 요구는 각각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개별적·점진적으로 반영
된 것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 아래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
3)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에 있어, 대학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연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
는 태도를 보였다.
4) 대학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을 이유로 가능한 축소하기를 대학 측은 원하
였다.
대학과 정부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대학은 정부가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정부는 대학이 끊임없이 지원을 바라기만 할 뿐 국가적 요구에는 무심하
다고 여기는(Kerr, 1978: 15)” 전통적 관점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관여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196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 제3장(Title Ⅲ)에서
“이 법안의 어떤 규정도 대학의 교육과정, 행정, 인사(人事) 및 도서(圖書) 자원에 대해
연방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제정 당시에도 정부
관여와 대학 자율이 주요 이슈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개별적·점진적 패턴으로 이루어지던 경향은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이는 지원 프로그램들 사이의 일관성 부족이나 상호 모순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 제4장에서는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
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사이의 적자생존을 도모하면서도, 제3장에서
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을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Davenport, 1982: 42).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지원 패턴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
이 공존하였다. 즉, 지원 프로그램 사이의 일관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일관성의
강조가 집권화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결국 고등교육법은 대학 자율과 국가 관리라는 상충하는 요구에 직면하여, 대학의 자
율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내실
화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제정 고등교육법의
공식적인 목표는 “대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일곱 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었
는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장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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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Johnson 정부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므로, 대학의 두뇌와 연구력을 활용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목적에 따라, 제1장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를 희망하는 주 정부가 자신의 계획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연방의 교
부금을 배정받아 대학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
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확장되고, 대학
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의 확충되며, 대학 자원의 활용도가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장의 대학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부분은 대학
도서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둘째 부분은 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목적으로, 셋째
부분은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학문적 가치가 있는 도서를 미 의회 도서관에서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와 둘째 프로그램에 있
어서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게 지원 자격이 부여되고, 셋째 프로그램의 재원은 미 의회
도서관에 자동 배정된다.
제3장은 고등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잠재력은 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곤란
을 겪는 개발도상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
적을 두고 있다. 개발도상에 있는 대학과 교직원의 자기발전 및 대학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부금이나 장학금을 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학생에 대한 지원인데 내용에 따라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교육기회
교부금에 관한 것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하여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전일제 대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학자
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주정부나 민간 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셋째 부분은 근로 장
학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학업을 지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부분은 국토방위와 직결되는 중
요한 분야의 교육을 위해 관련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은 초중등교육 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낙후지역에 우수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등 교사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과 제7장은 대학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첨단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활용하
는 데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장의 편제는 그간 수차례의 법 개정 과정에서 변화되었다. 현행 고등교육법의
일곱 개 장은 제1장: 총론, 제2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부금 지원, 제3장: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제4장: 학생에 대한 지원, 제5장: 개발도상 기관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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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6장: 국제교육 프로그램, 제7장: 대학원 및 고등교육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가운데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2장 내지 제5장이다(Stoll, 2006).
제2장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사를 확보하려는
목적 아래 그에 필요한 교부금 제공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
교부금 및 협력 교부금을 활용하여 교사의 전문적 수준을 향상·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 및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
사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3장 및 제5장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학문적·교육적 역량
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장은 알래스카 및 하와이 원주민을 위한 대학이나
역사적으로 흑인을 위한 교육을 해온 대학 등 특정집단을 위한 교육에 종사하는 고등교
육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주로 남미계 미국인
을 교육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서 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있어서도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재정지원 프로그
램은 연방정부의 직접 지원,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대학들의 매칭 펀드
등을 포함한다.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빈곤층의 학부 학생들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의 학생지원 방식은 점차 장학금이나 근로 장학 프로그
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그 비중이 이동하는 추세이다. 재정지원 이외의
학업지원 프로그램도 발견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학 진학 상담, 진학지원 서비스, 교과
지식 등에 대한 정보 및 조언 제공, 개인 교습 지원 등 종합적인 학업지원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3. 비교
양국의 고등교육법을 그 골격 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의 띄는 차이는 법체계상의 차이로, 한국의 고등교육법
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
고 있는 반면, 미국의 고등교육법에서는 특정 주제나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한된 내용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6). 이러한 차이는 교
6) 이러한 차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성에서 발원하는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 전자는 법
규범 사이의 논리성과 체계성 및 조직성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법질서의 조직화나 일반화
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법의 형성과 발전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이상윤,
200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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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제도의 법정주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기관의 설립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의 모든 과정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골격과 대강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고, 그
를 구체화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법이나 하위 법규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이 이미 개별 기관이나 지역 정부의 자율적
규범 아래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연방의 입법은 국가적 관심사나 핵심 정책
과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구되기 때문에 이처럼 법의 포괄 범위나 구체성의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뜻
이 있다면, 한국의 고등교육법에서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그 전형제도의 운
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식의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규나 행정지침으로 처리하는 반면, 미국의 고등교육법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 그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각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자의 선발방법과 지원의 방식, 지원 금액의 상한액 등 한
국의 법률 규정 사항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단일
의 법으로 규정하는 차이를 보인다는 뜻이다7). 양국의 입법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겠으나, 미국과 같은 주제중심(혹은 과제중심)
의 입법이 관련 정책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훨씬 일목요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집권과 분권 사이의 균형 지점이 달리 형성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관리 운영의 책임은 개별 대학이나 주 정부에
있으며, 연방정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고 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를 통
해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ed.gov).
전술한 고등교육법은 기회 평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둔 입법의 예라고 할 수 있
다. 1965년 고등교육법 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빈곤, 인종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사회통합을 위한 기회 확대 차원에서 연방정부

7)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행정입법이라
하는데, 연방헌법에서는 입법권이 의회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행정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지되었다.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없다는 “위
임불가의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이 너무나 당연히 통용되었다는 뜻이다. 미국 법 제
도의 역사가 진척됨에 따라 이 원칙은 점차 완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행정입법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기능만을 하므로, 성질상 입법행위가 아니라 집행행위로 보아야 한
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입법권 위임이 위임 기준의 명료성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
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상윤, 2003: 419-420). 그러나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미국
고등교육법의 내용이 이처럼 한국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은, 입법권이 의회
의 배타적 권한이라는 미 연방 헌법의 규정과 입법 전통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별 법률에서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인 수준까지 모두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여지를 축소하려
고 했던 미국 나름의 관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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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재원으로 그 역할을 강화한 것이었다. 즉, 미국의 고등교육법은 개별 기관의
자율권과 각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바탕에서 연방정부가 꼭 필요한 경우
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제 범위가 대학운영의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
에 대학의 자율 운영 여지가 그만큼 좁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일 및 전임교원의
직급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일 모두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할 정도로(교육
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8) 법률에 의한 국가 관리의 범위가 넓고, 대학운
영의 분권화를 추진하더라도 중앙에서 운영하는 법령상에 그에 관한 근거나 위임이 있
어야만 비로소 가능할 만큼 분권화 혹은 자율화가 까다로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의 차이가 고등교육에 대한 양국 간 거버넌스의 차이를 반영하고 또한 강화하는 것
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차이점으로,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과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함
에 있어 한국은 관련된 여러 법률의 각 조항에 그때그때의 필요를 반영하여 분산 처리하
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8) 미국은 고등교육법이라는 단일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정책은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법
에 일괄적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데에 반해, 한국에서는 그 법적 근거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취약계층 고등교육 배려 관련 법 규정들의 목록(박재윤·
황준성, 2008: 49-81)을 다소 길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국가의
장학제도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규정이며, 저학력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제
공을 위해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의 각
조항들이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입전형 과정의 배려 차원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4
조의 특별전형 실시 규정이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곤란에 대처하는 학자금 지원제도가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가 하면 기회균형선발
제9)와 같은 입학정책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특정의 주제가 단일의 법에 규정되는가 여
러 법에 분산 규정되는가 하는 점은 주제를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고등교육 기회확대라는 미국 고등교육법의 일관된 주제의식과 그 구현
을 위한 단일법 지향 태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8) 물론 특별법이나 특례법을 제정하여 특정 정책과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기회균형선발제는 농어촌 학생, 전문계고 학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진학 후 장학금 및 학습능
력 보충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9학년도
부터 확정·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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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
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공통적 필요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대학의 성장 역사나 대학에 대한 거버넌스가 상이하고 나아가 법체계상의 차이까
지 보태져 본론에서 살핀 바와 같은 다양한 맥락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개정 추세를 살펴볼 때 양국은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개정 방향을 취하고 있
다. 말하자면 양국에서 공히, 대학의 공적 책무성과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그 자율성만큼
중시하고, 성인이나 노인 등 비전통적 학생을 고등교육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원
격교육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그 변화를 견인하
는 입법적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법을 교육기회의 확대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
고라는 준거에 따라 비교적 포괄적인 수준에서 비교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기 때
문에 특정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심층적 비교는 후속연구에 남겨져 있다. 예컨대, 대학
의 자율에 대해 법령상 한국과 미국의 법령이 어떻게 다르며, 그것이 규제하는 수준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러한 차이는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들에 답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본 연구
를 계기로 하여 특정의 세부 주제를 심층적으로 비교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이 아닌 판례 등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법까지를 비교대상에 포함시키는 후속연구들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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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Higher Education Law between
Korea and the USA
Lee, Cha Young(Hanseo University)
A governing system 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Even though anyone can expect that this variation may affect the form and
contents of 'higher education law'(HEL) of each countr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expectation is true or not. This study aims at the investigation confined
to Korea and the USA.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serves to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nd to extracting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each other.
HEL of Korea covers almost all of the matters concerning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management from establishment to closing on general level, whereas that
of the USA covers specific topics or items attracting central government's interest on
concrete level.
This

study

shows

that

the

balancing

point

betwee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is formed differently between these two countries. Korea has shown
much more centralized characteristics than the USA, because the latter's higher
education governance has centered on each state or institution.
Since Korea has a firm and solid codified legal system, a national project is
legalized in the form of partial amendment pre-existing related laws. On the
contrary, the USA has more wide space to make its national agenda be reflected to
a single law.
Notwithstanding above differences, the review on reforming process of each
nation's HEL tells us that these two countries show a common tendency to
emphasize the accountability of universities and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more
strongly than ever before.
[Key words] Higher Education Law, Comparative Study of Law, Higher
Education Governance, Government and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