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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
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
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
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
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실은 관료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신자유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제기하였다. 넷째, 자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이고 자원 축소 혹은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이기 때문에, 대
학이 평가에 대한 순응성이 강화되었음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장소 변수에서는 정책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수용성과는 반대로 정책결정구조의 경직성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점을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여섯째, 교환 변수에서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재정지
원과 연계되지도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개혁 방
식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
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약화 및 소비위축 등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이라는 경
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이지, 교육투자 감축과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
이나 단순 규모 축소지향적 개혁 정책 추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
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되도
록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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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는 대학구조개혁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정원 감축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에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이 계획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저항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육부
는 2015년 8월 31일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기존 정부재정지원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선정 방식 대신 대학을

5등급(A∼E)으로 평가해 운영이 미흡한 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서 등급별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 받았다1). 고교 졸업자 수가
축소되는 만큼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함께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교육부, 2015b).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교육부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권고’하였다는 점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 결과로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원감축을 강제
할 수 있는 법안은 이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원안(‘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0421, 2014.04.30.)에 포함되어 있으나 퇴출법인
의 잔여재산 귀속 특혜 조항 등의 문제점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를 보이자 않자 교육부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 수정 대안(2015. 10. 26)을 발의하였다. 수정법
안은 산업수요에 따라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이고(한국대학신문,

2015.08.12), 이러한 내용은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조치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외에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재정지원사업은 ACE사
업을 비롯,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2단계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 2단계 BK21사업, 고교
정상화기여대학사업, 산업수요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PRIME)사업, 인문학진흥사
업,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사업 등 이루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전문대학 대상
사업도 특성화전문대학사업, 세계적 수준 전문대학(WCC)사업, 세계로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대학정원감축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는 당초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선과정이나 박근혜 정부
1)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 B등급을 맞은 대학은 2017학년도까지 정원의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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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였지만, 현재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각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여당은 학령인구 감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4대개혁의 하나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관련 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출범 당시 계획도 없었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
주도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사업이 시급히 추진된 이유가 근거가 여전히 모호하다. 대학구조개
혁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교육적 가치와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지 모호할 따름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1972)’을 근거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정치성(政治性)을 분석하고자 한다.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은 정책사례의
정치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분석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정책
분석은 체제접근에 근거하여 기술적 분석이나 계량적, 경제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이들
의 주된 연구방법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계량적인 연구방법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계량적, 경제적 정책분석 접근방법은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중심의 지식과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문제를 파악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의 구조화(problem structuring) 과정을 분석하기에는 질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김성수, 2007).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같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사례
를 분석하는 경우, 계량적 접근이외에도 정책사례의 정치적 특성이나 질적인 판단, 가치문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분석에 대한 질적인 연구는 양적인 접근에 비하여 정책분석
가의 정치적 지식과 상황파악 능력에 많이 의존함으로 인해서 연구의 분석 틀이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Meltsner(1972)가 제시한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
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정치적 특성과 쟁점이라고 함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방향, 평가방
식, 평가결과 활용 등을 Meltsner의 정치 분석 요인을 토대로 정부가 대학을 어느 정도 통제하
고 있느냐를 보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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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eltsner의 정치분석(Political Analysis) 모형을 통한 분석 틀
1. 정치분석 모형의 주요 내용
이 연구가 소개하는 정치분석 모형은 Meltsner가 1972년도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에 기고한“Political Feasibility and Policy Analysis”논문에 토대하고 있다. 새롭지 않은
모형을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이 연구가 정책의 의제설정,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등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주목할 내용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정책사례분석에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정책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환경의
구체적인 파악,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분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판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Meltsner, 1972: 859).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은 정책사례를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필요한 체크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치적 쟁점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체크항목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는 다음의 6가지(Meltsner,

1972: 861-863)인데 이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가. 정책관여자(Actors)
정책 쟁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책관여자는 정책을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찬성집단,
반대집단, 관망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수준이나 강도에 따라 적극적인
관여자와 소극적인 관여자로 구분된다.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책관여자를 유형별로 규명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구분은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는데 출발점이 된다. 왜냐
하면 찬성, 반대, 관망 집단에 대한 정보는 그들이 찬성과 반대의 근거주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기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관여자의 분석수준은 개인보다는 집단,
위원회, 연구소 등과 같은 집단화하는 것이 정보수집과 활용에 유용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관련 정책관여자의 분석수준을 개인이 아닌 정부, 정당,
교육 및 교수단체, 시민단체, 연구소, 경제단체, 언론, 해당 대학 등 개인이 아닌 집단을 중심으
로 찬성집단, 반대집단, 관망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나. 동기(Motivation)
정책관여자가 각자의 정책 선호 수준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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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목적, 목표 등의 가치가 반영된다. 하지만 정책분석가가 정치적 분석 범주로 동기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분석가는 정책관여자가 어떤 동기요인으로 어떤 정책
을 원하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하지만, 개인, 시간, 장소에 따라서 매우 독특한(idiosyncratic)
형태로 동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다. 한 정책관여자가 갖는 동기의 내용은 상대
방에게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를 의미한다. 지불할 비용이
크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그 만큼 어렵고 이에 상응하여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기의 내용과 비용의 크기는 관여자 사이의 교환거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정책선호를 숨겨서 협상위치
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 다양한 변인이 작동되기도 한다(김성수, 2007). 또한 정책
관여자 사이의 연합형성으로 인해 동기와 특정 대안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관여자는 자신의 입장을 잘 들어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럴수록
그들은 입장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정파적 갈등구조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경우에 개인은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명료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대학구조개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찬·반·중립의 입장을 분류하
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동기 내용, 얻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등을 규명하고
자 한다.

다. 신념(Beliefs)
정책관여자가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와 동기 수준은 그들의 개인적 신념, 태도, 가치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신념은 정책결정의 맥락에서는 정치이념일 수도 있고 대안선택
혹은 의사결정의 기준일 수도 있다. 정책관여자는 경험세계에 대하여 일정한 지향

(orientation)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로
작용하게 된다. 즉 신념체제는 그들만의 시각(lens)으로 구성되는 가치체제이고, 그들이 정책
지향과 정책준거로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Meltsner(1972: 862)는 이러한 예로서 1960년대
미국의 국방장관인 McNamara의 전투기(TFX) 선정과정을 들고 있다. 그는 해군과 공군이
선호하는 기종의 업체가 아닌 General Dynamics를 계약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 기준은
상식적인 비용을 주요 요인으로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신념은 정책대안에 대해 사실관계 측면
에서 비교평가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와 같이 정책분석가는 정책관여자의 신념의 내용만이 아니라 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책관여자를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기준만이 아니라 신념체계의 강도 역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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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 자원(Resources)
정책결정자가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은 동기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고, 동기가 다양할수록 자원의 유형(예: 권력, 금전, 법률
등)도 다양하다. 정책분석가는 정책관여자가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지원을 확보하
였는지 밝힐 필요가 있는데, Meltsner(1972: 862)는 이를 일반적인 자원(generic resource)
과 구체적인 자원(specific resource)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표 Ⅱ-1>).
<표 Ⅱ-1> 자원의 유형 분류
일반적인 자원(generic resource)

구체적인 자원(specific resource)

물질적인 자원

임금인상

상징적인 자원

위상이 높은 국회 위원회 배치

물리적인 자원

거리 폭력

지위

대통령 집무실

정보

로비스트의 전문성

기술

타이밍의 감각

출처: Meltsner(1972: 862).

표에서 보듯이, 정책관여자가 상대방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 혹은 정책추진
의 유인가로서 활용되는 자원으로 일반적인 자원과 구체적인 자원으로 구분되고, 이들 자원은
정책 결정단계에서 활용되거나 정책추진 결과단계에서 활용된다. 특히 상대방의 지지 유도,
정책연합 모색, 혹은 정책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Melstner는 구체적인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그 중에서 타이밍은 다른 자원에 비하여 특별한 성격을 갖는데, 동원되는 다른 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다. 동일한 자원일지라도 어느 시점에 사용되었는
지에 따라서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 장소(Sites)
장소의 개념은 핵심 정책관여자들이 그들의 가치와 동기, 신념, 자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즉 정책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
기관장 회의, 공청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장소(site)를 매개로
정책관여자들의 정치지형(political map) 및 역학관계(political forces)에 대한 분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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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소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가가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첫째, 먼저 주목할 것은 분석가는 행위자로부터 시작하여 장소로
나가야 한다. 둘째, 순환적(iterative)인 사례연구의 시나리오 작성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의
결함, 장소의 잠정적인 선택, 많은 초안들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셋째, 모든 장소를 세밀히 분석할 수는 없으므로 소수의
장소를 선택적으로 선별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때 정책결정이 언제(time) 어디서

(space) 이루어 졌는지를 밝히는 것보다, 시나리오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관료적인
장소(bureaucratic site)가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Meltsner, 1972: 863; 김성
수, 2007).

바. 교환(Exchanges) : 정책 판단 및 정책 설계
교환과정은 정치 지형 관련 정보가 수집되면 정책 공감 혹은 정책 갈등 등을 규명하면서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대안 및 정책 연합을 재설계하는 과정, 이른바 정책의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집행을 위한 입법행위나 재원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정책결정의
역동성과 정치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분석 모형에서 제시된 6가지의 변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실제 사례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관여자, 장소, 교환(정책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책관여자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관여자를 찬성집단, 반대집단, 관망집단으로 분
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및 가치체계가 암묵적으로 동시에 논의되기 때문이다. 둘째, 장소는

6개 변수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례의 연혁이나 경과를
지칭하기 보다는 연혁으로 가시화되는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서 정책관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역학관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역동성
과 정치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정책추진 방식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의제설정,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등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문제 구조화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요인별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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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에서 보듯이, 정책관여자(Actors) 변수에서는‘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집단은 누구
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핵심 관여집단의 구분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 동기(Motivation) 변수에는‘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주요
방향은?’이라는 질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도입 배경과 방향, 그리고 얻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 신념(Belief) 변수에서는‘정책이 지향하는 비전
과 이념, 그리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비전과 이념,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정책의 이념과 가치체제가 지닌 쟁점을 논의한다. 자원(Resource) 변수
에서는‘정책결정과 추진을 위한 자원과 영향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식과 전략, 결과 활용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 장소(Site) 변수에
서는‘정책 결정과 추진의 주요 공간과 장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
을 주도하는 중심 주체 및 조직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 교환

(Exchange) 변수에서는‘정책 결정과 추진, 성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행·재정조치와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
<표 Ⅱ-2> 정치적 분석 틀
주요 변수

주요 질문

착안 사항

정책관여자(Actors)

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집단은
누구인가?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핵심
관여집단의 구분과 특성

동기(Motivation)

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주요
방향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도입 배경과
방향, 주요 목적

신념(Belief)

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이념, 그리고
가치는 무엇인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비전과 이념,
주요 내용

자원(Resource)

정책결정과 추진을 위한 자원과
영향력은 어떠한가?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식과 전략,
활용

장소(Site)

정책 결정과 추진의 주요 공간과
장치는 무엇인가?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중심
주체 및 조직

교환(Exchange)

정책 결정과 추진, 성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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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내용과 현황
지난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교육부 보도자료

(2014. 12. 24; 2015. 8. 31)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특징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고,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
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의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일반대학
의 경우,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지표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다.
셋째,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
가로 진행되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에 만점 수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정량, 정성지표
의 평가자료 기준 시점을 최근 3년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을 기울인 대학보
다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내용과 방법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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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등급을 구분하였다.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적용하며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하고, 그룹 1 대학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룹 2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총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표 Ⅲ-1, 2> 참조).
<표 Ⅲ-1> 일반대학 : 1단계 지표
항목(60)

평가 지표
전임교원 확보율(8) (국사립 구분)

교육여건 (18)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국사립 구분)

학사관리 (12)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 학습역량 지원(5)

학생지원 (1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교육성과 (15)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출처: 교육부(2014).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
본계획 확정. 보도자료(12. 24).

<표 Ⅲ-2> 일반대학 : 2단계 지표
항목(40)
중장기발전계획 (10)

평가 지표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교육과정 (20)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출처: 교육부(2014).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
본계획 확정. 보도자료(12. 24).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
부 처분을 받은 경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의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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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제외 조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3. 대학구조개혁의 평가 결과 및 조치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등급구분 기준 및 학교 수
등급
학교 수

일반
전문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34교
14교

56교
26교

36교
58교

26교
27교

6교
7교

별도
조치*
5교
3교

평가제외
29교
2교

주: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 평균수준 감축 비율 권고 등 별도 조치
출처: 교육부(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8. 31).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되었다(<표

Ⅲ-4> 참조). 이로서 A등급을 받은 대학(34개교)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 B등급을
맞은 대학(56개교)은 2017학년도까지 정원의 4%, C등급(36개교)은 7%, D등급(26개교)은

10%, E등급(6개교)은 15%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그리고 교육부는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
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그룹 1) 및 컨설팅(그룹 2)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표 Ⅲ-4> 정원감축 비율
등급
일반
감축
비율
전문

A 등급
자율감축

B 등급
4%
3%

C 등급
7%
5%

D 등급
10%
7%

E 등급
15%
10%

평가제외
7%
5%

출처: 교육부(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8. 31).

4.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결과 활용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은 크게 재정지원사업 제한(그룹 1) 및 컨설팅(그룹

2)으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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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
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특히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 차원의 본질적인 변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
제한의 범위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다(<표 Ⅲ-5> 참조).
<표 Ⅲ-5> ‘16년 그룹 2 재정지원 제한 범위
등급

D
등급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Ⅰ유형

Ⅱ유형

일반

든든

80점
이상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

-

80점
미만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전면 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E 등급

주: 전문대학의 경우, D 등급을 78점 이상과 78점 미만으로 구분
출처: 교육부(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8. 31).

또한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 중에서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 한다.
반면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
가 취해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교육부는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 사업)을 신설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의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학습자 재교육･계속교육까지 대학
의 역할을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이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두지 않겠
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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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 분석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정치적 분석 틀을 토대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책관여자(Actors) 변수에서 나타난 정치적 쟁점
정책관여자 변수는 대학구조개혁에 어느 집단이 찬성, 반대, 관망 입장을 취하는지를 구분하
고, 그들 집단의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정책관여자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의 변천 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이 의제화되는 과정,
추진되는 과정 등을 통해 정책을 주도하고 반대하는 집단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정부 관료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 왔음은 이견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12월‘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정책
연구(2014.5∼9), 공청회 개최(9.30, 11.11), 대학별 의견 수렴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협의, 평가 관련 전문가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TF팀 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8.20,

12.1, 12.19) 등을 거쳐 마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은 대학구조개혁이
교육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책 의제가 교육적 의제를 거쳐 사회적·공공적 의제로 부각되고, 그에 따라 정부 의제 순으
로 발전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 다양한 찬·반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정책관여자 집단 구분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경우 찬성집단은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그 외에 보수적 성향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동아, 문화일보 등이다(<표 Ⅳ-1> 참조).
<표 Ⅳ-1>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찬·반·관망 집단 구조
구분
찬성
집단

반대
집단

구성 집단
청와대, 교육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한국교육개발원, 언론(조선,
동아, 문화, 한경, 매경)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교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사립
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 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흥
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언론(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교수신문, 한국대학신문, 시사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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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정책 설계 및 추진
주체 집단

정책 반대 여론
조성 및 입장 표명,
반대 서명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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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집단
특징
관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집단
주: 1) 찬·반·중립 집단 구분의 근거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거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의 반대 여론을 조성한 활동 여부임.
2) 일부 교수단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전국
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적사립학교법
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참교
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
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서울지
역대학생교육대책위)가 개최한 “대학구성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교육부 대학평가지표 및 대학구
조조정 토론회(2014년 12월 19일(금) 오후2시, 장소: 환경재단 에리첼카슨홀(정동))” 자료를 참조
하였음.

청와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주무부처이고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의 특성상 내부 개별 구성원의
의견과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 평가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교육부 등 정책 당국의 요구에
맞춰 대학구조개혁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보수적 성향의 언론지인 조선,
동아, 문화, 한경, 매경 등은 사설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그리고 국교련,
사교련, 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와 대학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이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참학, 학단협, 학벌없는사회, 대학
교육연구소 등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 혹은 중도적 성향의 언론지
인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교수신문, 한국대학신문, 시사 IN 등은 사설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에 대해 학생 수 감소 감안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역대 정부의 과오가 가장 큰 원인이고, 학생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는 대학의 잘못을
학생에 전가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대학 스스로 자구 노력 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정 부분 반대의 입장(2015. 8. 31)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에 총장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은 관망집단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총장 협의체라는 조직의 특성상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대척점을
갖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협의체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 관련 다양한
세미나 혹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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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기에는 부담스런 조직이다. 다만, 협의회 소속 대학간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 차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대학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협조적 혹은 비협조적으로 평가에
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평가
방식에 불편한 심정인 것은 사실이다(남궁근, 2014). 이는 언론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가 사립대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구조개혁의 근본적인 한계다.....(생략). 대학들이“돈을 무기로 정원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의한 입학정
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정책은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더욱 곤혹스럽
게 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2015. 09.01).
결국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특히 교육
부의 행정권력이 그 핵심이었음이 사실이다. 교육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정책 내용 자체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공론의 기회를 확대시켜 상향식 교육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
는 시점이다.

2. 동기(Motivation) 변수에서 나타난 정치적 쟁점
동기(Motivation) 변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방향, 그리고 얻고자 하는
주요 목적과 그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가. 대학구조개혁의 도입 배경과 방향에 대한 쟁점 분석
대학구조개혁의 역사적 뿌리는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이었고, 그 이후 정권마다 개혁
의 방향이나 지향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학구조개혁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의제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재 박근혜 정부도 대학구조개혁의 맥을 함께하고 있다. 당초에
박근혜 정부가 대선과정이나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직후에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의제가
없었지만, 2013년 8월에 교육부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p. 10)’이라는 의제가 포함되었다. 그 이후 2014년 1월 29일에는‘대학구조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14년 2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2015년 1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서 대학구조개혁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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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에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확정·발표하면
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5년 8월 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8.6)에
서 밝힌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금융/공공 개혁)의 후속조치로 「교육부문 구조개혁」계획2)
발표, 그리고 마침내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에서 끊임없이 대학구조개혁의 배경과 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서 대학구조개혁’이었다.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지난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이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에는 산업연계 교육활성
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신설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
른 대학정원 감축에 방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시발점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등록
금 문제가 정치화되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11월 25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2012년 국가장학금으로 1조 7,500억원을 지원한
다는 발표와 동시에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7월 1일 법적 근거도 없는‘대학
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2개월만에 8개의 성과 및 여건지표로 9월 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사립대 60개, 국공립대 5개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선정․발표(반상진, 2015)하면서부터이
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된 배경은 학생수 감소 문제가 아니라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재 박근혜 정부도 대학구조개혁의 맥을 함께하고 있지만,
정권차원에서 대학개혁정책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맥상 모호한 지점이
발견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반값등록금,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대 발전 전략, 지방대 육성방안 등을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2013. 10)을 발표하였고, 그 성과로서
전형방법 수를 축소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3)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
2)「교육부문 구조개혁」 계획은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었고, 핵심 교육개혁과제로서,
① 자유학기제 확산, ② 공교육정상화 추진, ③ 지방교육재정 개혁, ④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
성, ⑤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과제내에 핵
심 의제로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c).
3) 대학별 전형방법 수 : 6.76개(’14학년도) → 4.15개(’15학년도)
학생부 반영 비율 : 44.5%(’14학년도) → 54.6%(’1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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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득연계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2012년, 34.0% → 2013년, 42.8%),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2012년, 3.9% → 2013년, 2.9%)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고 자평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 발전전략으로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2014
년에 총 70교에 2,696억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반상진, 2015). 지난 2013년 12월에
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당초 대선과정이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언급조
차 되지 않았던 의제4)가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기점으로 부각되면서

2015년 현재는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구조개혁이 도입된 배경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출발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학구조개혁 평가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법적 장치도
선결하지 못한 채 대학구조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학정원 축소지향의 기능적인 접근이
고등교육의 생태계의 체질 변화에 바람직한 것인가? 대학교육의 핵심은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정부는 대학을 믿지 못하고 행정권력으로 대학을 이끌려고만 하는지, 그러한 행보가
과연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진정한 노력인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나.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에 대한 쟁점 분석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월에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
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
할 것으로 전망.....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
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
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4)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고서(2013. 2)에 따르면, 국정목표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는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
육 강화’,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
습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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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교육부, 2015. 1. 29)”.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얻는 기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으로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을 경우, 지방대학,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미충원이 발생하여 교육의 질 저하 및 경영상의 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었다...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고 고등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되는 위기가 우려되었다..... 대학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대학의 총 입학정원 규모와 학생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 2015. 8. 31).”
이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은 대학의 양적 규모 축소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오랫동안 프레임에 갖친 대학구조개혁의 목적
지향성을 발견한다. 대학구조개혁하면 대학경쟁력, 대학의 질을 내세우며 대학평가, 대학의 통폐
합, 대학정원 감축 등 엘리트 지향적·축소 지향적 구조개혁만이 능사로 여겨져 왔다(반상진,

2014b).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기능적 개혁 마인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학규모 축소라는 단순 구조조정을
마치 정답인 양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축소지향의 기능적 구조조정 방향이
과연 향후 노동시장을 정확히 전망하고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Stiglitz(2012)가“불평등
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라는 저서에서 2008년 세계금융 위기가 촉발된 배경에는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미국 노동시장
이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미래 예측 부족으로 임금격차 심화가 불평
등을 넘어 양극화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민들에게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래 노동시장의 전망을 고려할 때
고학력자들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대학
의 위기가 산업구조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대학구
조개혁 방향은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에도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반상진, 2015).
따라서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의 기능적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목적이 향후 미래 노동시장의
전망과 대학발전의 뉴패러다임과 연계해 보았을 때 올바른 방향과 목적 설정인지 하는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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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념(Belief) 변수에서 나타난 정치적 쟁점
신념(Belief) 변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이념, 그리고 주요 내용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와 그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 추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비전이
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이 주요 목표이
며,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부실대학 퇴출 및 균형적 정원감축, 대학특성화, 정책 융합, 기존
제도 개선 및 정비, 법적 기반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 2013: 16).
이를 통해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추진되었고, 전자는 평가 결과를 통해
차등적 재정지원을 받았고, 후자는 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이 등급화되었다. 그리고 이들 정책
의 최종 지향점은 결국 정원감축에 있었다.
우리의 경우 1995년 이후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주도되었음은 이미 주지
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이미 교육계에서는 진부할 정도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이념적 지향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가 권력의 개입 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고전자유주의가 개인을 국가의 관여로부터 자유로운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소극적 개념을...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법과 제도를 제공해 시장을 만들어 내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표상한다.....신자유주의는 경계나 감시 , 성과 평가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통제에 대한 필요를 만들어 냈다.......신자유주의자 옹호
자들이 원칙적으로 ‘축소된’ 국가에 찬성하지만, 그것은 ‘관료제’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통제’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시장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개자’와 ‘선동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
다...(Olssen, Codd, & O’Neill(김용 옮김), 2015: 213-216).”
결국 신자유주의는 경제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삼는 시장경제의 효율화를
지향하면서 민영화, 규제완화, 관세 및 복지축소, 작은 정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점이 개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고전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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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장규칙과 원리를 새로이 설계하여 공적·사적 영역 자율경쟁체제로 재구조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과세 및 복지 삭감의 근거는 고전자유주의는‘자기 소유 권리’에
서, 신자유주의는‘경제성장 유도(예, trickle down effect)’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패러다임이 도입된 이후, 교육 규제 완화, 교육의 시장화
를 위한 교육의 자율과 경쟁, 교육민영화 등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국가개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고등교육시장의 규칙을 재설계하겠다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비전과 이념,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유효한 지향점
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현재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이념과 가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쟁점
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대학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가치
를 지향하고 있지만, 과연 진정한 신자유주의 가치와 부합되는 정책인가하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자유주의는 관료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료 통제는 지양하고, 시장 기제
에 의한 자율 통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구조개혁은 정부관료 주도로 설계되었
고, 평가 결과로 입학정원축소를 강제(교육부는 권고라고 하고 있지만)하는 등 관료제 축소가
아닌 관료제 강화 및 확대 일로로 진행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 옹호자들
이 지향하는 ‘관료제’의 축소와는 거리가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도 어떻게 극복해
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2008년 금융자본주의 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자유
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이 오늘날 시대적 과제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 국무총리
였고, 동반성장위원장이었던 정운찬의 글 속에서도 그 고민이 잘 나타나고 있다.
나는 애덤 스미스가 신자유주의를 자신이 생각한 ‘진정한 자본주의의 위작’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했는데,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인 1대 99로의 양극화와 소
득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그
결과인 금융위기는 그 대안을 모색케 하는 촉매가 됐고, 보수적 색채가 강한 다보스
포럼조차도 2012년 회의에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위한 새로운 모델
의 모색’을 의제로 내걸게 됐다...... 1대 99 사회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는 진짜 자본주
의가 아니다..... 무제한적 자유방임은 허용해선 안 된다. 정부 정책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사람과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신자
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은 극히 미미....이제 이념
의 시대는 지났다. 실사구시만이 살길이다(정운찬,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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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정권마다 수많은 대학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들 대부분은 신자유주
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대학경쟁력, 대학의 수월성, 대학의 질적 제고 등의 가치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시장적 경쟁논리(자율과 경쟁)가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그에
따른 학벌위주 경쟁, 지역간·계층간 교육 양극화 심화, 좌절의 교육 현상 심화 등 갖가지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아닌지 심각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4년 대학특성화
평가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2017학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평균 3.7%를, 지방대학은 평균 8.7%
를 감축하게 된다(교육부, 2014c). 이러한 비율로 감축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의 대학 지형은
수도권 대학, 사립대학,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립대 중심, 수도권
대학 중심, 4년제 일반대학 중심의 대학 불균형 구조는 대학 서열주의, 대학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기반이 오히려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비 고등교육시장의 규칙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도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의 줄세우기,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도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 18일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대학사회는 물론 야당 중심의 정치권이 현 정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각종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학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정책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신자유주
의 종언을 고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4. 자원(Resource) 변수에서 나타난 정치적 쟁점
자원(Resource) 변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방식과 전략, 결과 활용과 그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부터 대학개혁
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학구조개혁은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부 주도로 일괄평가하여 총점에 따른 비율

(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아닌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되었고, 하위
등급의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사업 제한과 컨설팅과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자원 지원 중심의 긍정적 접근(positive approach)이 아닌 자원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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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negative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식
이나 전략은 Meltsner의 설명처럼 자원이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보다는 통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많은 쟁점 사항들이 제기된다. 첫째,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괄
평가에 의한 대학구조개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선택 사항이 아닌 정부주도
의 전형적인 직접 통제 방식으로 부작용 여부가 우려된다.
둘째,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물론 대학특성화 평가, ACE 사업, LINK 사업 등에
대학입학정원 삭감이나 학과통폐합 등을 권고(강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이 현
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물론 지난 대학특성화 사업에
서도 대학마다 강제적으로 단계적인 정원 축소, 학과 통폐합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립대인
경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는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다시금 대학은 대학의 여건
과는 관계없이 강제화된 지표를 충족시켜야 하는 압박감과 더불어 지표관리, 점수따기 위한
소모전에 몰입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된다면 교육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와의 격차 등이 발생되어
고등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부는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16만명의 대학정원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순 대학정원 감축이 향후 고등교육인력 수요, 공급체계, 급격한 노동시장의
여건과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사전 심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다.
대학정원과 노동시장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적인 정원 축소라면 향후 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모두 정부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반상진, 2015).
다섯째, 이번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식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 방향과도
역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학생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
고 학칙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목표정
원을 감축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학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조기 감축여부에 따라 가산점
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교육부의 규제이자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반상진, 2015).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이다. 평가영역 및 지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지만, 이러한 평가지표가 과연 개별 대학에게 구조개혁을 권고할 정도
로 타당하고 신뢰로운가는 여전히 쟁점이다. 이번 평가는 결과를 통해 자원 지원이 아닌 제거
및 축소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매우 민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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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소(Site) 변수에서 나타난 정치적 쟁점
장소(Site) 변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주도하는 중심 주체가 누구이고, 그에 대한 쟁점을 분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초 박근혜 정부가 대선과정이나 정권이 출범한 2013
년 직후에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의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교육부는 2014년 12월‘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정책
연구(2014.5∼9), 공청회 개최(9.30, 11.11), 대학별 의견 수렴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협의,
평가 관련 전문가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TF팀 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8.20, 12.1, 12.19)
등을 거쳐 마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주도한 중심 주체는 행정
부(교육부)이고, 그에 따라 이 정책의 논의 장소는 주로 중앙단위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
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관련 주요 세미나 개최 현황(<표 Ⅳ-2> 참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 Ⅳ-2> 대학구조개혁 관련 주요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현황(2013.10-현재)
구분

대회명

공청회

2013.8~
2014.11
(계획설계
단계)

토론회
및
세미나

대학구조조정 국면에 대응하
는 한국 대학개혁 대안정책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
을 위한 2차 공청회
줄어드는 학령인구, 대학의
미래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논
의 시작
박근혜정부
대학구조개혁안
이대로 좋은가?

일시
(장소)
‘14.09.30
(한밭대)
‘14.11.11
(한밭대)

‘14.01.23
(충북대)

사교련, 민교협, 교수노조, 사
해연
사교련, 교수노조, 국회 혁신
교육포럼, 민교협,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국교련, 사교련, 교수노조, 새
정연 교문위원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
안, 무엇이 문제인가?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
전전략 모색

‘14.05.26
(국회)
‘14.06.26
(한밭대)
‘14.11.24
(국회)
‘14.11.28
(연세대)
‘14.12.13
(서울대)

대학재정지원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의 타당성
대학구성원들이 직접 이야기
하는 교육부 대학평가지표 및
대학구조조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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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
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동

‘14.03.14
(국회)

대학개혁과
쟁점과 과제

교육부

‘13.10.17
(연세대)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대학사회의 제언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주최

‘14.12.19
(환경재단)

대교협
새정치민주연합
대교협,
고등교육정책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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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청회
2014.12~
2015.8
(계획발표
단계)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
한법률’공청회

일시
(장소)
‘15.04.07
(국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15.03.27
(국회)

대회명

토론회
및
세미나

주최
국회 교문위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
학 구 조 조 정공 동 대 책 위 원 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
정치민주연합

대학구조조정 국면에 대응하 ‘15.05.18
새정치민주연합
는 한국 대학개혁 대안정책
(국회)
주: 1)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확정·발표한 2014년 12월을 기점으로 그 이
전을 계획설계단계, 그 이후를 계획발표단계로 구분하였음.
2) 대학구조개혁 관련 각종 공청회, 세미나 및 토론회 관련 자료는 google.co.kr에서 탐색한 결과 중
심으로 수집하였음.

표에서 보듯이, 2014년 12월 24일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공청회가 2회 있었다. 그리고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에
서는 야당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수단체(국교련, 사교련, 교수노조, 민교협 등) 등을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대안적 논의가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는 정치적 저항과 압력
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대회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야당과 교수단체 중심
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정치지형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12월 24일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1회 공청회와 국회에서 2회의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과
이후에 논의의 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수용성과 반대로 대학의 의견에 대한
교육부의 수용성 정도가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
고 있고, 대학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저항과 대안적 논의를 정치권과 연계하여 끊임없이 제기하
고 있지만, 교육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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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환(Exchange) 변수에서 나타난 정치적 쟁점
교환(Exchange) 변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행·재정조치는 무엇
이고, 그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평가 추진이었고, 평가 결과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았다
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교육부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권고’하였다는 점이다. 현행법상으
로는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 결과로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은 이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원안(‘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0421, 2014.04.30.)에 포함돼 있으나 퇴출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특혜 조항 등의 문제점5)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법에 관한 법률(안)(2015. 10. 26)’을 발의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번 대학구조개혁의 근본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대학정원 감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게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 추진 방식이 쟁점 사항이다. 교육부도 지난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대학구조개혁
법의 제정 없이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약 4만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이루어 졌으나, 재정지원
과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2주기, 3주기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곤란하여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자율적 정원감축
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았다. 다만,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전 2014년 5월에 실시된 대학특성화 사업이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계한 사업6)이었다.
5) 이 법안에 대해 임재홍(2014)은 법률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괴리,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법률체계상의 문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진정한 대학구조개혁과는 무관한 대학평가 의한 대학정원 감축 유도와 사학재단에게
특혜를 주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학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 내용이
다. 결국 지난 이명박 정부와 달라진 것은 구조개혁 관련 법적 장치 마련과 정성평가까지 포함하
여 절대평가로 전환한 평가방식의 변화, 평가 결과에 의한 강제적 대학입학정원 조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6) 2014년 대학특성화 사업 결과, 지방대학에 1,945억원, 수도권 대학에 540억원으로 총 2,485억원이
지원되었다. 대학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자체 정원조정계획을 제출했어야 했
고, 그 결과 선정된 108개 대학들은 2014학년 입학정원 대비 2015학년에 2.6%, 2016학년에 6.0%
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7학년까지 총 19,085명(7.3%)을 감축할 계획이며, 수도권 대학은 평
균 3.7%를, 지방대학은 평균 8.7%를 감축하게 된다(반상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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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할 수 없었고, 대신에 대학정원 감축을 대학특성화(등록금 정책, 대학지배구조)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하였다. 대학입학정원 감축 여부를 대학특성화 사업(CK사업)과 연계시
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특성화 사업을 대학구조개혁과 각종 국가시책과 연계시키기 위해
대학특성화 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학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와
사립대학의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 등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여부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즉각적이고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교환된 것은 아니었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긍정적 조치가 아닌,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을 강요받고, 심지어 D,

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되는 징벌적(?), 부정적 조치가 취해졌다7).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법적·제도적 근거, 행·재정조치의 불명료성이라는 쟁점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Ⅴ. 나가는 말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정책은 대학교육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는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이슈에 머물러 버린다. 그래서 교육부
는 여론과 관계없이,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키지 않더라도 큰 저항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다. 이에 대해 오히려 대학구성원들이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홍보하여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켜야 하는 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는 Meltsner(1972)가 제시한 정치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actors) 변수
에서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찬성, 반대, 중도적 입장을 분류하였지만, 이 정책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특히 교육부의 행정권력이 그 핵심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교육관료 주도로 추진된 것은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교육관료의
소신인지, 아니면 관료의 관성적 행위의 결과인지 모호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를 견제할 수
7) 2016년 교육부 예산안에서도 2016년 대학구조개혁 관련 예산으로 72억원을 반영하였고, 예산 배
정 이유는 평가결과와 대학별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방향 제시 등 지원(’15.9∼’16.8)
하겠다는 것이다.

- 84 -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있는 제3의 세력이 없다보니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이 가능하였다.
둘째, 동기(Motivation)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고,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호하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는 대학구조개혁하면 대학경쟁력, 대학평
가, 대학의 통폐합, 대학정원 감축 등 엘리트 지향적·축소 지향적 구조개혁 프레임의 결과이다.
축소지향의 기능적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목적이 향후 미래 노동시장의 전망과 대학발전의
뉴패러다임과 연계해 보았을 때 올바른 방향과 목적 설정인지 하는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된다.
셋째, 신념(Belief)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대학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학구조개혁은 정부관료 주도로 설계되
었고, 평가 결과로 입학정원축소를 강제(교육부는 권고라고 하고 있지만)하는 등 관료제 축소
가 아닌 관료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반성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대학구조개
혁 정책이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대학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넷째, 자원(Resource)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이고 자원
지원 중심의 긍정적 접근(positive approach)이 아닌 자원의 축소 혹은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negative approach)이기 때문에, 대학이 평가에 대한 순응성이 강화되고, 이는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 방향과도 역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
육법」에 학생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칙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장소(site) 변수에서의 정치적 쟁점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수용성
과 반대로 대학의 의견에 대한 교육부의 수용성 정도가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각종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책결정구조의 경직성 문
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여섯째, 교환(Exchange) 변수에서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재정지원과 연계되지도 않
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대학에게 재정규율이 엄격히 적용되는 징벌적, 부정적 조치
가 취해짐으로써 대학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평가 대상과 피해 대상간
의 불일치 등이 쟁점으로 제기된다.
이론적으로 대학정원 조정과 대학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은 첫째, 현재의 대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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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고정하고 대학의 수를 감축하는 방법, 둘째, 현재 대학의 수는 고정하고 대학정원을 감축
하는 방법, 셋째, 대학의 수와 대학정원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방법 등이 있다(반상진, 2015).
하지만 이러한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이나 단순 기술적인 대학정원 감축 정책은 향후
대학교육의 미래 전망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대개편을 고려한다면 한계가 있는 접근이다.
그리고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오히려 고등교육체제를 수직
적 서열 중심의 경쟁구도로 고착화시켜 체제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약화
및 소비위축 등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이지, 교육투
자 감축과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이나 단순 규모 축소지향적 개혁 정책 추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제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교육관(특히 고등교육관)을
재정립해야 함과 동시에 정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이다. Stiglitz(2012)도
지적하였듯이, 노동시장(교육시장 포함)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법률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개
분배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교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아울러
정부의 고등교육관이 대학구조개혁의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대학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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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s of Universities Reorganization Evaluation Policy
Ban, Sang-J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litical factor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applied to the Melstner’s political analysis model,
to discuss the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restructuring. This study found that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based on the neo-liberalism have several problems
on the direction, the pursuing strategies, and the negative impacts of it.
Finally, The real issue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was not
established by law and not to provide a financial support as results of it.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aradigm for the university development and
also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declination in school age
population and colleges’s enrollment, political analysis of
reform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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