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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1세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요소투입형의 ‘몸으로 때우는’
단순조립산업에서 벗어나 ‘머리로 먹고 사는’ 지식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
식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지식과 인적자원의
질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 창출과 인적자원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심각하게 정체되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대학들은 ‘일류대학 따라 하기’로 인해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일류대학은 서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안주하고, 중하위권은 일류
대학의 예비 학생을 공급받는 데에 만족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수요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공급 초과시대(학생 부족)까지 도래하여 대학 자체의 생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학생 부족 시대에는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
한다. 또한 학생과 연구성과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 역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이제 대학이 학생이나 기업, 정부
를 포함한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가치 제공이 가능한 전략적 포
지셔닝(Positioning)을 해야 한다.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전략은 다양하다. 교육중심 또는 연구중심, 종합
대학 또는 소수 학문분야에 집중화, 전국기반 또는 지역기반 전략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대학은 다양한 전략 대안 중에서 시장 환경과 자체 역량을 고려하여 경
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영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학의 차별화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차
별화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
학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획일적인 대학종합평
가 기준보다는 차별화전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
다. 국립대학의 경우 법인화하거나, 市ㆍ道立대학으로 전환하여 자생력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대학재정을 선진수준으로 확충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총
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장 선출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임기를 보장
해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이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하는 엄격한 교수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수와 학생 등 고객 중심의 행정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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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혁신의 필요성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대학은 국가의 핵심자원인 지식과 인적자원의 産室
- 미래 국가성장은 ‘머리로 먹고 사는’ 지식산업을 창출하는 지식과 인
적자원의 質的 수준에 의해 결정
ㆍ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형 방식만으로는 한계
- 지식 창출과 인적자원 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
□ 한국 대학은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취약
- 연구성과의 경우 2003년도 SCI1) 발표 편수는 세계 13위이지만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 1편당 피인용회수는 34위에 불과
- 대학교육 이수율2)은 41%로 세계 4위이나, 대학교육 경쟁력은 52위로
매우 저조 (IMD, 2005; 조사대상 60개 국)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순위
국가명

미국

홍콩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캐나다

국가경쟁력

1

2

3

4

대학교육경쟁력

4

21

7

3

핀란드

한국

5

6

29

8

1

52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1)

Science Citation Index :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2)

25~34세 인구 중 대학교육을 이수한 비율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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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대학 따라 하기'가 낮은 경쟁력의 원인
□ '일류대학 따라 하기'로 인해 경쟁력 없는 천편일률적인 대학 양산
- 국내 대학은 역사적으로 서열중심의 구조 하에서 차별성 없이 발전
ㆍ일류대학은 서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안주, 중하위권은 일류대학의
예비 학생을 공급받는 것에 만족하는 획일적 구조
ㆍ입학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학습자보다는 교수 중심의 교육, 대동소이
한 전공분야 및 커리큘럼 등
- 한국대학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석박사, 종합대학에 치우쳐서 대학
의 다양성이 떨어짐
카네기분류체계3)에 의한 대학 현황
석/박사

종합대학

학사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

0%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집중화대학

일본

주 : 학사대학은 4년제 학부중심의 대학, 집중화대학은 소수의 학문분야에 특화된
대학
자료 : 미국은 카네기재단 홈페이지(http://chronicle.com)의 2001년 자료, 일본은
中央敎育審議會 大學分科會의 2000년 자료, 한국은 2004년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

3)

카네기 재단은 미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1973년 고등교육기관분류 (A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를 발간, 현재는 2000년에 개정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대학평가기관의 상당수가 이를 응용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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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직된 전공과목, 다양성을 상실한 교과과정 등으로 고객들4)로부터 불만
- 시장과 괴리된 전공분야 설치로 시장과 전공의 미스매치 심각
ㆍ인문계의 경우 비전공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이 54%에 달함
- 우수대학 이공계 졸업생의 만족도는 학부교육 45점, 교육 다양성 44점,
교수강의 53점에 불과(100점 만점 기준)5)
계열별 비전공분야 취업률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총계

비율(%)

53.9

39.2

14.6

21.9

41.1

3.3

17.4

30.5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동향 분석, 2004

□ 현재 한국 대학은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도 심각한 위협
- 학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대학공급초과 현상에 대비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
ㆍ2004년도 평균 등록률은 88.3%에 불과6)
대학 혁신의 출발점은 전략 차별화
□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절실하며 그 출발
점은 전략부터 차별화하는데 있음
- 대학 수요초과 시대에는 '상아탑'으로서의 전통적인 학제 및 커리큘럼,
교수방법, 운영방식을 고수해도 얼마든지 생존 가능
4)

대학의 고객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졸업생이나 연구성과의 수요자인 기업, 정부 등을 포함하는
개념

5)

한국공학한림원, "이공계 활성화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 2004., 조사대상은 고
려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KAIST 졸업생

6)

지방일수록 등록률이 저조(교육부 내부자료, 2005)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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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공급초과시대에는 시장의 힘에 의해 학생 충원 및 자원 배분이
결정
ㆍ학생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학을 선택
ㆍ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
- 차별성이 없는 교육과 연구는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
ㆍ동일한 전공을 개설해도 취업률은 학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 발생
개설 전공과 취업률
전공

취업률 상위권 대학

취업률 하위권 대학

졸업자수

취업률

졸업자수

취업률

경영학

3,618

78.3

4,530

50.1

정보ㆍ통신공학

2,141

75.1

2,600

46.5

전자공학

1,832

79.2

1,866

53.0

법학

1,446

51.0

2,311

27.2

기계공학

1,444

86.8

1,381

51.9

전산학ㆍ컴퓨터공학

1,100

80.7

1,580

46.4

주 : 취업률 상위 25% 및 하위 25% 대학 기준
자료 : 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동향 분석, 2004

□ 이제 대학은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Positioning)이 필요
- 대학 공급초과시대에는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소구점(Appeal Point)
을 제공할 수 있어야 생존 가능
ㆍ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다른 대학은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해야 함
- 교육 이념과 내부 역량에 따라 경쟁 가능한 시장을 선택하고 이를 공
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확보에 집중 투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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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 혁신의 방향 : 차별화
□ 대학이 선택 가능한 차별화 전략은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구분 가능
- 대학의 목적에 따라 연구중심 혹은 교육중심, 학문분야의 범위에 따라
종합대학 혹은 집중화대학, 영향범위에 따라 전국기반 혹은 지역기반
전략선택 기준
구분

학문
분야

집중화
전국기반

지역
범위

비고

ㆍ지식창출기능에 더 비중을 두는 유형으로
석/박사에 과정에 중점 투자

ㆍ대학은 어떤 유형이
든지 연구와 교육
모두가 중요하며,
ㆍ지식전수기능에 더 비중을 두는 유형으로
교육중심
단지 비중을 어디에
학부과정에 중점을 둠
더
많이 두는가의
ㆍ학문분야가 15분야 이상인 종합대학, 또는
종합
차이
인문, 사회과학 등이 50% 이상인 대학
연구중심

목적

정의

ㆍ학문분야가 15분야 미만인 대학으로서
공학 등 특정 분야에 집중
ㆍ졸업생의 취업범위, 대학의 기여도가 전국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

ㆍ졸업생의 취업범위, 대학의 기여도가 대학
지역기반
소재 지역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

ㆍ연구중심대학은
비교적 기초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교육중심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구,
또는 상용화 연구에
더 많은 비중

주: 학문분야는 카네기재단의 대학분류기준을 적용

1. 연구중심 vs. 교육중심
□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대학은 각기 차별화된 목적을 가짐
- 연구중심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국
가와 세계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양성
- 교육중심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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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과 교육중심 대학의 차별화 포인트
구 분

연구중심대학

목 적

ㆍ연구를 통한 지식창출
ㆍ차세대 지도자 양성

ㆍ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ㆍ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교수 확보
ㆍ교수 특별채용 기금 운영

ㆍ강의 및 학생지도 역량을 겸비한
교수 확보
ㆍ게스트 스피커, 객원교수를 초빙
하기 위한 기금 운영

ㆍ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ㆍ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

연구 목표

ㆍ지식 발견/창조를 위한 연구

ㆍ지식 전달을 위한 연구

교수 평가

ㆍ연구 논문이 최우선
ㆍ강의의 질, 학생만족도, 봉사

ㆍ강의의 질, 학생만족도, 봉사
ㆍ연구 논문은 기준만 충족

교수 유치

학생유치원
동력

교육중심대학

□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지닌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연구중심대학의
핵심 성공요인
- 출신학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연구 역량을 기준으로 교수를 채용
-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학생지도와 강의력을 겸비한 교수확보가 중요
ㆍ강의 능력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간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물을 선발

교수채용 및 개발펀드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연구 역량이 우수한 교수 채용 펀드를 운영
ㆍ프린스턴, 콜롬비아, 미시간, 스탠포드 대학 등은 스타급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별도 펀드를 운영
- 교육중심대학도 펀드를 조성하나, 객원교수나 게스트스피커를 초빙하는 재원으
로 주로 활용
ㆍWilliams College는 매년 200명이 넘는 게스트스피커를 초빙하여 강의나 컨퍼
런스를 개최하도록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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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통해 학교의 명성을 구축하고
우수학생을 유치
-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듯, 학문/연구
의 경쟁력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성공한 동문에 의해 구축된 명성으로 학생을
유치

Williams College의 동문 관리
- Williams College의 명성은 오랜 역사와 성공한 동문에게서부터 나오고, 이런 명
성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문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
- Williams에는 60여명의 직원들이 동문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
- 동문 기부율은 60%로 하버드의 48%보다 높음(US News & World Report,'05.8.30)

□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원 배분에
도 큰 차이가 존재
- 연구중심대학은 '지식 발견, 창조'와 관련된 연구가 최우선
ㆍ미래 유망 학문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學際 연구도 활발
- 교육중심대학은 '지식 전달'을 위한 연구가 '지식 발견, 창조'를 위한
연구보다 우선

Harvard의 학제간 연구 지원 기금
- 하버드대학교는 '학제 협력 기금(Fund for Interfaculty Collaboration)' 운영
ㆍ미래 유망 분야는 하나의 전공분야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ㆍ학문간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학제 연구를 강조하
고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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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성격과 중요도가 다르므로 교수 평가와 보상도 차별화
-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연구성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가
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
ㆍ연구업적에 따라 과감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실시
- 교육중심대학에서는 강의의 질이나 학생의 만족도가 교수평가의 핵심
ㆍ학술지 논문 발표는 중요한 업적이긴 하지만, 교육 중심대학의 교수들
에게는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특별 보너스로 보상

성균관대학교의 성과지향적 인사관리 정책
- 성균관대학은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에 대해서는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사용
ㆍ연구업적 평가에서 상위 20%의 교수들에게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ㆍ연구실적 우수 교원은 3년만 근무해도 연구년이 가능
- 국내 최고 또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교수를 특별 선발하여 파격적 인센티브 제
공하는 SKKU Fellowship 실시
ㆍ강의 책임시간을 3시간으로 감축, 연간 3천만원 이상의 특별연구비, 우수교수
및 연구교수 채용 요청권 등 제공

2. 종합대학 vs. 집중화대학
□ 학문 분야가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
- 광범위한 학문 분야의 종합대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지식의 폭
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
- 주로 공학, 과학 등 소수 학문 분야에 집중하는 대학은 깊이 있는 전
공 교육을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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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과 집중화대학의 차별화 포인트
구분

학제 및
커리큘럼

종합대학
ㆍ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ㆍ학문 분야 간의 수평적 협력
(Interdisciplinary)
ㆍMento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지도의 공백을 보완

집중화대학
ㆍ깊이 있는 전공 교육 강조
ㆍ학/석/박사 학위 프로그램들간의
수직적 협력
ㆍTutorials 프로그램과 같이 소수
정예 교육 도입

□ 종합대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간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
-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복
수전공 등 유연한 학제 운영
□ 집중화대학은 학사-석사-박사 학위 프로그램간의 수직적 협력에 비중
을 두는 학제를 구축
- 대학원생과 학부생 모두 수강 가능한 과목을 개설하여 우수한 학부생
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위 취득 기간의 단축도 가능
ㆍ부족한 학문 분야의 보완을 위해 타 대학과 '공동 학위제'를 운영하기
도 함
Williams-Columbia 프로그램
- Williams는 Columbia 대학과 연계하여 3-2 프로그램을 운영
ㆍ3년 동안 Williams에서 인문 교육을 받은 후, 엔지니어링 교육을 위해 Columbia
대학으로 전학하여 2년 동안 수학
ㆍBachelor of Arts 학위는 Williams에서 받고, Bachelor of Engineering 학위는
Columbia에서 받아, 5년만에 두 학교에서 두 개의 학위 취득

□ 종합대학은 Mentor Program, 집중화 대학은 Tutorials Program 활용
- 대형 강의 비중이 많은 종합 대학은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Mentor제도를 통해서 학생 지도의 갭을 보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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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예식 교육을 강조하는 집중화대학은 Tutorials Program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 활용

숙명여대의 Mentor Program, Williams College의 Tutorials Program
- 학부제 도입 후 학생지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숙명멘토프로그램」 운영
ㆍ대기업 임원급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동문 및 교수가 멘토로 활동
- Williams College는 Oxford 대학 스타일의 Tutorials Program을 운영
ㆍTutorials은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 증진, 학생의 발표력 향상,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및 토론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
ㆍ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수로 구성, 한 학생이 주제 발표를 하고 다른 학생은 비
평하며 교수는 두 학생의 학습 과정을 지켜보고 과제를 제시

3. 전국기반 vs. 지역기반
□ 전국기반대학과 지역기반대학은 졸업생 취업범위, 지역에의 영향력 범
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
- 전국기반 대학은 특정지역과 관련성이 없는 반면, 지역기반은 '지역
밀착형 대학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성공요인
전국기반대학과 지역기반대학의 차별화 포인트
성공요인

전국기반

지역기반

ㆍ글로벌 교육 또는 연구
중심대학

ㆍ지역거점대학(Vision Provider)
ㆍ산업 클러스터 중심대학

산학협력

ㆍ원천기술 확보
ㆍScience Park 조성

ㆍ산업체 상품화 기술 중심
ㆍIndustrial Park 조성

교수평가

ㆍ교육, 연구분야 중시

ㆍ산학, 지역사회 기여도를 우선

학제 및
커리큘럼

ㆍ특정 지역의 비전이나
전략산업과 무관

ㆍ지역전략산업과 학문분야 연계
ㆍ산학협력활동을 교육과정으로 흡수

목 적

삼성경제연구소

10

CEO Information 508호

□ 전국기반대학은 글로벌 교육 또는 연구 중심대학
- 전국 또는 글로벌 시장에 통용되는 인재 배출 및 연구에 주력
- 산학협력은 첨단기술창업, 원천기술 연구중심
ㆍ교수 및 연구원의 벤처, 기업과의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첨단과학단지(Science Park)를 조성
□ 지역기반대학은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거점 역할 수행
- 지역 전략산업분야의 R&D를 선도하고, 비즈니스 중심의 산학협력 시
스템을 구축
ㆍR&D 성과의 상업화, 현장 애로기술 해소 등을 통해 비지니스에 주력
하는 'R&BD'7)를 추구
ㆍ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과 지식, 정보, 인적 교류
가 활성화되는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Industrial Park)을 조성
- 우수 인력은 물론이고 지역 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 제공
ㆍ텍사스-오스틴 대학은 州내 고교 상위 10% 이내의 학생은 항시 입학
을 허용
ㆍ일본의 가나자와공대는 실무 경쟁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입학하
기는 쉬우나 평가할 만한 대학"에서 일본 내 1위를 차지
□ 실무교육과 응용 R&D 역량이 풍부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기반
대학의 핵심 성공요인
- 대학 교수와 산업현장 전문가와의 경계를 타파
ㆍ산업계와 대학과의 인력교류가 활발하고 실제 인력 유동성도 높음
7)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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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실무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활용하는 등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
ㆍ가나자와공대 교수중 50%가 기업출신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중심대학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의 산업체 평균 근무기간은 9.5년
- 교수평가도 산학협력 실적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를 우선시
ㆍ산학협력성과를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고 발생된 수익을 개인에게 보상
ㆍ산학협력 우수학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학과단위의 산
학협력 분위기를 촉진
□ 지역기반대학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또는 교육과정 특성화에 주력
- 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중시하여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
ㆍ위스콘신 주립대학은 지역주력산업인 낙농·농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에 강점을 가짐
- 응용연구를 교육과정으로 흡수하는 프로세스 특성화에 주력
ㆍ가나자와 공대의 '공학설계교육', 미국 RIT의 'Core Program', 동서대
의 '프로젝트式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RIT(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 Core Program
- 5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 수료 후 산업체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
- 처음 2년간은 학교 내 교육, 다음 3년간은 현업근무(정식근무)와 학교 교육과
정을 병행 (2+3제도)
- 엔지니어링 전공 학생은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1,300여개의 업체가 이 프
로그램에 참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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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언
1. 차별화전략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시장, 경쟁원리 작동을 위한 규제개혁과 정보공개
□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
- 대학이 차별화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획일
화된 규제를 개혁
ㆍ입시정책, 정원, 등록금, 학과 및 전공, 교수 선발 등의 직간접 규제
□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기업이 실질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
- 시장의 평가에 맞추어 대학 스스로가 변신 노력을 하도록 유도
- 미국 대학의 경우 실제 졸업률, 20명 혹은 50명 미만의 강의 비율, 고
교성적 상위 10% 신입생 비율, 신입생 등록률, 동문기부 비율 등 상
세한 정보를 공개
대학종합평가 및 인증제도 개선
□ 대학종합평가 기준을 전략 유형별로 차등 적용
- 현행 언론사 및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는 모든 대학에 획일적인 평가
지표를 적용
- 차별화전략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평
가지표를 개발하고 차등 적용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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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분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학문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공학교육인증제도, 고등교육평가원
등의 제도를 인문사회 분야로 확산

공학교육인증제도
- 미국의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같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1998년 8월 한
국공학교육인증원을 설립
ㆍ미국의 공학교육인증제도는 193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미국 공학교육을 세
계 수준으로 제고시킨 주요 원동력
ㆍ교수진, 교육 프로그램, 학생, 행정지원 등 교육 중심의 기준으로 공과대학들을
평가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 국립대학의 법인화, 市·道立대학 전환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 중앙정부의 지원과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국립대학은 시장에서 자생
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
ㆍ"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위
험. 지금까지는 지역의 대표적 국립대학이라는 네임 밸류로 버티어 왔
지만 경쟁 압력을 갈수록 심하게 느낌."(지방 국립대 기획처장)
-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지방국립대학
의 市·道立대학 전환이 유효한 대안
ㆍ법인화 추진은 일본의 국립대학, 산자부와 노동부가 각각 출연한 한국
산업기술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참고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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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道立대학 전환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이 모델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60년에 상호 유사한 학과로 경쟁하던 대학들
을 그 설립 목적에 따라 3개 대학 시스템으로 특성화

다양한 역할 분화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
-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 연구활동을 중시,
주로 박사학위 과정에 역점(물론, 학부 및 석사과정도 있음)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 산업활동에
참여할 인재양성 목표, 석사과정 및 협동 박사학위과정 운영
-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California Community College System) : 산업인력 공
급 및 4년제 대학 편입과정 교육을 목표, 학부학생의 2년제 과정교육을 주로
담당

□ 법인화, 市·道立대학 전환에는 교육자치와 분권화가 전제 조건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거점대학 육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과 관리권한을 대폭 이양
지역사회 및 기업과 공생하는 대학생태계 형성
□ 지역사회-기업-대학이 공생하는 대학 생태계 형성
- 상아탑으로서의 폐쇄적이고 단절된 대학에서 탈피, 지역사회 및 산업
체와 교류하는 생태계 관점에서의 대학 역할을 재정립
□ 산업 클러스터 중심대학을 지정, 중점 육성하여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
-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에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과 기술을
공급하는 대학이 존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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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와 중심 대학
클러스터

중심대학

미국 RTP(Research Triangle Park)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듀크대학

영국 캠브리지 Science Park

캠브리지대학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니스대학, 국립파리공과대학

스웨덴 시스타

왕립공과대학

핀란드 울루

울루대학

중국 중관촌

북경대학, 청화대학

□ 공학교육 부문은 산업 현장과의 입지적, 기능적 연계를 강화
- 공학교육은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ㆍ산업단지에서 대학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산학연계 활동
의 가능성과 효과가 크게 감소
- 국내 유명 산업단지 내, 또는 주변지역으로 유명 공과대학 이전을 유
도하고 희망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
□ 유망한 특성화 대학, 실용중심의 신흥 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 일류대학에 대한 투자 일변도에서 탈피, 신산업 분야나 지방의 신흥
교육 중심대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
ㆍ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특성화 대학으로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
산의 동서대는 지방입지의 한계로 기업의 투자유치에 난항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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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교육 예산 확대
-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 올리되, 재원의 효
과적 배분과 엄격한 성과관리를 병행
ㆍ초·중등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교육의 재정투자를 확대
- 교육 행·재정 분권화을 통해 지방정부의 대학재정에 대한 기여도 제고
□ 대학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
- 대학 전체 혹은 단과대학별로 관리회계를 도입하고 엄격한 내부감사
제도를 운영
ㆍ학생, 직원, 교수, 기부자에게 학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 대학 자산의 수익적 용도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 대학 자산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ㆍ예를 들어 현재 교육목적에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는 학교기업을 교수,
연구원의 첨단기술 창업,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등으로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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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발휘 체계를 구축
□ 현재의 직선제 총장 선출제도를 개선하고 임기를 대폭 연장
- 직선제 선출 총장이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최선'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
미국의 총장 선임 방식
- 미국의 일반적인 총장 선출방법은 Search Committee를 통해 몇 명의 후보자
를 선발한 후에 대학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선임
- 하버드, 스탠포드 등 주요 대학 총장은 대부분 10년 이상을 역임

□ 단위기관장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제도 도입
- 단과대학 독립채산제도 도입, 학(과)장에게 평가·보상, 교수채용 및 인
사권을 과감히 부여하되, 대학본부는 철저히 성과를 통제
ㆍ포항공대나 미국 대부분 대학은 학(과)장이 실제적인 평가·보상 결정
교수 경쟁시스템의 도입
□ 분야별 최고 교수를 채용하고 경쟁시스템을 통해 최고 성과를 창출
- 'Search and Recruit'8) 방식을 활성화하고 탁월한 교수 채용을 위한
채용펀드 조성
- 최고 교수 확보 → 경쟁시스템을 통한 최고 성과 창출 → 명성과 재
원 마련 → 최고 교수 추가 확보, 인프라 구축의 善循環 고리 형성
8)

우수 교수를 직접 발굴, 선발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모제와 같은 수동적 선발방식과 대비되는 개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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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평가에 의한 과감한 교수경쟁시스템 구축
- 철저한 성과중심의 승진, 재임용 및 정년 보장
ㆍ9개월은 연봉제, 나머지 3개월은 연구 또는 강의 인센티브제를 적용
하는 '9+3 시스템' 도입
“아무리 세계 수준의 교수라 할지라도 정년보장을 받으면 연구에 소홀해지는 것
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년보장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탁월한 수준의 연구 업적을 기대할 수 있다.”
(Arthur Bienenstock, 스탠포드 대학, 연구 및 대학원 정책 부총장)

□ 학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에 따라 교수 채용 및 업적평가를 차별화
-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실적, 교육중심대학은 교육 역량, 지역기반의 산
학협력 강조대학은 산업체 경험 교수의 채용과 산학 협력 연구역량을
우선적으로 평가
행정시스템의 혁신
□ 교수와 학생을 위한 고객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현
- 학교 차원에서 공유되는 업무는 Shared Service Unit를 구성하여 행
정업무의 중복과 분산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효율을 극대화
□ 행정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
- 교직원의 직무요건을 체계화하고 직무단위 채용, 경력 개발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 교직원에게도 엄격한 평가에 따른 보상차별화 실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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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환율

금리

6. 28

6. 29

6. 30

원/달러(종가기준)

1,021.1

1,026.3

1,025.4

1,031.5

1,043.5

엔/달러

109.64

110.03

109.83

111.06

111.59

회사채(3년AA-, %)

4.19

4.28

4.41

4.34

4.46

국고채(3년, %)

3.80

3.89

4.02

3.95

4.09

994.7

999.1

1,008.2

1,018.0

1,021.7

주가지수(KOSPI)

7. 1

7. 4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3년
GDP성장률

2004년

2004.12월 2005.4월

5월

6월

7월

3.1

4.6

3.3

2.7

..

..

..

민간소비

-1.2

-0.5

0.6

1.4

..

..

..

설비투자

-1.2

3.8

2.5

3.1

..

..

..

5.0

10.4

4.6

3.8

4.3

..

..

78.3

80.3

79.7

78.8

78.0

..

..

3.4

3.5

3.7

3.6

3.4

..

..

실업자(만명)

77.7

81.3

85.5

85.7

81.1

..

..

전국 어음부도율

0.08

0.06

0.05

0.04

0.05

..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6

3.0

3.1

3.1

2.7

..

1,938.2

2,538.5

232.0

229.2

231.7

..

..

(19.3)

(31.0)

(17.6)

(6.7)

(11.2)

..

..

1,788.3

2,244.6

209.7

211.9

211.7

..

..

(17.6)

(25.5)

(19.0)

(12.6)

(18.3)

..

..

119.5

276.1

20.0

-9.1

..

..

..

1,553.5

1,990.7

1,990.7

2,063.8

2,061.0

2,049.8

..

1,589

1,776

1,776

..

..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실업률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