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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While the negative thoughts on the faculty inbreeding have spread, not much academic interest
and studies on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know the effects of the faculty
recruiting quarter system on faculty inbreeding, it is better to study the change of faculty inbreeding
rates according to types of categorized universities than to analyze the change of faculty inbreeding
rates for all universities. So, this study categorized universities into 4 kinds: traditional type, open
type, closed type, and newly-established ty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faculty recruiting quarter system and to understand faculty inbreeding phenomenon deeply by
analyzing how faculty inbreeding rates changed in each university typ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faculty recruiting quarter system.
In this respect, 20 universities which rank high on the professor occupation market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according to faculty inbreeding rate and faculty external-supply rate. Each type's
faculty inbreeding rate was then analyzed.
As a result, the decreasing trend in faculty inbreeding rates resulting from the faculty recruiting
quarter system is comprehensive; especially, it proved effective in the case of closed-type
universities which showed unreasonably high faculty inbreeding rates. In conclusion, the faculty
recruiting quarter system had positive effects on closed-type universities by regulating unreasonable
faculty inbreeding.
keywords: faculty recruiting quarter system, faculty inbreeding, a type of universities,
change of faculty inbr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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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고등교육에서 교수의 내적충원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999년에 교수임용쿼터제가 도입
될 정도로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의 내적충원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에 비해서 이
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교수임용쿼터제가 대학 교수의 내적 충원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려면 단순히 모든 대학의 내적 충원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보다 대학들을 유
형화하여 그 유형에 따른 내적 충원율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들을 전통형, 개
방형, 폐쇄형, 그리고 신설형으로 유형화하여 그 유형별로 대학의 교수 내적 충원율이 교수임용쿼터제
가 도입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수의 내적충원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교수임용쿼터제의 영향을 의미 있게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런 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교수시장 점유율 상위 20개 대학을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을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로 대학의 내적 충원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교수쿼터제의 도입으로 인한 교수 내적 충원율의 감소경향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경계해야할 연고성 내적 충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폐쇄형 대학의 경우에서 그 감소경향이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수임용쿼터제가 폐쇄형 대학의 내적 충원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교수임 용 쿼터제, 교수 내 적 충 원, 대학유형, 내적 충원 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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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수의 내적 충원(faculty inbreeding)이란 교수 충원의 특수한 형태로서, 어떤 대학의 교수를
충원할 때 그 대학의 졸업생 중에서 채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고등교육에서 교수의 내적
충원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999년에 교수임용쿼터제가 도입될 정도로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의 내적충원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에 비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
심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교수의 내적 충원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주된 이유는 내적 충원된 교수들이 학문적 활동
에 필요한 새로운 지적 자극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사와의 인간적
유대관계와 같은 연고성이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학문적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유능한 교
수들에게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학문적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McNeely,
1932; Hargen and Farr, 1973; 임용순, 1992).
교수임용쿼터제가 1999년 도입된 배경에는 교수의 내적 충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
한 이러한 학문적 폐쇄성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교수의 내적 충원에 관한 지금까지의 주요
외국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①학과의 명성(departmental prestige), ②학문의 합의성 수준
(academic consensus level), 그리고 ③교수시장의 여건 (academic market condition) 등이 교수의
내적충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즉 학과의 명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문의 합
의성 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또한 교수시장이 수축되어 충원기회가 적을수록 교수의 내적 충원
율은 증가하며, 그 영향력은 학과의 명성, 교수시장의 여건, 학문의 합의성 수준 순으로 큰 것으
로 나타났다(Im, 1990).
국내에서 교수의 내적 충원에 관한 최근의 학문적 관심으로는 정석인(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1999년 교수임용쿼터제가 공포된 시기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실태를 비교하며
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대학교수 임용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대학들
의 내적 충원율 변화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내적충원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교수임용쿼터제가 교수의 내
적 충원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그 효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이 교수의
내적 충원율 억제에 미친 영향은 모든 대학에서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
이다. 즉, 내적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서 보다 잘 파악될 것이고 내적 충원율이 낮
은 대학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과를 유형화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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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수의 내적 충원은 교수임용의 결과로서밖에는 파악되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같은 내적
충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교수 임용과정에서 친
분이나 학벌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고성’(緣故性) 내적 충원과 연구업적 등 학문적 자질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성취성’(成就性) 내적 충원이 그것이다(임용순, 1993).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교수 개인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수임용의 개별사례에서 연고적 기준과 성취적
기준이 적용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단위를 교수개
인이 아니라 학과로 삼을 때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두 형태의 상대적 비중을 가늠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Im, 1990: 임용순, 1993). 이 두 가지 형태를 가려내기 위
해 그는 내적 충원된 대학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는 이론적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그 모형의 타
당성 검증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모형은 대학의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취성 내적 충원과 연고성 내적 충원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착안하여 대학을 전통
형, 개방형, 폐쇄형, 그리고 신설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교수의 내적충원현상을 보다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다.
전통형과 폐쇄형 대학의 경우, ‘연고성’ 내적 충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
임용쿼터제가 도입되기 전과 후의 대학유형별 내적 충원율의 변화 정도가 분석되어야 교수임용
쿼터제가 교수의 내적 충원에 미친 영향이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
용순(1993)의 교수 내적충원 이론적 분석모형을 근거로 하여 대학들의 내적 충원율 변화를 내
적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과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외적공급율의 정도에 따라 다시 전통형 대학과 폐쇄형 대학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고, 후자의 경우에도같은 기준에 따라 개방형 대학과 신설형 대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대학에서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의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의 교수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들을 네 가지로 유
형화한 후 교수임용쿼터제가 도입 전과 후에 각 유형 대학의 내적 충원율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교수임용쿼터제가 대학의 교수 내적 충원에 미치는 영향을 학과유형별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교수시장 점유율 상위 20개 대학들을 어떻게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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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둘째, 교수시장 점유율 상위 20개 대학들은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셋째,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할 때 교수 내적 충원율은 4개 대학유형별
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전국의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과 자연
과학의 총 6개 학과와, 교수시장 점유율 상위 20개 대학으로 국한됨으로써 분석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분석
시점을 2005년까지로 한정시켜 1999년도 도입된 교수임용쿼터제의 영향 분석에 있어서 변화 추
이 예측이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학과수가 경제학과(94개)나 정치학과(48개)에 비해서 적은 사회학과의 경우, 전체 학과
수 34개 중에서 본교출신 교수가 1명이상 있는 학과가 14개에 불과함에 따라 시장점유율 상위
20개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서 14개 학과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수 내적 충원의 정의와 형태
내적 충원된 교수란 자기가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의 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를 의미
한다. 이러한 정의는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이 매우 높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드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argens & Farr, 1973; Wyer
and Conrad, 1984). 그러나 선진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의 경우
에는 이러한 정의는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의를 따를 경우 박사학위를 소
지하지 못한 교수나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모두 내적 충원된 교수로 파악되지 않
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대상인 6개 학과의 경우로 한정시켜 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재직교수들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1990년 80.8%에서 1996년 95.3%, 2000
년 97.3%, 그리고 2005년 98.7%로 크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박사학위 소지교
수들 중 외국박사학위 소지율도 1990년의 50.1%에서 2005년의 62.1%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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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박사학위 소지율의 증가 경향
연도
학위 소지율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
박사 중 외국박사의 비율(%)

1990
80.8
50.1

1996
95.3
51.5

2000
97.3
57.2

2005
98.7
62.1

따라서 외국학위 의존도가 여전히 60%를 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교수의 내적 충원을 학
부출신자가 모교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임용쿼터제에서 신
규 채용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인원수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의 내적 충원을 외국에서처럼 박사학위수여대학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 보다는 우리의 경
우에는 내적 충원을 학부기준 모교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현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교수의 내적 충원의 바람직하지 못함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교수의 내적 충원이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
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교수의 내적 충원에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연과 지연 등 충원되는 학과 또는 대학과의 사회적 관계와 같
은 기준에 주로 의하여 자기의 모교나 출신 학과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연고성’(緣故性)
내적 충원이라고 한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자기의 학문적 성취업적과 관련된 기준에 의
하여 자기의 모교나 출신학과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성취성’(成就性) 내적 충원이라고 구
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의 내적 충원 현상은 현실적으로 언제나 섞여있기 때문에
교수임용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과나 대학의 조직적 차원에서
는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내적 충원을 어느 정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임용
순, 1993). 연고성 내적 충원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성취
성 내적 충원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수
의 내적 충원은 곧 연고성 내적 충원이라고 가정해 왔다. 교수의 내적 충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형태를 잘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교수 내적 충원의 영향요인
일찍이 하버드대학 Charles Eliot 총장이 교수의 내적충원을 ‘자연스러울지 모르나 현명하지 못
한 것’이라고 지적한 이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노력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과의 명성(departmental prestige), 학문의 합의성 수준
(academic consensus level), 그리고 교수시장의 여건 (academic market condition)을 꼽을 수 있다.
대학원과정의 학과명성에 대한 데이터가 풍부한 미국의 경우,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의
명성수준과 최초로 임용되는 대학의 명성수준사이에는 매우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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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과의 명성이 낮은 대학출신이 학과의 명성이 높은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매우 이
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학과의 명성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내적 충원
된 교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체육교육분야의 명성 있는 58개 학과에
재직하는 795명의 박사학위소지 교수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학과의 명성수준이 높을수록
교수의 내적 충원율은 높고, 그만큼 본교출신이 아닌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문은 좁다
는 것이다(Massengale and Sage, 1982). 대학원 과정의 학과 명성과 내적충원율에 관한 미국연
구들은 주로 한정된 학문분야에서 명성수준의 높은 대학에 국한하여 수행된 한계는 있으나 학
과의 명성수준이 높을수록 그 학과의 내적 충원율 또한 높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학과의 명성 수준이외에 학문적 합의성 수준도 교수의 내적충원과 관계가 있다. 연구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합의된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연고성과 같은 특수주
의적 기준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합의성이 낮은
사회과학분야가 학문적 합의성이 높은 자연과학분야 보다 더 내적 충원율이 높게 나타난다
(Yeols, 1974).
임용순은 학과의 명성수준과 학문분야의 합의성 수준이외에도 교수의 내적 충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으로 교수시장의 여건을 찾아내었다. 그는 교수의 충원기회가 다른 1981년
과 1987년의 두 시점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시장에서 교수의 내적충원율이 뚜렷하게
다름을 실증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밝힘으로써 교수의 내적 충원율이 교수의 시장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교수의 충원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981년의 내적 충원율
(24.4%)이 충원기회가 높아진 1987년의 내적 충원율(16.9%)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음을
보여주었다(Im, 1990). 이러한 현상은 교수의 충원기회가 좁아지는 시장의 수축기에는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기 때문에 모교에서 본교출신을 배려하는 경향이 충원기회가 늘어나는 시장팽창
기 보다 더 강해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수 내적 충원과 대학 유형화의

틀

교수의 내적 충원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교수의 내적 충원의 두 가지 형태인 연고성 내적 충원과 성
취성 내적 충원을 구분해내는 것이다. 교수의 내적 충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성’ 내적
충원이지 성취성 내적 충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新堀通也(1965)는 대학을 유형화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서 대학의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
을 사용한다. 내적 충원율이란 그 대학의 전체 교수 중에서 그 대학 출신 교수가 차지하는 비
율로 정의된다. 외적 공급율이란 모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학의 교수의 전체수 중에서 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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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신인 졸업생이 다른 대학에 교수로 공급된 사람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 내
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을 이용하여 대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유형화의 틀이 연고성 내적충원의 정도를 가늠해보는데 아주 좋은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교수의 내적 충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림 1]은 이렇게 분류된 네 가지 유형
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높음
외공 율
낮음

유형2 <개방형>

유형1 <전통형>

낮은

내적 충원율
높은 외적 공급율

높은 내적 충원율
높은 외적 공급율

유형4 <신설형>

유형3 <폐쇄형>

낮은
낮은

높은 내적 충원율
낮은 외적 공급율

내적 충원율
외적 공급율

낮음

높음
내충율

출처: 임용순(1993), 교수의 내적 충원의 이론적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10권 제2호.

[그림 1]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을 기준으로 한 대학의 분류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이 모두 높은 <유형 1>의 대학들은 그들의 졸업생 중에서 교수
로 충원하는 비율이 높으나 자기 졸업생 중에서 다른 대학의 교수로 보내는 비율도 높다. 이러
한 대학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설립된 지 오랜 명성수준이 높은 대학들이어서 ‘전통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충원율은 낮으면서 외적 공급율은 높은 <유형 2>의 대학들은 자기 졸업생들
을 다른 대학의 교수로 비교적 많이 배출하면서도 그 학과 교수로 충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서 ‘개방형’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충원율은 높으면서도 외적 공급율은 낮은
<유형 3>의 대학들은 졸업생을 다른 대학의 교수로 별로 보내지 못하면서도 자기 졸업생을 그
대학의 교수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으로 ‘폐쇄형’ 대학이라고 할 수있다.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이 모두 낮은 <유형 4>의 대학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대학의 명성수준이 낮은
후발대학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며 이런 의미에서 ‘신설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순(1993)의 연구에 따르면 이 네 가지 대학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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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성’ 내적 충원과 ‘연고성’ 내적 충원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
율이 모두 높은 ‘전통형’ 대학과 모두 낮은 ‘신설형’ 대학은 ‘성취성’ 내적 충원율이 중간 수준으
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에 모교출신 졸업생을 교수로 공급하는 정도만
큼 모교출신 졸업생을 모교의 교수로 충원하기 때문에 ‘성취성’ 내적 충원율이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내적 충원율은 낮고 외적 공급율은 높은 ‘개방형’ 대학은 ‘성취성’ 내적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교출신 졸업생을 다른 대학의 교수로 많
이 배출시키면서도 정작 모교에서는 모교출신을 교수로 임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형 대학에서 충원되는 모교출신은 성취지향적 기준에 의해서
충원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적 충원율은 높고 외적 공급율은 낮은 ‘폐쇄형’ 대학은 ‘성취성’ 내적 충
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모교졸업생을 다른 대학의 교수로 많이 배출시키지 못하면
서도 정작 모교에서는 모교출신을 교수로 임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형’ 대학에서 충원되는 모교출신은 성취지향적 기준 보다는 학연과
지연 같은 연고지향적 기준에 의해서 충원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임용순(1993)은 新堀通也(1965)의 대학유형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즉,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성취성 내적 충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은 개방형이며 가장 작은 것은 폐쇄
형이고 전통형과 신설형은 성취성 내적 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비슷한 경우로서 그 크기
는 개방형보다 작고 폐쇄형보다는 크다는 것을 그는 내적 충원된 교수의 연구실적을 비교함으
로써 이분석모형이 타당한 것을 검증하였다(Im,1990). 물론 이 모형이 완벽하지 않지만 교수의
내적 충원율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형, 개방형, 폐쇄성, 그리고 신설형의 4가지 대학 유형화의 틀을 활용하여 교수임용쿼터제가 교
수의 내적충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4. 교수 임용쿼 터제
교수의 임용과정의 폐쇄성과 독점성으로 인하여 학문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대학의 경쟁
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는 우리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대학교수임용과정의 부
정과 비리의 문제는 청탁, 담합, 금전거래, 제자나 모교출신 우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히 본교출신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어떤 문제 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내기가 쉽
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는 스스로 드러나기 보다는 안으로 숨고 감추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
문에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본교출신교수를 뽑거나 특정대학출신교수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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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율이 높고 낮음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1999년에 도입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4항(교수임용쿼터제)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
인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시행령
제1항은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
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대학출신 교수의 지나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있
는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교수의 내적 충원율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
의 내적 충원율 그 자체 보다는 충원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임용순, 1993). 교수의 내적 충원율이 아무리 높더라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교수의 내적 충원율이 아무리 낮더라
도 충원과정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발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
게 높은 내적 충원율을 규제함으로써 충원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줄여 보고자는 정책적 의도에
서 교수임용쿼터제가 시행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일부 대학의 교수 내적 충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강제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이 과연 교수의 내적 충
원율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노력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
제도가 모든 대학의 교수신규임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교수의 내적 충원
율이 높은 대학에서 그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정석인,2005).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출판한 대
학교원명부이다. 이 자료는 전국 4년제 대학의 모든 학과 교수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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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소속대학, 소속학과, 출신학교(학사, 석사, 박사)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
하여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 시장점유율 등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2> 연구대상

연도

사
회
과
학
자
연
과
학

분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소계
물리학
화학
수학
소계
전체

1996년
학과 수 교수 수
45
281
90
776
36
215
171
1,272
77
698
76
704
84
647
237
2,049
408
3,321

2000년
학과 수 교수 수
48
286
94
863
33
200
175
1,349
76
701
76
701
80
669
232
2,071
407
3,420

2005년
학과 수 교수 수
50
309
87
821
35
238
172
1,368
71
722
76
712
78
652
225
2,086
397
3,454

연구대상은 사회과학분야(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와 자연과학분야(물리학, 화학, 수학)의 각
학과 전임교수이다. 이 6개 학과를 선정한 이유는 학문의 합의성 수준(academic consensus
level)에 따라 교수의 내적 충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학문의 합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연과
학분야와 학문의 합의성이 상대적 낮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각각 3개 학과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수의 내적 충원율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6년, 2000년, 2005년도의 6개 학과 전임교
수의 자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대학교원명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한국대학교육
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대학교원명부는 2005년도가 마지막이어서 2005년이후의 자료분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표 2>와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유형화방법과 분산분석방법이다. 교수의 내적충원 중에
서 연고성 내적충원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익한 대학 유형화의 틀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분류
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교수의 내적 충원율이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으로 얼마나 의미있게 감소
했는지를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학과별, 대학별 교수의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
율은 그 분포가 매우 편포되어있고, 50%이상이 0(zero)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각 학문분야
별로 상위 20위 안에 드는 학과를 선정하여 이들 학과만을 대상으로하여 유형화하는 것을 원칙
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학과의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할 때 극단
적인 값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평균값 보다는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덜 받는 중앙값(중위
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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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교수시장 점유율

교수시장 점유율은 특정대학 출신 교수들이 한국 전체 대학 교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 중에서 2000년도 6개 학과의 전국 전체 교수는
3,420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가 1,332명이어서 서울대학교의 교수시장 점
유율은 (1,332÷3,420)⨯100=38.95(%)가 된다.
나. 교수의 내적 충원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수의 내적 충원율(내충율)이란 한 대학의 전체 전임 교수 수에 대학
본교 학부 출신의 내적 충원된 교수 수의 백분율이다. 예를 들면, 2000년도 서울대 6개 학과의
전체 교수 수는 141명이며 그 중에서 서울대 학부 출신 교수 수는 135명이었다. 이 때 서울대
의 경우 교수의 내적 충원율은 (135÷141)⨯100=95.74(%)가 된다.
다. 교수의 외적 공급율

교수의 외적 공급율(외공율)은 한 대학이 다른 대학으로 배출한 교수 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수이며, ‘타 대학 시장 공급율’, 또는 ‘타교시장 점유율’이라고도 한다(장정현,
1996; 이종서, 1999). 교수의 외적 공급율이란 한 대학이 교수시장에 공급한 전체 교수 중에서
출신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으로 공급한 교수 수의 비율이다. 예를 들면, 2000년도 서울대 6개
학과의 전체 교수 수가 14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5명은 서울대 학부출신이었다. 그리고
2000년도 6개 학과의 전국 전체 교수 수가 3,4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 학부출신 교수가
1,332명이므로 2000년도 서울대의 교수의 외적 공급율은 (1,332-135)÷(3,420-141)⨯100=36.51(%)
가 된다.

Ⅳ. 연구결과
교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20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 20개 대학을 교수 내적 충원율의 중위수
와 외적 공급율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 대학별로 내적 충
원율 변화 추이를 분석한 다음, 내적 충원율이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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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시장 점유율 상위 20개 대학의 선정
<표 3>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교수시장 점유율 상위 20위까지의 대학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상위 20개 대학의 교수시장 점유율 분포가 매우 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
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등 빅3 대학의 시장점유율이 56.6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빅3 대학 안에서도 서울대만의 시장점유율 38.95%는 연세대(10.3%)와 고려대(7.69%)의 시
장점유율을 합친 것 보다 2배 이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시장점유율이 0(제로)인 학과
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상위 20개 대학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교수시장의 90.56%라면, 나머지 대학을 모두 합쳐도 전체 교수시장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
은 얼마나 교수시장 점유율이 편포되어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표 3> 2000년도 교수시장 점유율
학교
내충 교수수 재직 교수수 시장 점유수 시장 점유율 점유율순위
서울대학교
135
141
1,332
38.95
1
연세대학교
87
115
343
10.03
2
고려대학교
50
95
263
7.69
3
경북대학교
36
60
190
5.56
4
부산대학교
38
85
127
3.71
5
서강대학교
26
73
126
3.68
6
성균관대학교
28
73
117
3.42
7
한양대학교
51
106
84
2.46
8
전남대학교
29
73
63
1.84
9
전북대학교
39
71
63
1.84
10
영남대학교
15
56
53
1.55
11
조선대학교
29
35
48
1.40
12
이화여자대학교
15
58
44
1.29
13
동국대학교
16
52
40
1.17
14
충남대학교
8
77
37
1.08
15
중앙대학교
14
51
37
1.08
16
한국외국어대학교
4
35
37
1.08
17
건국대학교
12
47
33
0.96
18
경희대학교
9
45
33
0.96
19
동아대학교
20
50
27
0.79
20
합계
661
1,398
3,097
90.56
전체 교수수
3,420

2. 대학유형의 분류
학과와 대학을 유형화하는 방법과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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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 충원율(내충율)과 외적 공급율(외공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교수의 내적 충원
중 연고성 내적충원의 비중을 가늠해보는데 매우 유용하다. 본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 교수를
배출하지도 못하면서 본교에서만 유난히 본교출신 졸업생을 교수로 많이 충원한다면 그러한 내
적 충원이 바로 ‘연고성’ 내적 충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다른 대학에는 본교출신 졸
업생을 많이 배출해 보내면서도 정작 본교에서는 자기출신 졸업생을 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면 그러한 내적충원이야말로 ‘성취성’ 내적 충원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내충율과 외공
율을 기준으로 한 학과와 대학의 유형화 방법은 내적충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표 4>는 내충율과 외공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점유율 상위20개 대학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를 포함하여 연세대,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외충율과 내충율이 모두 중위수 보다 높
은 <전통형>(□) 유형에 속하고, 건국대를 비롯한 중앙대, 동국대 등 또 다른 7개 대학은 외충
율과 내충율이 모두 중위수 보다 낮은 <신설형>(◉)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전통형>(□)이나
<신설형>(◉)의 공통점은 다른 대학에 본교출신 졸업생을 교수로 많이 보내는 정도에 따라 자
기 졸업생을 모교의 교수로 충원하기 때문에 외형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형>이나 <신설형>과는 달리 다른 대학에 본교출신을 교수로 배출해서 보내는
정도와 본교에서 졸업생을 교수로 충원하는 정도가 비슷하지 않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가 있는데 <개방형>(◎)과 <폐쇄형>(■)이 바로 그러한 유형이다.
서강대, 성균관대, 영남대가 <개방형>(◎)에 속하고 조선대, 동아대, 전북대가 <폐쇄형>(■)
에 속한다. 예컨대, 서강대의 경우는 외공율 순위는 5위(20개교 중)로 높지만 내충율 순위는 12
위로 낮다. 즉 다른 대학에는 교수로 졸업생들을 잘 배출해 보내면서도 그 졸업생들 중에서 본
교 교수로 충원하는 정도는 낮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조선대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외공율 순위는 19위(20개교 중)로 매우 낮으면서도 내충율 순위는 2위(20개교 중)로
매우 높기 때문에 대표적인 <폐쇄형>(■)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표4> 대학별 외공율과 내충율 순위에 따른 대학의 유형 분류
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북대학교
서강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외공율 순위
36.51 1
7.75
2
6.41
3
4.58
4
2.99
5
2.67
6
2.66
7

내충율
95.74
75.65
52.63
60.00
35.62
44.71
38.36

순위
1
3
6
4
12
8
11

중위수와의 관계
외공율 내충율
+

+

+

+

+

+

+

+

+

-

+

+

+

-

유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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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1.13
8 26.79 15
전남대학교
1.02
9 39.73 10
한양대학교
1.00 10 48.11 7
한국외국어대학교 0.97 11 11.43 19
충남대학교
0.87 12 10.39 20
이화여자대학교 0.86 13 25.86 16
전북대학교
0.72 14 54.93 5
경희대학교
0.71 15 20.00 18
동국대학교
0.71 16 30.77 13
중앙대학교
0.68 17 27.45 14
건국대학교
0.62 18 25.43 17
조선대학교
0.56 19 82.86 2
동아대학교
0.21 20 40.00 9
중위수
0.99
39.04
* +: 중위수보다 높은 경우, -: 중위수보다 낮은 경우
** 유형구분: 전통형(□), 개방형(◎), 폐쇄형(■), 신설형(◉)

+

-

+

+

+

+

-

+

+
+

◎
□
□
◉
◉
◉
■
◉
◉
◉
◉
■
■

<표5>는 교수시장점유율 상위20개 대학을 내충율과 외공율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속의 (괄호)안에 있는 두 숫자는 각각 외공율 순위와 내충율 순위
를 나타낸다.
<표5> 4개 유형별로 본 대학의 분포(2000년)
개방형(◎)

서강대 (5, 12)
성균관대 (7, 11)
영남대 (8, 15)

높음

외공율

낮음

전통형(□)
서울대 (1, 1)
연세대 (2, 3)
고려대 (3, 6)
경북대 (4, 4)
부산대 (6, 8)
전남대 (9, 10)
한양대 (10, 7)
폐쇄형(

◉)

■)

신설형(
한국외대 (11, 19)
충남대 (12, 20)
이화여대 (13, 16)
경희대 (15, 18)
동국대 (16, 13)
중앙대 (17, 14)
건국대 (18, 17)

전북대 (14, 5)
조선대 (19, 2)
동아대 (20, 9)

낮음

높음
내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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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유형별 교수 내 적 충원율 의 변화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이 교수내적충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내적충원율이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할 경우 그 변화가 상쇄되어 제대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 자체
가 내적 충원율이 매우 높은 대학과 학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도 이러한
구분은 필요하다.
가. 전통형과

폐쇄

형의 내적 충원율 변화

<표6>은 전통형과 폐쇄형의 대학에서 내적 충원율이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이후 얼마나 변화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통형의 경우 내적 충원율은 쿼터제 도입 이전인 1996년(60.63%)
과 도입초기인 2000년(59.51%)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이후 5
년이 이 지난 2005년에는 54.78%로 5.58%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폐쇄형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쿼터제 도입 이전인 1996년(61.07%)과 도입초기인 2000년
(59.26%)사이에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6>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 전․후의 내적 충원율 변화 비교(전통형과 폐쇄형)

대학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전남대
한양대
전통형 소계
조선대
전북대
동아대
폐쇄형 소계
전체

연도

1996년
(%)
94.53
78.95
58.90
53.70
50.67
44.44
43.24
60.63
80.56
59.26
43.40
61.07
62.49

2000년
(%)
95.74
75.65
60.00
52.63
44.71
39.73
48.11
59.51
82.86
54.93
40.00
59.26
61.39

2005년
(%)
89.40
75.86
50.00
50.47
44.05
32.47
41.24
54.78
69.23
45.31
27.78
47.44
55.28

1996-2005년간
변화정도(%)
-5.13
-3.09
-8.90
-3.23
-6.62
-11.97
-2.00
-5.85
-11.33
-13.95
-15.62
-13.63
-7.21

그러나 2005년이 되면 내적 충원율은 47.44%로 13.63%나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적
충원의 변화 정도는 전통형에서 보다 오히려 폐쇄형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 왜냐하면 내적 충원정도는 전통형이나 폐쇄형이나 비슷한 수준이나 교수의 외적 공급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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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이

전통형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연고성’ 내적충원의 비중이
전통형에서보다 폐쇄형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이후
내적 충원율의 감소정도가 폐쇄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연고성’ 내적 충원의 감소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개방형과 신설형의 내적 충원율 변화

<표7>은 개방형과 신설형의 대학에서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이후 내적 충원율이 변화한 정도
를 나타내고 있다. 개방형과 신설형은 내적 충원율의 수준은 차이가 크나 쿼터제 도입이후 변
화정도는 모두 똑같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개방형의 경우 내적 충원율은 쿼터제 도입
이전인 1996년(36.80%)보다 도입초기인 2000년(33.59%)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2005년(36.09)에는
다시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설형의 경우도 변함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쿼터제 도입 이전인 1996년(20.380%)에서 도입초기인 2000년(21.63%)에 이어
2005년(20.36%)까지 내적 충원율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방형과
신설형의 경우 내적 충원율의 변화가 미미한 까닭은 전통형이나 폐쇄형에 비해서 원래부터 내
적 충원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은 주로 내적 충원율이 높은 전통형과
폐쇄형에 정책적 목표가 있었고 특히 내적충원의 폐해는 개방형 보다는 폐쇄형에서 더 클 것으
로 예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방향으로 교수임용쿼터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7>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 전․후의 내적 충원율 변화 비교(개방형과 신설형)

대학
연도
성균관대
서강대
영남대
개방형 소계
동국대
중앙대
건국대
이화여대
경희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신설형 소계
전체

1996년
(%)
50.94
32.35
27.12
36.80
30.77
29.79
26.09
25.45
13.51
8.97
8.11
20.38
25.31

2000년
(%)
38.36
35.62
26.79
33.59
30.77
27.45
25.53
25.86
20.00
10.39
11.42
21.63
25.22

2005년
(%)
39.51
37.50
31.25
36.09
28.30
26.32
18.97
26.53
18.18
6.25
17.95
20.36
25.08

1996-2005년간
변화정도(%)
-11.43
+5.15
+4.13
-0.72
-2.47
-3.47
-7.12
+1.08
+4.67
-2.72
+9.84
-0.0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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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유형별의 내적 충원율 변화의 검증

<표6>과 <표8>의 분석을 통해서 내적 충원율 수준이 높은 전통형과 폐쇄형의 경우에는 쿼
터제 도입이후 변화의 폭이 큰데 비하여, 개방형이나 신설형과 같이 내적 충원율이 낮은 유형
에서는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전통형과 쇄쇄형에서 이루
어진 내적 충원율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의 차이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8>은 그러한 차이의 통계적 검증 결과
를 보여준다.
<표 8> 4개 유형별 대학의 내충율 변화 검증(2000∼2005년)
구분
전통형
폐쇄형
개방형
신설형
전체

평균차이
4.72
11.83
-2.49
-.15
3.00

표준편차
3.849
2.036
1.739
5.234
5.994

평균의
표준오차
1.455
1.175
1.004
1.978
1.340

t
3.248
10.063
-2.487
-.078
2.238

자유도
6
2
2
6
19

유의확률
(양쪽)
.018
.010
.131
.940
.037

<표 8>은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직후인 2000년과 그 후 5년이 지난 2005년 사이에 4가지 대학
의 유형별로 있었던 내적 충원율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준다. 신설형과 개
방형의 경우에는 내적 충원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는 아닌데 비해서, 전
통형(p=.018)과 폐쇄형(p=.010)에서의 일어난 내적충원율의 감소정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변화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형에서 보다 폐쇄형에서 감소의 폭이 더 컸다는 것은 그만
큼 폐쇄형에서의 연고성 내적충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그 발견의 의
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이후 대학유형의 변화

2000년이후 5년간 발생한 교수 내적 충원율의 감소는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만으로 이루어
진 결과는 물론 아니지만 전통형과 폐쇄형 대학의 내적 충원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학유형에
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표 9>는 2000년을 기준으로 대학을 유형화했던 기
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20개의 대학 중 5년전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60%인 1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0%인 8개 대학은 그 유형에 변화가 있었다. 전통형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
대, 부산대의 5개 대학이 그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신설형에는 충남대,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건국대의 5개 대학이 그 유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방형에는 영남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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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그 유형을 유지하고 있고, 폐쇄형에는 조선대만이 그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유형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변경한 대학들이 많은데, 신설형이었던 이화여대
와 한국외대가 개방형으로 합류했고, 개방형이었던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전통형으로 진입하였다.
전통형에 속했던 한양대와 전남대가 각각 폐쇄형과 신설형으로 옮겨가고 폐쇄형에 속했던 전북
대가 전통형으로 진입한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폐쇄형이었던 동아대가 교
수시장점유율 20권 밖으로 밀려나 본 유형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자리를 한국과학기술원
이 차지하면서 20위권 밖에서 신설형으로서 진입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유형간 이동이 가능하겠
지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직은 신설형에서 전통형으로 진입하는 이동패턴이나 개방형에
서 폐쇄형으로, 또는 그 반대인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의 이동패턴은 찾아볼 수 없었다.
<표9>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이후 대학유형의 변화(2005년)
개방형(◎ )

높음
외공 율

영남

전통형(□ )
서울 대
연세 대
고려 대
경북 대
부산 대

대

이화여대(⇑신설형)
한국외대(⇑신설형)

(개방형⇒)서강대
(개방형⇒)성균관대
(⇑폐쇄형)전북대
형(■ )

설형(◉ )
대
경희 대
동국대
중앙 대
건 국대

신

폐쇄

충남

낮음

전남대 (⇙전통형)
한국과학기술원
(⇑유형내 진입)
낮음

조선대

한양대(⇓전통형)
동아대
(⇓유형밖 이동)
내충율

높음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수 내적 충원율과 외적 공급율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들을 네 가지로 유형화한
후 교수임용쿼터제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각 유형별로 대학의 내적 충원율 변화를 파악함으로
써 교수임용쿼터제가 대학의 교수 내적 충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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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수시장 점유율 상위 20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 20개 대학들을 내
충율과 외공율을 기준으로 전통형, 개방형, 폐쇄형, 그리고 신설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 대학
의 내충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수임용쿼터제가 시행된 후에 내적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내려갔지만 폐쇄형 대학과
전통형 대학에서의 내적 충원율 변화가 컸다. 특히 폐쇄형 대학의 내적 충원율에 변화가 큰 것
으로 볼 때 교수임용쿼터제의 도입은 폐쇄형 대학의 내적 충원율 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교수임용쿼터제 도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수의 내적충원에 대한 정책은 연고성 내적충원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단순히
내적 충원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의 교수임용쿼터제처럼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능
력과 자질이 부족한 본교출신 교수임용자를 배제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능력 있고 훌륭한 본교출신 교수임용후보자가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고성 내적 충원의 비중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큰 폐쇄형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의
외공율을 일정수준까지 올릴 때까지는 내적 충원을 지금의 기준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
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따라 정책적 목표를 달리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예
컨대, 단순히 내적 충원율만 낮추는데 정책목표를 두지 말고, 신설형 대학은 개방형 대학이나
전통형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폐쇄형도
전통형이나 개방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도를 펼쳐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전 학문분야의 교수가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한
정된 6개 학과에 그쳤다. 교수의 내적 충원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학
문분야로 그 연구의 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의 내적 충원율을 만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그런데 교수의 내적충원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제대로 수집되고 정리되지 않
고 있다. 교육부나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기관에서 지난 1972년부터 2005년까지 주기적으로
발간해온 『전국대학교수명부』와 같은 기초자료 발간이 최근에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
까운 일이다. 이러한 기초자료의 발간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더욱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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