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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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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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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서 대학은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이
연구는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대학
사명에 기초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적 발달과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담론을 대학과 사회 간 연대적 관계의 관점에
서 고찰하여,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유추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 연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사명의 개념적 발달과정은 어
떠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2) 대학과 사회 간 연대
적 관계의 관점에서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대학과 사회
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
이고,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경쟁 속에서도 대학이 전체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선으로서 역할
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주제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 사명, 공공선, 사회적 연대, 사회봉사, 봉사학습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고등교육은 단순히 사적 선(私的 善, Private Good)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소득계층
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대학의 연구자가 난해한 수수께끼를
풀어낸다거나, 혹은 대학 캠퍼스가 사회적 난제에 대한 성찰적 논의의 장으로 사회에
개방된다면, 이는 단순히 그 해당 학생과 연구자 혹은 논의의 장에 참여한 사람들만
의 혜택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혜택인 것이다.
- Newman, Couturier, & Scurry(2004, p. ⅩⅣ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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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병원, 교육을 통한 사회일꾼 양성, 산학협력, 지역사회개발, 평
생교육의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에 봉사해오고 있다(안영
진, 2007). 물론 대학의 이러한 사회적 역할들은 대학이 사회로부터 부여된 책임을 이행
하고 있는 단편적인 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대학이 사회적 책임
과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아
이러니는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대학은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구성단위(Social
Unit)이다(Baird, 2001).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적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Scott, 2006). 사실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고
등교육의 사명이 탄생한 고대와 중세에도 존재하였으므로 새삼 새로울 것은 없다(김철,
2006a).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적 아이러니에 대한 원인을 찾자면, 아마도 대학의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과 이로 인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질적 이해
의 결핍 때문일 수 있고, 대학이 정의하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의 사회적 역할 간 개념인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대학의 전통적인 상아탑모형과
전문화, 기술화, 실용화로 대변되는 전문적 모형 간의 충돌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김
철, 2006a). 혹은 대학의 기능과 성격을 규정하는 대학의 사명이란 그때그때의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변하는 역사적 산물이기에, 시대적 요구와 가치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
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도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Ward, 2003: 강선보, 2006: Kim
& Cho, 2008). 그 원인이 무엇이든,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1)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인 것만은 분명하다.
21세기 대학들은 사회적 위기와 변화의 중심에 있다(이상오, 2006).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의 시대에서 생존하고자 대학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
장 중심의 경쟁의식의 고조는 21세기 대학들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며, 대학들
을 이기적, 계산적, 이익 중심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대학들은 학생, 교수, 연구비
등 고급자원의 확보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고, 대학순위나 국제적 명성 획득에도 지나치
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Newman, Couturier, & Scurry, 2004: Weber, 2005). 다시
말해, 21세기 대학들은 상업화, 시장화, 민영화되어가고 있고, 교수와 학생들은 경제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고 있다(Gibson, 2001: Benson, Harkavy, & Hartley, 2005: Kezar,
2005). 이는 이익창출을 최고 가치로 삼는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임재홍,
2003).
신현석(2007)은 최근 고등교육의 시장화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익적 관심이 우선하는
가운데 대학의 사적 경영(민영화)이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의 지배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현재, 한국대학들은 공익적 관심을 과연 우선
1) 지식정보화사회의 출현은 대학기능의 변화를 유도한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김천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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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있을까.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물결이 거센 이 때, 대학은 사회를 위하여 어떤 역
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학계의 진지한 고민과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 그대로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임이므로 이 연구
는 대학과 사회 간 관계의 맥락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사명에 기초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분석2)하여 그 본
질적 의미를 짚어보고,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 담론을 대학과 사회 간
연대적 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사명의 개념적 발달과정은 어떠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둘째, 대학과 사회 간 연대적 관계의 관점에서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은 무
엇인가?
특히, [연구문제 2]를 위하여, 대학과 사회 간 연대를 강조해온 주요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의 핵심 기저 원리와 형성·확산·실제 적용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21세기 대학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를 유추해보았다. 또한 이 연구가 갖는 구
조적 제한점들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과 사회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경쟁 속에서도 대학이 전체사회
에 기여하는 공공선(公共善, Public Good)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Ⅱ. 국내 선행연구 동향
전술하였듯이, 21세기 대학이 처한 시대적 환경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질적,
실제적 논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대변한다. 그러나 학술적 필요성도 공존한다.
고등교육은 이미 한국교육행정학의 주요 연구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교육행정학
연구｣를 통해 발표된 학술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83년 창간호 이래 2008년까지 발표된
총 931편의 학술논문 중 고등교육 관련 논문은 133편으로 약 14.3%에 달하고 있다(신현
석 외, 2009). 또한 교육행정학회 소식지에 발표된 주제들의 빈도를 보더라도, 지난 1971
년 창간호부터 2006년도 제 60호에 실린 게재물 총 209편 중 19편(9% 이상)이 고등교육

2) 분석 자료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대학의 사회적 역할(Social
Role)｣을 주제어를 국회도서관 검색시스템과 메타 데이터베이스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추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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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있었다(서정화, 2008). 교육행정학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고등교육연구물들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고등교육의 발전에 학술적, 정책적, 실제적으로 기여해왔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행정학 안에서 양적으로 팽창해온 고등교육연구가 과연 내용적으로도 균
형 있게 발전해왔는지는 의문이다. 고등교육학적 논의는 고등교육과 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대적 열망과 함께, 사회제도로서 대학이 터한 사명(Mission)에 기초하여 발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개념적, 철학적, 가치적)적 접근과 실제(현실적, 응용
적)적 접근 간 균형 있는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고등교육연구들 중, 정책 관련 논문들이 1995년~2007년 간 59편이나 발표(정성수, 2008)
된 것에서 미루어볼 때, 교육행정학에서의 고등교육연구는 정책구안 등의 실제적 논의
에 보다 집중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이 한국교육행정학의 주요 연구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부여된 21
세기 대학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이념적, 가치적, 사상적, 철학적) 논의가 실제적
논의에 비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비록 소수지만, 기타 교
육학회지나 사회과학회지, 그리고 학술 저(역)서들3)을 통하여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
임에 관한 본질적 논의들이 간간히 이루어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먼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시기반사회에서의 대학사명을
역사해석적, 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들(이준형, 2004: 정영근, 2004: 강선보, 2006:
김철, 2006a와 2006b)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에 역점을 두어 대학의 기여
및 역할을 고찰한 연구들(김천권, 2007: 안영진, 2007),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의 3대
사명 중 하나인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강선보, 2002)한 연구,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의
주류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탐색한 연구(임재홍, 2003) 등도 발표되었다.
저서의 경우에도, 학술논문과 마찬가지로, 역사해석적, 철학적 관점에서 대학사명을
비판적으로 탐색한 연구들(김호진 편, 2001: 대학사연구회, 2000: 교육철학회, 2006)이 주
로 발간되었고,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대학교육을 소개한 번역서가 최근 출간(조용하 역,
2008)되기도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21세기 대학을 ‘사명’이란 주제어를 중심으로 사상적, 철학적, 역사적
으로 해석한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세부터 21세기 지식정보
화시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사명의 변천과정과 내용을 본질적으로 음미하려는 목적을 지
향하였다. 아울러, 21세기 대학을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조금씩 일
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대학사명을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하는데 이론
적, 개념적 초석이 되고 있다.

3) 검색 기준과 방법은 주석 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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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석
1.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개념적 동향 탐색
21세기 대학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학들은 모두 ‘근대적’이
므로(오인탁, 2006),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근대 대학 이후에 형성된 고등교육의 사명
안에서 규범적으로 정의되어왔다(Allen, 1988). 근대 이후 고등교육의 사명은 주로 교육
(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Service)라는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왔으므로
(Maurrasse, 2001: 이준형, 2004: 박의수, 2006: 김기석, 2008: Kim & Cho, 2008), 우리나
라 대학들의 사회적 책임도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준거로 규정되어왔고, 아울러, 이들의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혹은 영적 목표도 3대 사명의 틀 안에서 설정되어왔다
고 할 수 있다(Kemper & Tierney, 1996: Scott, 2006).
사명이란 대학에 대한 사회의 열망으로서 대부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Fenske, 1980). 사회적 열망은 사람들이 대학에게 품고 있는 일반적인 바람이나 기대를
나타내며, 바람이나 기대의 수준은 사회적 합의 하에 어느 정도 정해진다. 그러나 대학
의 사명이란 본디 엉성해서 다수의 참여가 어렵고 대학의 실제 운영에는 큰 영향을 주
지 못한다(Peeke, 1994). 반면, 장점도 있는데 대학의 사명을 통하여 조직목적, 의사결정,
내외 구성원들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조직의 성과평가가 용이해져 전체적으로 대학의
조직역량이 향상된다.
비록 고전대학들은 사회로부터 유리된 고고한 상아탑적 모형을 추구하였으나(강선보,
2006), 21세기의 대학들은 사회적 구성주체(Membership)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의 사
회적 책임도 이러한 인식적 맥락에서 정의되고 있다(Chambers & Burkhardt, 2004). 21
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대학의 3대 사명 중 특히 봉사와 밀접히 관련하여 논의4)되
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사명은 사회변화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정제되어
야 한다(Scott, 2006)는 신념에 의거한다.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대학사명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대학
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어 대학사명이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 대학사명: 개념발달의 과정과 내용
서구대학의 역사에 의해, 대학의 전통적 사명은 교육, 연구, 봉사라는 3대 요소로 정
의되었다. 그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면, 영국 옥스브리지(Oxbridge)의 칼리지 중심의 개
인교수제도로부터 ‘교육’이, 19세기 독일대학의 전통에서 유래된 세미나 중심 연구공동
4) 그러나 대학의 교육과 연구적 사명과 비교해 볼 때, 봉사적 사명에 기초한 대학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Ward, 2003: Macfarla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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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연구’가, 19세기 후반 미국주립대학에서 시작된 봉사의 전통으로부터 ‘봉사’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정의하는 주요 3대 사명으로 자리 잡았다(박의수, 2006).
그러나 21세기 대학의 사명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중세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
학은 사회로부터 교육, 연구, 국가화(Nationalization, 또는 국가주의교육관(김철, 2006a)),
민주화, 사회봉사, 국제화의 6대 사명을 요구받아왔고, 이들 사명을 기준으로 사회적 요
구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규정되고 있다(Scott, 2006). 이들 사명은 복수, 다층 이
상의 역동적, 유동적 성격을 보인다. 복수 이상이란 역사적으로 대학의 사명이 지속적으
로 확대·발전되어왔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체제, 캠퍼스의 수, 대학의 수
등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의 사명들도 거시적 수준에서 공존 또는 상충하거나
서로 맞물리는 경향을 보였다. 다층적이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학부중심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교육중심대학에서의 대학원 교육 등 교육적 사명과 연구적 사명이 서로 충돌
하면서 다층적 특성을 형성해 왔음을 의미한다. 역동적·유동적 성격은 사회의 철학적
이상, 교육정책, 특정 문화나 제도 등이 세월에 따라 변화하면서 대학의 사명에도 끊임
없이 영향을 주어왔음을 의미한다.
역사적 흐름별로 대학사명의 개념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cott, 2006).
교육과 연구는 근대 국가 형성 이전의 단계(Pre-Nation-State Stage)에 등장한 대학의
사명이다. 교육은 중세시대 후기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과 프랑스의 파리대학에서 처음
제공되었고, 학부수준의 교양교육과 대학원 수준의 전문교육으로 구체화되어 제공되었
다(김철, 2006a). 연구는 17세기 산업화 직전의 독일(근대 국가로서 통합되기 이전) 베를
린대학에서 등장하였고, 근원적 탐구심을 최대 가치로 삼았다. 이후 독일대학(훔볼트5)
사상 추종 대학들)에서 연구는 교육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발전하였으며, 기초연구도
응용연구와 맞물리는 과정을 겪었다.
근대 개념의 독립된 국가(Nation-State Stage)가 형성된 후, 국가화, 민주화, 사회봉사
라는 3개의 요소가 대학의 사명으로 새로 등장하였고, 그 배경은 국가의 필요에 대학이
부응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터하였다. 아울러, 전통적 사명인 교육과 연구는 이들
사명과 융화되었다. 국가화는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사명으로서, 16세기 서유
럽대학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의 절대 군주국들이 대학의 효용

5) 대학의 연구적 사명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준 것은 19세기와 20세기 초 독일대학
모형이며, 특히 1809년에 설립된 Prussia의 신흥대학 베를린대학모형이다(Domonkos,
1977). Wilhelm von Humbolt는 신인문주의에 기초한 베를린대학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가능한 한 최고의 지성(Intellects)을 중심으로, 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연구(Research)하
든 상관없이 전폭적인 재량과 자율을 보장하는 학풍”을 기본 원리(Basic Doctrine)로 삼
았다(Fallon, 1980). 훔볼트사상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였다: 1) 독자적 학문성을
위하여 교육적 사명과 연구적 사명을 융합한다, 2) 학문의 자유(배움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주요 구성요소)를 발전시킨다, 3) 순수 연구(Pure Research)를 촉진
하기 위하여 예술(Arts)과 과학(Science)을 구심점으로 삼음으로써, 전통적인 인문교양교
육의 수준을 신학, 의학, 법학수준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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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국가주의교육을 강조한 것이 예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대학들이 국립대
학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6). 한편, 시민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사명인 민
주화는 19세기 미국의 신흥대학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민주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은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를 실현시키는데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Henderson, 1970). 사회봉사는 공익을 위한 대학의 사명이며, 1862년과 1890년 모릴법
(the Morrill Acts)을 통하여 미국고등교육의 사명으로 공식 규정되었다. 이후, 1940년
위스콘신이념(the Wisconsin Idea)에 의하여 사회봉사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오
늘날 미국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의 사명과 동등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강선보,
2006).
20세기 전반기의 대학들이 봉사적 사명을 강조하였다면, 후반기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학의 사명이 논의되었다(김철, 2006a: 김천권, 2007).
21세기는 국제화시대이다(Brennan, 2008).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Globalization Stage), 국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상호의존적이다. 이러한 추세
에서 국제화는 20세기 이후 대학의 사명을 정의하는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Stearns, 2009). 국제화는 상기 사명들을 모두 아우르며,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지구촌
정보화시대의 맥락에 맞게 국제화하는 것을 대학의 사명으로 규정한다. 유럽연합, 아세
안, NAFTA 등 많은 국제기구나 조약들도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사명이 역사적으로 확대·발전되어온 것은 서구사회와 문명사회의 도
래에 기인한다. 중세 유럽대학에서 시작된 교육적 사명은 전통과 학풍을 고집한 스콜라
철학과 함께 중세 후기까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고등교육의 수요는 사회적으로 팽창
하였다. 이후, 유럽과 남미의 초기 근대대학들에 의하여 국가화와 인문주의가 등장하였
고, 독립국가들의 출현과 함께 19세기 미국대학들을 중심으로 민주화가 새로운 대학의
사명으로 등장하였다. 동시에, 19세기 독일의 훔볼트사상은 대학의 연구적 사명과 학문
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학들은 사회봉사를 핵심적 사명
으로 규정하였고, 현재는 국제화7)가 지구촌 대학들의 사회적 역할을 정의하는 근원적
사명이 되고 있다.
이 같은 Scott(2006)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중세 이래 대학의 사명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봉사(Service)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였음을 밝
힌 부분이다. 안영진(2007)도 대학은 설립기반, 성장배경, 발달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봉사라는 사명을 강조한다고 보았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대학은 모두 사회조직으로서 교육과 연구와 같은 고등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
6) 미국은 정반대의 경우이다(이형행 역, 2002).
7) 중세의 대학들, 훔볼트 사상기의 독일대학들, 빅토리아시대의 영국대학들도 많은 외국인 학
생과 교수들을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국제화는 사실 21세기 대학만의 사명을 설명하는 현상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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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교회, 정부, 개인, 공공부문, 지역 및 전체사회에 봉사하는 학문
적 주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Haddad의 해석을 통해 그 내재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Haddad는 대학의 기원(Origin)을 탐색하면서 라틴어로 대학(Universitas)이 지역공
동체사회(Community)를 의미하며, 고전 라틴어로는 전체(Totality)를 의미함을 발견하였
다(Neave, 2000). 이러한 개념적 기원에서 본다면, 대학사회(특히 21세기 대학)란 생각하
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성원들을 포함한다(Jongbloed, Enders, & Salerno, 2008). 내
부적으로는 학생과 직원, 교수사회를, 외부적으로는 연구집단, 동문사회, 비즈니스, 사회·
시민운동, 소비자단체, 정부, 전문가협회 등을, 지리적으로는 캠퍼스 근접지역 등을 대학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인 지금, 지리적 기준에 의
한 대학사회의 구성원은 별 의미가 없으며, 국경에 관계없이 지구촌사회의 누구나 대학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대학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이들 간의 관계,
환경, 기대, 책임과 같은 논의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Jongbloed, Enders, &
Salerno, 2008).
나. 대학사명으로부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함의 도출
전술하였듯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역사적으로 대학의 봉사적 사명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물론 다른 사명들도 봉사적 사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모두 사회
적 책임과 관련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의 봉사 대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왔다. 중세의 대학들은 교회세력가들을
위한 것이었고,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의 대학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을 중시하였으
며, 20세기 이후 대학들은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21세기 대학들은 현재 전지구적 공익
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Urry, 1998). 이렇게 볼 때, 대학의 봉사적 사명의 성격이나 범
위는 쉽게 규정짓기 어렵다.
<표 1> 대학의 봉사적 책임에 대한 세 가지 전통적 근원
전통(사명)
시민적
Civic

역사적 예
-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의 시민대학들
- 미국의 Land-Grant 대학들
- 영국의 폴리테크닉들

봉사(Service)의 정의(책임)
응용교육과정과 공정한 접근기회의 보장을
통한 지방, 지역사회, 국가사회에 봉사

옥스브리지
Oxbridge

-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대학
- 영국의 Green Fields 대학들8)

교양교육과정을 통한 신(God), 국가, 공동
문화에 대한 봉사

자율적
Autonomous

- 독일의 베를린대학
-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학문적 자유에 기초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과학과 지식발전에 기여

출처: Macfarlane(2007), p. 43.
8) 1960년대 영국의 신흥대학들 중 시민적 전통보다는 옥스브리지전통을 모델로 추종한 대
학들로서 대부분 녹색 평야에 위치하였다(Silv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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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봉사는 매우 광의적이나, 지식생산, 생산적 성과 도출, 문화적 가치의 전승 등을
주요 핵심요인으로 간주한다(Marquand, 2004). Macfarlane(2007)은 대학의 봉사적 사명
을 탐구하면서 이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온 세 가지 전통적 근원을 <표 1>과 같이 식별
하였다. 옥스브리지전통에 의한 교수와 학생 간 개인교수제도는 시민적 전통에 의한 지
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봉사적 사명과 결합된 반면,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한 연구 중심 탐구풍토는 자율적 전통에 보다 밀접한 기반을 두고 있다.
21세기 대학은 모두(All)를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무엇보다도 개별 대학의 조직적
우선가치나 문화에 따라 봉사적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대학의 사회
적 책임은 비전통적 학습자에 대한 문호 개방, 학습유형의 다양화, 고등교육의 접근기회
확대 등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전략은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학의 봉사적 사명으로부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유추해보면, 대학은
교육공동체(Educational Community), 학문적 자유, 접근성(Access)과 형평성(Equity), 수
월성(Excellence)과 완전성(Integrity), 탐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Tierney, 1999).
교육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대학이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형성된 목적공동체라는 견지에서 정당화된다. 대학의 목적은 학생들이 사회적 통
찰력을 갖고, 민주주의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요구되는 지적, 기술적 역
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이는 대부분 교육과 연구적 사명을 통하여 달성
된다. 교육이란 교수와 학생 간 단순한 반응관계가 아니므로, 교육공동체로서 대학은 개
인학습자에게 보다 거대한 사회이슈들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지적 공간이 될 책임이
있다.
대학을 사회의 하위 체제로 정의한다면, 학문적 자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신념내지
는 가치일 것이다. 학문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회에서 대학은 상당한 자율권한을 누리고,
다양한 사상에 대한 편견 없는 탐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는 학문적 자유를 도구적
방패삼아, 대학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학문적 자유를
위한 의무가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적 자유를 지지해준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임이 규정된다. 학문공동체사회(Scholarly Community)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학
문적 자유의 파수꾼 또는 이를 지키기 위한 능동적 역할자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학문
적 자유를 통해 대학의 개인적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도 대학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다.
지난 세기 동안,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형평성은 높아졌다. 주립
대학의 설립을 지원한 미국의 모릴법이나 G.I Bill은 모든 계층에게 고등교육을 개방하
려한 것으로서 사회적 형평성과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려했던 예이다. 접근성 제
고를 통한 고등교육대중화의 노력은 ‘모든 개인은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사회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사상이기도 하다. 대학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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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인가 아니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보장에 대한 대학의 책임
인가는 여전히 사회적 논쟁거리이나 지구촌 사회는 보다 많은 인재형 시민을 원하고 있
다(Macfarlane, 2007: Kim & Cho, 2008)는 공공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학의 역할과 책
임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
수월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대학이 형평성만을 위하여 대학의 질적 우수성의 기
준을 낮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형평성과 수월성은 충돌 가치가 아닌
양립 가능한 가치라는 것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대학구성원 개개
인은 질적 우수성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고
등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구성원 개개인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완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교육공동체와 학문적 자유에 대한 책임은 진리탐구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역할 및 보
호의 의무를 강조하고,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책임은 모든 개인은 동등한 기회를 보
장받으나, 대학은 동시에 질적 우수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책임은 행동(Action)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탐구에 대한 책임은 대학
은 진리탐구와 함께 지적 변화를 이끌 행동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대학은 끊임없
이 탐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탐구를 통한 진리의 발견은 우연이나 우발적
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Tierney의 개념들은 모두 공익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
다. 이는 대학이 공공선을 위한 공공선(A Public Good for the Public Good)이기 때문이
다(Chambers, 2005, p. 3). 공공선으로서 대학의 개념은 비단 21세기 현대사회만의 시각
이 아닌 고대로부터 강조되어온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념에 기초한다.

전체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 특히 만인에게 동등
한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 책임은 사적(Private)이 아닌 사회적, 공공적
(Public)이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Translation by Sinclair, 1962)

대학은 지식생산자로서, 지도자 양성소로서,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언제나 사회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으므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사회복리의 측면에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왔다(Newman & Couturier, 2002, Bergan, 2005).
21세기 대학사명과 이에 따른 사회봉사적 책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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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1세기 대학의 사명과 사회봉사적 책임
유형
인문교양 중심대학
Liberal Arts College
연구중심대학
Research University
전문교육기관
Professional School
지역사회대학
Community College

주요 교육사명
-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성훈련
- 특기 형성

사회봉사(Service)적 책임
- 가치적 이상과 연대
- 공적 삶을 위한 시민 훈련

- 지식기반의 확장

- 지식의 사회문제해결에 적용

- 응용 교육
- 구체적 기술 강조
- 비전통적 방법에 의한 교육 기회
증진

-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 담당을 위한
전문가 육성, 현실적, 실제적 훈련
- 교육기회 접근성 제고
- 고용기회 제고

출처: Stanton et al. (1999).

2.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주요 담론의
동향과 의미 탐색
이 연구는 대학의 사명에 대한 개념적 논의([연구문제 1])를 통하여 봉사가 대학의 전
통적 혹은 新사명들을 관통하는 핵심 요인이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준거임
을 이해하였다. 특히, 대학의 봉사적 가치가 완성되는 배지는 대학이 터한 사회(Boyer,
1987)이므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사회
란 구성원들 간 상호 기대가 부합될 때 비로소 관련성(상호 이익의 호혜적 관계)을 가
지는데, 관련성 형성에는 대학의 봉사가 큰 역할을 한다. 대학의 봉사적 사명은 대학과
지역 및 전체사회를 묶어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며, 대학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도 기여한다(이준형, 2004).
전술하였듯이, 산업화 이후 서구대학들은 (지역)사회의 가치를 인정하여 상아탑과 같
은 특권적 명성을 버리고 대중교육기관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개발
모형에 의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고, 21세기 사회는 대학들을 ‘대
학시민(Academic Citizen)’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학시민의 개념은 대학의 3대 사명인 교육, 연구, 봉사는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학생들을 통해 완전해지므로, 대학의 일차적 의무는 학생들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육
성하여 사회로 배출하는데 있다는 사회적 신념에 기초한다(Fish, 2003: Thomas, 2000).
이러한 사회적 의무는 대학의 봉사적 사명을 통하여 달성된다. 대학은 봉사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구성원들과 연대한다(Macfarlane, 2007). 이는 시
민적 주체인 대학이 봉사적 사명을 매개로 하여 학내 구성원들, 지역사회, 국가사회, 국
제사회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런고로 사회와의 관계의 면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조명한다면, ‘대학과 사회 간
협동’은 고등교육의 핵심가치가 된다. 이는 대학의 이상에 대한 신념(‘대학의 사회로부
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과 관련되고, 나아가 대학이 사회에 대한 소유권
(Ownership)을 가진 시민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소 공동체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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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ist Perspective)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과 사회 간 공동체적 관계를 통하여 대학은 사회를 옹호하고 대변
하는 동시에 사회의 이익에 공헌하고, 대학은 사회로부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인정받
아, 결국 주어진 봉사적 사명을 완수한다. 따라서 대학의 봉사적 사명은 대학이 시민적
주체(Civic Agent)로서 사회에 지도성을 발휘하고, 시민적 책임을 다할 때 완수될 수 있
다(Kim & Cho, 2008).
이러한 견지에서 2절에서는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대학과 사회 간 연대적 관계의
관점에서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한 담론(이하 사회적 연대론(Engaged
Institution))을 핵심 기저 원리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가. 사회적 연대론의 핵심 기저 원리
대학과 시민적 주체로서의 사회적 임무는 서로 단절 된지 오래이다. 시민적 주체로서
대학은 학생들을 민주사회의 적극적 참여자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에서 시민
적 주체로서의 사명과 의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총장은 드물고, 이를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교수들도 거의 없다. 지역사회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대
학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대학은 시민적 주체로
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단지 종신계약에 목맨 교수들과 학점과 졸업장에 집착하는
학생들의 집합소일 뿐이다.
- Gibson, 2001, p. 11.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Gibson의 신랄한 비판은 사회적 연대론이 공유하
고 있는 문제의식을 대변한다. 100년 전 하버드대학의 총장이었던 Charles W. Eliot이
강조하였듯이, ‘대학은 뼛속 깊이 민주주의적 봉사정신으로 가득차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봉사의 열의가 교수와 학생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Long, 1992,
p. 199)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연대론의 요지이다.
1) 원리 1: 시민적 주체로서의 대학
대학의 봉사적 사명은 사회봉사를 의미하는 동시에 공공봉사(Public Service)를 의미
한다. 전술하였던 봉사에 대한 Macfarlane(2007)의 세 가지 전통적 근원 중, 시민적 전통
과 자율적 전통은 대학의 봉사를 대학 내 봉사뿐만 아니라 대외적 봉사로 확대하는데
유용하다.
시민적 전통은 대학의 봉사적 사명을 응용적 교육과정과 공정한 접근기회의 보장을
통한 지역 및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자율적 전통은 학문적 자유
에 기초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Macfarlane, 2007). 즉, 시민적 전통은 교육적 사명을, 자율적 전통은 연구적 사명을 통
한 사회봉사를 강조한다. 시민적 전통관에 주목한다면, 대학은 사회요구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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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이고, 자율적 전통관을 따른다면, 지역산업의 요구에 맞는 연구기반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9)될 것이다.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데 있어, 이 두 전통관 모
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우선하는 조직적 가치와 문화에 따라
보다 구체화 및 차별화되고 있다.
대학을 시민적 주체로 정의할 경우 대학의 책무는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대학이
사회로부터 지지와 혜택을 누리는 한, 대학은 지역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할 도덕적 의
무를 가진다는 명제가 성립한다(Zgaga, 2005). 따라서 대학이 대학시민이 된다는 것은
학문적 자유를 누릴 권리와 함께 시민적 주체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시민권을 충실히 이
행할 사회적 책임도 공존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대학의 봉사적 사명의 핵심은 ‘진정한
시민(Good Citizen)’으로서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Ward, 2003; Moberly,
1949).
사회적 연대론이 학문적 주체인 대학의 ‘시민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보다 참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대학모형이 고등교육의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싹트고 있다. 이
모형은 이상적인 대학이란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지역사
회 지도자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강조하며, 대학을 지역 및 전체사회에 기여하
는 세계시민대학(Cosmopolitan Civic University)으로 정의한다(Maurrasse, 2001).
2) 원리 2: 공공선으로서의 대학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시민적 주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
의는 전체사회를 위한 공공선으로서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
Chambers(2005)는 대학과 사회 간 관계를 공공선의 관점에서 정의하기 위하여 사회운
동(Social Movement), 서약(Covenant), 강령(Charter) 등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사회운동이란 사회나 조직에서 변화를 유도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지속
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집합적 행위를 말한다(Turner & Killian, 1987). 사회적 문제, 사
회적 신념,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 네트워크를 공유해온 대학, 지역사회, 전체사회 사이
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회운동은 몇 가지 공통된 목표를 지향해왔는데, 시민교
육, 사회봉사, 협동이 주요 근원적 토대였다(Diani, 1992: Kezar, 2005a). 시민교육은 경
제적 논리의 우선에 반발하였고, 사회봉사는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개인주의화에 대
한 반발이 동기였으며, 협동 또한 개인주의화와 이기주의화에 대한 우려로부터 촉발되
었다. 사회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은 사회적 사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지하고, 급변
하는 사회와 국제환경 속에서 조직적 우선가치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사회적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동적 관계
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Chambers, 2005).

9) 이 경우 사회적 수요를 기준으로 연구 역량에 따른 대학 간 서열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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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2000)는 서약의 개념을 통하여 대학과 사회 간 공적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서약은 동등한 기회, 시민적 삶, 민주적 삶, 사회적 연대(Engagement), 책무성 등의 핵
심 가치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시민과 민주적 삶과 연대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
로서 학습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는데, 이때의 학습 환경이란 학생들이 지역, 국가, 국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의 해결에 요구되는 자질과 지식을 습득하여
민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적절한 환
경, 즉, 고등교육의 시민적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을 말한다. 서약에 터한 사회적 책임을
통해, 대학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강령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 대학, 은행 등 공사립 조합을 만드는데 정부적 권
위체가 사용하는 문서로서 조합의 특권과 목적을 규정한다(Chambers, 2005). 조합의 조
직개요에 대한 규정을 의미하기도 한다(American Heritage Dictionary, 1983). 강령과 서
약의 개념은 서로 결합하여, 사회적 제도인 대학과 대학을 지지하는 국민들 간의 관계
를 본질적으로 도덕적, 지속적, 호혜적, 사회적 상호 관련성으로 정의한다(Chambers,
2005).
3) 원리 3: 사회와 연대된 대학
원리 1과 2는,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하겠지만, 사회적 공유와 호혜성에 대한 강한 책
임감을 인정하는 이른바 ‘사회와 연대된 대학상(Socially-Engaged University)’을 완성하
는 핵심 개념들이다. 사회적 연대란 본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므로(Kellogg Commission on the Future of State &
Land-Grant Universities, 1999), 사회와 연대된 대학은 봉사적 사명을 통하여 대학의 철
학과 학문적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존중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
응한다. 사회와 연대된 대학은 시민적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시민적 책임과
연대를 중시한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지향하면서 사회운동, 서약, 강령 등 조직
과 사회 간 시민적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들과 지속성, 진정성, 목적 지향성, 도덕성, 책
무성, 호혜성 등의 사회적, 시민적 가치와 의무 등을 강조한다(Ward, 2003: Barnett,
2007: Kim & Cho, 2008).
이상을 종합하면, 21세기 대학은 다양성과 접근성 증대, 자원봉사와 봉사학습, 학습사
회와 지도성훈련, 전문가적 윤리관과 교수역량개발, 캡스톤설계 교과개발, 완전 학습, 협
동 및 문제기반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공공선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적 주체인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서 비롯하며, 공
공복리에의 기여와 보존을 지향한다. 아울러, 공공선은 사회적 문제에 대학이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행동)를 강조한다. 실제로, 21세기 대학은 지역사회와
의 공동협력 작업,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용연구, 지역재건에의 기여 등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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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역사회참여행동을 통하여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론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대된 대학을 이상적 모형으로 추구하며, 연대
는 대학과 사회 간 약속에 의거한다(London, 2003: Ramaley, 2000 & 2005).
나. 사회적 연대론의 형성·확산·실제 적용과정 분석
여기에서는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연대론의 주요 논리와 흐름을 담론의 형성, 확산,
실제 적용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며, 실제 적용의 과정은 봉사학습
(Service Learning)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연대론의 형성과정과 개념화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연대론은 켈로그위원회가 주립대학과 Land-Grant 대학 총·학장
들에게 선포한 1999년 보고서(Kellogg Commission on the Future of State &
Land-Grant Universities, 1999)로부터 촉발되었는데, 보고서의 학계 파급효과는 10여년
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켈로그위원회가 인식한 고등교육의 문제는 사회적 요구에 대
한 대학의 무반응(Unresponsiveness)과, 대학이 풍부한 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학문적 경계에 지나치게 집작한 나머지 보유 자원들을 지역사회의 문제에 응용적으로
적용할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수급 불균형, 재정적자, 비용억제 요구,
이사회의 책무성과 생산성, 기부금, 국내외 관련 정책 등으로 인해 대학들은 만성적 피
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이념의 표류이다
(London, 1998 & 2000).
대학이 직면한 총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켈로그위원회는 기존의 원격교육
(Outreach)이나 봉사를 넘어서는 연대의 개념에 주목하였고, 대학은 연대를 통하여 교
육, 연구, 공개강좌(Extension), 봉사 등의 기능을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보
다 생산적, 교감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개강좌, 전통적 원격교육, 일반적 사
회봉사 등 기존의 개념들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관계를 일방향적10)으로 규정하였다
(Ramaley, 2005; Jordan, 2007; Duke, 2008)면, 연대는 공유와 호혜적 파트너십의 관계를
존중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이상적인 개념이다(Thomas, 2000). 연대를 통하
여, 대학과 지역사회는 파트너십을 구상(Civic Engagement Task Force Team, 2002)하
고, 상호존중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이룰 수 있으므로, 전문성, 지식, 정보 등은 과거와
같이 대학으로부터 지역사회로만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두 주체 간 파트너십은 주
어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 목표와 어젠다 공유,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유의미한
성공의 기준과 범위의 공동 규정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특징져지고, 파트너십을

10) 지식과 전문성은 대학에서 지역사회로 일방적으로 흐른다고 보기에 대학과 지역사회 간
힘의 불균형적 관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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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협동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호 이익적 관계를 형성시켜, 모든 참여구성원들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켈로그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념에 충실히 반응하는 대학을 이른바 ‘사회와 연대된 대
학’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와 연대된 대학은 학생들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고, 대
학문화의 변화를 촉진하며, 교수와 학생들의 신지식 탐구의 기회를 높여주고, 다양한 학
외(Off-campus) 학습과 인턴십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데, 이는 연대된 대학이 특성상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과정 및 실습에 지역사회
참여를 접목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낌없이 투입하기 때문
이다. 켈로그위원회는 사회와 연대된 대학들은 반응성, 파트너 존중, 학문적 중립성, 접
근성, 통합성, 조정성, 자원 파트너십의 일곱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연대에 대한 분명한 의무감, 연대와 교육·연구적 사명 간 융합, ‘다양한’ 접근법과 노력
경주, 지역사회에 대한 자체 정의 정립, 리더십, 관련 재정 확보, 책무성도 사회와 연대
된 대학의 특성으로 보았다. Ramaley(2000과 2005)와 Holland(2001)도 사회적 약속을 통
해 지역사회와 연대된 대학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첫째, 시민적 연대는
대학의 조직적 사명과 전략을 통해 보다 분명히 정의된다. 사회의 시각과 공익적 요구
는 끊임없이 대학의 우선과제 선정에 영향을 준다. 둘째, 대학의 사회참여는 지속성, 목
적성, 진정성을 지향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진지한 경청자가 된다. 셋째, 교육과정은 학
생들을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넷째,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로부터 유발되는 모든 결과들을 세심히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데 요구되는 역
량을 갖춘다.
그렇다면, 이 이론적 개념의 실제 적용가능성은 어떠한가. 켈로그위원회가 제시한 연
대의 실제 적용방안은 “대학은 더 이상 독립된 주체가 아니므로, 대학의 사회적 연대는
필수이며, 외부 영향에 개방된 구조를 구축하되, 대학의 요구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
경을 유지해야 한다(p. 39)”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쉬운 전제는 아니나, 대학은 연대
의 개념을 대학사명에 반영하고, 연대를 개인차원이 아닌 조직차원의 과제로 인식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여 연대의 제도적 정착화를 지원하고,
재정환경이 어렵더라도 연대를 위한 재정지원금을 마련할 방법을 도구화하는 것이 실제
적용성을 높이는 필요조건으로 보았다.
2) 사회적 연대론의 확산과정과 하위담론들
켈로그위원회의 보고서 이후에도, 대학의 사회적 연대론은 계속 확산되어왔으며, 교육
기회, 사회적 책임, 학문적 성과의 공공기여의 측면에서 다양한 하위담론들이 심층적으
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이들 논의는 “대학은 연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자체가
연대‘된’ 조직(p. 8)”이라는 신념을 전제로, 다양성, 시민적 학습, 사회적 웰빙, 신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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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파트너십, 자기조절, 공공책무성 등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Civic Engagement
Task Force Team, 2001).
가) 연대적 자질론
최근 대학의 봉사적 사명을 조명하면서 ‘연대적 자질론11)(Scholarship of Engagement)’
을 주장한 Ward(2003)의 담론에 주목할 만하다. Ward도 대학의 사회적 연대론을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규정
하고, 대학과 사회 간 책임 있는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켈로그위원회의
개념정의에 따르면서, Ward는 연대란 대학 내외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적 공동
체의 구축과 학문적 선과 공공선의 동시 추구를 강조한 개념(Boyer, 1994)으로, 고등교육
의 원래 의도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하였다. 연대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봉사를 포함하므로, 대학의 의사결정자들(주로 보직
자와 교수들)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사회봉사적 사명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재구상할 기회
를 갖게 되고, 이는 학문, 단과대학, 각종 위원회, 학생,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봉사로 연결될 수 있다(Butin, 2006).
Ward의 논지는 교수의 학문(전문)적 활동을 어떻게 대학의 봉사적 사명 안에 내재시
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연대를 구상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연대란 교수들의 봉사적 역할과 교수의 학문적 자질 간의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작적 개념이다(Sandmann et al., 2000; Ramaley, 2005). 연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한데, 하나는 대학-지역사회관계에 내제된 복잡성을 인정하는 반면 상호 호
혜성과 존중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Hollander & Saltmarsh,
2000; Ramaley, 2000 & 2005)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들의 봉사적 활동과 전공영역의 전
문성 간 연결성을 강조하여, 교수의 전문성이 이들의 봉사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들의 봉사활동이 학문적 전문성과 학문적 자질에 영향을 주는가 등의 주제에 관심을
둔다(Boyer, 1996; Ramaley, 2000). 물론 정확히 선을 긋기는 어려우나, 켈로그위원회는
전자에, Ward는 후자에 개념적 관심을 두고 있다. Ward의 관점은 결국 지역사회문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수의 다양한 활동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교
수의 전문성과 지식을 현존하는 (지역)사회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와 교육적 사
명을 봉사적 사명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Hollander & Saltmarsh, 2000).
나) 학자적 자질론
대학의 사회적 연대와 교수의 학자적 자질 간의 관계성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탐색인
학자적 자질론은 공공선을 위한 학자적 자질론(Scholarship for the Common Good) 또

11) 핵심 관점은 어떻게 봉사와 교수의 역할 및 자질을 연결시킴으로써 교수의 학문적 활동
을 봉사적 사명 안에 내재시킬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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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의 공적 자질론(Public Scholarship) 등으로도 표현되며, 여기서 공공선이란 교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적 선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개념이다(Checkoway, 2002).
학자적 자질론의 시초는 교육진보를 위한 카네기재단의 회장인 Boyer(1990)의 담론이
다. Boyer는 미국고등교육사회를 뒤흔든 명서, 「Scholarship Reconsidered: Priorities of the
Professoriate」를 통해, 대학교수인 학자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실용적 봉사
를 위한 민주주의정신(Modern Democratic Spirit of Serviceableness)을 기준으로 삼았
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은 민주주의사회에 대한 봉사적 갈망을 추구하여야 하며, 봉사적
열망이 가득한 애국자를 양성하는 것을 대학이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Boyer는 학자적 자질을 발견(Scholarship of Discovery), 통합(Scholarship of
Integration), 응용(Scholarship of Application), 교육(Scholarship of Teaching)적 자질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발견적 자질은 연구를, 통합적 자질은 연구결과의 개념화를, 응
용적 자질12)은 연구결과 및 개념과 현실 간 연계성을, 교육적 자질은 학생들에게 이해
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Boyer의 생각은 대학사명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고, 교수들의
일과와 성과 등을 현실과 직결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 이어져왔다.
Jordan(2007)은 Boyer의 개념적 사상에 기초하여 21세기 대학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Jordan은 봉사를 대학, 학문분야, 지역사회에 전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긴 하나 학문적 자질은 결여된 개념으로 본 반면, 지역사회와 연대된
학자적 자질은 상호이익을 위한 대학(교수)과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개념으로
교육, 발견, 통합, 적용 등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
한 대학교수의 연대적 자질은 승진 및 정년보장과 연계되어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Jordan이 제안한 교수평가에 반영 가능한 8가지 학자적 자질 준거는 학문적 변화와 지
역사회변화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전공(전문)영역의 적절한 정
의, 지역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노력(예, 교육과정 개발, 과련 재정마련,
관련 연구 활동, 지역사회와의 피드백 개선, 정책제안,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및 교육성과 확산 등), 지역사회의 향상에 영향을 줄 만한 성과도출, 학문사회와
지역사회 대상 홍보 및 연설활동, 반성적 평가결과(예, 지역사회구성원들과 비평의 장
정기적 개최, 지역사회구성원 중심 평가 등), 지도성과 개인적 기여(예, 다양한 외부단체
로부터 초청,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학생과의 멘토링 관계 등), 교육과 연
구에 있어서 지속적인 윤리적 행동(사회적 책임감)이다.
다) 사회적 연대론의 최근 연구동향
사회적 연대론에 기초한 그간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학과 사회 간 연대적 관계의 핵
12) Boyer(1990)는 응용적 자질을 설명하면서, 연대(Engagement)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는 발견한 지식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응용적 자질을 설명하면서 지
식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응하는가, 지식이 개인이나 조직을 돕
는데 활용 가치가 있는가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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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호혜성과 공동사회론, 공익, 공공선과 결부된 연구 활동 재정
립, 학자의 공적 자질,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근본적 변화, 전문조직문화의 변화, 적절
한 보상체계(Checkoway, 2002). 최근에는 사회적 연대론은 개념적 탐색뿐만 아니라, 사
회와 연대된 대학이 그렇지 못한 대학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접근13)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표 3> 봉사적 사명에 대한 대학의 의무감 수준 및 특성
Level 1
낮은 관련성

Level 2
중간적 관련성

Level 3
높은 관련성

사명

언급이 없거나, 정
확한 개념정의가
아닌 수사적 표현

봉사는 시민적 주체
인 대학의 역할로
규정

봉사는 대학의 학문
적 활동의 주요 일부
로 규정

진급,
정년보장심
사, 임용

대학위원회나 학
문분야에 대한 봉
사

지역사회봉사에 대
한 언급 및 사례별
적용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공식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상체계 구축

조직구조

봉사와 관련 없음

봉사활동 촉진을 위
한 조직 구성

봉사를 제공하기 위
한 전담센터나 부서
조직

학생참여

학생들의 특별활
동의 일부로서 봉
사

학생들의 봉사에 대
한 조직적 지원

학점, 인턴십, 실습
등과 연계된 학생들
의 봉사활동

교수참여

대학 의무, 위원
회, 학문분야에 초
점

무료(Pro bono) 자문,
지역사회 자원봉사

지역사회의
참여

비정기적 참여, 제
한적 참여, 개인이
나 집단별 참여

위원회나 단과대학
에 지역사회 대표성
인사 참여

없음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적 모델
인 동문 소개

대학출판
활동

정년보장교수들의 지
역사회기반 연구 활
동 및 봉사학습과정
강의 담당
능동적 파트너십과
시간강의 등을 통한
지역사회인사의 학내
영향력 제고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계하여 경제적 파
급효과 등 전달

Level 4
완전한 관련성
봉사는 대학의 핵심
요소로서 대학의 정
체성 및 특성을 정의
하는 요소로 인정
지역사회기반 연구와
교육을 임용 및 보상
에서 핵심 기준으로
규정
유연한 지원조직 구
축 및 교수와 학생들
의 적극적 참여 확산
정규교육과정과 통합
된 봉사학습, 학생들
의 지역사회기반 연
구 참여
지역사회기반 연구
활동과 봉사학습은
대학의 핵심과제
봉사학습 및 지역사
회기반 연구 활동의
설계 및 실행에 지역
사회 참여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핵심 내용

출처: Holland(1997).

Holland(1997)는 봉사적 사명에 대한 조직적 의무감 정도에 따라 대학들 간 조직성격
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였고, <표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네 번째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감을 가진 학교를 사회와 연대된 대학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지역사회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대학의 사명을 정의하는 핵심 지표로
삼는다. Holland의 구분은 대학교수들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
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며, 특히 교수들의 승진, 정년보장심사체제와 학자
의 연대적 자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 대학의 지역사회와의 연대성을 측정하려는 노력과 국가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시도도 일
고 있다(Garlick & Langworth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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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rts(2007)도 대학발전모형을 탐구하면서, 전통적 발전모형과 사회적 연대론에 기초
한 발전모형간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비교는 사회적 연대론의 특성과 지향점
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데 도움이 된다.
<표 4> 대학발전모형 간 개념 차이
전통적 대학발전모형
- 실증주의:
지식은 가치중립적, 분리가능적임. 지식은
어디엔가 분명히 존재하며 대학의 방법론
적 접근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음
- 대학의 사명은 교실수업, 연구, 일방향적
원격교육에 의하여 수행
- 대학문화는 대학의 발전모형과 대내외
파트너들과 분리되어 있음

사회적 연대론에 기초한 대학발전모형
- 구성주의:
지식은 발전적임. 지식은 내부적으로는 구성
주의적, 사회문화적으로는 내외 파트너들에
의한 중재적 특성을 보임
- 지식은 대학의 전통적 경계선 안팎에 모두
내재되어 있다는 신념에 기초
- 대학의 발전모형과 대내외 파트너들은 대
학의 교육과 연구공동체의 일부분

발전 철학
(모형)

- 확산모형:
일방적 확산 - 외부에 대학프로그램이나
성과 ‘팔기’
선택: 대학발전 관련 직원들이 대학의 성
과에 관심이 있는 외부자 물색

- 체제변화모형:
교환: 대학과 외부자들은 서로 관점, 지식,
물자, 자원을 공공이익을 위하여 교환
실행: 사회문제해결과 체제변화유도가 가능
한 상호과정

참여에 대한
구조적 전략

동문회기부, 국가나 지방정부재정지원, 기
업후원, 지역사회관계

대학발전담당
교직원의
역할

- 대학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지원 획득
- 보직자, 대학, 일부 교수들로부터 지지
획득

- 재정확보를 위한 대학-지역사회 간 공동위
원회 구성 및 공동의 논의 전개
- 간학문적 위원회 구성 및 활용
- 팀, 위원회, 학습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방안 구상
- 대외적 홍보를 통한 재정적, 정치적 지원
획득

교수와
학생의 역할
보직자의
역할
발전주기

- 수동적

- 능동적

- 단과대학별 지지 호소
- 대학(개인주의)의 필요에 의한 책임의식
- 단과대학별로 폐쇄적

- 발전비전과 단과대학별 필요성 간 조정
- 전체적 필요성에 의한 공동의 책임의식
- 개방적

인식론
대학의 역할
과
외부파트너

출처: Weerts(2007), p. 96-97.

3) 사회적 연대론의 실제 적용: 봉사학습 관련 논의와 의미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론의 실제 적용은 미국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봉사학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전술하였고, Holland(1997)도 강조하였듯이, 봉사학습은 지역사회
와 긴밀히 연대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Jacoby(1996)는 봉사학습을 학습 성과 및 발전성을 증진하고자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
회구조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문제에

행동으로

참여하는

경험적

교육모형

(Experiential Education)으로 정의하였다. 봉사학습은 대학, 교수, 학생이 지역사회와 사
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수단이며, 특히, 지역사회봉사와 대학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융합
함으로써 교수들의 교육, 연구, 봉사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교수법적 모형
(Pedagogical Model)이다(Cushman, 1999; Bringle & Hatcher, 1995; Mettetal & Bryant,
1996; Rhoads & Howard, 1998; Ward, 2003; Einfeld & Collins, 2008).
봉사학습이 유의미하려면, 교수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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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가 마련(Lynton, 1998; Magrath, 1999; Votruba, 1996)되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곧 대학교실이 되어야 한다(Jay, 2000; Maloney, 2000). 봉사학습은 교수법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나,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 학생과 교육내용, 교수와 학생 간
관계를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재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Arches et
al., 1997; Wagner, 1987; Zlotkowski, 1997; Butin, 2006). 즉, 봉사학습은 정규 교육과정
임과 동시에 보조적 교육과정의 성격을 띤다(Jacoby, 1996).
Cushman(1999)은 봉사학습을 통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간 융합 가능성을 개념화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책임의 전통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Cushman의
개념모형의 의하면, 봉사학습을 통하여 연구 활동은 학생과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식별하여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구상함으로써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
고, 지역사회문제에 학생과 교육과정을 접목함으로써 봉사적 연계성도 구축할 수 있다.
교육활동은 현장학습노트, 리포트, 상호작용과정 기록 및 녹화 등을 통해 연구 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고, 학생들의 자원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조직들
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기여하므로 봉사적 의미도 상당하다. 봉사활동은 지
역사회의 일상과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체험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존 학문과 이론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매우 높다. 봉사학습을 통한 교육-연구-봉사 간 상호 기여 가능성
을 탐색한 Cushman의 개념은 교수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을 봉사학습에 접목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너지들
이 바로 사회와 연대된 대학의 본질적 근원이 된다(Ward, 2003).
최근, 봉사학습 지지자들은 대학조직 내에 봉사학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적 연대 자체가 대학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해야 하고, 따라서 이
들을 통합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Bringle & Hatcher, 2000). 봉사학습의 제도화에 대한
담론이 최근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봉사학습이 대학교육의 주류로 정착하면서 이의 조
직적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봉사학습은 본연의 취지와
는 달리 교육과정을 위한 실습보조장치, 단기 자금에 의한 운영, 시간 소모적 일감, 정
년보장심사 준비에 대한 방해요소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봉사학습이 아직도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의 조직적 구조도 이의
정착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Bringle과 Hatcher(2000),

Furco(2002), Brukardt와 동료들(2004)은 봉사학습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사
명 규정, 총장의 지도성, 정책, 홍보, 예산할당, 봉사학습에 대한 행정적 이해와 지지, 교
수들의 지지와 참여,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 인프라구조, 교수의 역할 규정 및 보상체계
확립, 기타 대학행정요소들(입학, 학사, 재정지원, 교양교육, 장기계획, 조직역량평가 등)
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봉사학습의 제도적 정착에는 호혜성, 지속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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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주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봉사학
습이 대학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해야만, 학문적 엘리트주의가 아닌 공익을 위한 고등
교육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과 사회봉사 간 본질적 호환성을 전
제로 하며, 시민사회와 현실세계에 대한 학습은 고등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특
질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다(Butin, 2006).
Einfeld와 Collins(2008)는 봉사학습에 대한 최근 주요 담론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서, 다양한 개념들 간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봉사학습에 관한 담론은 그간 크게 자선,
시민교육, 프로젝트, 공동체주의, 사회정의 및 변화라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성과로는 자신감, 사회적 책임감, 시민사상, 자존감, 자기효능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Kezar & Rhoads, 2001). 봉사학습과 사회정의, 다문화적 역량, 시민적 참여의식 등
이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봉사학습 자체가 구조적, 본질적으로 개인적 발달, 관용, 대학
을 통한 지역사회경험과 강한 상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봉사학습에 관한 담론은 경험
교육, 행동연구, 비평론, 진보주의교육, 성인교육, 사회정의교육, 구성주의, 지역사회기반
연구, 다문화교육, 학부중심 연구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Butin, 2003; Westheimer & Kahne, 2004).

Ⅳ.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결론
우리사회는 시민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대학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공공선의 영역 회복, 관계적 삶 부흥, 시민활동에의 투자를 통하
여 시민의식과 시민적 활기를 되찾길 갈망하고 있다.
- Schneider, 2000, p. 98.

이 연구는 21세기 대학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대학사명의 개
념적 발달과정을 살펴보면서 연결된 의미를 유추해보았고, 이로부터 도출된 개념적 이
해를 바탕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주는 함의를 가늠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3대 사명 중 봉사적 사명이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규정
하는 이념적 토대임을 밝혔다. 물론 교육과 연구도 봉사 이상으로 강조되어온 대학의
사명이나, 이들 사명도 결국 봉사적 사명을 통해 완전성을 갖는다.
봉사적 사명에 대한 이념적 가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대학의 사회적 연대론을 통해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결국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대학은 사회적 제도’라는 전통적 신념으로부터 정의된다(Kezar, 2005b). 사회적
제도는 오랜 사명, 가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역사적 패턴과 무관하지 않으며, 항상 시
대적 흐름에 맞춰 재고되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제 3장에서도 다루었던 대학과 사회 간
강령(Charter)은 시대에 맞춰 항상 문맥적 변화를 거듭해왔고, 21세기 현 사회는 신자유
주의적 관점에서 강령을 재정립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공공선으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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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보다는 이익추구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관심을 쏟고 있다(Kezar, 2005b).
지구촌화, 사회분열, 통합과 분권 등의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사회는 급속히 변하
고 있으며, 급속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절한 대응력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Ginkel, 2002). 우리
사회는 신세대들이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지구촌사회에서 시민적 주체로서 능동적으
로 사회화되길 바라고 있으므로, 대학들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 간 협력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
그렇다면 결국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일까. 이는 대학이 ‘공공선을 위한
공공선’으로서 대학과 사회 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약속, 새로운 강령을 정립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공공선을 위한 공공선이 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대학의
봉사적 사명을 사회적 연대모형으로 개념화한 담론에 주목하였고,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의 약속에 철저히 종속된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적 임무와 기여가 물음의 답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와의 호혜적 파트너십에 의한 사회
적 연대를 통해 봉사적 사명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교육철학과 학문적 연구역량을 지역
및 전체사회의 관점에서 재정의 및 재결집함으로써 사회의 요구를 존중하고 적절히 대
응하는 ‘공공선을 위한 공공선’이 될 수 있다. 비록 21세기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과
도하게 집착하고 있지만, 교육과 연구는 사회봉사적 연대 안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대학이 각 전공
영역들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를 통하여 대
학의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 간 유기적
통합을 추구할 때, 대학은 공공선으로서 사회와 연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연대의 개념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진지한 고민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대학은 사회에 기반한 전통을 구축하는데 가치를 두어야 한다. 불행히도, 사
회의 가치를 발견한 대학은 여전히 극소수이다(Alperovitz, Dubb, & Howard, 2008). 21
세기 대학들은 높은 담으로 둘러쳐진 거대한 도시와 같고, 대학들을 지지해온 사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은 더더욱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
사회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학으로부터 전문적 도움과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의 지역사회기반 활동과 노
력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대학의 사회적 연대론은 대학의 이러한 이기주의적, 배타적 태도에 끊임없이 경고를 보
내며, 사회와 연대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연구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학들이 교육과정, 학술프로그램, 산학협력 등 보유
하고 있는 자원들을 사회와 연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대학의 지적, 학문적 역량
이 높아질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대학의 전략적 사회연대는 대학의 교수와 학
생들에게 현실세계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

24

敎育行政學硏究

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학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책임 이행이 중요한 것에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에 단단히 고정된 존재이며, 그 지역사회는
전체사회에 고정된 존재라는 체제적 관점이 그 이유이다.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가 번
영하지 못하면, 대학의 궁극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가난, 지역산업체
의 곤란, 황폐해진 주거환경, 사회기반구조의 붕괴는 대학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
하고, 상아탑으로써 보인 그간의 지역사회에 대한 내부적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21
세기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일 것이다.

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앞서, 연구자는 이 연구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으로 제한적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 번째 제한점은 국가별 혹은 지역별 특수성 및 다양성에서 비롯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논의 전개는 주
로 서구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우선적으로 구하고자 한 이 연구의 목적 상 가용한 선행연구들에 의존하다보니,
주로 서구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된 까닭 때문이기도 하
나, 결국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자칫 하나의 동일한 체제에서 논의되어 온 것처럼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낳았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
을 일반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다보니 대학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체화시키지 못하였고,
아울러 대학과 사회 간 연계를 관점화하면서 사회의 위계적 구조성과 특수성(지역사회,
국가사회, 국제사회)을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는데 미흡하였다.
이 같은 연구적 제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이론과 실
제의 측면에서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어 개념정립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언들은 연구목
적 상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이론적, 개념적, 담론 중심의 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본 연구의 제한점들로부터 마련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간략히 다루었지만, 대학의 전통적인 3대 사명과 현대에 들어 추가
된 新사명들이 어떻게 사회봉사적 사명과 이념적,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사명들이 복합적으로 융화된 대학의
봉사적 사명이 어떻게 대학과 사회 간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
한 역학적 분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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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1세기는 명실 공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사회의 하위체제로서 사
회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 사회구조나 현실적으로 과연 공익을 위한 봉사에
보유자원을 투자할 실제적 여력이 있는지, 나아가 공공선을 위한 공공선의 역할모형을
수렴할 상황적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정치적, 현실적,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고등교육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보다 진지하게 분석하여 대학의 사회
적 책임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두 번째 제언과 맞물려서, 사회적 연대론이 가진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과 비판
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사회와의 관계의 맥락에서 대학의 책임과 역할을
조명하는 보다 다양한 담론들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이해를 구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를 지역, 국가, 국제사회로 세분하여 사회적 연대론의 위계적 구조
성과 다양성을 구분 짓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이해에 터하여, 한국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고등교육의 정책, 체제, 문화, 역
사․철학 및 사상, 현황 및 미래 전망 등이 대학과 사회 간 연대적 관계의 관점에서 분
석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한국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적 이해를 도모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서구사회(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상과 개념에 주로 의존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을 고찰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본론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사명이 서구대학의 역사 속에서 형성·확대·발전되어왔다는 사실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촌시대의 맥락에서 동양적 사상에 기초한 근대 이
후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헌탐색과 내용 및 의미의 고찰이 함께 이루어
져 다양한 문화 간 균형성이 담보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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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 Focus on the Discourse upon Social Engagement
Young Ha Cho(Kyung Hee University)
What roles do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should play for society which is
in rapid changes and faces unprecedented risks? Based on university missions,
this

study

seeks

for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by scrutinizing its conceptual development and
current discourses on socially engaged universities.
To understand true ess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21st century's
universities, the author raises two research questions: 1) how have university
missions been conceptually developed in our society and what is the impli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and 2) from the social engagement
perspective, what is the gist that relevant discourses have emphasized to define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that this study obtained would be useful for both
universities and society as partners to consider at the same line how their
relationship should be for mutual development and to attempt to define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successfully

responding

to

society's

needs.

Furthermore, this study could play a role of foundation to map out the future
discourse a way in which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become public good for
public good for our society.
[Key words] Social Responsibility, University, Public Good, Mission, Social
Engagement, Social Service, Service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