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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상지대학교가 첫 번째 대학 민주화에 이어 최근 두 번째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로운 대학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학모델을 공영형 사립대학이
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993년의 대학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상지대학교는 민주대학, 지역대학, 시민대학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 시절 상지대학교가 표방했던 이 개념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대학
민주화에 대한 상지대학교 내부의 더욱 구체화된 개념화에 의해, 밖으로는 대학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로 인해 새로운 대학모델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개념은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는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사회와 유
리된 상아탑으로 간주되었던 전통적인 대학의 개념이 대학과 사회의 상호연관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빠
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사회의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유기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 개념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인구의 절대 감소와 대학 등록금의 동결 등 대학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재정적인 환
경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대학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과거 상지대학교는 대학 민주화를 표방하는 것만으로도 운영이 가
능했습니다. 대학 민주화가 대학 운영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학환경의 변
화로 인해서 대학 민주화는 대학 운영의 필요조건이되 충분조건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배구조
의 민주화나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의미하는 대학 민주화 이상의 진전된 가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입
니다. 이것은 상지대학교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직면한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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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는 최근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①교육혁신대학, ②사회협력대학, ③학생행
복대학의 세 가지 가치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④민주공영대학의 실현을 대학의 목
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 설정의 전제가 되는 ⑤민주대학, 민주대학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
는 ⑥구성원 참여대학 역시 대학의 비전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발전기금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학의 재정자립을 강조하는 ⑦재정자립대학 역시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이 일곱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대학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상지대학교의 민주화와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비전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학 민주화 40년 투쟁의 결과이자, 그 과
정에서 구성원들이 몸으로 부딪쳐 체득한 성과이며, 또한 새로운 대학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노력은 대학 민주화의 맥락에서 지배구조의 개선, 구성원의 참여, 지역사회와의 소
통, 대학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으로는 교육혁신과
밖으로는 사회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혁신과 사회협력을 대학발전의 두 날개로 설정하는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으로 표현하고 있
습니다.
설립 주체의 차이를 떠나 모든 대학은 본질적으로 공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사
설 학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은 몇몇 대학의 선택적인 발전 목표가 아니라 궁극
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립대학의 보편적 준거이자 공통의 발전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립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만드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학의 85%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현실에서 이것을 당장 보편적 준거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범 사례를 생성한 후 그 장점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공영형 사립대학은 다섯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립대학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인 정책입니다. 둘째, 지배구조의 민주성·개방성·투명성 확대를 통해서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구상입니다. 셋째, 지역소멸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
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화하여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
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넷째,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사
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전략입니다. 다섯째, 교육투자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은 국가재정으
로 국공립대학을 추가로 신설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탁월한 접근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는 종래의 민주대학, 지역대학, 시민대학의 개념을 넘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발전할 준비
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필요한 여러 과제들을 실천하
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이러한 노력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교육혁신과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
는 사회협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탐구하며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대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상지대학교 총장 정 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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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상지대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
입을 통한 대학교육 체계의 혁신,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지역균형
발전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수립에 활
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
를 개선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발전 효
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최근 10년 사이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상지대학교 민주화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실증 비교를 통해 학교법인 정상화와 이사회 구성 변
화에 따라 대학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음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연구 기간(2020. 1.~2020. 9.)으로 그 효과
성 검증에 시간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
관의 개정,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사회 참관 등의 실질적 성과
를 달성함
Ⅱ장에서는 상지대학교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던 3년 동안
의 시기와 이후 공익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시기를 비교하여 어떤 변
화가 일어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2020년 1월부터 9월
까지 공영형 사립대 요소들을 도입했을 때 대학에서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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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을 위한 상지대학교의 혁신목표를 크게
재정·회계 투명성, 대학운영 책무성, 고등교육 공공성 등 3개 분야로
설정하고, <혁신목표 설정> → <도입 요소 도출> → <타당성 검증>
→ <실증 적용> → <성과평가>의 연구 과정을 거침

학교법인 정상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상지대학교에 학사행정 파행과 극심한 학내 분규가 발생하자 교육부

추진

구함. 2016. 6. 23.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

는 이례적으로 2번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
지 않고 정식이사를 전부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이사 전
원에 대하여 선임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6. 10. 27. 대법원에서
확정됨.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를 거쳐 2018. 8. 16. 임기 4년의 공익적 정이사진을 임명하면서 상지
대학교가 정상화됨
상지대학교는 대학교육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주적 제도개선
을 적극 추진하여 구재단 체제에서 대학 및 법인의 사유화를 제도화
한 학교법인 정관의 독소 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파행적 교직원 인사
의 정상화,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 교직원 길들이기 수
단인 상지정신의 폐지 등 개선 조치를 완수함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통해 족벌경영을 위한 유급 상
근 이사제도 폐지, 대학평의원회 구성 정상화 및 민주성 확보, 개방이
사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
임성에 기초한 교육목적을 명시하여 공영형 사립대가 추구할 가치를
규범화하고 사회협력 부총장제와 대외협력처 신설, 재정위원회와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제도화, 구성원 단체를 정관에 명시하는 등 공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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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완성함. 정이사 체제
출범 직후 이사회는 총장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
을 적극 수용하였고 2018년 12월 교수(70), 직원(8), 학생(22)의 비율
로 총장 직선제를 실시함
2018년 7월에는 상지영서대학교와의 통폐합,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등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
여 공영형 민주대학, 사회협력대학 등 혁신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
체화한 12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음. 2018년 8월 정이사 체제 출범
이후 교육·연구·예산·입시 등 각종 지표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
고 있으며, 2020년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대학기관평가인증 보완평가
에서도 완전 인증을 획득함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 효과성
검증

공영형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소 도입을 통해 법인 설립목적에 사학운
영의 공공성을 명시하였고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단과대학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이사회 참관제도 신설,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
화, 총장 직선제 제도화,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지역사회 대표 인사
의 이사 선임, 대학 구성원이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문
제 등 제도를 도입 완료했거나 도입 추진 중에 있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성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
협력대학 비전을 수립,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우
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
협력 사업을 적극 수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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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검증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실증적·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 필요성 등 정책홍보에
활용이 가능함
상지대학교의 정상화 과정을 통해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선도 대학으로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그 성과를
다른 사립대학에도 전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지자체, 시민
사회, 지역사회, 교육계, 문화예술계, 산학협력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
써 사회협력대학 비전 실천을 가속화 하고 구체화할 수 있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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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방법
5. 선행 연구 검토(이론적 배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 한국에서는 전체 대학의 85% 이상이 사립대학인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환경으로 인해 대학이 사회
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립대학의 사유화 경향 및 사학비리의 문제로 사립대학의 개혁 요구가 증대됨
□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적 문제에 의한 학령기 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는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 함
□ 대학 서열화 고착화로 인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지방 간의 고
등교육 격차로 연결되어 지방대학의 존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역대 정부의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지
속되고 지역 간 격차와 폐해는 심화됨
□ 지역 불균형의 핵심적이고 근원적 원인은 고등교육의 문제, 즉 고등교육 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대
학 서열화, 지방 출신 학생들의 수도권 유입, 그리고 교육 재정의 수도권 편중에 있고, 이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문제로 국가 전반의 위기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대학교육 생태계 황폐화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가 야
기되고 있음
□ 한국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의 절대적 확
충이 필요하나, OECD 및 EU 국가들에 비해 국가 고등교육 재정부담 비율과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의 혁신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인력, 재정, 산업 등이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과 이의 분
산 어려움은 대학교육 체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대학교육 체계의 구조적 전환 없이 대도
시 집중 현상 극복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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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초기 고등교육 관련 주요 공약 또는 정책인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지방의 강소 대학 육성,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등의 적극적 실행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이
 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음

대학 서열화
대학 상업화

특정 도시 집중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지역대학 생태계
황폐화

대학 사유자산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현상

고등교육 공공성
저해

국토 균형발전
저해

교육여건 부실화

지역 교육 공동화

대학 자율성 침해

지역 인적 공동화

국가 경쟁력 상실

□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지역의 학령인구와 지방에서 유입되는 입학자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유지하고, 지방대학의 충원율은 입학자원 절대적 감소와 수도권 유출로 위협 상황에 직
면함.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교육력과 경제력을 위축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쇠퇴와 소멸로 이
어질 수 있는 국가적 문제임
□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이지만,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우리의 고등교육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의 부실을 초래하였
으며, 특히 85%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고등교육 부실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함
□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국가에 의존하는 대학을 OECD 대학분류체계에 따르면 정부의존형 사
립대학(Government-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이라고 함. 바로 이러한
대학을 한국의 교육 상황에 적합하게 개념화한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임.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 적
합하게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함
□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과 수요자 교육비 부담 완화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학 교육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혹은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등의 전제가 필요함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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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영형 사립대학의 도입과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 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대학 서열화

대학 상업화

대학 사유자산화

지역 생존 위협

국가 경쟁력 상실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적 혁신 요구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국가 공공재원 투입

교육의 공공자산화 확대

국ㆍ공립대학 네트워크화

대학 서열화 탈피

사립대 공영화 유도 및 네트워크화

지역간 보완적 운영

전 생애 주기별 교육기회 제공

교육자산의 순환

대학의 지역혁신 주도

개방형 대학 운영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2. 연구의 목적
□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의 광의의 목적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통한 대학교육 체계 혁
신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
는 것임. 이는 바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이 고등교육 생태계 복구 및 국가 균형발전 효율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의 협의의 목적은 공영형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소 도입에 따른 긍
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이는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의 타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한다는 것은 새로운 대학 유형을 만드는 일임.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사업과는 다름
□ 한국에서 대학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으로 나누어짐. 공영형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의 측면에서는 사립대학이지만, 대학 운영의 방식, 정부 재정지원의 측면에서는 국공립대와 사
립대학의 중간 형태의 대학임.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
로운 유형의 대학을 만드는 문제임

1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학

대학
사립대학

자립형 사립대학

□ 선행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유럽은 대부분 국공립대 비중이 높음. 학생 비중의 측면에서 볼
때 국공립대의 비중은 2015년의 경우 덴마크는 97.7%, 독일은 91.1%, 스웨덴은 90.8%, 이탈리아
89.7%, 프랑스 79.5%에 달함1)
□ 유럽에서 국공립대의 비중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립대가 공영형 사립대임.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인데 영국은 거의 100%가 공영형 사립대학임. Buckingham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이 대학 운영경비의 약 61%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2) 그 외에 벨기에는 국공립대가 43.4%, 공영
형 사립대학이 56.5%를 차지하고 있음. 핀란드의 경우는 국공립대가 60.4%, 공영형 사립대학이
39.6%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은 국공립대가 15.9%, 공영형 사립대학이 70.7%를 차지하고 있음3)
□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국공립대의 비중은 낮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
는 상황에서 국공립대의 비중을 높이기는 어려움. 가능한 많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적은 투자로 국공립대학 신설 효과를 가져올 정책임
□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고,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해야 하며,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널리 알려야 함

1)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6.
2) 주영한국교육원의 홈페이지 자료 중 “대학의 의사결정 및 재정지원”, 2020.
3)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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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1)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 재정립
□ OECD 대학분류체계에 따르면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을 한국 상황에 적합하게
개념화하려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임. 하지만 OECD의 대학분류 기준을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공영형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영형이라는 수식어는 불필요한 것임
□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불신이 존재함. 사립대학에는 회계부정이나 각종 비리 그리고
특정인에 의한 전횡 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립대학과 구분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됨
□ 사학비리가 가능한 사립대학에 정부가 일반 재정을 투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사립대학의
경우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정부가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 사립대학이 공영형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정부가 재정을 지원
하는 사립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대학인 공영형 사립대학이 생겨날 수 있음
□ 기존의 공영형 사립대학 개념에는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
이 있음. 이는 사립대학이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된다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은 가능할 것이라고 봄. 기존의 이사들이 공익이사의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기존의 이사들이 대학을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임. 중요한 것은 대학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이
지, 반드시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임
□ 물론 이사회의 구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임. 이사회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이사들로 구성된 경우와
특정인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지휘를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우는 아주 다른 대학 운영의 방식을
보여 줌.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사회 전체가 모두 공익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임. 하지만 그것
을 강요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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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의 공영형 사립대학 개념에는 “대학운영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립대학”이
라는 내용이 있음. 이는 OECD의 대학분류체계에 따른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기준을 참고한 것임.
하지만 한국의 상황처럼 처음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하려는 조건에서는 “대학운영비의 50% 이
상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고집하기는 어려움. 처음에는 국가가 대학운영비의 일부만 지원
하고,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방법이 가능함
□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을 “이사정수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고, 대학운영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립대학”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변경,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공공
성, 투명성, 책무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운영비를 국가와 대학이 분담하는 사
립대학”으로 정의하고자 함
□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학을 제도의 측면에서만 규정할 수는 없음. 제도적 장치나 대학운영비의 국
가 지원이라는 형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내용임. 공영형 사립대학은 안으로는 대학의 기본 책
무인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대
학이라고 할 수 있음. 대학의 사회협력적 노력은 대학의 또 다른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에
서 대학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길이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임
□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의 기본 책무와 연관된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목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것은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임. 즉 지배구조의 공공성이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야 함. 말하자면 공영형 사립대학은 “발전 가능한 대학”이어야 함. 또
한 밖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거점 사립대학”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함
□ 종합해 보면,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되 제도적 장치에 머물지 않고
총체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설정되어야 함. 대학의 공공성은 내적으로는 교
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발전 가능한 대학으로, 외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학
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거점 사립대학의 위상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임. 이상의 내용을 개념의 제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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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형 사립대학을 제도적 측면에서 정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개념

(공영형 사립대학) “대학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운영
비를 국가와 대학이 분담하는 사립대학”
(사립대학 민주화) 2000년 이후 사립대학 민주화의 방법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부각
(문재인 후보 선거공약)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교육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형 사

배경

립대학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선거 후 국정기획자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을 100
대 국정과제에 포함
(사학비리 근절 등 대학 공공성 강화) 대학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학 설립자 등은 재정·회계 비
리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대학 지배구조 개편 필요
(국고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

기대효과

고지원 불가피
(지역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공영형 사립대학 국고 지원액의 일부를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지급
에 필수적으로 활용
(국립대학에 준하는 교육서비스) 국립대가 없는 지역사회에 국립대학에 준하는 교육서비스 기회 제공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급감, 등록금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
으로 구조조정 본격화. 지방대학·전문대학부터 점증적 고사 위기
(대학 폐쇄로 지역경제 위축) 지역의 경제·복지·문화·고용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폐쇄는 지

국고지원
필요성

역경제 위축 및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가속화. 지역 일자리 확대 노력 필요
(대학 교육·연구 여건 악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원은 감소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등
고정비용 증가로 대학의 실질 경상경비 재원은 감소. 연구비·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 등 지출 감소로 대
학 교육·연구 여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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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영형 사립대학을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공영형 사립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
개념

을 추구하는 발전 가능한 대학이면서, 외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추
구하고, 사람 중심 포용국가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구현하는 지역 거점 사립대학”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공영형 사립대학은 권역별 국공립대학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지
역거점 사립대학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 계획 수립 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역 문제에 대한 개선·협력 측면의 지역사회 특성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배경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 고등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가 요구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은 창의적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람에 대한 투
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배움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강조
(지역대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의 교육자산을 활용한 지역사회에서의 배움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사
회혁신서비스 허브화를 통한 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혁신인재 양성) 현장 실무능력 중심 직업교육 강화와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
(성인 역량 개발 기회 제공)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한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전환기 교육 체
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복지 실현
(국민 교육비 부담 경감) 공공성 기반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가능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한 기존 대학교육의 대응 한계) 기존의 교육 체계로는 새로운 지식, 창의성과 다

국고지원
필요성

양성 등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상존
(성인 역량 개발 기회의 제약) 일자리 수명 단축과 평균 수명 증대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역량 강화 또
는 개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학령기 이후 성인 역량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어 공공성 기반의 전
문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

2) 연구의 범위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공영형 사립대학의 요소를 도입하였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하지만 연구기간(2020. 1. ~ 2020. 9.)이 9개월이므로 이 기간 동안 재정위원회 등 대학 운영의 공
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
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지대학교는 정관의 개정(교육 목적), 재정위원회 운영 및 정관 기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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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운영,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 총학생회의 교무위원회 참관 등의 성과를
이룸
□ 이 외에도 상지대학교는 최근 10년 사이에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실증 사례가 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함. 10년 전에 상지대는 공익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었지만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2011년부터 이사진 9인 중에서 구재단이 추천한 인사들이
4인을 차지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이사회 전원이 구재단 인사들로 채워지게 됨. 이들은 자신을 대
학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물들임. 이 이사회는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 물러날 때까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음. 이후 공익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를 거
쳐 2018년 8월 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
을 심의·의결하여 상지대는 공익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정이사 체제(이사장 이만열)가 됨
□ 상지대학교의 이러한 극적인 경험은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인물들로 구성되고, 이들이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때 대학운영이 어떠한 파행에 이르는지, 그리고 다시
이사회가 공익적인 인물들로 바뀌었을 때 대학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비교하여 보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임
□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는 상지대학교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었
던 3년 동안의 시기와 이후 이사회가 공익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시기를 비교하여 대학운영에서 어
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증하는 부분임. 이 부분이 결과보고서의 제Ⅱ장을 구성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재정위원회, 각 단과대학의 대학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이사회 참
관 등 공영형 사립대 요소들을 도입하였을 때 대학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증
해 보는 부분임. 이 부분이 결과보고서의 제Ⅲ장을 구성하고 있음
□ 제II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학 및 이사회가 사유화되어 있을 경우와 이사회가 공익적인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대학 운영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상지대의 사례를 통해 실
증하고자 함. 상지대학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었던 반
면에, 2017년 여름부터 현재까지는 공익적인 인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음. 이 두 시기의 정관
및 학칙의 변화과정, 주요 지표의 변화 등을 통해 대학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가를 실증해 보려
고함
□ 제Ⅲ장에서는 2020년 1월 이후 상지대가 정관 변경(교육목적), 대학 재정위원회 운영, 각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운영, 구성원 단체 대표의 이사회 참관, 학생대표의 교무위원회 참관 등의 성과를 이루
었고, 이 연구에서 그 효과성을 실증하려고 하였음. 또한 그 밖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 추진
에서 알 수 있듯이 교무위원회의 정관 기구화, 각 구성원단체를 정관에 명시,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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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을 정관시행세칙에 명시 등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른 쟁점 등을 이
연구에서 정리하려고 하였음. 또한 제Ⅲ장에서 최근 상지대학교가 사회협력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례들을 서술하였음
□ 상지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상지대 교
수협의회의 오랜 노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구재단이 처음 물러난 이후 1995년 제1기 민주총장
인 김찬국 총장 해임 사태를 겪으면서 인천대학교(선인학원) 시립화 경험을 참고하여 도립화를 추
진하였음. 1995년 6월 교수협의회에서 “도립화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고, 1995년 8월에는
“상지대 도립화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문창모)”를 발족시킴
□ 상지대학교는 이러한 노력이 강원도의 거부로 무산되자, 1999년부터는 시민대학 모델을 구상하고,
2000년에는 (재)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을 발족시켰음. 2001년에는 시민대학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공익적인 인사들로 상지대 정이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
음.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민
대학 모델에 입각한 정이사 체제가 유지되었음
□ 상지대학교의 시민대학 실험은 지금의 공영형 사립대 논의에 입각한다면 구성원 및 시민사회 참여
형 공영형 사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경험이 현재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으로 이어
진다고 할 수 있음. 2000년에 발족한 (재)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은 20년째 상지대에 장학금, 건축
기금 제공 등의 기여를 하였고, 현재에도 50억원이 넘는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상지대학교가 그동안 발전시켜 온 시민대학 모델은 공영대학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전국 대학 중 공영대학의 모델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가 가능함.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은 공영대학으로의 탈바꿈을 모색해 왔던 상지대학교에게 제2창학 수준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3)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적용을 위한 상지대학교 현황
□ 상지대학교는 2018년 8월 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정이사 체제(이사장 이만열)로 완전한 정상화 단계로 진입함
□ 정이사 체제를 기반으로 상지대학교는 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정된 민주대학,
학생들이 행복한 학생행복대학,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사회협력대학을 혁신목표로 설정하여 지
역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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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적 정이사 체제 기반의 지역중심 대학으로서 상지대학교는 최근 포용국가의 사회혁신 융합 허
브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협력대학 비전을 선포함(2019년 6월, 상지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식)
□ 상지대학교는 2018년 7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영형 민주대
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혁신대학’,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협력대학’,
학생이 머무르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학생행복대학’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함. 이 연구와 연관
된 것으로 공영형 민주대학 5개 핵심과제, 15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협력대학 4개 핵
심과제, 12개 실행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를 시행
하고 있음
□ 공영형 사립대가 갖추어야 할 제도적, 기능적 요소 그리고 지역혁신형 대학이라는 교육부 정책 기
조에 비추어 상지대의 4대 비전, 즉 공영형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학생행복대학, 사회협력대학이
라는 상지대학교의 발전목표가 서로 어떻게 정합하는지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임

교육부 정책
공영형 사립대학

상지대학교
지역혁신형 대학

구성원 참여, 재정 안정화
상지학원 정상화, 개방이사

지역대학 혁신,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

공공성

동문 및 지역사회 인사 참여

참여형

지역형

지역혁신 플랫폼
(지자체+지역대학)

구성원 참여

지역산업 연계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평의원회
재정위원회

지역연구
지역산업

지역교육 혁신

학생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자체 참여

특성화

학사구조 개편

학사구조 개편

공익이사
예산지원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운영

지역사회 참여

평생교육

평의원회
대외협력

직업교육
평생학습

제도적 혁신

기능적 혁신

정관개정

지역사회 기여

사학비리 청산 지역밀착형 대학
사학운영 민주화 교육의 질 개선
상지대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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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선제

교육혁신 및 학생지원 확대
상지대형 FIND 교육혁신 모델
비교과 과정 특화

교육성과 관리

교육환경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산업 혁신

행복기숙사 신축

지역산업 기술 개발

IT 인프라 구축

지역대학 R&BD 공동협력

첨단강의실 구축

전 주기적 취ㆍ창업지원

HRD-직업능률혁신원(배움)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일)

지역대학의 사회적 가치 창출

학생행복
대학

사회적 가치창출(융합허브)

대학자원 활용 및 지역공헌

지자체ㆍ대학 직업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혁신
대학

발달장애 돌봄센터(돌봄)
지역재생ㆍ도시재생(쉼)

사회협력
대학

4. 연구방법
□상
 지대는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을 위한 혁신목표를 크게 재정·회계 투명성, 대학운영 책무
성, 고등교육 공공성이라는 3분야로 설정함
- 재정·회계 투명성은 예산의 편성과정, 재정수입의 확보과정, 예산의 계획·편성·운용, 집행과정과
피드백 및 성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대학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상지대학교 교비회
계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를 통해 감
시·감독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한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학 운영 책무성은 고등교육 기관의 기본적 의무로 안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추구
하는 역량을 말하며, 밖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적 기여를 포함함. 또한 내부 구성원 및 지역
사회와의 의사소통 역량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함
- 고등교육 공공성은 대학의 교육적 자산이 사회의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
협력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학의 공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3가지 대학 혁신목표에 입각하여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재정위원회 설치 및 기타 공
영형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소들을 상지대의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하여 도입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
□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요소들에 대해 내부 구성원(법인, 대학본부, 교수단체, 직원노동조합, 총학생
회, 동문회) 사이의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쟁점의 정리 등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
□ 도입 요소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관 개정, 학칙 개정, 관련 규정 제정, 정관 개정 보류,
정관시행세칙 개정 및 개정 보류 등의 과정을 거침
□ 동시에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요소들의 이행 효과성을 평가하고 환류 계획을 수립함
□연
 구방법은 <혁신목표 설정> → <도입 요소 도출> → <타당성 검증> → <실증 적용> → <성과
평가>의 과정을 거침.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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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ㆍ회계 투명성

대학운영 책무성

고등교육 공공성

혁신 목표

도입 요소의 도출

도입 요소

상지대학교 정합성 확보

타당성

상지대학교 도입 요소 설정과 적용

실증 적용

상지대학교 도입 요소 효과성 평가

성과 평가

환류

5. 선행 연구 검토(이론적 배경)
□공
 영형 사립대학의 개념
- 처음에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공영형”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쉽
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논의 아래 용어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변경하였음4)
-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공익이사로 구성하기로 정관을 변경하고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 또
는 법인이사회를 그대로 두고 정관을 변경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에 인사와 재
정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운영위원회 과반수를 공익운영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약
을 체결하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정의5)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는 대학운영비 중 핵심 경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부담6)
□공
 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
-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 상황에서, 일부 사립대학을 공
영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음7)
-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다수의 대학이 폐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향
후 발생할 수 있는 폐교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인수와 폐과 학생의 위임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의 존재가 필요함8)
4) 안현효 외 6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20. pp.63~64.
5)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106.
6)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106.
7)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105.
8) 안현효 외 6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20.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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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권 대학은 수도권 지역의 학령인구와 지방에서 유입되는 입학자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대학은 입학자원 절대적 감소와 수도권 유출로 생존권이 위협받
는 상황에 직면하였음9).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쇠퇴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문제임10).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거점대학을 양성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필요함
□공
 영형 사립대학 소요 예산 추정11)
- 인건비 기준 50%를 지원할 경우
• 사립대학의 인건비 지출 학교당 평균은 397억 원, 전문대학은 128억 원
• (시나리오 1) 사립대학 30교, 전문대학 20교를 지원할 경우 7,235억 원 소요
• (시나리오 2) 사립대학 10교, 전문대학 5교를 지원할 경우 2,305억 원 소요
• (시나리오 3) 사립대학 3교, 전문대학 2교를 지원할 경우 724억 원 소요
- 교비 예산 50%를 지원할 경우
• 사립대학의 예산 총액 학교당 평균은 966억 원, 전문대학은 389억 원
• (시나리오 1) 사립대학 30교, 전문대학 20교를 지원할 경우 18,380억 원 소요
• (시나리오 2) 사립대학 10교, 전문대학 5교를 지원할 경우 5,803억 원 소요
• (시나리오 3) 사립대학 3교, 전문대학 2교를 지원할 경우 1,838억 원 소요
□공
 영형 사립대학 육성 방식12)
- 정책을 통한 육성(A형) : 법률 제정을 통한 육성은 국회 내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법률 제정 이전에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법제화를 통한 육성(B형) :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적이
고 장기적인 집행이 가능
□정
 책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필수 요건13)
-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합의 : 대학 구성원들(교수+학생+직원)과 학교법인이 아래 표와 같은 지배
구조 변경에 대해 합의

9)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전국대학노동조합. pp.216~219.
10) 배상훈. “지방대학의 사회적 가치”. 2017. 09. 29. 서울신문
11)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p.116~118.
12)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109.
13)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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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변경의 방식들>

(1안)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개방이사 포함)를 과반으로 변경
(2안)

- (이사회) 이사회 이사 수를 20∼30인으로 하고, 공익이사(개방이사 포함)를 50%로 변경, 이사회 회의
외부 공개
- (인사권) 총
 장임명을 이사회 권한으로 하되 총장 직선제를 필수로 하고, 이사회가 정한 법적 결격사유
부재 시 1순위 자를 총장 임명
- (재정권) 재정권은 이사회 권한
(3안)

- (이사회) 법인에 대학경영위원회(공익위원 50% 이상) 설치
- (인사권) 대학경영위원회에서 총장 인사
- (재정권)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법인 고유업무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권한은 이사회가, 그
외는 대학경영위원회가 행사
(4안)
- (이사회) 법인에 대학재정위원회(공익위원 50% 이상)를 설치
- (인사권) 총
 장 임명은 이사회가 하되, 총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1순위자 임명 원칙
마련
- (재정권) 법인 산하 대학재정위원회가 수행

-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발전 가능성 : 사립대학 주요 운영기준인 4대 요건(전임교원 확보
율,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일정 비율을 충족할 것
- 학교 지배구조의 변경 : 학문 자유와 대학자치가 가능하도록 정관, 학칙 및 규정의 개정

필수

사항 :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법제화
-대
 학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 : 대학체제 개편 사업에의 참여

학생 공동선발, 학점 교류, 공동학

위 등 공영형 사립대가 참여하는 연합체계 참여
□법
 률 제정을 통한 육성 방안14)
- 「사립대학법」 제정 :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방안, 공영형 사립대학들의 교육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공동입시와 대학서열의 완화, 공영형 사립대학 구성원 협의체와 노조 등의 규정을 포함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법」 제정 :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14) 임재홍 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18.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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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영형 사립대 사업의 목표15)
-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 : 공영형 사립대의 기본 요건
- 지역에 대한 대학의 책임 강화
- 연구와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 대학 구조조정의 완만한 실행
□공
 영형 사립대 사업 성공의 필수 전제 조건16)
- 공영형 사립대 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
- 일관된 재정 투입
□ 2 019년 정책 사업의 방향17)
- 사립대학 혁신으로서 공영형 사립대
-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 대학 구조조정과 공영형 사립대
•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대학이 폐쇄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18)
• 지역의 많은 대학이 폐쇄될 경우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바, 공영형 사립대는 완
만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지역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음
□공
 영형 사립대학을 통한 사학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19)
- 공영형 사립대의 책무성(accountability) : 공영형 사립대로서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필수 요건
으로서, 지배구조의 공영화를 의미함
- 공영형 사립대의 책임성(responsibility) : 공익적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대학 내부의
내실화를 위해 역할하는 것을 의미함
□공
 영형 사립대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및 전체적인 편익 검토20)
- 1개의 표준 대학은 그 대학이 위치한 군/구 지역 전체의 소득과 고용에 9%가 넘는 영향을 미침
- 대학지원에 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
15) 안현효 외 6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20. pp.33~36.
16) 안현효 외 6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20. pp.41~42.
17) 안현효 외 6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20. pp.80~83.
18) 안현효 등은 3년 후 38개의 대학이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19) 안현효 외 6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20. pp.87~113.
20) 안현효 외 6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 연구』(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2020.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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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형 사립대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유리
- 사교육을 완화시켜 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창의
적이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효과적임
- 대학의 서열경쟁을 완화시켜 계층이동을 촉진
□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21)
- 일본 사례와 특징
•교
 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을 개정해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대학의 역할로 명문화하고 있음
• 내각관방의 도시재생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학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문부
과학성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
• 일본 대학 중 요코하마 시립대학은 지역공헌센터(2009), 자원봉사지원실(2015)을 설치하여 대
학 - 지역사회 협력과 소통을 전담하고 있으며 대학의 공간 시설자원을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 지식 인적자원을 활용한 협력을 하고 있음
- 미국 사례와 특징
• 대학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표로 커뮤니티 지원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대학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 구축 지원
• 펜실베니아는 펜실베니아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재생이 추진되고 있음
• 대학이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지역사회 협력활동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음
• 웨스트 필라델피아 이니셔티브(WPI)라는 대학주도의 지역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다양한 주택 선택권 제공·상가 활성화·경제발전 지원·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의 5대 목표에 대학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였음

21) 김
 주원. “사회적 협력대학으로 상지대 발전방안”. 「상지대학교 공영형사립대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포럼(자료집)」. 2020.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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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법인 정상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1. 주요 경과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36

월

일

주요 경과

5

17

대법원, 상지대 정이사 무효 판결(김황식) - 정이사 체제 붕괴

7

20

임시이사 파견

7

27

사립학교법 개정(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신설)

8

8

12

12

3

1

5

20

임시이사 선임

5

28

이사장 선출(구관서 이사장 취임)

8

9

11

24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시작(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1

31

이사장 선출(채영복 이사장) - 정관 변경을 둘러싼 갈등, 고소고발 난무
(이사장 사퇴 논란과 임원간 분쟁)

2

28

유재천 총장 임기 만료 퇴임

8

20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보직 총사퇴

12

31

공공기숙사 사업 취소

3

30

채영복 이사장, 임현진 및 한송 이사 사퇴

3

31

김길남 이사장 선출 - 김문기 구재단 완전 복귀

7

28

김문기 이사 선임

8

13

김길남 이사장 사퇴

8

14

김문기 총장 선임, 정대화 교수 징계 회부

8

22

교육부, 김문기 이사 승인 거부

9

4

10

27

11

4

11

17

교육부, 김길남 등 이사 5명 연임 신청 거부

11

24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12

15

정대화 교수 파면

12

19

전·현직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무기정학 - 윤명식, 박준성, 전종완, 김승룡

이사장 선출(김범일 이사장 취임)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훌륭한 대학교상 수상
유재천 총장 취임

상지대 정상화(구재단 정이사 4/9) - 김문기 구재단 복귀

국회 교문위원들, 상지대 현장방문
총학생회 수업거부
정대화 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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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5

월

일

3

11

7

2

7

9

7

23

사분위 정상화 대법원 판결(승소) - 원고자격 인정, 파기환송

9

15

총학생회 수업거부(5주)

2018

2019

대학구조개혁평가 D- 등급
이사회, 김문기 해임
이사회, 교수 3명 파면 - 방정균, 박병섭, 공제욱

전종완 총학생회장 제적

2

2017

교육부 감사처분(김문기 해임 요구)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취소 - 3개 사업단 취소

10

2016

주요 경과

6

2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방문

6

23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승소) - 사분위 정상화 취소

8

8

9

23

교육부 감사처분, 임원취임승인 취소 예고

10

27

사분위 정상화 대법원 판결(최종) - 2010년 정이사 선임 취소

12

21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이사장 선출) - 편호범 이사장

8

11

8

21

정대화 총장직무대행 선임

9

22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실무소위원회 운영안 보고

10

18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단 구성

11

9

1

28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단 설치

2

27

공영형 사립대학 1~2차 워크숍

6

4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위원회 추진본부 구성

6

5

공영형 사립대학 기본구상과 전환 발표

7

4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공영형 민주대학, 사회협력대학)

8

6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결정

8

23

정이사 선임(이사장 선출) - 이만열 이사장

12

11

첫 직선 총장 취임(정대화)

1

29

상지대학교·상지영서대학교 통폐합 승인

6

11

사회협력대학 비전 보고회

7

4

제1회 상지학원 이사 세미나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 두 번째 특별종합감사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이사장 선출) - 고철환 이사장
김문기 총장 선임 취소

임금삭감 시행(전임교원, 정규직원 18% 삭감, 2% 자발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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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0

월

일

주요 경과

1

13

2

4

4

27

교무위원회 학생대표 참관

4

29

이사회 참관(제326회 이사회)

5

4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결의(교무위원회)

5

25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6

9

6

23

6

25

구성원단체 공청회

7

16

국회 공청회(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7

22

교무위원 워크숍

8

5

실증연구팀 구성(연구책임자 : 공제욱)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학년도 본예산 심의 등)

제3회 6월 민주상 본상 수상
이사회 참관(제327회 이사회)
제2회 상지학원 이사 세미나

동문 및 지역사회 공청회(사회적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럼)

2. 구재단의 파행적 대학 운영
□ 2 007년 5월에 대법원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판결”로 정이사 체제가 붕괴되고 다시 임시이
사 체제로 전환됨
□ 2 007년 7월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
임하게 됨
□ 2 010년 8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구재단(4) : 구성원(2) : 교육부(2)의 비율로 정이사를 선임
하고, 나머지 1인은 임시이사로 선임함
□김
 문기 측 이사들은 교육부 추천 인사인 채영복 이사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임원 간
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됨
- 이사회 파행 전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공공기숙사” 사업에 선정되어 180억 원의 지원을 받
아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김문기 측 이사들의 방해로 공공기숙사 사업이 취소되었음
- 교원 신규임용이 지연·부결 되는 등 중요한 학사행정의 마비 상태가 발생함
2013년 상지대학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급기야 2013년
대학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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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극심한 임원 간의 갈등 끝에 교육부와
구성원 추천 이사인 채영복 이사장, 한송 이사, 임현
진 이사 등 3인의 사퇴로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측 인사 9인으로 재편성되었고, 김문기씨 아들인 김
길남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 2 014년 8월,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씨를 상지대학
교 총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상지대학교에는 극심
한 학내 분규가 발생하였음
극심한 학내 분규로 인해 2014년 11월 교육부 특별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고, 김문기 총장 해임의 감사
처분이 내려짐
□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선임된 후, 학사행정의 파행이
더욱 심해짐
- 교수 4명을 파면하는 등 다수의 구성원을 부당하게
징계하였음
- 측근을 통해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하여 구성원의 대
화를 도청하고 구성원의 활동을 사찰하는 등 구성원
의 자치활동을 탄압하였음
- 학생들이 이사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35일간 수
업거부를 하였고, 전체 49개 학과 중 38개 학과
(77.6%)의 학과장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학사행정
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함
- 사학비리의 대표자 격인 김문기 개인을 우상화하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음
□ 김문기 측 이사들에 의한 임원 간 갈등으로 이사회가 파
행적으로 운영되었고, 2014년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취임
한 후에는 학사 행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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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중단과 사업 방해
- 상지대학교는 김문기 총장 취임 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5개
년 동안 95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여 대학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당시 교육부와 약속했던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
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이 중단되었고 모든 국비 지원금이 환수되었음
□ 2 014년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이후에도 상지대학의 학내분규가 진정되지 않고 학사행정의 파행이
지속되자, 2016년 8월 다시 교육부 특별종합감사가 실시됨
□ 2 016년 10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0년 상지학원 정상화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정
이사 선임이 취소되었음
□대
 법원 판결 이후 2016년 11월, 6개월 임기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으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였고, 2017년 8월 선임된 임시 이사회에 의해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었고, 2018년 8월 공익적인
인사로 구성된 현재의 정이사회가 출범하였음
□구
 재단 시절의 재정 파탄 상황
- 김문기 측이 이사회를 장악한 2014년 3월 31일 이후 상지대는 극심한 학내 분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재정의 파탄 상황으로 치달았음
- 김문기 구재단이 학교를 장악하고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된 이후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학생
1,518명이 자퇴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떠나 버리는 상황이 됨
- 재학생 충원율과 재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침
2011년 약 654억 원이었던 등록금 수입이 2017년 483억 원으로 줄어들어 171억 원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발생함
□구
 재단이 진입한 이후 학사행정의 마비로 대학이 퇴보하면서, 2013년 대학평가·2015년 대학구조
개혁평가·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음
2018년 8월 공익적인 정이사가 선임된 이후 상지대학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고, 그 결과 2020
년 보완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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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지대학교의 정상화 과정
1)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정상화
(1) 정이사체제 출범 :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교
 육부는 부당한 학교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함
- 구재단 측 인사로 구성된 이사들의 재임 시절, 상지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서비스
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음
- 이러한 파행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2014년 상지학원 및 상지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
고, 2015년 3월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당시 총장이었던 김문기씨의 해임을 요구하였음
- 한편,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반납·우상화 인성교육 등 이해할 수
없는 학교 행정을 방조한 채, 부당한 교원징계 등으로 분란을 자초한 이사진 역시 퇴진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장기 농성에 들어감
□대
 법원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을 인정하고, 김문기측 이사선임처분을 취소함
- 2015. 7. 23. 대법원은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가 사립학교법 및 상지학원 정관에 의해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단체들이 학교운영참여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 그리하여 이 단체들의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 2016. 6. 23. 서울고등법원은 “추천위원회를 통한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거쳐 상지학원 정관에 규
정된 3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식이사를 전부 선임한” 위법성에 근거하여 당시 이사진
을 모두 해임함
- 이 판결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학교법인 운영자에게 광범한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학교
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
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교수회와
총학생회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 실현 또한 대학의 중요한 기능임을 명시한 것임
※ 대법원 판결[2015. 7. 23. 2012두19496 이사선임처분취소, 2012두19502(병합) 이사선임처분취소]
“구 사립학교법령 및 상지학원 정관규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원고 교수협의회와 원고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 6. 23. 2015누1535 이사선임처분취소 2015누1542(병합) 이사선임처분취소]
“개방이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상지학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상지학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개방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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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부가 상지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함
- 교육부는 임원취임이 취소된 상지학원에 2016년 12월 임시이사 9인을 선임함(이사장 편호범, 임
기 2016. 12. 8. ~ 2017. 6. 7.). 한편 새로 부임한 이사장은 이사선임이 취소된 인사들과 접촉을 계
속하였으며,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무관한 사람들과 관계단절을 요구한 대학 구성원과 갈등을 지
속하였음
-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7년 8월 상지학원 임시이사진을 새로 선임하였음(이
사장 고철환, 임기 2017. 8. 4. ~ 2018. 8. 3.). 새로 부임한 임시이사진의 구성은 전임 임시 이사진
과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 첫째, 회계 전문가였던 전임 이사장과 달리 고철환
이사장은 교육계 원로교수로 학내 사정에 정통함. 둘째, 교육계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면서도,
그 중에 지역 인사들(윤방섭 연세대 부총장, 전찬환 강원도립대 총장)을 포함하여, 대학의 지역
연고성을 강조하였음
□교
 육부의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으로 상지학원이 정상화되었음을 공인함
- 대학 구성원들은 학내 갈등의 큰 원인이었던 ‘종전이사’들과의 법적 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더 이
상 분규대학이 아니며, 임시이사진이 갖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 대학발전계획 추진에 장애가 있다
는 현실적인 장애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정이사진의 파견을 요청함
- 2018년 8월 16일 교육부는 임기 4년의 정이사진을 임명함(이사장 이만열, 임기 2018. 8. 16. ~
2022. 8. 15.). 교육전문가인 이사장, 지역 대표성을 지닌 이사 포함 등의 직전 임시이사진이 가진
장점은 계승하면서도, 지역 연고 이사를 교육계가 아닌 지역사회 네트워크 원로, 종교계 원로 등
(최정환 원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최기식 원주 원동성당 주임신부 역임 후 퇴임)으로 확대
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의 사회협력 책무를 강조함
(2)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상호 협조
□ 정이사진은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해 이사회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대학에 위임하였음. 예를 들면
총장직선제를 구성원 대표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성사시켰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이사회 지분
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갔음. 또한 이사회와 이사장은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의 장을 파격적으로 확
대해 가고 있음
□ 권한 위임 사례 1 :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여 진행한 총장 직선제
- 상지학원 이사회는 2018년 9월 305회 이사회에서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학교(당시는 통합 이
전임) 구성원으로부터 총장 직선제에 관한 의견을 보고받고 합의에 의한 추진에 공감함
-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며, 구성원 합의에 의한 선거가
2018. 12. 3. ~ 12. 5. 3일간 진행됨. 2018년 12월 10일 309회 이사회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받은
후, 추천된 총장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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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한 위임 사례 2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구성원 대표단체 지분 확대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이사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성을 지닌 지역인사가 포함됨으로써 지역성
과 공공성이 인적 구성에서부터 실현되고 있음
- 한편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구성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인 추천 몫을 축소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정이사체체 출범 직전인 2018년 7월 이사
회에서는 종래 9인 중 4인을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 추천 몫을 2
인으로 줄였음. 통합을 대비한 2019년 8월 정관 개정에서는 추천위원회 정수를 7인으로 줄이는
대신 법인추천 지분을 1인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정관 제24조의3(추천위원회)
□ (종전규정)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한다.
1.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가. 상지대학교 평의원회 3인
나. 상지영서대학교 평의원회 1인
다.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 1인
2.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4인
□ 정이사체제 출범 전 개정(2018. 7. 4.)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한다.
1.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가. 상지대학교 평의원회 3인
나. 상지영서대학교 평의원회 1인
다.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 1인
2. 다음 각 목에서 추천하는 자 4인
가. 법인 2인
나.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1인
다. 총동문회 1인
□ 통합상지대학교를 염두에 둔 정관 개정(2019. 8. 26.)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추천하는 7인으로 한다.
1.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3인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 1인
3. 이사회 1인
4.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1인
5. 총동문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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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한 위임 사례 3 : 이사회에 구성원단체 대표의 참관·발언 허용
- 이사회는 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며, 특히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고유권한임. 상지학원
이사회는 2020년부터 구성원대표단체가 요청할 경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이사회 참관·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음
- 2020년 4월 326회 이사회는 법인 및 산하기관 결산 이사회였는데, 구성원단체 대표들이 참관하
였음. 결산 당시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한 행정감사위원회는 행정감사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보고서는 2020년 6월 327차 이사회에서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발
표하였고, 안건 심의 과정에도 구성원 단체 대표들이 참관하였음
□소
 통하는 이사회 사례 1 : 현안 공유를 위한 이사 세미나의 개최
- 상지학원 이사회는 학내 현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자 이사 세미나를 개최함. 이사 세미나는 이사회와 상지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며, 참석 범위는 상
지학원 임원,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및 상지대학교 구성원단체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하는 명실상부
한 소통의 장임
- 제315회 이사회 및 제1회 상지학원 이사 세미나에서는 2019년 7월 4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산하 교육기관 발전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는
상지학원 보유 부동산현황 및 효율화 방안 보고, 상지대학교 발전계획 및 중장기재정계획 보고,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분원설립 또는 이전 관련 보고가 있었고, 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
용의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음
-제
 327회 이사회 및 제2회 상지학원 이사 세미나는 2020년 6월 23일 대학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학교법인과 대학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음. 초청 연사들은 발전계획 수립에서는 세계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한 가지에 집중할 것,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먼저 충성집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함. 현재 관련 부처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소
 통하는 이사회 사례 2 : 구성원단체와 함께 하는 이사회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제출(2019. 3. 20.) : 정이사체제가 출범하였지만,
당시 상지대학교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해제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상지학원 이사회에서는 구성원단체들과 함께 해당 행정처분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안을 교육부에 제출함
- 이사장과 구성원 대표 면담 : 상지학원 이사장은 각 구성원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하여 2020
년 1학기 교수·노조·총학생회 대표들과 면담 진행함. 이후 한 학기에 한 번씩 단체들과 면담을 정
례화하기로 함. 상지대학교 구성원 단체를 대표하는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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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에 이사장실에서 각각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교수협의회에서는 구성원대표단체의 명문 규
정화, 직원노조에서는 순환전보 실시 등을 요구하였으며, 총학생회는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었음.
직원노조의 요청은 8월 정기인사에 대폭 반영되었으며, 대표단체의 명문규정 관련 논의는 2020
년 8월 이사회에서 반영됨

2) 민주적 제도개선 실적
(1) 민주화 단계 구분
□비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상지대학 구성원의 치열한 저항과 역경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내
지 정상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김
 영삼 문민정부 이전의 김문기 체제(제1 구체제),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의 민주총장 체제
(제1 정상화 체제), 이명박·박근혜의 두 정부 하에서 다시 복귀한 김문기 체제(제2 구체제22)), 문
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정상화 체제(제2 정상화 체제23),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시기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질서 및 구조를 규정한 정관도 그 체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제2
구체제와 제2 정상화 체제의 법인 정관과 학교규칙을 분석하여 법인과 대학의 지배구조의 민주
적 구성과 대학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2) 제2 구체제에서의 비민주적 지배구조의 제도화
□거
 버넌스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자칭 설립자와 그 일가의 지배체제가 확립되도록 비민주적 제도
가 정관 및 학교규칙을 통해 도입됨. 따라서 이 시기에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관과 학교
규칙은 첫째 대학의 교육과 운영의 사유화, 둘째 법인 및 대학 지배구조의 사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먼
 저 구체제에서 대학교육 및 운영의 사유화는 자칭 설립자의 우상화, 학교법인의 역사적 정통성
왜곡, 인사권의 사유화로 나타남. 둘째, 구체제에서 법인 및 대학 지배구조의 사유화는 대학평의
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형해화에서 두드러짐
□대
 학의 교육과 운영의 사유화를 위한 정관 개정
- 자칭 설립자 우상화를 위한 목적 조항 개정 : 정관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자칭 설립자가 자
신의 철학으로 주장하는 상지정신을 건학이념으로 내세움. 후일 상지정신은 자칭 설립자의 우상
22) 제
 2 구체제는 채영복, 한송, 임현진의 3인의 이사가 사퇴하면서 구체제 인사가 이사회를 지배하게 된 2014. 3. 30.부터 조재용
총장직무대행이 물러난 2017. 2. 6.까지로 본다.
23) 제
 2 정상화 체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학내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임시이사 체제(고철환 이사장 재임 시기 2017. 8. 4.~
2018. 8. 3.)와 그 이후 정이사 체제로 파악한다. 여기서 상지학원 편호범 이사장 재임 시기인 임시이사 체제(2016. 12. 8. ~ 2017. 6.
7.)는 구재단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서 제2 구체제와 제2 정상화 체제의 이행기로서 구성원과의 갈등이 상존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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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교육으로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성교육 시간에 주입되기까지 하여 사회적으
로 물의를 일으킴.24) 상지정신으로 특징되는 건학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김문기의 호를 딴
노암연구원을 설치하고(제3조 제4호) 이어 상지대학교(제96조의 3)와 상지영서대학교에 각각 노
암연구소(제100조의 3)를 설치하여 대학기관을 사유화함. 상지정신은 교직원복무규정에서 교직
원을 징계하는 근거로 규정되기도 함(「교직원복무규정」 제37조 제10조)
- 학교법인의 역사적 정통성 왜곡을 위한 정관 개정 : 상지학원의 모태인 청암학원의 법적 정당성
을 부인하고 김문기 씨가 인수한 당시의 이사들로 설립당초의 임원을 모두 교체함(제106조).25)
- 인사권의 사유화를 위한 정관 개정 : 교원 인사와 관련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임명권과 일반 보
직의 임면권을 이전에는 총장이 행사하였으나, 이사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함(제43조 제2항).
또한 부교수와 조교수 임용 시 6년으로 임용하던 것을 2년마다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각 임용기간을 ‘6년’에서 ‘6년 이내’로 개정하여(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교원의 신분적 불
안정성을 가중시킴. 반면 제2 구체제 이전부터 김문기 씨를 도왔던 교내 직원과 교외의 수하를 승
진시키고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정관 별표 2 대학교 직원정원」을 개정하여 2015. 1. 15.
기능직계 대폭 축소와 사무직계 3급 증원 및 6급 정원 대폭 증원, 기술직계 4~6급 증원, 2015. 6.
8. 별정직 직원으로 2급 2명 추가 등을 단행함(이상 <표1> 참조)
□대
 학의 교육과 운영의 사유화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 파행적 교직원 인사의 제도화 : 「직제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장의 인사권을 확
대하고, 대학원장·학장·처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 등에 대하여 부교수 이상의 교원을 임명하던 것
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전임교원을 비롯한 외부인사까지로 확대
하여 교육행정의 파행을 제도화함. 심지어 학과나 학부의 장의 자격을 비전임교원으로까지 확대
함(<표2> 및 <표4> 참조)
- 「교원인사규정」 개악을 통한 교원 길들이기 : 조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
축하여 2년 단위로 재임용 및 승진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교원 길들이기를 제도화함(<표4> 참조)
- 상지정신을 근거로 한 교직원 길들이기 : 「교직원복무규정」에서 상지정신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
를 신설함으로써 교직원 길들이기를 제도화함(<표3> 참조)
□지
 배구조의 사유화를 위한 정관 개정
- 족벌 경영체제 구축 : 자칭 설립자의 큰 아들을 종전에 없던 유급 상근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2015. 6. 16. 상근임원제도(정관 제27조 제3항)를 신설함(<표1> 참조)
- 대학평의원회의 형해화 :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적 법정심의기관인 대학
24) 연합뉴스, “상지대 총학 "사학비리 인사 우상화 교육 중단해야", 2016.5.19. 송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9164300062 (2020. 7. 23일 방문).
25) 이 시도는 2014. 11. 25.에 교육부의 제동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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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형해화를 제도화함. 2015. 7. 9. 정관 제35조의3(대학평의원회의 조직)을 개정하여 건
학이념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원 3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2명으로 개정하여 교원의 지분을 축소하고(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교원의 경
우 이른바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교원단체로 급조된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26) 소속 교원, 직원
의 경우 기존 노조와 별개의 새 노조 소속의 직원 중에서 선임되었고, 친재단 인사로 분류 가능
한 동문 2명과 외부인사 2명까지 선임되어 대학평의원회를 수중에 넣음(<표1> 참조)
□지
 배구조의 사유화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 「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대학평의원회의 형해화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정관 개악에 이
어 교원과 직원의 평의원 추천을 교원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와 직원의 자율적 결사체인 노동조합
이 아닌 총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는 교수회의와 직원회의로 변경함으로써 교수 및 직원사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한 평의원 추천을 봉쇄함. 나아가 교수회의와 직원회의가 파행되어 추천
을 요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성단위에 대해
서는 총장이 직접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전원을 총장이 독단
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화함(<표5> 참조)
-개
 방이사제도의 형해화 : 사립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개방이사의
취지를 몰각시키기 위한 근간은 이미 대학평의원회의 형해화로 구축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개
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의 추천과
동문회 추천을 모두 박탈하고, 법인이 추천한 4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표6> 참조)
(3) 제2 정상화 체제에서의 민주적 제도 개선
□제
 2 정상화 체제에서는 제2 구체제에서 개악된 정관 규정을 정상화하는 한편, 나아가 공영형 사
립대 체제에 적합한 제도를 규범화하는 특징을 보여줌
□대
 학교육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관 개정
-제
 2 정상화 체제에서 대학 및 법인의 사유화를 제도화한 정관의 독소 조항은 모두 개정됨(<표1>
참조)
-정
 관 목적 조항의 정상화 : 자칭 설립자의 교육이념으로서 우상화 교육의 근거가 된 상지정신을
정관의 목적 조항에서 삭제한 데에서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목적 조항에 명시
하는 정관 개정을 단행함(제1조). 상지정신으로 특징되는 건학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
된 노암연구원(제3조 제4호), 상지대학교(제96조의 3)와 상지영서대학에 각각 설치된 노암연구소
(제100조의 3)를 폐지함(<표1> 참조)
26) 이
 뉴스투데이. “상지대,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사무소 개소”, 2016.03.23. 16:21 송고기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317 (2020. 7. 24.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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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인사권의 정상화 : 교원 인사와 관련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임명권과 일반 보직의 임면권자
를 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원상회복하고(제43조 제2항), 또한 교수와 조교수 임용 시 2년마다 재임
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각 임용기간을 ‘6년 이내’로 개정했던 것을 다시 ‘6년’으로 원상회복하
여(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교원의 신분적 안정성을 회복함(<표1> 참조)
□대
 학교육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 파행적 교직원 인사의 정상화 : 「직제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비대해졌던 이사장의
인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대학원장·학장·처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 등에 대한 자격을 외부인사를
배제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원상회복하여 대학교육 행정체계를 정상화하였음. 학과나 학부
의 장의 자격 역시 전임교원으로 한정(<표2> 및 <표4> 참조)
-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 : 조교수 및 부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을 2년 단위로 심사
를 받게 하던 것을 다시 6년 단위로 원상회복함(<표4> 참조)
- 교직원 길들이기 수단인 상지정신의 폐지 : 「교직원복무규정」에서 상지정신을 근거로 한 징계사
유를 폐지함(<표3> 참조)
□지
 배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정관 개정
- 족벌경영체제 폐지(제27조) : 족벌경영을 위한 유급 상근이사제도를 폐지함
- 대학평의원회의 정상화(제35조의 3) : 대학평의원회의 위원구성을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으로 원상회복함(개정 2017. 9. 22.). 이후 대학평의
원회는 조교도 평의원으로 추가하여 교원 5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으로 그 구성을 변경함(개정 2019. 12. 11.)(<표5> 참조)
□지
 배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구성 확보 : 정관 개정을 통한 대학평
의원회의 정상화를 반영하여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 평의원은 과반수 교수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직원 평의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직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음.
- 개방이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사립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개방이
사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방이
사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함. 구체제에서 법인이 4인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2018.7.12.
개정에서는 법인 추천 위원 수를 2인으로 축소하였으며, 2020. 6. 11. 개정에서는 이사회가 추천
하는 위원 수를 1인으로 더욱 축소하였음(<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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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교
 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상지학원의 목적
으로 정관에서 천명한 것과 동시에 학칙에서도 지역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이념과 교육목적, 대
학의 사회적 책임성을 명시하여 공영형 사립대가 추구할 가치를 규범화하고 있음(<표7> 참조)
□ 대학이

직면한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협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협력 부총장
제와 대외협력처를 신설함(<표8> 참조)
□대
 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제로서 재정위원회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제
도화되어 운용 중일 뿐만 아니라, 정관 및 그 시행세칙에서 교수 과반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단체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그리고 과반 노동조합을 구성원단체의 대표기구로 명시함으로써 상지
대학교가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임을 규범적으로 확인하였고, 구성원 참여가 구현된
개별 제도로서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와 총장 직선제,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대변하는 지
역사회 대표 인사의 이사 선임 등은 실행 중인 제도로서 단계적으로 규범화 과정을 밟고 있고, 교
무위원회 정관 기구화나 구성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방안도 제도화 논
의가 진행되고 있음(자세한 설명은 Ⅲ.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 효과성 검증에서 다룸)
<표1> 대학의 교육과 운영의 사유화를 위한 정관 개정과 정상화
2014. 3월 이전

구체제의 정관 개정
(2014. 3. ~ 2017. 2.)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

자칭 설립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

교육이념인 상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

교육입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

지정신을 정관

로 한다.

尙志精神(仁義禮智信)을 인성

을 목적으로 한다.

의 목적 조항에

교육의 중점으로 국가의 장래

(개정 2019.08.26)

명시

를 설계 창조할 지도자적 영재

↓

교육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중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

교육의 공공성

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

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

과 사회적 책임

으로 한다.

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

성을 목적조항

(개정 2015.07.09)

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

에 명시

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
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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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월 이전

구체제의 정관 개정
(2014. 3. ~ 2017. 2.)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자칭 설립자의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익을 추구하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연구원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

기 위한 노암연

1. 상지대학교

을 설치 경영한다.

영한다.

구원의 설치 근

2. 상지영서대학교

1. 상지대학교

1. 상지대학교

거 삭제

3. 상지대관령고등학교

2. 상지영서대학교

2. 상지영서대학교

3. 상지대관령고등학교

3. 상지대관령고등학교

4. 노암연구원

4. <삭제>

(신설 2016.01.15)

(개정 2017.09.22)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대학통합에 따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른 개정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
영한다.
1. 상지대학교
2. <삭제>
(개정 2019.08.26.)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

족벌경영을 제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

① (좌동)

무)

도화한 상임이

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좌동)

① (좌동)

사제도 신설 근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

② (좌동)

거를 삭제

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

을 거쳐 선임하며, 상임이사는

③ <삭제>

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15.06.16.)

제35조의3(대학평의원회의 조직)

제35조의3(대학평의원회의 조직) 제35조의3(대학평의원회의 조직)

형해화한 대학

① 평의원회는 당해 대학교육기관

① 평의원회는 건학이념을 구 ① 평의원회는 당해 대학교육기

평의원회의 정

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당해 대 관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

상화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

학교육기관의 교원 직원 및 학 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

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

하되, 11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원으로 구성하되, 11인으로 다음

한다.

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11 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교원 5명

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09.22)

가. 교원 5명

나. 직원 2명

가. 교원 3명

나. 직원 2명

다. 학생 2명

나. 직원 2명

다. 학생 2명

사립학교법 개

라.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다. 학생 2명

라.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

정에 따른 조교

될 수 있는 자 2명

라. 동문 2명

이 될 수 있는 자 2명
(개정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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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2014. 3월 이전

구체제의 정관 개정
(2014. 3. ~ 2017. 2.)
마.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

있는 외부인사 2명

제35조의3(대학평의원회의 조

(개정 2015.07.09)

직)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
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원 5명
나. 직원 2명
다. 조교 1명
라. 학생 2명
마.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자 1인
(개정 2019.12.11.)

제43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제43조(임면)

제43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 이사회의 인사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 ③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은 당 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권 강화(교원의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신규임용, 재임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면한다. 단, 학교의 장 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 용 및 승진임용
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다음과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지대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권,부교수, 조교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다 학교 각 부총장의 임면은 상지 명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의 임용기간
만, 재임용과 승진임용은 당해학교 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단축 근거 마련)
의 장이 임명한다.
1. 교수 정년까지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는 2년)

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면한다.
(개정 2015.05.08)

재임용과 승진임용은 당해 학
교의 장이 임명한다.

↓

1. 교수 정년까지

2. 부교수 6년

---제43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는 2년)

정상 화 (이 사 회

3. 조교수 6년

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2. 부교수 6년

는 교원의 신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3. 조교수 6년

임용권만 행사,
부교수, 조교수

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상지영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상지 의 임용기간을 6
서대학교 포함) 및 부속병원장의 명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영서대학교 포함) 및 부속병원장 년으 로 원상 회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그 밖 1. 교수 정년까지

의 보직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 복)
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

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은 당해학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는 2년)

만, 그 밖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

교의 장이 임면한다.

2. 부교수 6년 이내

항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3. 조교수 6년 이내

(개정 2017.09.22)

(개정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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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월 이전

구체제의 정관 개정
(2014. 3. ~ 2017. 2.)

정상화
(2017. 8. ~ 현재)

제104조(설립당초의 임원) ① 이

제10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

역사왜곡을 위

법인의 모태가 되는 법인은 종전의

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결

한 정관 개정에

교육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

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

대한 교육부의

터 설립허가를 받아 1962년 3월 6

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승인거부로 인

일 설립된 재단법인 청암학원이다.

(신설, 2014.11.04.)

한 원상회복

②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제10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다음과 같다.
직위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감사

성명
원홍묵
원봉훈
김창근
정태시
오형선
장 윤
윤은상
김명제

임기
4년
4년
4년
2년
2년
2년
2년
1년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
음과 같다.
직위

성명

이사장

김문기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김옥희
홍순우
권순형
최성심
박재승

감사

김진열

감사

유석현

임기
’74.3.16
~’78.3.15

’74.3.16
~’76.3.15

(조문개정 2014.11. 04.)
---제104조(설립당초의 임원) ①
이 법인의 모태가 되는 법인
은 종전의 교육법에 의해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62년 3월 6일 설립된
재단법인 청암학원이다.
②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5.)
직위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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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홍묵
원봉훈
김창근
정태시
오형선
장 윤
윤은상
김명제

임기
4년
4년
4년
2년
2년
2년
2년
1년

제104조 (좌동)

비고

2014. 3월 이전

구체제의 정관 개정
(2014. 3. ~ 2017. 2.)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104조의2(학교법인으로의 전

제104조의2 삭제

역사왜곡을 위

환) 재단법인 청암학원은 1963년

(개정 2014.11.04)

한 정관 개정에

6월 26일 사립학교법의 제정에 따

----

대한 교육부의
승인거부로 인

라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절차를 거
쳐 1964년 1월 25일 학교법인 청

제104조의2(학교법인으로의

암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전환) 재단법인 청암학원은

제104조의2 (좌동)

한 원상회복

1963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
의 제정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의 전환절차를 거쳐 1964년 1
월 25일 학교법인 청암학원으
로 변경되었다.
(개정 2014.11.15.)
제104조의3(법인의 명칭변경) 학

제104조의3 삭제

역사왜곡을 위

교법인 청암학원은 1974년 3월 8

(개정 2014.11.04)

한 정관 개정에

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변

----

대한 교육부의

경되었다.

승인거부로 인
제104조의3(법인의 명칭변경)

제104조의3 (좌동)

한 원상회복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1974년
3월 8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으
로 명칭변경되었다.
(개정 2014.11.15.)

Ⅱ 학교법인 정상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53

<표2> 대학의 교육과 운영의 사유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과 정상화
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5조(보직 및 임기) ① 행정부서,

제5조(보직 및 임기) ① 행정부

제6조(보직 및 임기) ① 행

총 장의 보직임명

대학 및 학부(군)의 장은 총장이

서, 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

정부서, 대학 및 대학원의

권을 제한하고 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

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그

사장의 인사권을

되 중임 할 수 있다.

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강화했던 상황을

임 할 수 있다. 단, 부총장의 임

할 수 있다. 단, 부총장의 임

정상화

면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

면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

43조 제3항에 따른다.

관 제43조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4.07.30. 2015.06.08)
③ 부속기관, 부설 연구기관의 장

③ 부속기관, 부설 연구기관의

③ 부속기관 및 지원기관,

은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

부설기관·연구소(원)·위원회

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

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다. 단, 부속기관 중 한방병원,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

학술정보원장과 부설기관 중 산

임할 수 있다. 단, 부속기관

학협력단의 장은 총장의 제청

중 한방병원의 장은 총장의

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

2014.07.30)

다. (개정 2019.07.26.)

제6조(단과대학) ① 각 단과대학

제6조(단과대학 및 특성화기초

제7조(단과대학) ① 각 단과

구체제에 협력하

에 학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

대학)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에 학장을 두며, 부교수

는 인사로 학장단

원으로 겸보한다.

두며, 전임교원, 석좌교수 또는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

을 구성하기 위하

저명한 외부인사로 겸보한다.

학칙으로 정하는 유관 대학

여 학장 인사의 폭

(개정 2016.02.15)

장 또는 학부(과)장 등을 겸

을 전임교원에서

이하

직 할 수 있다.

외부인 사까지로

②~③ 생략

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지원팀

확대했던 기형적

교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을 두되, 2개 이상의 단과대

상태를 정상화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한다.

학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 교

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부를 두며,

학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③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의 교

③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

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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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7조(학부 및 학군) ① 각 대학에

제7조(학부 및 학군) ① 각 대학 제8조(학부 및 학과) ① 생략

전임교원이 맡아

학칙에 규정된 학부(군) 및 학과를

에 학칙에 규정된 학부(군) 및 학

야 할 학과장 등을

두고, 학부(군)에 학부장을 두며,

과를 두고, 학부(군)에 학부장을

외부인사까지로 확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

두며, 전임교원, 석좌교수 또는

대했던 것을 정상

다.

저명한 외부인사로 겸보한다.

화

(개정 2016.02.15)
② 각 학부 및 학과에는 학부
(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유관 대학장 또는 학부(
과)장 등을 겸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9.02.27.,
2020.01.22]
제8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①

제8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제9조(대학원 및 특수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원장을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원 원)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임교원이 맡았던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

장을 두며, 전임교원, 석좌교수 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 대학원장을 조교

보한다.

또는 저명한 외부인사로 겸보한 의 교원으로 임명하고, 유관 수 이상의 전임교
다.(개정 2016.02.15)

대학원장을 겸직 할 수 있다.

원과 외부인사까

②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학

②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 ②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지로 확대했던 것

부를 두며, 원장보는 조교수 이상

학부를 두며, 원장보는 전임교 대학원지원팀을 두며, 부원장 을 정상화[본부의

의 교원 또는 4급이상으로 보한

원, 석좌교수 또는 저명한 외부 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처장의 경우도 동

다.

인사 또는 4급이상으로 보한다.

4급 이상으로 임명하고, 팀장 일함(제10조 내지

(개정 2016.02.15)

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제14조)

[전부개정 2019.02.27]
제15조(사무처)

제15조(사무처)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를 위한 조직으로

여 사무처에 총무부, 경리부, 시설

하여 사무처에 총무부, 경리부, 위하여 행정지원처에 총무 설치한 관리보안

부, 비상계획부를 두며, 각 부장은

시설부를 두고, 각 부장은 5급 팀, 회계팀, 시설팀을 둔다.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이상으로 보하며, 총무부 내에 [전부개정 2019.02.27]

제16조(행정지원처)

교내 교직원 통제

팀을 폐지

관리보안팀을 둔다.
(개정 2015.01.29.
2015.02.24.
2015.06.18.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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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16조(취업지원센터) ① 취업지

제16조(취업지원센터) ① 취업지

제10조(대학본부) ① ~ 업무

내부 교직원이 맡

원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

원센터장은 전임교원, 석좌교수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야 할 행정기관

로 보한다.

또는 저명한 외부인사로 보한다.

원, 실, 센터, 단, 부, 팀을 둘

의 장을 외부인사

(2016.02.15.)

수 있다.

까지로 확대했던

② (생략)

것을 정상화 [부속

③ 제1항의 원장, 실장, 센터

기관의 장도 동일

장, 단장, 부장은 조교수 이

함(제17조)]

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
로 임명하고, 팀장은 6급 이
상으로 임명한다.

<표3> 대학의 교육과 운영의 사유화를 위한 「교직원복무규정」 개정과 정상화
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37조(징계사유) 교직원이 다음 각

제37조(징계사유) 교직원이 다

제37조(징계사유) 교직원이

교육의 사유화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이념으로 기능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

한 상지정신을

야 한다.

근거로 한 징계
사유의 삭제

1. 사립학교법, 법령, 정관 및 제규

1.~9. 생략

1.~9. 생략

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10. 건학이념 “상지정신”에 반하

10. 삭제 (2020. 05.28)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여 학내 갈등을 조장하는 해교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

행위를 한 자

한자

(호 신설 2016.08.10)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
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
4.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
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
킨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
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자
6.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자
7.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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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대학의 교육과 운영의 사유화를 위한 「교원인사규정」 개정과 정상화
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2조(교원)

제2조(교원)

제2조(교원의 구분)

임용기간을 2년

④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

⑤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

⑤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

단위로 하여 교

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다음

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다음

원에 대한 통제

각 호의 기간으로 임용한다.

각 호의 기간으로 임용한다.

를 강화하여 신

(개정 2016.01.21.)

1. 교 수 : 정년까지

분의 불안정성

1. 교수 : 정관 제43조 2항에

(신규임용의 경우 2년)

을 심화했던 상

따른 정년까지(신규임용의 경

2. 부교수 : 6년

황을 정상화

우 2년)

3. 조교수 : 6년

2. 부교수 : 2년

[전부개정 2019.12.30.]

3. 조교수 : 2년
제11조(승진, 정년보장임용 및 교원

제11조(승진, 정년보장임용 및

제13조(승진소요연한 및 요건)

이사 장 에게 인

평가)

교원 평가)

④ 총장은 동조 제1항의 승진임용

④ 동조 제1항의 승진임용 요건

③ 제13조의 승진임용 요건을

상황을 정상화(

요건을 갖춘 교원 중 교원인사관리

을 갖춘 교원 중 교원인사관리

갖춘 교원 중 교원인사관리준

구체제에서 승진

준칙 [별표 4-1호 서식]에 의거 교

준칙 [별표 4-1호 서식]에 의거

칙에 의거 교육관계법령의 준

이 이루어진 경

육관계법령의 준수, 교원으로서의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교원으

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우가 거의 없음)

품위유지 및 학교발전 공헌도 등을

로서의 품위유지 및 학교발전

학교발전 공헌도 등을 교원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공헌도 등을 교원인사위원회

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

임용한다. (2008.8.6.)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

이 승진 임용한다.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

[전부개정 2019.12.30.]

사 권이 집중 된

진 임용한다.
(개정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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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14조(기간제 임용) ① 교원의 기

제14조(기간제 임용) ① 교원의

제21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

이사장에게 인

간제 임용심사는 정관 제43조 제2

기간제 임용심사는 정관 제43

임용은 현직 임용기간 내 교수

사 권이 집중된

항에 의한다.

조 제2항에 의한다.

업적평가규정 별표8의 기준점

상황을 정상화(

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재임용임용권자

② 총장은 대상 교원중 교수업적평

② 대상 교원 중 교수업적평가

② 교원의 재임용은 교육관계

를 이사장으로

가규정의 기간제임용 요건을 충족

규정의 기간제임용 요건을 충

법령 준수와 교원인사규정, 교

하 여 기간제임

한 자를 임용한다. 대상교원은 교

족한 자를 임용하되, 교원인사

원인사관리준칙 및 교수업적평

용대상 교원을

원인사관리준칙 [별표 4-1호 서식]

관리준칙 [별표 4-1호 서식]에

가규정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통제함. 당시 특

에 의거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교

의거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교

의 평가 및 심의 후 총장이 임

성화기초대학에

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학교 발전

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학교

명한다.

수십 명의 강의

공헌도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

발전 공헌도 등에 대하여 교원

[본조신설 2019.12.30.]

전담교원이 임

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후

용되어 구체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의 동원 대상이

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되었음)

개정 2014.07.30)
⑥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

⑥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를 거쳐 근무시간 종료일 2월전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

까지 해당 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

료일 2월전까지 해당 대학 교

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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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지배구조 사유화를 위한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과 정상화
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정상화
(2017. 8. ~ 현재)

비고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

대학평의원회의

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

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

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

독립성을 형해

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

화한 상황을 정

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화

1. 교원 5명

1. 교원 3명

1. 교원 5명

2. 직원 2명

(개정 2015.07.22)

2. 직원 2명

3. 학생 2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동문 1명

3. 학생 2명

4. 학생 2명

5. 지역인사 등 대학발전에 도움이

4. 동문 2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개정 2015.07.22)

될 수 있는 자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전부개정 2020.03.09.]

는 자 2명
(개정 2015.07.22)
제4조(위촉) ① 교원 평의원은

제4조(추천 및 위촉) ① 교원

제4조(추천 및 위촉) ① 교원

대학평의원회의

교수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을

평의원은 과반수 교수단체의

독립성을 형해

이 위촉한다.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화한 상황(교원
과 직원의 절대

(개정 2015.07.22)
② 직원 평의원은 직원 노동조합에

② 직원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② 직원 평의원은 교섭대표 노

다수가 가입한

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

교협과 노조의

(개정 2015.07.22)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대표성을 부정

노동조합)이나 직원회의에서 추

함)을 정상화

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전부개정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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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지배구조 사유화를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과 정상화
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5. 14.)

정상화
(2017. 8. ~ 현재)

제3조(구성 및 위원정

제3조(구성 및 위원정

제3조(구성 및 위원정

제3조(구성 및 위원정 대학평의원회 경

수) 추천위원회는 정관

수) 추천위원회는 정관

수) 추천위원회는 정관

수) ① 평의원회 의장 우와 마찬가지로

제24조의3에서 정한 위

제24조의3에서 정한

제24조의3에서 정한

은 법인의 개방이사 또 형해화되었던 개

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는 감사 추천 요청이 방이사추천위를

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

있으면 즉시 추천위원 정상화

각 호와 같다.

음 각 호와 같다.

음 각 호와 같다.

회를 구성한다.

1. 대
 학평의원회·학교운

1. 대
 학평의원회·학교운

1. 대
 학평의원회·학교운

② 추천위원회는 정관

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영위원회에서 추천

영위원회에서 추천

제24조의3에서 정한 7

자 5인

한 자 5인

한 자 5인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가. 상
 지대 대학평의원
회 3인
나. 영
 서대대학평의원회
1인
다. 대
 관령고 학교운영

가. 상
 지대 평의원회
3인

가. 상
 지대 평의원회
3인

나. 영서대 평의원회 1인

나. 영서대 평의원회 1인

다. 대
 관령고 학교운영

다. 대
 관령고 학교운영

위원회 1인

위원회 1인

현행
(2020. 6. 11. 개정)

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
 지대학교 평의원
회 3인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위원회 1인

운영위원회 1인
2. 정관에 따른 추천자
4인

2. 법인 이사회에서 추
천하는 4인

하는 자 4인

가. 법인 2인

가. 삭제(2014.05.14)

가. 법인 2인

나. 상지학원발전기금재

나. 삭제(2014.05.14)

나. 상
 지학원발전기금

단 1인

다. 삭제(2014.05.14)

다. 총동문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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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1인
다. 총동문회 1인

3. 이사회 1인
4. 상지학원발전기금재
단 1인
5. 총동문회 1인

비고

<표7>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칙」 개정
현행
(2017. 8 .~ 현재)

비고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

제1조(대학이념) 본 대학교는 바

대학의 사회적 책

국의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세계

른 뜻을 숭상하는 정신으로 진

임에 이바지하기

와 지역공동체가 요청하는 학문

리를 탐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위한 대학이념을

연구를 통하여 학술발전에 기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실천으

명시

여하고 지성과 인성을 함께 갖

로 지행합일을 추구하며, 민주

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며, 세

주의와 환경주의를 추구하여 지

계화를 향한 보편학문과 환경친

역중심 대학으로 대학 자치와

화적 실용학문을 탐구하여 미래

대학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

인류공동체의 번영에 이바지한

[전문개정 2018.08.30]

2014. 3월 이전

개정
(2014. 3. ~ 2016. 10. 27.)

다.
제1조의2(교육목적) 본 대학교

공영형 사립대가

의 교육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향해야 할 교육

시민교육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

목적을 명시

민을 육성하고, 환경(생태)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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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
2014. 3월 이전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현행
(2017. 8. ~ 현재)

비고

제4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총장

제4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총

제4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총

대학의 실정과

을 보좌하며, 총장의 유고 시 총장

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

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에

규모를 무시한

의 직무를 대행한다.

에는 대외협력부총장, 교학부

따라 업무를 통할한다.

채 별정직으로

②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총장, 행정부총장 순으로 총장

1. 교육부총장

족벌경영의 여

보한다.

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총장

가. 교무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

지를 열어둔 무

이 직무중 사직이나 해임될 경

한 업무

분별한 부총장

우 총장직무대행은 이사회에

나. 예산, 감사, 대학의 중장기

확충(실제로 보

서 선임한다.

발전전략 수립

직임명이 이루

② 부총장으로 대외협력부총

(개정 2020.05.13.)

어진 적은 없음)

장, 교학부총장, 행정부총장을

다. 교직원 인사, 취업, 학생활

이 아니라, 대학

둘 수 있으며, 각 부총장은 부

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이 직면한 교육

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되 대외

2. 사회협력부총장

환경 변화와 지

협력부총장 및 행정부총장은

가. 대외협력, 국제교류, 재정확

역협력 요구에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충 사업 등에 관한 업무

능동적으로 대

③ 각 부총장은 다음 각 호의

나. 한방병원·실습목장·창업

응하기 위하여

업무를 통괄 한다.

지원단·평생교육원·사회협력

사 회 협력 부 총

단·HRD직업능률혁신원·산학

장제를 신설함

1. 대외협력부총장 : 기획·대외
협력·입학홍보·산학협력에 관
한 행정업무.
2. 교학부총장 : 교무·학생·연구
에 관한 행정업무.
3. 행정부총장 : 일반사무·행정·
회계업무.
④ 대외협력부총장은 기획처,
입학홍보처, 산학협력단의 업
무를 관장한다.
⑤ 교학부총장은 대학, 대학원,
교무처, 학생지원처, 취업지원
센터, 부속기관, 지원기관, 부설
기관,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
다.
⑥ 행정부총장은 사무처의 업
무를 관장한다.
[전부개정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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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에 관한 업무
② 생략
[전부개정 2019.02.27.,
2020.01.22., 2020.03.18]

2014. 3월 이전
제232조(어학원)

구체제에서의 개정
(2014. 3. ~ 2016. 10. 27.)

현행
(2017. 8. ~ 현재)

비고

제23조(어학원)

제114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

구체제에서 소

(삭제 2015.01.26)

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홀했던 국제화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교육시스템을

② 대외협력처는 대외협력, 발

체계화하 여 강

전기금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업

화 함 (구체 제는

무를 관장한다.

직제규정 제6조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제4항에서 특성

위하 여 대 외협력처에 대 외

화기초대학 산

협력팀, 발전기금팀, 국제어

하 에 인재개발

학원을 두고 , 국제어학원에

본부를 두고, 인

는 국제교류팀을 둔다. (개정

재개발본부를

2019.06.05.)

국제교류팀, 인

④ 국제어학원의 운영 및 조직

재교육팀, 평생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육팀으 로 구

[조 신설 2019.02.27.]

성하고 있으나
어학원 기능 을
하는 부서는 두
지 않았음)

제25조(국제교류센터) ① 본교는

제25조(국제교류센터)

국제화 역량 을

국제교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

(삭제 2015.01.26)

강 화 함 (구체제

하기 위하여 부설 국제교류센터를

는 국제교류의

두며, 센터장은 교원 또는 5급 이상

침체기로서 이

으로 보한다.

후 국제교류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토대를 재구 축

센터의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하는 데 큰 어려

센터장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

움을 겪고 있음)

되, 중임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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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 직선제 실시
□ 2 013년 3월 이후 상지대학교는 6년 동안 총장 부재 상태였음
- 2014년 8월 구재단 측에 의해 김문기씨가 총장에 선임
- 2017년 8월 이사회에서 김문기 총장 선임 결정을 취소
□ 2 018년 8월 공익적인 이사회의 출범 직후, 이사회와 구성원단체는 바로 민주적인 총장 선출에 대
한 협의를 시작하여, 총장 선출 방법으로 총장 직선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
 사회는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제반 절차를 구성원단체에
위임하였음
□이
 에 구성원단체는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결정한 후, 총 15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단체별 투
표 참여 비율 등 총장 직선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논
 란이 많았던 구성원별 투표 비율에 대해서 오랜 숙의 끝에 최종적으로 교수(70) : 학생(22) :
직원(8)의 투표율을 확정하였음. 이 비율은 당시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다른 대학에 비해 학생 참
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례적인 결정이었음
<총장직선제 각 단체별 투표 비율>
구분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상지대학교

교수

77.5

76

70

학생

8.5

9

22

직원

12

10

8

□ 총장 직선제 투표는 83.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총장 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 1위에 당선된 정대화 교수를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음
□이
 사회가 구성원 단체가 추천한 정대화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상지대학교의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었음
□직
 선제로 선출된 총장은 6년 동안 공석이던 총장을 선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구성원의 뜻이 직
접적으로 반영된 총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더 나아가 공익적인 이사회가 이사회의 고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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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총장 선임을 구성원과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 총장 직선제 규정(부록 참조)

4) 주요지표로 본 상지대학교 정상화
(1) 주요 경과
□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구재단 측이 이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인 임원 간 갈등
으로 이사회 운영과 학교 행정이 정상적이지 못하였음
□ 2 014년 구재단 측이 이사회 전체를 장악한 이후 학교 행정이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마비되었
고, 그 결과 각종 평가 지표가 하락하여 대학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 구재단 시절의 학교 행정의 마비로 2013년 대학평가·2015년 구조개혁평가·2018년 대학기본역량진
단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상지대학교는 6년간 계속해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음
□ 2 018년 8월 공익적인 이사회가 구성된 후 상지대학의 학내 분규는 완전히 종식되었고, 다시 발전
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
□공
 익적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민주적인 변화는 학교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구재
단 측 이사회가 존재하였던 2014년~2017년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대
 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항목에 해당하는 특성화 사업·교수 학습지원 등에 구재단 이전 수준의
교비를 집행하였고, 그 결과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특
 히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재단 이전
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음
□공
 익적인 이사회의 구성 이후 민주적이고 투명한 회계 지출을 통해 재정적자의 폭을 크게 줄여나
가고 있음
□공
 익적인 이사회의 구성 이후 대학 지표 변화의 결과
2020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완전히 해제
2020년 대학기관인증평가 보완평가에서도 완전 인증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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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화 사업에 대한 교비 집행실적
<교비 특성화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특성화 학과 지원사업

292

173

13

0

0

0

240

□특
 성화 지표는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임
□구
 재단 측은 구재단이 진입하기 전 선정된 약 100억원을 지원받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을 고의로 취소시키면서 특성화 사업을 통한 대학발전의 기회를 고의로 차단하였음
□ 뿐만 아니라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2014년부터 특성화 학과 지원사업을 축소시켰고, 급기야
2016년과 2017년에는 특성화 재정 투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러나 공익적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구성원 급여의 18%를 삭감하는 재정 적자의 상황에도 불
구하고 특성화 사업비의 집행을 2014년 이전으로 회복시켰음
(3) 학생 학습역량 지원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교수지원

5,755,800

2,791,960

10,856,490

11,037,790

학생지원

51,616,480

41,658,360

58,106,090

89,977,140

교육매체지원

114,905,900

3,600,000

62,000,000

674,000

합계

172,278,180

48,050,320

130,962,580 101,688,930

2018년
4,170,000

2019년
19,156,335

119,537,818 122,738,020
56,538,770

30,589,820

180,246,588 172,484,175

□양
 질의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지원이 매우 중요함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구재단 시절 이와 관련한 지원을 줄여 나갔음. 특히, 2015년에는 예년에 비해
단 25%의 예산을 지출하는 등 교수·학습 지원과 관련된 교비 지출을 막거나 제한하여 프로그램
의 안정적 운영 및 교수와 학습 지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음
□이
 러한 상황은 2018년 공익적 이사회가 구성된 후 교육 혁신을 위한 교비 지출을 늘리면서 비로
소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

6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4) 교내연구비 집행실적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구분

2016년

전임교원 수(명)
교내연구비 집행액(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정)

273

262

251

238

292

85,000

7,000

980,200

371,000

400,000

□ 구재단 측은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교내연구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왔음
□그
 러나 2018년 공익적 이사회가 구성되고, 총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직선 총장 취임 이후 교내연
구비를 대폭 증액하여 전임교원들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5)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 현황(정원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9.8

99.7

99.0

93.0

94.9

94.8

98.1

97.6

<재학생 층원율(정원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0.8

96.0

91.2

86.0

82.2

82.8

85.7

86.8

□상
 지대학교는 구재단 시절 학내 갈등이 최고조화 되면서 분규대학 이미지가 덧씌워졌고, 또 비합
리적인 행정의 결과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부실대학 이미지
가 고착화되었음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특
 히 구재단 시절 학생들이 자퇴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떠나 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재학
생 충원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대학 재정의 악화로 귀결되었음
□다
 행히 공익적인 이사가 선임된 이후 대학의 이미지가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개선되면서 학생들
이 다시 찾는 대학으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에 있어서는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까지 빠르게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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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2015

2016

2017

2018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2019 2020

-

입학정원

(6) 강의평가 참여 인원
<강의평가 참여 인원>
강의평가 참여인원
학년도/학기
수강인원

참여인원

참여율(%)

2014-1

51,559

48,928

94.9

2014-2

46,191

42,269

91.5

2015-1

50,357

47,145

93.6

2015-2

43,902

40,470

92.1

2016-1

50,810

40,017

78.8

2016-2

45,797

40,640

88.7

2017-1

45,440

28,318

62.3

2017-2

39,845

20,457

65.1

2018-1

42,986

39,052

90.9

2018-2

39,145

32,300

82.5

2019-1

42,321

38,166

90.2

2019-2

38,203

33,636

88.1

□구
 재단 시절 비합리적인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잦은 개편으로 혼란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교과
목 및 교과과정 개선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음
□특
 히, 인성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김문기 개인의 우상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이 가
중되었음. 이러한 불만은 학생들의 강의평가 참여율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더 큰 문제는 학생들
이 상지대학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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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단 시절 1,500여 명의 학생이 자퇴와 휴학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상지대학의 재학
생 충원율 하락과 재정수입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7) 재정적자 현황
<재정적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5회계

2016회계

2017회계

2018회계

재정적자*

-3,298,531

-9,254,561

-7,179,490

-4,108,207

* 재정적자=차기이월자금-전기이월자금-적립금인출+적립금적립

□구
 재단 시절 무원칙한 행정의 결과 상지대학교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하였음
□김
 문기 구재단이 학교를 장악하고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된 이후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학생
1,518명이 자퇴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떠나면서 등록금수입이 171억 원 감소하게 되었고, 이것이
재정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재
 정적자의 상황에서 구재단 측은 2016년과 2017년에 90억 원 이상을 적립금에서 인출하였음에
도 큰 액수의 재정적자를 보였음.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97억 원을 적립금에서 인출한 반면에
적립금 적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1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음
□이
 러한 재정 적자 상황은 2018년, 2019년 들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 적자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구
 재단이 물러간 후 상지대학은 교수와 직원들이 임금 18%를 삭감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정 상황
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8)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 비교
□ 2 020. 9. 1. 우리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로부터 재정지원제한 완전 해제 대학으
로 통보받음
□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구재단 시절인 2015~2017학년도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는데,
79.8점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됨
□ 2020년 보완평가는 공익적 이사가 선임되어 이사회가 정상화된 이후인 2019~2020학년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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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인데, 87.219를 받아 2018년에 비해 7.419점 상승함. 거의 대부분 진단지표의 점수가 향상됨
진단지표
1 .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계획

배점

2020년 증감(2018년 대비)

정성

2

+ 0.154

정량/정성

10

+ 0.275

2.2 교사 확보율

정량

3

- 0.204

2.3 교육비 환원율

정량

5

+ 0.127

정량

1

정성

1

2.5 구성원 참여·소통

정성

1

- 0.123

3.1 교육과정·강의 개선

정성

10

+ 2.185

의 수립·추진·성과
2.1 전임교원확보율

2.4 법인 책무성(법인 전입금 비율)

3.2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정량

- 0.121

1
1

+ 0.862

정성

8

4.1 학생 학습역량 지원

정성

5

+ 0.923

4.2 진로·심리 상담 지원

정성

3

+ 0.369

4.3 장학금 지원(장학금지급률)

정량

5

4.4 취·창업 지원

정성

3

정량(신입)

4

정량(재학)

6

졸업생

2

유지

2

5.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정성

2

+ 0.462

6.1 교양 교육과정

정성

5

+ 0.616

6.2 전공 교육과정

정성

6

+ 0.831

7.1 지역 사회 협력·기여

정성

5

8.1 구성원 참여·소통(제도.절차 등)

정성

5

정량

3

정성

1

5.1 학생 충원율

5.2 졸업생 취업률

8.2 재정·회계의 안정성
총점 100점 : 만점기준 절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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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0.461
+ 0.211

- 0.076

+ 0.308
+ 0.159
+ 7.419

4.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내용
□중
 장기 발전계획 개요

대학이념

민주·인본 ｜ 개방·협력 ｜ 생태·환경

교육목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환경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지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인재상

민주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사회현장 밀착형 인재 ｜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비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전

4대 혁신목표

공영형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학생행복대학

12대
핵심전략

· 대학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학통합)
· 재정자립도 강화

· Find 교육모델 혁신
· 학사제도 혁신
· 교육과정 혁신
· 교육지원시스템 혁신

· 산혁협력, 지역사회
협력 혁신
· 남북교류협력 혁신
· 국제교류협력 혁신

· Smart + 캠퍼스 구축
· 학생중심 복지
· 학생지원 시스템 혁신
· 감동 행정

교육혁신형 학과 특성화
특성화 계획

재정 계획

중장기 계획
(대학혁신
추진단계)

성과관리
계획

상지대학교
대내외여건

사회협력형 학과 특성화
·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구축
· 산학협력, 남북교류, 국제교류 확대

· Find 교육모델핵심역량 실현
· 교양 ·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공영형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학생행복대학

2개 혁신과제,
2개 혁신전략

3개 혁신과제,
8개 혁신전략

6개 혁신과제,
11개 혁신전략

2개 혁신과제,
3개 혁신전략

대학혁신기 (20108-2021)

특성화발전기 (2022-2025)

도약중흥기 (2026-2030)

대학통합, 공영대학 전환, 교육
혁신 강화, 사회협력 기반 구축

공영대학 완성, 융합기반 특성화,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육성, 사회협력 주도대학,
교육인프라 확충, 상지 브랜드 구축

성과관리
계획 수립

부서단위 점검

학과단위 점검

계획효과 점검

계획 전영역 점검
및 고도화

정량지표 24개,
정성지표
6개 설정

· 성과지표 평가
· 부서평가

· 특성화사업 평가
· 부서평가

· 통합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 자체평가
· 정책연구

S 강점

O 기회

W 약점

T 위협

대학 안정화
의지 강함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정책 환경 변화

장기 분규로
대학운영 취약

학령인구 감소화
입학자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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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의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은 대내·외 여건 분석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2017년 ‘상지 VISION 2030’을 수립한 이후 2018년 7월 상지영서대학과의 통폐합, 공영형 사립대
학 추진 등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였음
- 중장기 발전계획 구성은 대내외 여건분석을 반영한 대학이념, 교육목적, 인재상, 비전을 설정하였
으며 이에 따른 4대 혁신목표 및 12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음. 세부계획으로는 재정계획, 중장기
계획, 성과관리 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
□발
 전계획 수립 조직 및 추진체계
발전계획 수립(기획평가처 특별위원회)
1단계

2단계

환경분석
발전계획
개선 · 조정
· 성과지표 점검
(3회)
· 부서평가(2회)
· 자체평가(1회)
· 만족도조사(2회)
기획평가처

· 대내외
여건분석
· 구성원
의견 수렴

3단계

4단계

계획목표 설정

성과지표 설정

연도별 실행계획 설정

· 대학이념, 교육목적,
인재상 설정
· 4대혁신목표, 12대핵심
과제 설정
·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연계

· 상지 성과관리
체계구축
· 정량지표 24개 선정
· 정성지표 6개 선정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발전계획 추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특성화사업 추진

핵심과제 추진

학사구조 개편

대학통합 추진

· 핵심과제 17개
실행과제 47개 추진
· 정책과제 32개 추진

· 학과신설 17개
· 학과통합 7개
· 학과폐지 2개
· 학과증원 7개

· 상지대-상지영서대
통합 승인(2019.1.30.)
· 9개 단과대 63개
모집단위

전 부서

통합기획단

통합기획단

· 교육혁신형 3개
(7개학과)
· 사회협력형 3개
(10개학과)
각 학과

발전계획
확정
· 2018. 5.
- 대학평의원회 통과
· 2018. 7.
- 이사회 통과
· 2018. 8.
- 전부서 및 학과배포
기획평가처

- 우리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획평가처 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분석, 계획목표 설정, 성과지표 설
정, 연도별 실행계획 설정의 과정을 거쳐 2018년 7월에 수립하였음. 이후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심
의를 거쳐 2018년 8월에 전 부서 및 학과에 배포하였음
- 발전계획 추진은 상지대-상지영서대 통합 승인(2019. 1.), 통합에 따른 학사구조 전면 개편, 핵심과
제 지속 추진, 특성화사업 추진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발전계획의 개선·조정은 기획평가처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점검, 부서평가, 자체평가, 교육만족도
조사 등 입체적인 환류체계를 가지고 있음
□ 대내외 여건분석 및 구성원 의견수렴
- 2018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은 2017년 4월 학내 구성원 3,484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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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진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발전계획의 비전은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
는 공영대학”으로 표방하고, 4대 혁신목표로 공영형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학생
행복대학을 설정함
- 학내외 여건 분석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외여건, 지역여건, 대내여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 대학은 내부적으로는 대학민주화를
계기로 대학의 안정화 의지가 강하지만, 장기분규로 인한 대학운영의 취약점이 존재하며, 외부적
으로는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와 학령인구 및 입학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원(3,484명) 의견수렴(2017. 4.)
분석결과
사
명

“학생 중심인 대학,
배움이 우선인
대학” (56.2%)

비
전

“인성과 지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하는 대학” (36.9%)

교
육
목
표

“특성화된 교육으로
창의적, 전문적
인재양성” (39.5%)

학내외 여건 분석(2018. 8.)

비전 및 혁신목표 재수립

비
전

혁
신
목
표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1. 공영형 민주대학
2. 교육혁신대학
3. 사회협력대학
4. 학생행복대학

분석결과
대
외

거대한 전환
사회경제구조 변화
교육환경 변화

지
역

지리 · 경제적 여건 변화
기업도시 · 혁신도시
정착 남북교류협력

대
내

대학정상화대학통합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SWOT기반 발전계획 반영
S

대학민주화 계기로
대학 안정화 의지 강함

W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정책 환경변화

O

장기분규로 대학운영
취약

T

학령인구 감소화
입학자원 감소

□발
 전계획 성과지표 및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
-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따라 4대 혁신목표(공영형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사
회협력대학, 학생행복대학)를 제시하고 12개의 핵심전략, 47개의 실행과제, 30개의 성과지표를 명
확히 규정하고 있음
-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은 핵심전략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2)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실적
□ 발전 계획과 대학 운영과의 연계성
-우
 리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체계는 교육혁신대학과 사회협력대학으로 대학을 특화하여 운영하
고 이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생행복대학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는 공영형 민주대학을 지향하
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이
 를 위해 대학의 운영은 교육혁신대학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특화, 사회협력대학 달성을 위한 지
역사회협력 사업 강화, 학생행복대학 달성을 위한 체계적 학생지원으로 구분하여 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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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12대
핵심전략

대학
운영
항목

공영형민주대학
대학
발전
학생 스마트
학생 지향점 대학
재정
지원 및 플러스 감동을
거버넌스
중심
자립도
상담 캠퍼스 주는
체계
행정
복지
강화
시스템 구축 서비스 서비스
구축
혁신

사회협력대학

교육혁신대학

4대
혁신목표
학사
제도
개선

교육
과정
혁신

교육
모델
혁신

교육
지원
시스템
혁신

학사
관리

교양
과목

전공
교육

강의
개선

학생행복대학

산학협력 남북교류
지역사회 국제교류
협력
협력
혁신
혁신

지역
사회
협력

교육과정

구성원
참여
소통

학습
역량

지역사회협력

진로
심리

취업
창업

대학
운영
성과
확인

충
원
율

취
업
율

교육
만
족
도

교육성과

학생지원

대학운영

□발
 전계획에 따른 교육성과 추진 실적
- 우리대학은 충원율, 취업률 지표가 2018년 대비 2019년에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발
전계획에 따른 교육성과가 정량적으로 향상되었음
- 교육만족도 또한 전 영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발전계획에 따른 정성적 효과가 향상되었음
충원율 및 취업율

성과지표 변화
2018

2019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94.8%

98.1%

재학생 충원율(정원내외)

88.2%

90.9%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82.8%

85.7%

졸업생 취업률

62.1%

64.2%

유지(2차) 취업률

84.9%

교육만족도

성과지표 변화
2018

2019

대학운영정책

-

3.41

교양교육과정

3.39

3.43

전공교육과정

3.66

3.68

교수학습

3.71

3.70

학사제도

3.59

3.61

학생학습역량지원

3.34

3.39

상담 및 학습지원

3.51

3.55

취창업 지원활동

3.50

3.51

84.1%

□발
 전계획에 따른 사회협력 추진 실적
- 우리대학은 비전에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을 제시하고 4대 혁신목표로 “사회협력 대학”을
설정하여 강력한 지역사회 협력·기여 의지를 표명하며 조직을 개편하고 다양한 사업을 공격적으
로 추진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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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력양성 부문에서 원주시 여성리더 양성사업을 11년 연속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62명
이 참여하였음. HRD직업능률혁신원을 2019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아 2020년부터 강원경기권 4년제 대학 최초로 국비지원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선도 부문에서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2019년 입
주기업 고용인원 130명, 총매출 38억원을 달성함. 한방의료기기 특화를 위해 한방산업진흥센터
운영 결과 2019년 우수 평가를 받음
- 지역돌봄·문화서비스 부문에서 지역사회 무상의료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
관과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2)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실적
연도

2017

연번

1

추진 노력
전담 TF 구성 및 운영
(2017. 10. 18.)

주요내용
2016. 10. 27. 대법원 판결(2016두803, 2016두810, 이사선임처분
취소) 후 2017. 10. 18.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단(김명연 단장 외 4명)을 구성ㆍ운영함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과 취지 그리고 대학체제개편 방향과 공영

2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워크숍
(2018. 2. 27., 2018. 4. 6.)

형 사립대학 구상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
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예상되는 공영형 사립대학 요건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주요과제를 발굴하고 공영형 사립대
학이 지향하여야 할 내용과 방향 모색

2018

3

공영형 사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이사회, 학교

기본구상 발표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

(2018. 6. 5.)

필요성 확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공영형
4

민주대학, 사회협력대학
(2018. 7. 4.)

5

2019

6

상지대학교 정상화 결정
(2018. 8. 6.)

8

상지학원(이사정수 9인)의 정이사 선임 비율 등 결정
동문,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과 상생을 기반

(2019. 6. 11.)

으로 한 사회협력대학으로의 새 출발을 선포

원 후보자(이광재) 선거공보
(2020. 4. 15.)

2020

협력대학을 주요 혁신목표로 설정

사회협력대학 비전 보고회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국회의
7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과 취지에 부합하는 공영형 민주대학, 사회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원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이광재)가 “사
람에 투자하는 원주” 발전을 위하여 상지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
으로 지정해 확실히 발전시킬 것을 공약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함

교무위원회 학생대표 참관

학생대표가 교무위원회 심의과정을 참관하고 필요한 경우 발언도

(2020. 4. 27.)

할 수 있으므로 대학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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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번

9

10

추진 노력

주요내용

교무위원회, 공영형 사립대학

대학의 학사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 기관인 교무위원회

추진 결의

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결의하고, 대학운영 전반에 공영형 사

(2020. 5. 4.)

립대학 요소를 적용, 반영하기로 함

제3회 6월 민주상 본상 수상

비리 사학에 맞선 40년 투쟁으로 성취한 대학민주화와 대학의 민주

(2020. 6. 9.)

적 발전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6월 민주상 본상을 수상
학과 소속 전임교원 전원이 참석하여 학과별로 간담회를 갖고 공영

11

학과별 간담회

형 사립대학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학과별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2020. 6. 11. ~ 7. 15.)

직접 소통함. 대학본부와 학과 구성원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함으로
써 대학운영의 구체성ㆍ체계성ㆍ합목적성 확보

12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강원도 대표 민영방송 G1이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상

G1방송 시사Q

황과 향후 계획을 기획기사로 제작하여 방송함으로써 지역사회에

(2020. 6. 23.)

공감대 확산

이사 세미나 : 대학의 공익적
13

운영을 위한 학교법인과 대학
의 역할(2020. 6. 23.)

2020

14

15

에 대하여 논의함. 기부금 확보 등 대학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도 논의함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 구성원단체 주

립대 추진을 위한 구성원 공청회

도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상지대학교

(2020. 6. 25.)

적용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함

4개 대학 총장협의체

대구대, 성신여대 등과 함께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하계 포럼(2020. 7. 9.)

을 공유함

정책의 현실화 과제
(2020. 7. 16.)

17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학교법인과 대학의 역할

구성원단체 공청회 : 공영형 사

국회 공청회 : 공영형 사립대학
16

상지학원 이사장, 이사, 상지대학교 총장 및 교무위원, 외부 전문가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현실화 과정을 발표하고 제도 도입
등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 토론함

교무위원 워크숍

공영형 사립대학 출범을 위한 학교 운영과 학내 현안, 발전방안 등에

(2020. 7. 22. ~ 7. 23.)

대하여 교무위원과 주요 팀장 등이 참석하여 1박 2일 간 토론, 논의함
상지대학교 총동문회가 주도하여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18

동문ㆍ지역사회 공청회

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럼을 실시함. 동문, 지역

(2020. 8. 5.)

사회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협력, 지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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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요약)
□상
 지대학교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대학 동문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인식과 상지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재학생의 경우
•공
 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으나 기타 조사 집단과 비교하여서는 낮은 편임
• 그렇지만 상지대학교 재학기간이 길수록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상지대
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하여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교원 및 교직원의 경우
•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 또한 공영형 사립대 제도 추진에서 제도적, 기능적 요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방향성 설정과 실행 과정에 유의한 참고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문 및 지역사회의 경우
•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상지대학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동
문과 원주 지역에서의 인식 수준과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을 매우 높이 인
식하고 있음
• 원주 이외의 기타 지역사회에서는 약간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학
 생, 교원 및 교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 모두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공영형 사립대
학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4)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관련 FGI 결과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노력
□공
 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과 관련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
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상
 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찬성하고 있고 “공영형
사립대학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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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대학 구성원 3주체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와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응답자도 3인임
□응
 답자들은 3주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소통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정보의
공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진
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내부적인 소통 노력에 관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공영형 사립대로 가는 길에 추진
배경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가 필요”하다거나, “대학 구성원들 모두
가 공영형 사립대학이 무엇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어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또한 학생 및 동문에 대한 알기
쉬운 홍보작업이 필요하고, 논의 과정에도 참여 비율이 확대되길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홍보를 통한 구성원의 인식의 일치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외부 사회에 대한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한데, 그간 상지대
민주화 과정에서 축적된 연대의 경험을 “사회적 이해와 설득을 위한 기구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었음
□ 내부적 의사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음. “그간의 공영형 사립대의 정의, 본질,
실질적인 현상의 변화 등을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하며, 현 상황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꼭 매진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추후 공영형 사립대학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적임
- 지역인사 응답자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맞
춰 활동하다 보니 정작 대학 구성원 내에서는 공영형 사립대가 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
이나 절박함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진단은 소통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들이 많게 된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음
- 2017년 공영형 사립대학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대학 구성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
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구성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도 사실임. 이런 시점
에서 실증연구가 진행된 것이 소통 부족을 지적한 주요인이라 생각됨
- 현재 제도화를 위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응답자 중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음. 하지만 이 사업이 담고 있는 내용이 2017
년에 홍보되었던 공영형 사립대학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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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연구 단계를 넘어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학 내부 및 외
부의 소통과 협력이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라도 “어떤 유형의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할 것인가
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 구체적인 협약이 필수적이라 생각됨
(2)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공
 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와 관련하여 “공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
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찬성하되,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
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다만 그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용
 도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한 분야가 첫 번째”,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시설”, “대
학교육의 보편성과 공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 “학생복지 및 장학, 학교설비의 개
선” 등 교육 부문과 그에 수반되는 시설지원에 국한하자는 의견이 다수임. 다만 그 규모에 대해
서는 교육비의 80~90%여야 한다는 견해, 학교 예산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견해, 연간 예산의
1/2 ~ 1/3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 연간 70억 정도 등 다양하게 제시됨
□지
 원방식에 대해서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정된 대학
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 “관리하는 교육부 관료의 입장이 아닌 실제 도움을 받는 학생과 지역
사회 의견이 반영되는 지표”에 따른 성과관리 등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방식을 선
호함
(3)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국
 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이 처한 절박한 현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매우 진지한 응답이 많았음.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강력한
추진”이며, 그 방식으로 “원주권의 공공기관과의 연계, 기업도시 등의 산업기관과의 연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주장하거나,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제2의 기업도시 형성 등에 맞
춰 지역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역할은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발전에 역할”을 해
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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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지역대학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학령기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
는데도 지금처럼 수도권 대학 중심의 입시경쟁이 이어지게 되면 지역대학은 절반도 살아남을 수
가 없는 상황이므로, 지역대학 끼리 제살 깎아먹기식의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대학 간 네트
워크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공사례를 창출”하
는 일임. 이를 위해서는 쌍방의 사명감이 필요한데, “지역사회는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대학
은 각고의 노력으로 지방의 명문대학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필수
적”임. 이를 위해서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음
- 다만 네트워크의 구성범위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를 포괄하는 정도
에 그칠 것인데, 장기적으로 “지역대학의 네트워크는 지역의 산업과 그에 필요한 인력 양성, 지역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학점교류 부분부터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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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2 010년 8월 9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학원에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선
임하였는데 정이사 8명 중 4명을 김문기 측이 추천한 인사로 결정하였음. 2011년 1월 31일에 채영
복 전 과기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가 출범함. 이 이사회는 김문기 측 이사들의 방해로
제대로 된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김문기 측이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함
□김
 문기 측의 소송으로 임시이사 1명이 선임 취소되고, 그 후속으로 김문기 측이 추천한 인사가 정
이사가 됨. 이후 교육부 추천 정이사들이 전부 사퇴하고, 2014년 3월 31일에 김문기 둘째 아들인
김길남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김문기 측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함
□ 2 01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에 대법원이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효
화하는 판결을 할 때까지 김문기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음. 2016년 12월 8일에 임시이사들
이 파견되었으나 새로운 이사장이 김문기 측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7년 8월 4일
에 고철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적인 인사들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구재단과는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짐. 2018년 8월 16일에는 이만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이사 체제가 출범
함으로써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짐
□이
 장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문기 측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시기와 2017
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공익적인 인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기의 대학 운영과 이사회 운
영을 비교하여 봄
□ 2 011년 1월 31일에 채영복 전 과기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가 출범한 이후 2014년 3월
31일에 김문기 측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3년간 김문기 추천 정이사 4인은 대학의 정
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이사회 전체 장악에만 관심이 있었음. 이들은 당시 채영복
이사장과 유재천 총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에만 골몰하였음
□김
 문기 측 이사들은 2014년 3월 31일에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김문기라는 개인에게
충성하고, 대학을 김문기 개인의 사유물화 하는데 공을 들임
□김
 문기 측 이사들이 장악했던 시기의 법인의 정관 변경을 살펴 보면 우선 김문기를 설립자로 하
는 정관 변경을 하였으나 교육부에 의해 거부됨. 김문기의 호를 딴 노암연구원의 설치를 정관에
명시함. 정관을 변경하여 상임이사 제도를 신설하고, 김문기의 큰 아들을 유급 상임이사로 임명
함. 평의원의 교원 지분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대학발전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추가함. 부교수와 조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2년으로 하기 위해

Ⅱ 학교법인 정상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81

부교수와 조교수의 임용 기간을 ‘6년 이내’로 바꿈.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
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변경하여 대학의 보직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이
 사회를 김문기 측 이사들이 장악했던 시기에 대학의 직제규정, 교원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의
변경 내용을 살펴 보면 학장, 처장 등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맡았던 보직을 조교수 뿐만 아니
라 석좌교수, 외부인사 등 비전임교원이 맡을 수 있도록 기형적으로 확대함. 학과장도 비전임교원
과 외부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함. 이는 당시 학교 행정에 대해 일반 전임교원이 협조하지 않자 행
정 보직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함. 당시 외부인사를 특채의 방식으로
교원으로 신규 임용하자마자 산학협력단장, 입학홍보처장, 특성화기초대학장 등에 임명한 사례가
있었음
□또
 한 조교수와 부교수의 임용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2년마다 재임용을 받도록 함. 재임용, 승
진, 정년보장 임용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과반수 교수단체의 교원 평의원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 평
의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평의원회를 형해화함. 직제규정
에서는 교내 교직원 통제를 위해 총무부 내에 관리보안팀을 신설함. 교직원복무규정에서는 징계
사유에 “건학이념 ‘상지정신’에 반하여 학내 갈등을 조장하는 해교행위를 한 자”를 추가하여 김
문기의 대학 사유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구
 재단이 대학을 장악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특기할만한 일들로는 교수 채용 시에 특
별채용을 남발하였고, 김문기 측근 인사들을 교수와 교직원으로 채용하였음. 35일에 걸친 학생
들의 장기간 수업거부가 있었고, 2015년 9월에는 당시 전체 49개 학과 중에서 38개 학과(77.6%)
의 학과장이 사퇴함으로써 학사행정이 마비되는 일도 발생함. 김문기 총장 취임 전에 2014년 지
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5년 동안 95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였으
나, 교육부와의 구조조정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중단되고, 모든 국
비 지원금이 환수되는 일도 발생하였음. 인성교육 시간에는 『상지정신 : 김문기 선생의 철학』이라
는 책을 무상 배포하여 교재로 활용하도록 함
□김
 문기 측 이사들은 자신들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도 임시이사 1인이 법원 판결로 선
임 취소되어 8명의 이사 중에서 김문기 측이 4인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악용함. 김문기 측 이사
4인이 모두 불참하면 이사회가 열릴 수 없었고, 그들이 모두 반대하면 어떠한 안건도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유도함. 2013년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공공
기숙사” 사업에 선정되어 18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김문기 측 이사
들의 방해로 공공기숙사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고, 이사회의 지속적인 신임교원 충원 방해 행위
로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해 2013년 8월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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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14년 8월 14일에는 이사회가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학사행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됨. 또한, 평가를 앞두고도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함으로써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에서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을 받아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됨. 이러한 영향으로 그 이전에는 거의
100%를 유지하던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 93%, 2017년 94.9%로 낮아졌고, 재학생 수는 그 이
전 최고 시점(2011년 8,219명)과 비교하여 2017년 6,698명으로 1,521명이 감소하였음. 또한, 재학
생 충원율은 2017년 88.2%에 불과하게 됨. 입학정원은 최고 시점(2011년 2,036명)과 비교하여
2017년에 329명 감소하게 됨
□김
 문기 구재단이 대학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의 영향으로 재학생 충원율과 재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2011년 약 654억원이었던 등록금 수입이 2017년 483억원으로 줄어들어 연 171억원의 등록
금 수입 감소가 발생함. 그에 따라 2015년에 약 33억원, 2016년에 약 92억원, 2017년에 약 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됨
□다
 음으로는 2017년 8월에 공익적인 인사들로 임시이사회가 구성되고, 2018년 8월에 이만열 이사
장을 중심으로 한 정이사 체제가 출범한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함
□ 2 017년 8월에 공익적인 인사들로 임시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김문기 구재단 시기에 이사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인사권을 그 이전 시기의 상태로 정상화함. 부총장과 부속병원장을 제외한
보직의 인사권은 총장에게 다시 돌려 놓았고, 재임용과 승진 임용도 총장의 권한으로 정상화하였
음. 또한 부교수와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던 것을 6년으로 환원하였고, 유급 상임
이사 제도도 없애고, 노암연구원 등 김문기 대학 사유화의 흔적들은 모두 없앴음. 형해화되었던
대학평의원회도 교원, 직원,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평의원이 될 수 있게 하였음
□각
 종 규정에서도 학장, 처장, 학과장 등을 비전임교원과 외부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
임교원이 맡는 것으로 정상화하였고, 총무부 내의 관리보안팀도 폐지하였음. 대학평의원회와 마
찬가지로 형해화하였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정상화하였고 김문기의 건학정신이라고 하는 상지
정신을 근거로 하는 징계 사유를 삭제하였음
□이
 만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이사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해 이사회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대학에 위임하였음. 예를 들면 총장 직선제를 구성원 대표단체들과 협의하면
서 성사시켰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이사회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갔음. 또한 이사회가 민
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사회와 이사장은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의 장을 파격적으
로 확대해 가고 있음
□김
 문기 구재단이 대학을 장악한 이후 학생들의 취업, 창업,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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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축소하였고, 교수들에 대한 교내 연구비도 사실상 거
의 집행하지 않았음. 또한 교수 연구년제도 시행하지 않음. 하지만 대학이 정상화된 이후 재정적
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을 다시 늘리고 있고, 교내 연구비
지원도 다시 시작하였고, 교수 연구년제도 부활시킴. 교내 특성화 지원 사업도 중단되었던 것을
2019년에 다시 시작함.
□김
 문기 구재단 시기에 대학평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예산도 삭감함으로써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음. 2014년 이
후 3년에 걸친 파행적인 대학운영은 점차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등 각종 지표에도 영향
을 미쳐 구재단이 물러나고 공익적인 이사회가 구성된 해인 2017년에 최악의 지표를 보여 줌.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을 평가하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도 실패하여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됨. 이후 교육 혁신과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
과 점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 그 결과 2020년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고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완전히 해제됨
□ 상지대학교는 2018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세우고 대학이념부터 비전, 인재상 등도 재정립함.
그리고 공영형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학생행복대학을 4대 혁신목표로 정립함
□상
 지대학교는 1990년대의 도립화 추진 노력과 2000년대의 시민대학 추진 노력을 계승하여 공영
형 사립대학을 상지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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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 효과성 검증
1.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적 요소 도입(총괄)
□상
 지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을 위한 혁신목표를 크게 재정·회계 투명성, 대학운영 책
무성, 고등교육 공공성이라는 3분야로 설정함. 그에 따라 관련 요소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사회협
력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왔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 연구 모델

재정·회계투명성

대학운영 책무성

고등교육 공공성

재정위원회

이사회 참관 제도

사회혁신 인력 양성

구성원 추천 감사 선임

구성원 단체 대표성 강화

교육복지 기능 강화

구성원단체 정관 기구화

사회 돌봄 서비스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지역 공적 역할 명시

제도적 도입 요소

기능적 도입 요소

효과성 평가와 환류

□ 상지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제도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이를 이미 제도화
하였거나 제도화를 추진하였음. 하지만 여러 쟁점의 발생이나 관련 법의 미비로 아직 실행하지 못
하고 유보한 사항들도 있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제도들의 실행 경험, 혹은 관련 쟁점들을 정
리하려고 노력하였음. 상지대학교가 실행하거나 점검해 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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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영형 사립대학 관련 제도적 요소
연번

①
②
③

도입 가능한 제도적 요소

추진 상황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법인 설립목적에
명시(정관 개정)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정관 개정)
대학 운영에 학생 참여 및 지역인사 참여 확대를 위해 교수·학생·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

도입 완료
도입 완료
(쟁점 있음)
도입 완료

이사회의 개방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단체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는 구성원 참

참관 실행

관 제도를 신설

(도입 추진)

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을 정관에 공식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도입 완료

대표성을 명시(정관 개정)

(쟁점 있음)

⑥

총장 직선제(2018년 12월 첫 실시, 제도화 필요)

도입 추진

⑦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④
⑤

⑧
⑨

도입 추진
(쟁점 있음)

이사 정수를 증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학의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을

도입 추진

대표하는 이사 선임

(쟁점 있음)
도입 보류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쟁점 있음)

□ 위의 사항 외에도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본부가 그룹
별로 모든 학과와 학과간담회를 실시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관련 쟁점을 논의할 때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두 차례 교무위원회를 참관하였음
□공
 영형 사립대학 관련 제도적 요소 도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법인 설립목적에 사학운영의 공공성 명시(도입 완료)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
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정위원회 설치·운영(도입 완료)
• 대학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상지대학교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권한과 역할
(심의사항)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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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원회는 정관에 다음과 같이 반영됨. 이 정관 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사회(제328회)에
서 결정되어 정관이 개정 공포됨
현행

개정안

제96조의4(신설)

제96조의4(재정위원회) ① 대학교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그 운영의 책무성과 책
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도입 완료)
구성

• 교수, 학생, 동문,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
•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단과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모집단위ㆍ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 교육공간 배정 및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권한과 역할
(심의사항)

•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실험실습비 배정에 관한 사항
• 실습 기자재 구입 및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단과대학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운영계획

4

• 학기당 1회 정기회의 개최, 수시로 임시회의 개최 가능

이사회 참관제도 신설(도입추진) : 구성원단체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2차례 이루어졌으나 제도
화되지는 않았음.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음. 곧 개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신설)

제17조의2(이사회 참관) ① 정관 제96조의4 구성원단체 대표가 이사회 참관을 요청하는 경
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참관
에 반대하는 경우 참관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참관하는 인원은 각 구성원단체별로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
사정수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각 구성원단체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참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5

구성원단체 정관 기구화(도입완료) : 대학에서는 구성원단체 대표기구를 정관에 명시하는 다음과
같은 정관 개정(안)을 제출함. 이사회에서는 문구와 조항을 수정하여 정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함

- 정관에 반영하기로 한 조문은 다음과 같음. 이 정관 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사회(제328회)에
서 결정되어 정관이 개정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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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5조의3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

제35조의3 (구성원 대표단체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

원·직원·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

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상지대학교의 구성단위를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

대표하는 단체(이하 “구성원 대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사람과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등 11

각 호와 같다.

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

가. 교원 5명

와 같다.

나. 직원 2명

가. 교원 5명

다. 조교 1명

나. 직원 2명

라. 학생 2명

다. 조교 1명

마.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라. 학생 2명
마.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③ 구성원 대표단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 단위별 평의원은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제35조의3 제1항에 따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라 총장이 위촉하되, 마호에 따른 평의원의 경우 법인이나 상
지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6

총장 직선제 제도화(도입추진) : 2018년 12월에 교수·학생·직원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
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함. 구성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관 개정 등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음. 정
관 개정 후 총장 직선제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함. 제도화에는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봄

7

교무위원회의 정관 기구화(도입추진) : 교무위원회의 정관 기구화를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인과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정관 개정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
을 표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96조의6(신설)

제96조의6(교무위원회)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8

지역사회 대표 인사 혹은 지자체 추천 인사를 이사로 선임(도입 추진) : 현재 이사회 안에 지역사
회를 대표하는 공익적인 이사가 두 분 있지만 지역사회 대표 인사 혹은 지자체 추천 인사를 추가
로 선임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확대를 추진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함. 이사회에서는 현재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 단계에서 이사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
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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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

개정안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2. 감사 2인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대학 구성원이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도입보류) : 현재 감사 2인 중 1인이 개방이사추
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임. 여기에 대학 구성원이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여 감사 3
인 체제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도입을 보류함

□ 상지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협력대학을
추구하고 있음. 사회협력 부총장과 사회협력단을 신설하여 지역협력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센터, 우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상지대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청년지원센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회협력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2.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 및 운영
1)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1) 정관의 개정
□고
 등교육의 공공성
- 중등교육과는 달리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사학이 주도적으로 운영함. 사학법인의 자율성에도 불
구하고 고등교육은 지식의 확산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y) 때문에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됨
- 공공성이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지식 확산의 구체성이 보장되어야 하
는바, 전자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통해, 후자는 지역의 구체적 현안과 결합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
□정
 관의 개정
- 상지학원 이사회는 2019년 12월 제321회 이사회에서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기여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 개정 전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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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후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교
 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학교법인 설립목적에 명시하여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의지와 이
념적 근거를 법인 차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또
 한 설립목적 변경은 공영형 사립대의 계속적 추진을 규범적으로 담보하는 실천적 의의도 있음
(2) FGI 결과

□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과 관련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응답자 모두가 학교법인 정관의 설립목적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변경 내용이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및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다는 공영형 사립대로서의 정
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설립목적 변경에 동의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응답자들의 주문은 이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사회 및 대학 운영에 있어서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이 목적에 맞게 더욱 개혁하는 한
편 대학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책임성 및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대표조직의 법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그 활성화를 제도화하는 한편 법정기구인 대
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대학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
한 권한을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자치 운영에 힘쓰도록
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의 도덕적으로 검증된 명성 있
는 인사를 이사로 추대하고 법인은 대학의 관리 감독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 등은 정관 상의 교육목적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교육목적 실천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대학과 지역사
회의 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속성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신
뢰를 바탕으로 우산동 더 나아가 원주시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와 협력의 내용도 확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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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대학존립과 존재의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형태(가령 기후위기
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극복에 대한 철학적 문제의식과 방안제시)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됨
□변
 경까지는 필요치 않아 보이나 공영형 사립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면 변경의 여지는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음

2)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1) 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상
 지대학교는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법령상 위원회인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대학운영
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재정위원회 규정
을 2020년 2월 1일 제정하여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함
□상
 지대학교 재정위원회는 정관이 아니라 2020. 2. 1. 제정된 학교규칙인 「재정위원회 규정」에 근
거하여 대학 내 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대학의 재정에 관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음
□재
 정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재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차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
 정위원회는 당연직 6명을 포함하여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 2. 4. 재정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본예산을 심의한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함. 재
정위원회 주관으로 행정감사를 1회 실시하고, 이사회 참관은 1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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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재정위원회 관련 경과

2020.2.1

재정위원회 규정 공포, 시행

2020.2.3

재정위원회 구성(23명)

2020.2.4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학년도 본예산 심의 등)

2020.4.8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소위원회 설치 심의 등)

2020.4.13

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재정현황 감

~4.29

사 실시

2020.4.24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결산 심의 등)

2020.4.29

이사회 참관(제326회 이사회)

2020.6.12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행정감사 결과보고 등)

2020.7.15

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행정감사 결과보고 등)

2020.8.6

재정위원회 제6차 회의(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2) 이사회 참관제도 운영 및 학교 재정현황 감사
□상
 지대학교는 대학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4명이 2020년 4월 29일 이사회(제326회 이사회)에 참관하였고, 2020년 4월 13~29일 재정
위원회 산하 행정감사위원회 7명이 참여하여 학교 재정현황을 감사함
□대
 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이 제고된 구체적 사례(만족도, FGI, 체감도)
- 이사회 참관과 이사회 참관 시 부여된 발언기회를 통하여, 상지학원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과 의
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인함
- 학교재정에 대한 감사는 대학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
의 투명성 강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상지대학교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 재정
운영, 학교자산(부동산) 운용의 적절성을 검토함
□ 제도도입에 따른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만족도, FGI, 체감도)
-교
 수, 직원, 동문이 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참관하여 대학 및 법인의 다양한 이해 관계
자가 이사회의 실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사회의 노력을 인지하고 이로부터 이해 관계자들과
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지
 자체, 지역기업체, 동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상지학원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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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참관을 통한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이사회 운영 및 대학경영 투명성 제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학교 재정현황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대학 이해 관계자들이 대학의 재정상황과 사회협력의 기반
에 대한 진단에 참여하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고민하게 되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
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중요한 경험이 됨
- 학교 재정현황 감사는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가져오고 고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 이사회 참관 및 학교재정현황 감사를 통하여 다음의 내용들에 대한 제도화 혹은 개선이 제안됨
• 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이사가 선임되도록 제도화
• 재정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정수 확대
• 참관인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회의자료의 제공
• 학생대표들에게도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이사회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관제도의 제도화 필요
• 재정위원회 차원의 재정진단 프로세스를 상설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행정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내 구성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확충 필요
• 행정감사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 위원회 구성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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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재정위원회 위원 대상 의견조사)

위원 구분

제도개선 의견(의견조사 결과)

비고

재정위원회를 정관 또는 정관시행세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선 검토

재정위원회의 차별화된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개선 검토

재정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대학 보직자가 아닌 일반위원의 수를 늘리고, 일반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교원

위원 중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회의 전에 회의 안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 여 위원들이 회의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바람

개선 검토

개선 검토
개선 검토
제도화 검토

동문,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감사 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제도화 검토

필요가 있음

(감사위원회)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위하여 재정
위원회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만 대학 주요 사안의 논
의와 심의 과정에서 재정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역할과

개선 검토

관계 설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공영형 사립대학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한 추천구조를 통해 외부(지역)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동문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지역사회

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구체화 하여야 함
회의소집 공고, 회의자료 배포 등을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바
람직함

개선 검토

개선 검토

제도화 검토

(3) 재정위원회 운영의 성과
□이
 사회 및 대학본부와 이해 관계자 간의 소통 강화
- 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이해 관계자(구성원대표, 동문, 지역사회 등)의 이사회 참관을 주관함으로
써 이사회와의 소통 통로가 되었으며, 본부 주요 보직이 재정위원회 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
여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함으로써 정보 공유에 기여하
고, 인식의 차를 줄이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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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원회의 재정현황 감사 성과
- 대학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
으로 재정위원회 산하에 행정감사위원회(위원장 이동승)를 구성하여 16일간(2020.4.13.~4.29) 재
정현황 감사를 실시함
- 상지대학교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협력단 운영, 재정운영, 학교자산(부동산)
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협력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점검할 수 있
었음
• 지역사회 협력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재정기여 등 제반사항을 점검함
• 재정현황 파악을 통해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운영의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
성,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됨
• 사립대학이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대
학운영을 개선할 수 있음. 저이용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기반
을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
- 대학 이해 관계자들이 대학의 재정상황과 사회협력의 기반에 대한 진단에 참여하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고민한 것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와의 연대를 실
천하는 중요한 경험임
• 상지대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으
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가져오고 고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역할
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행정감사 또는 재정진단 프로세스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내 구성원단체 모두가 참여하도록 학생,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행정감사위원회를 재정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예 : 감사위원회)로 구성
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재정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심 제고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적 문제의식과 정책적 방향에 관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건설적 제안을 본부에 전달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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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위원회의 정관 기구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
- 대학교 운영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재정위원회
의 설치를 정관에 명시(제96조의4)함
(4) 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시 쟁점
□ 재정위원회의 권한 설정 문제
-재
 정위원회의 원형은 2015년 3월 13일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찾을 수 있음.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국립대의 재
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임(위의 법 제8조 제1항). 다만 이사회
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 국립대와 달리 국립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권을 가
지므로 심의 권한만을 가짐(「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사
 립대학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재정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설치될 수
밖에 없음
□ 재정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범위 설정과 정관 기구화 문제
-재
 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법인의 재정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임. 국립대학법인의 경우에는 법정
기구이자 정관기구로 재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정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
 면 대학규칙에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리적으로 법인의 재정
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음
-상
 지대학교 재정위원회는 비록 정관에 설치 근거가 있으나 대학재정에 국한하여 심의하는 위원회
이므로 법인의 재정 사항을 심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법
 인회계를 심의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재정위원회를 정관 기구화하고 개방감사를
재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통해 법리적 문제와 재정위원회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다
 만 상지학원과 같이 법인 고유의 재정 규모가 크지 않고, 현금흐름이 복잡하지 않은 학교법인
의 경우 법인재정을 재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오히려
법인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재무회계시스템[가령 코러스(KORUS,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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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재경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
경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
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재
 정위원회 설치 문제와 사립학교법 사이의 상충 문제
- 현재 상황에서 심의의결기관으로 재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둘 경우 개정안에 대한 교육
부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다만 심의기관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문제 삼을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사회의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공영형 사립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
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이사회가 재정위원회를 정관 기구화하는 데 적극적이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경우 재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규정(정관 제96조의4)하였
음은 기술한 바와 같음
□재
 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의 문제
- 일반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재정위원회는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일반
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일반직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국립대학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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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립대학법인의 경우에는 대학 규모에 따라 위
원의 총수는 다르지만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양자의 위원 구성의 차이는 일반직 위원과 외부인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일반직 위원에는 외부인사 외에 내부인사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런 점에서
국립대학에서 운영 중인 재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직 위원에 해당하
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라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재정위원회는 위원으로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과 구성원 중 교수와 직원 그리고
이해 관계자로 동문이 참가하고 있음은 공통되나, 법인과 학생이 위원에서 빠져 있음. 재정위원회
의 성격이 재정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인지 그 연유가 분명하지는 않으
나, 재정 문제에 대한 법인과 학생의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참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법인에 재정위원회를 두어 정관 기구화할 경우 법인의 개방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견제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위원장 선출과 관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음. 다만 국립대학법인의 재정위
원회에서는 일반 국립대의 경우 일반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장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상지대학교 재정위원회는 부총장 2명과 대학본부의 당연직 6명을 포함하여 23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있어서 국립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위원장을 부총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재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는 점은 차이가 있음. 이는 회의의 주관이 본부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상지대의 경우 사실상 공영형 이사들로 정이사의 대부분이 선임되어 있
고,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도가 높아서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
로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재정운용 투명성 검증이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재정위원회가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
 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속력의 문제
- 법리적으로 심의기관의 심의결의에는 기속력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일반 국립대의 경우 의
결기관인 재정위원회 결의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심
의기관이어서 “재경위원회(또는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
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심의결의에 대한 느슨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제18조 제5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 상지대학교 재정위원회 역시 심의기관이므로 기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그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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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재정위원회 규정」 제8조)고 규정하여
국립대학법인과 동일하게 느슨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음
- 기술한 바와 같이 법리상 심의기관의 결의에 기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심의기관
으로서의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사실상의 권위를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정관 기구화, 둘
째 전문성이 검증된 개방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대
 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 문제
-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이 설치해야 할 법정위원회이므
로(「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법률 개정이 없는 한 재정위
원회는 두 위원회와 병존해서 설치되어야 함
- 위 세 가지 위원회는 일반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심의기관의 성격을 가짐. 다만 안
건에 따라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자문기관이 되기도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되기도 함. 즉 고등교육법은 모든 대학평의원회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학헌
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자문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사립
학교법에 의하여 대학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권한을 부여하
고 있음. 또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심사권과 의
결권을 부여하고 있음(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 공영형 사립대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위원회가 사립대에 설치될 경우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산에
대한 학교법인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까지 거쳐야 함
- 구성원 대표들이 세 가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한의 중복 문제
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방안으로는 공영형 사립대를 특별법 제정이건 고등교육
법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건 법제화할 때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
문사항 중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자문사항은 심의사항으로 하고, 예산·결
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재정위원회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영형 사립대를 법
제화를 통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당분간 권한의 중복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근본적으로는 현 법제상 최후의 심의기관으로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이해관계자들을 각기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별도의 스크린을 거치는 단체임에도 그 상위 심의기구의 위상을 가지
는 재정위원회에 본부 보직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거버넌스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논리적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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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05. 12. 29., 2013. 1. 23., 2015. 3. 27., 2019. 12. 3.>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
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 4. 7., 1999. 8. 31., 2005. 12. 29., 2013. 1. 23.>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5) FGI 결과
□재
 정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립대학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한 견제기구로서 재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모두 찬성하
고 있음. 특히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그것은 필수 요소임을 지적한 응답자들
이 대부분임
□ 그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재정위원회가 절차상의 명목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정운용 심의 혹은 자문활동을 실질적
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무보조와 자료제공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제도화 및 운용이 필
요하다는 주장
- 예산 편성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
원회 구성도 이에 부합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
- 학생들은 학생과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요구함. “학생 위원을 두어야 한다”거나 “교직원과 교
수,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함
□심
 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학에 설치되는 재정위원회가 법인회계를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는 지적이나, “기능의 중복에 따른 옥상옥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기존의 등록금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와의 권한설정 및 운영목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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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적 제언
□법
 령 개정 검토
- 법제화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할 경우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특히 예산·결산의 심의와 관련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요구됨.
즉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예산·결산을 제외하고,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는 등록금심의위
원회의 심사의결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또한 대학평의원
회의 자문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심
의사항으로 개정하여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의 회계 및 재정사업에 대한 심의 권한을 재정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개정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관 기구화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견제 기제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유대가 가
능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령 개방감사의 당연직 위원화와 학생대표의 일반직 위원화는
검토할 만한 사항임. 재정위원회의 전문성은 재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
회를 설치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음
(7) 교육부와 학교법인 간 협약 체결 조건
- 재정위원회를 정관 기구화할지 규정방식을 정관으로 할지 또는 대학규칙으로 할지 여부(정관 기
구화 문제)
- 위원 구성에 대한 최저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학생대표, 개방감사 참여 요구), 위원장을 일반
위원 중에서 정할지 여부
- 심의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최저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

3)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1)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설치
□ (규정 제정) 2020. 5. 8. 단과대학운영협의회 규정을 공포, 시행함
□ (목적)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는 대학운영의 구성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학칙 제2조 및 제61조의2
에 명시된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설치)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 책임 하에 단과대학운영협의
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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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는 해당 단과대학장,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장,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단과대학 재학생 2인,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
과(부)장이 추천하는 동문·외부인사·본교 직원 중 2인의 회원으로 구성함
(2)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의원의 역할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는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모집단위 및 입학정
원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 실험실습비 사용 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공간
배정 및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자재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음
(3)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제도의 특징
□학
 과별 발전계획, 실험실습비 집행 계획, 기자재 공동사용 등 단과대학 및 학과 운영의 중요사항
에 대하여 단과대학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논의, 심의할 수 있었음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가 교수(학과장), 재학생, 동문 등 각 구성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서 학
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회의 실적
□ 2020년 8월말 현재 9개 단과대학에 모두 설치되었고 학생대표, 동문, 지역산업체 인사 등이 회의
에 참석하여 학과 및 단과대학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함
□ 2020년 8월말 현재 9개 단과대학 모두 1회 이상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개최함
□ 각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별로 코로나19 관련 수업진행 방안, 신설학과 교육공간 배정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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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이 제고된 구체적 사례(만족도, FGI, 체감도)
□단
 과대학·학과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대학경영 투명성 제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제고(의견조사 결과)
참여 의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 가능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대학의 발전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

인문사회과학대학

학과별 애로사항 논의 가능, 학과별 의견을 다양하게 교환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대학경영 투명성 제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의사소통에 기여

경상대학

학생 참여가 제도화된 것은 고무적임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임
학과장, 동문, 학생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반영

생명환경과학대학
향후 구성원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정착에 긍정적 역할 기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대학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보장에 큰 도움이 됨
융합기술공과대학
현안에 대한 학과장 의견수렴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됨
학생, 지역사회, 동문대표 등이 참여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적절함
보건의료과학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 됨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한의과대학
외부인사가 회의에 참여하여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음
교원, 학생, 외부인사 간 협의에 의한 단과대학 운영 가능
예술체육대학
단과대학 운영 개선방안 도출과 공감대 형성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대학 경영 투명성 제고
교양대학
자율적 참여와 긍정적 의견수렴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함
평생교육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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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도입에 따른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만족도, FGI, 체감도)
□ 사학비리

근절 등 대학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위하여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 제도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특히, 학생들
의 민주주의 소양 함양에 도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대학 구성원의 의식변화(의견조사 결과)
참관 허용을 통해 회의공개 원칙 적용 가능
단과대학 자치 보장을 위해 행정 분권화 필요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민주주의 소양 함양에 긍정적 역할
학과장, 학생회 대표가 함께 학교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단과대학 발전을 위해 실질적 사업 논의, 심의 가능
교수, 학생, 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로 소통 활성화 기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과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

경상대학

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함
단과대학 학생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대학 공공성 강화, 대학 민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재학생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임
단과대학 내 학과, 학생 의견 소통으로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
민주적, 수평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긍정적임

생명환경과학대학

학과 간 협업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함
학과의 실습공간, 기자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음
학과장이 학생들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교원, 재학생, 동문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민주적, 합리적 대학운영을
기대함

융합기술공과대학

구성원 간 소통 강화, 상호 이해 협력 증진
권한이 부여될 경우 학과장회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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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운영협의회

대학 구성원의 의식변화(의견조사 결과)
다양한 위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의견수렴에 도움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

보건의료과학대학

외부인사, 재학생 대표와 대학의 역할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외부인사 참여로 지역사회 활동 확대가 가능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위하여 매우 특별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학생들의 민주주의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임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대학경영 투명성 제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됨

한의과대학

학생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이 생겨서 매우 긍정적임
학생, 교수, 외부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서 학사운영에 도움이 됨
학과별 의견개진과 발전방안 협의를 통해 대학운영 개선의 계기가 됨

예술체육대학
의견수렴, 해결방안 논의, 관심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하면 변화가 가능할 것임
교양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위하여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제도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평생교육융합대학

(7) FGI 결과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의 경우 구성원에 따라 의견이 갈린 항목임. 특히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두
주체인 학장과 학생대표의 의견이 상이하였음
- 학장들은 대체로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부정적임. 그 이유로는 단과대학 자체 예
산의 미약, 중앙집권화된 행정체계에서 단과대학의 고유 권한 미약 등이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 예산 및 권한의 확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권한 명확화, 단과대학장의 선출제 도
입 등이 제기됨
- 반면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공동으로 단과대학 운
영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긍정적임.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의제(가령 코로나19로 인한 수업방식 결정시 단과대학별로 존재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수업방법
결정)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추후에는 학생위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여 혹은 참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
을 것 같다”고 한 의견은 이 협의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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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장 이외의 응답자들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음
- 내부 교원과 교직원은 학장들과 유사한 지적을 함.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분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학장
중심의 단과대학의 권한과 책임”이나 “단지 의견수렴을 위한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운영은 자칫
탁상공론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일정 부분의 권한을 이양”하자는 주장 등이 그것임
- 동문 및 외부인사들은 이 협의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되길 희망하며, 그 내
용이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대학본부에서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지시와 명령체계에서 벗어나 각 단과대학의 특성과 효용을
바탕으로 단과대학별 자율성이 부여되어 이해 관계자들이 단과대학의 특성화나 발전전략을 추
진하는 데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이를 위한 권한
위임의 범위, 수렴된 의견의 전달 기구 등을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남음

(8)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 및 기대효과
□ 각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검토와 의견수
렴 과정을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발생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견조사 결과)
- 안건 등 회의자료 사전제공 및 회의개최의 정기화
- 교수 및 학생의 운영협의회 회의 참관
-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권한 재검토 및 특성별 규정 개정 필요
-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의사결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성 내포
□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의 자율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
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예산의 증액도 따라야 함
□ 단과대학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임
□ 상지대학교의 경우처럼 작은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부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단과대
학의 권한이 작고 자율성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역
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단과대학에서는 이러한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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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안건이 생겼을 때 학장이 단과대학 소속 학과장들을 소집하여 학과
장 회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는 기존의 교수 중심의 학과장 회의에 학생
대표들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한다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수렴 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그리고 단과대학의 역할이 큰 대규모 대학의 경우 이러한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역
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함
(9) 학과별 간담회 실시
□학
 과별 간담회 취지
- (중장기 발전계획, 공영형 민주대학 비전 실천) 2018. 7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구
성원이 참여하는 ‘공영형 민주대학’,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협력대학’을 핵심 비전으로 설
정. 공영형 민주대학 5개 핵심과제, 15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협력대학 4개 핵심과
제, 12개 실행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고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의 전초기지)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전초 대학으로서 정책안을 선도적으
로 만들 수 있는 기회. 학내 구성원 간에도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심화학습 기회로 활용 가능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 표현의 기회)
- (대학과 학과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 논의) 향후 1~2년이 상지대의 10년 미래를 결정하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대학과 학과의 발전계획과 특
성화 방향에 대하여 토론·논의하고, 대학본부와 학과 구성원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대
학운영의 구체성·체계성·합목적성 확보
- (학과 교수와 교무위원 간 개방적·참여적 업무토론) 학과 교수와 총장·부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이 참석하여 개방적·참여적 업무토론을 통해 학과 및 대학 발전을 위한 효율성 확보
- (학과 구성원과 함께 하는 업무토론 지향)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학과별 간담회 과정을 통하
여 학과와 대학발전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운영의 구체성·체계성·합목적성 확보.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의 참관 허용, 학과별 발전계획서 공개 등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비전 실천의 기반 확보
□ 학과별 간담회 진행
- 학과별 간담회는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 상지대학교의 총 63개 모집단위 중
61개 학과가 참여하여 실시함
- 학과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학교 및 학과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정리하
고 이후 전체 학과장 간담회에서 학과별 간담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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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1) 이사회 참관 실행과 제도화 계획
□법
 인의 이해 관계자들(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 등)이 이사회 회의에 참관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
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음
□현
 재 상지학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사회 참관은 정관이나 학교규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참관희망자의 요청과 이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호응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 그런
점에서 상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사회 참관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일반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실상 공익이사로 구성된 상지학원의 경우 이사회의 공적 선의에 따라 이사회 참
관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해 관계자의 참관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의 선의에 의존하여 참관이 이루어
진 까닭에 정형화되지 않은 참관제도의 운용에서 비롯되는 과제들이 노정됨
□그
 럼에도 이해 관계자들의 이사회 참관과 의견 개진은 이사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
엇보다 법인과 대학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므로 이를 활성화 또는
제도화할 필요가 큼
□추
 후 이사회 참관제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관시행세칙에 반영할 계획임. 이에 앞서 이사
회 개최 전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공개(정관 제34조 제2항), 이사회 종결 후 회의록 3개
월간 공개(정관 제34조의2 제1항) 의무를 정관개정을 통해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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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이 제고된 구체적 사례(만족도, FGI, 체감도)
1

이사회 참관(2020. 4. 29. 제326회 이사회)

위원 구분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제고(의견조사 결과)
상지대학교의 이사 구성은 사학운영의 책무성과 사회
협력을 담보할만한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음

이사회가 상지대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단체의 의
교원

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대학 내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법인 감사가 적절히 포착
하여 이사회가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사장이 이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관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함
이사회가 상지대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

동문 및
지역사회

2

로 판단됨
교수, 직원, 동문이 참관인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음

이사회 참관(2020. 6. 23. 제327회 이사회)

위원 구분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제고(의견조사 결과)

교수, 학생, 직원 등의 구성원단체와 동문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고
우호적으로 의견개진을 허용하여 회의를 진
행한 것은 이사회의 투명성을 잘 보여줌
교원
이사들이 구성원단체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여줌
이사회 회의자료가 참관인에게 제공되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음
참관인의 발언 기회가 특별한 제한 없이 부여됨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참관인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음
이사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이사회 안건자료가 잘 전달되어 회의에 소외되지 않고 참관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음
학생
참관인에게 발언권이 부여되는 것은 긍정적임
학생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 대표 참관인들에게 공평하게 발언권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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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분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제고(의견조사 결과)
이사회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됨

직원

재정 안정화와 학교 중장기 발전 등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함
참관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임

동문 및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나아가고 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사회 참관에 참여하여 긍정적임

지역사회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참관인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어 발언이 가능

□ 제도도입에

따른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만족도, FGI, 체감도)
1

이사회 참관(2020. 4. 29. 제326회 이사회)

위원 구분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의견조사 결과)
교수, 직원, 동문이 참관인으로 선정되어 대학 및 법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회의 운영의 실제
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음

교원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참관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이사회가 각 산하기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됨
지자체, 지역기업체, 동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상지학원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공영형 사립대학의 취지가 실현되어 국립대학에 준하는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 명실
상부한 중부내륙 도시의 중심인 원주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서 국가균형 발전의 큰 틀을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함

동문 및
지역사회

이사회 참관을 통한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대학경영 투명성 제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사 구성원의 전문성과 정의를 향한 반듯한 책임감은 향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지역사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음
재원과 권력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 안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지대학
교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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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참관(2020. 6. 23. 제327회 이사회)

위원 구분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의견조사 결과)
상지학원의 정상화는 이사 구성의 민주성과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익적 이사 구성이 대학의 안

교원

정화와 발전에 핵심적 요인임을 명징하게 증명함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 참관제도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이사회 참관인 제도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다가갈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함

학생
이사회 참관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구성원들의 책임감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함
참관인에게 이사회 안건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직원
상지학원 이사회를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면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 공공성 확보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함
교수대표, 학생대표, 동문대표, 직원노동조합 등 구성원 참여 속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투명한 운영
동문 및

을 한다는 의지로 보여짐

지역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참관 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이사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그리고 안건이 사전 통지되는 절차가 필요함
- 어디에서 실무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청을 주관할지 정할 필요가 있음. 구성원
단체와 동문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들의 회의체인 대학평의원회가 참관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재정 문제에 특화된 재정위원회보다는 타당하다고 봄
- 그 경우 법인사무국은 대학평의원회에 이사회 개최일정과 안건을 사전 통지하고, 대학평의원회
명의로 구성원과 동문 및 지역사회의 참관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제도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함
-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예컨대 교원 인사)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참관희망자에게 제공
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
 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참관인의 발언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사들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장이 불허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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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참관(2020. 4. 29. 제326회 이사회)

위원 구분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의견조사 결과)
이사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필요
재정을 전담할 전문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사 정수 확대 검토 필요

교원

참관인에게 보안각서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회의자료가 참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향후 학생대표들에게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이사회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관제도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목적, 회의자료 열람 권한, 참관인의 발언권, 참관인 선정 범위 등)
이사회 회의자료(심의안건, 보고안건)가 참관인에게 제공되지 않아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음

동문 및
지역사회

향후 학생대표들에게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이사회 참관제도를 정관 또는 정관시행세칙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단,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2

비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개선 검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이사회 참관(2020. 6. 23. 제327회 이사회)

위원 구분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의견조사 결과)
참관인들의 발언 신청 방식과 절차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음

교원

이사회 참관 신청 및 허가, 참관인의 발언권, 회의자료 제공 등에 관련된 예측 가능성
이 결여됨
이사회 참관 제도를 정관 또는 정관시행세칙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사학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이사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공식적으로 이사회 참관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학생

비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개선 검토
제도화 검토

이사회 참관 제도화가 이루어져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하면 민주대학 실
천이 가능함

제도화 검토

안건자료 접근권이 상당히 낮음

개선 검토

이해 관계자 누구든지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검토

참관인의 범위를 지역사회에도 최대한 개방할 필요가 있음

제도화 검토

이사회 참관제도는 꼭 필요하므로 정관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제도화 검토

직원

동문 및

이사회 회의자료와 내용 숙지가 어려움

개선 검토

지역사회

참관인의 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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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개정 검토
- 이사회 참관 제도는 공영형 사립대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이사회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과 사
립대학법인 모두 확산 적용해야 할 제도임. 그런 점에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정
책적 접근이 필요함
- 이사회 참관은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재정위원회보다는 교수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및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 이사회 참관 요청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관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요망
□교
 육부와 학교법인 간 협약 체결 조건
- 참관제도의 정관 규정 여부
- 참관제도 운용의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허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신청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회의자료의 열람권을 인정할 것인지, 참관인에게 발언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
- 참관 신청의 주관 설정 여부(재정위원회로 할 것인지, 대학평의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구성
원단체와 동문단체로 할 것인지 등)
- 이사회 개최 안건 홈페이지 공개 여부,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기간 설정
(2) FGI 결과
□구
 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
 성원단체 대표의 이사회 참관에 대해서는 사학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
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공감함
- 실제 이사회 회의에 참관한 학생대표의 경우 참관으로 이사들과의 친밀도가 깊어지고 존중받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 등 이사회와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제도가 좀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 자료가 충실히 제공되어 참관의 실질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봄
- 이 제도는 우리 대학만의 특성이 될 수 있으므로 널리 홍보하자는 주장도 있었음
□ 반면 참관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함
- 참관을 원한다면 허락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투명하고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한 것이 조직의 섭리”이므로 안건에 따른 제한적 참관제도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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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의견은 “구성원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해 놓고 그걸 또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이사
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 집중되었고,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이사
회 회의에서 확실하게 다루면 구성원이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5)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1) 구성원단체
□교
 수협의회(교수노동조합 합법화)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로부터 교수는 학생과 더불어 대학운
영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대학운영 참여권)를 갖는 당사자로 인정받고 있음
- 고등교육법은 학칙에서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
으로 규율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유한 교수사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제6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6호)
-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수회가 상설적 기관으로 존속하는 교수 전체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이를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의 주체가 되는
비상설적 회의로서 자치 조직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런 점에서 고등교육법상의 교수회
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이르는 정도의 단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상지대학교의 경우 교수들의 자치조직으로서 대부분의 전임교원이 가입하고 있는 교수협
의회를 학교규범상 공식적으로 교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명시하는 데 법적 지장이 발
생하지는 않음. 오히려 대부분의 전임교원이 가입한 전임교원들의 자치조직을 정관이나 학교규범
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학교운영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사회나 총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점에서 상지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서 구성원단체로서 전임교원 과반수가 가입한 교수
단체를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적법한 대표단체로 규정한 것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규범적 의의가 큼
□총
 학생회
- 고등교육법상 학생회는 교수회와 아울러 학칙이 규정해야 할 사항이고(제6조 제2항, 시행령 제4
조 제10호),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권리를 가진 학생의 자치조직으로서 총학생회를 정관이나
학교규범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교수협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조치임
- 그 점에서 상지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서 구성원단체로서 총학생회를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적법한 대표단체로 규정한 것은 교수협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칙상 총학생회의 학교운영 참
여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규범적 의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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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노동조합
- 직원노동조합은 현재 판례상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법적 이해관계를 갖는 당
사자 자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나(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27), 법
정위원회인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그리고 임의적 교내위원회인 재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직원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법적 지
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특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학교원노조가 합법화된 현실
을 감안할 때 직원노조의 대학경영에 대한 당사자능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봄
- 그 점에서 상지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서 구성원단체로서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
합을 직원사회를 대표하는 적법한 대표단체로 규정한 것은 향후 노동조합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27) “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학생회와 교수회와는 달리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인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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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단체의 공식화 수준
□과
 거 상지학원 정관은 대학평의원 위촉과 관련하여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제
35조의4)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는 바(제35조의9), 최근 정관 개정을 통해 각 구성원 대표단체의 규범적 지
위를 명시적으로 확인함(제35조의3). 이는 학교규칙에 의한 공식화보다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규범적 의의가 있음
『상지학원 정관』
제35조 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상지대학교에 교육 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 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 (구성원 대표단체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상지대학교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구성원 대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과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등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원 5명
나. 직원 2명
다. 조교 1명
라. 학생 2명
마.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성원 대표단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마호에 따른 평의원의 경우
법인이나 상지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 상지학원 정관은 이미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에 구성원 대표단체
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제24조의3 제2항)
- 반면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의6)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에 대해서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상지학원은 정관 개정을 통해 구성원 대표단체의 규범적 지위를 인정하였고(정관 제35조의
3), 향후 정관시행세칙에서 각 구성원 대표단체 및 구성단위를 구체화할 예정임(개정안 제4조의2)
- 정관시행세칙에 따를 경우 구성원 대표단체는 현재 상지대학교에서 대표성이 인정되고 있는(향후
조교단체가 성립될 경우 과반수 조교단체까지 포함하여)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가
규범적으로도 대표성을 획득하게 됨
- 따라서 과거 구체제에서 법인이나 대학본부가 주도하여 조직한 유령조직 또는 친재단 성격의 급
조된 교수단체나 노동조합을 통해 구성원단체의 대표성과 규범적 지위를 무시하는 전횡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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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제4조의2(구성원 대표단체) ①정관 제35조의3 제3항에 따른 “구성원 대표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교원 :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과반수 교수단체(과반수 교수단체가 없는 경우 회원이 다수인
교수단체)
2. 직원 : 교섭대표 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이 다수인 노동조합)
3. 조교 : 과반수 조교단체(과반수 조교단체가 없는 경우는 회원이 다수인 조교단체)
4. 학생 : 학칙에 따른 총학생회(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학생중앙운영위원회)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총동문회
② 정관 제24조의3 제2항 제1호의 상지대학교 평의원회 추천 위원 3인은 교수, 학생, 직원의 구성원
대표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한다.

(3) 법령 개정 검토
□ 대학

교원노조의 결성이 활발해질 경우 고등교육법상의 교수회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현장에
서 논란이 될 수 있음
□ 교원의

자치조직으로서 교원노조와 교수회(교수협의회 또는 단체성을 가진 교수회 또는 교수평
의회)가 개별 대학에 양립할 경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기존 규정 적용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4) 교육부와 학교법인 간 협약 체결 조건
□ 교원, 직원, 학생을 각각 대표할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교원단체가 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정관이나 학교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부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요구할 협
약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봄
(5) FGI 결과
□ 구성원 단체의 정관 기구화와 관련하여 “구성원 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 하여 명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응답자가 찬성
하고 있음
- 원론적으로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는 “교원·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자조조직을 구성하여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매우 정당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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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실제로 현재 구성원단체는 실질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총학
생회가 이미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하느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
만 정관에 명시된다고 하면 좋다”고 여기고 있음
- 다만 “구성원단체의 이기주의를 어떻게 자정하느냐”는 문제가 고민할 사항이라거나 “구성원 단체
에 동문의 역할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음

6) 총장 직선제 제도화
(1) 직선제 이전의 민주적인 총장 선임 방식
□상
 지대학교는 2018년에 처음으로 직선제에 의해 총장을 선출하였음. 그 이전의 민주화 시기에는 내
부분열 등의 우려로 직선제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민주적인 외부인사를 추대하는 방법을 택함
□총
 장 추대의 방식을 택했던 시기에도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음
□상
 지대학교는 제1기 정상화 체제(1993년∼2010년)와 제2기 정상화 체제(2017년∼현재)에서의 상
지학원 이사회는 공익적인 이사들로 구성이 되었음
□공
 익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제1기, 2기 정상화 체제에서의 상지학원 이사회는 총장 선임 방식에 있
어서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
□제
 1기 정상화 체제에서는 외부의 개혁적이고 명망 있는 인사를 민주총장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였고, 제2기 정상화 체제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였음
□총
 장 추대 방식과 직선제 방식 모두 공익적인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구성원의 합의 하에 민주
적인 절차로 총장 선출이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2) 제1기 정상화 체제의 민주 총장 추대
□ 1993년 3월 김문기 등의 이사가 전원 해임되고, 1993년 6월 임시이사 파견되었음
□ 2004년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10년 사분
위에서 정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음
□ 1993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사회와 구성원의 합의 하에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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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을 통해 총장을 선출하였음
□제
 1대 민주총장(제2대 총장)의 경우에는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 117명이 서명한 김찬국 교수 단
일 추대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총장 추대안을 가결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이를 이사
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의결하여 선임하였음
□제
 2대∼제6대 민주총장의 경우에는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 구성원단
체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민주총장 후보 추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후보를 이사회에 추
천하였고,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가운데 총장을 의결하여 선임하였음
□민
 주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총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
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음
-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
- 구재단의 복귀에 대한 반대 의지가 확실한 인사
- 상지대학교를 민주대학, 시민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이 있는 인사
- 대학의 민주적 운영 의지가 확실한 인사
□제
 1기 정상화 체제에서는 내부 역량의 부족을 보완하고, 내부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추대하는 추대 방식을 택하였음
□6
 회에 걸친 총장 후보 추대 과정에서 구성원과 이사회의 원만한 협조 속에 민주적이고 개혁적이
며 학교의 민주적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었음
□공
 익적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원이 숙의를 거쳐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총
장으로 선임한 것인 바, 총장 선임에 있어 이사회와 구성원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부록3 참조)
(3) 직선제 규정 정비 필요성
□상
 지대학교는 제2기 정상화 체제에서 현 총장을 교원, 직원, 학생의 학내 구성원의 직선에 의하여
총장후보를 선출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
는 절차를 시행한 바 있음
□이
 상의 직선에 의한 총장후보 선출은 정관이나 학교규칙에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구성원단체들 간의 ‘신사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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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 직선제의 경험을 규범화하여 총장선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타 대학 사례
□이
 화여자대학교
- 정관시행세칙 제5조에 “총장 선출 관련 이사회 의결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
- “이화여자대학교 제16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16대 총장 선출에 한정되어 적용

-제
 10조 (총장후보 선정 방법)
• 관리위는 제1항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1위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로 선정
하며, 선정된 총장후보는 순위를 표시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선거를 통해 2인의 후

보를 이사회에 추천
• “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 투
표일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
항에 따른 방식으로 총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 제3항에 따른 2차 투표자에서도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는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
와 2위 득표자 모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총장후보
로 선정하며, 선정된 총장후보는 순위 표시 없이 이사회에 추천한다.”
□ 성신여자대학교
- 정관 43조에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
천된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한다.”로 명시

선거를 통해 2인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

- “성신여자대학교 제11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규정”

제11대 총장 선출에 한정되어 적용

- 제18조 (투표 및 개표)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후보(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들을, 2위 득표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들을 후보로 한다)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
다. 결선투표는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에 이를 때까지 실시한다.”
- 제19조 (후보자 선정 및 추천)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1위와 2위 득표자
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고, 총장후보자의 순위를 표시하여 법인 이사회에 지체 없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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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대학교
-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근거하여 총장 선출
- 제2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 “ 경북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실시하는 직접·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 제42조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 “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
를 한 후보자로 선정하며, 그 선정순위는 득표 순위에 따른다.”
•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득표순 2위 이내의 후보자
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 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순위를 정한다.”
(5) 상지대학교 제도화 방식(정관, 학칙 등)
□ 현재 상지학원 정관은 총장의 임용을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정관 제31조 제5호)

『상지학원 정관』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따
 라서 총장임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하위 규범에 위임할 필
요가 있으며, 그 규정화는 직선제 시행 시 따랐던 신사협정과 다른 대학의 선출제도를 참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
 영형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을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공
 영형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1순위자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후보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
한 법적 결격사유 부재 시 총장으로 임명한다”의 내용을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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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구성원이 합의한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대학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

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와 같이 1회에 한정된 규정으로 할지의 여부는 토론의 여지가 있음
(6) FGI 결과
□총
 장 직선제 제도화와 관련하여 “총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총
 장 직선제 역시 모든 응답자가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동시에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총
장선임 과정에 있어서 “상지대학교가 민주사학의 정체성을 총장 직선제를 통해 구현한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총장 직선제는 대내적 민주성에는 충실하지만 대학혁신과
대외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또한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상지대학교의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적 덕망과 역량을 갖춘 총장을 선임하여 지
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확보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 또한 상지대학교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적은 간결하지만 핵심을 지적하고 있음
□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개방적 총장 직선제 : “총장 직선제를 제도화할 때 대내적 민주성 외에도 대외적 책임성이나 대학
의 개방적 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형 사립대학을 지향하는 조건에서 총장후보 추천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
견 반영은 물론 공영정신에 충실한 후보 추천과 선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 총장 직선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직선과 추대의 병행 : “종래 우리 경험을 다 계승해서 필요한 경우 직선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추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음
- 투표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는 “교수, 학생, 직원의 비율을 30%, 30%, 30%로 하고 지
역사회와 동문에게 10%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직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구성원단체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되, 한 집단의 과반 이상의 비율은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또한 다른 학생 대표는 “우산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에게 가능하다면 투표권을 부여
해 준다면 그것 또한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
시하였음
□규
 정 마련으로 직선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있고, 직선제에 찬성하되, 선거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동반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역량이 필요하며, 구성원 간의
심리적 분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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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1) 교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고
 등교육법상 대학의 교무위원회는 학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국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의 사립대학들은 학칙에 교무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상지대학교 역시 정관에는 규정이 없으나, 학칙에서 교무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학칙 제68조). 상지대학교 학칙에는 교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심의사항은 학사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업무
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들임
□상
 지대학교 교무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각 처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무위원
을 추가 위촉할 수 있고,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상지대학교 학칙』
제68조(설치)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조 변경 2004. 12. 22.)
제69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각 처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
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조 변경
2004. 12. 22.) (조 변경 2010. 6. 1.)
제70조(운영)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학과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상벌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대학 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8. 대학원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조 변경 200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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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기구화 방안 검토
□대
 학운영에 있어서 집단적 지성에 의한 대학내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정관
기구화하는 방안을 공영형 사립대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상지대학교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교
 무위원회는 현재 상지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
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대부분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임. 교무위원회를 정관상의 기구로 둔다면
이사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권’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전제가 될 것
인데, 학사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개입을 금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
기가 있음
□ 대학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정관에 대학학사운영에 관한 기제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이 있음
□교
 육부는 학칙에 규정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음
(3) FGI 결과
□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
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라는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교무위원회의 정관 기구화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응답자들은 대체로 찬
성의견을 보임.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단과대학장이 임명직인데 반하여, “단과대학 구성원들
의 의견이 반영되는 단과대학 학장”이거나 “직선제 학장”이어야 한다고 봄

8) 지역사회 대표 인사의 이사 선임
(1) 이사정원 증원
□임
 재홍28) 등은 “공영형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변경의 방식들”에서 이사회 이사 수를 20∼30인으
로 하고, 공익이사(개방이사 포함)를 50%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대
 부분의 사학비리가 설립자 측 인사들로 구성된 소수 이사들의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에 의해 발
생하였음

28) 임재홍 외 8인.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 20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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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비리를 근절하고 사학 혁신을 위해서는 개방적이며 공익적인 이사회 구성이 필요함
□사
 학 혁신을 목표로 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하여 공익이사 50%를 포함
하는 이사정원 증원의 확대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 정수의 증원 문제는 2019. 12. 11. 이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실증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추후 법인사무국에서 정관을 전체적으로 검토·정비하는 안
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안건은 유보함
(2) 지역 인사의 이사 선임
□지
 역 거점 대학으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공영
형 사립대학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지역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함
□사
 회협력대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에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사가 이사가 되는 것이 필요함
□현
 재 상지학원의 이사 9인 중 2인이 지역 명망가로 선임되어 있어서, 지역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
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다만 현 이사들의 임기 후에도 지역 인사의 이사 선임을 지속하기 위해
서는 정관에 지역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3) 재정이사 선임
□재
 정적 측면에서 이사회의 법적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인 및 학교의 재정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이사 확보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임
□대
 학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을 담당할 재정이사를 선임할 경우 정관에 특정할 필
요가 있음
□재
 정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회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함
(4) 법령 개정 검토
□공
 영형 사립대가 법제화될 경우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이사와 재정전문 이사를 선임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할 수 있음

12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그
 러나 이사 구성의 양적·질적 변화는 기존 이사회 역학관계의 변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으로 강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이사와 관련해서는 재정에 관한 전문성 판단기
준의 설정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교육부·지자체와 학교법인 간 협약 체결 조건
□고
 등교육법 제7조와 사립학교법 제43조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규정화되어
있음. 지역거점 대학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역할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
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공
 영형 사립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인사
및 지자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6) FGI 결과
□지
 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
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지
 역사회 대표인사의 이사 선임에 관하여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였음
- 찬성하는 응답자는 일정 수의 이사를 지역사회 대표 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정관 등을 개정
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함.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의 범위와 대표성의 기준을 둘러싼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
주시장, 강원도지사, 시의회 의장 등의 명확한 직위가 필요”하다는 주장, “실질적으로 대학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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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 “지역의 신망받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되 연령과 성별의 다양화를 통해 개방적인 이사회”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됨
- 반대하는 입장의 응답자의 반대이유는 지역사회 대표 인사의 기준 설정이 곤란하다는 것임. 그
대안으로 “차라리 동문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공적 이사가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심이 있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등을 적시하기도 함.
보다 본질적으로는 결국 사람이 문제이므로 “지역” 인사가 아니라 공영형 사립대학에 걸맞는 공
공성을 담은 인사를 찾는 것이 의미 있다는 주장도 있음
□공
 영형 사립대학의 주요 목적이자 방법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
학의 지배구조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공감대
는 형성되었다고 봄. 하지만 그 실현방안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역인사”
의 선정 기준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1) 현황 검토
□감
 사 2인 중 1인은 개방감사이며, 구성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
천한 인사를 임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항목은 현행 제도 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항임
□개
 방이사·개방감사 추천에 있어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개방이사 추천위
원회 구성에서 법인 추천 몫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2) 감사 정수 확대
□ 현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선임하는 1
인의 감사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임하는 1인의 개방감사로 총 2인의 감사를 두
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상지대학교에서는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에 더하여 이른바
구성원단체의 추천으로 공익감사 1인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공익감사 1인을 추가하여 3인의 감사를 두는 것은 국립대학법인보다도 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어서 과잉규제일 수 있으며,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행정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3인 체제의 감사를 둘 경우에는 개별 독립적인 3인의 감사가 각자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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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상장법인의 경우처럼 감사위원회를 두어 집체적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음
□현
 실적 측면에서 감사의 수를 증원하기보다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법인 몫으로 할당된 추천
위원 1인(정관 제24조의3 제2항 제3호)을 포기하고 개방이사·개방감사 추천에 있어 이사회 구성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실천적 방안으로 판단됨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3) 감사 추천 절차(정관 명시 여부)
□ 상지학원은

법인의 임원으로 감사 2인을 정하고 있고(정관 제22조 제1항 제2호), 그 중 1인은 사
립학교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
음(정관 제25조 제6항)
『상지학원 정관』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제1호의 이사 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호신설 2006. 11. 13.)
제23조 (임원의 임기) 생략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06. 11. 13.)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2006. 11. 13., 2011. 12. 26.)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5.)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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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추천하는 7인으로 한다.(개정 2017. 11. 07.)
1. 상지대학교 평의원회 3인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 1인

3. 이사회 1인

4.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1인

5. 총동문회 1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06. 11. 13.)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5., 2020. 3. 1.)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③ 생략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해서는 제24조의2규
정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6. 11. 13.)(개정 2007. 11. 5.)
⑦ 생략

(4) 감사 추가 선임에 대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입장
□ 현재

상지학원은 2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1인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방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임
□상
 지학원 이사회와 상지대학교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것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상
 지학원은 정관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인 인사의 참여를 1인으로 줄인
바 있음
□추
 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현
 재 사립학교법에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
 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명
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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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GI 결과
□구
 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
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
 성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객
관성을 담보하며, 감사 선임 자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찬성
하는 의견이 다수임. 다만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지역인사의 이사선임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단체의 감사 추
천에서도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음
□구
 성원단체의 감사 추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은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추가” 추천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구분됨
- 감사는 “되도록 외부인으로 해야 이해관계에 좌우됨 없이 공명정대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
므로 내부 구성원에 의해 추천하는 감사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구성원 단체 역시 내부의 이해 관
계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임. 또한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이 지나치게 절차적인 곳에 비용이 소모
된다는 단점”을 지적하기도 함
- 추가 선임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음. “개방감사의 선임에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로 구성원 단체가 추천하는 감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운
영에 중복적 요소”가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임. 또한 우리 대학의 규모에서 3인의 감사는 너무 많
다는 지적도 있었음

3. 사회협력대학 비전 실천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
(1) 사회협력대학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대
 학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사회협력대학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과 신설 및 관련 교육내용을 정규커리큘럼에 반영하
는 것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과 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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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사회협력대학 육성이 필요함
-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2019년 전체인구의 50% 인구집중 초과)와 주요기업의
역량과 자원이 집중하여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문제에 시달리고 지방은 발전이 정체되어 낙후되
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공익가치를 높이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 상지대의 역할이 강화될 때, 상호위기극복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음
- 즉, 사회협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배출되면 지역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수도권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소멸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맞춤형 교육으로 ‘소수의 강한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공영형 사립대
학 정책에 대비할 수 있음
□수
 도권 인구집중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상지대학교만의 사회협력대학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정(2013. 12. 31.)으로 지역인재 전형 및 지방대학 출신의 공
무원 채용이 확대되고 있음
- 상지대학교는 지역 여건과 그 동안의 역량을 고려하여, 건강생명형·농업생명형 사회협력 대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원주혁신도시는 건강과 생명을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학의 인재육성을 위한 전
략과 방향설정이 필요함
- 혁신도시 시즌 2의 과제 중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을
주목해야 함
산학협력 클러스터 육성
맞춤형 강좌, 전공개설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재 대상 장학금 확대
현장실습 및 교수 요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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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과 지역 간의 연관성
□지
 역사회 협력형 대학의 일반적 개념
-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의 학문분야·기능유형을 설정하고, 지역 및 학내의 자원을
집중 혹은 재분배함으로써 대학 자체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협력형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위 과정을 거쳐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정보를 연구·생산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전문화 과정을 지역사회 협력형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지역사회 협력형 대학의 개념은 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으로 구분하거나 국제화를 중심
으로 진행되어 왔음
- 진정한 지역사회 협력형은 기존의 정립된 유형에서 벗어나, 학교의 특성 및 가용 자원을 파악하
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상
 지대학교 사회협력대학의 개념
- 대학의 운영 및 대학 구성원의 의식 활동은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은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문화·예술·경제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상지대학교의 사회협력대학
모델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상지대학교의 전문기술과 지식·시설·연구실적 등 연구개발 결과를 지역 산업체에 공급하는 등 기
술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각종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에 기여하는 것을 상지대학 사회협력대학의 목표로 삼고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구하는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대학의 비전 전략 방향
• 사람중심 포용국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구현하는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
• 사회혁신 인력 양성, 지역경제 혁신 선도, 사회 공공서비스 거점화, 문화·여가서비스 거점화 등
4대 목표를 설정
• 사회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교육의 강화
• 지역경제 혁신 선도를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을 통한 지역 고
용 창출을 선도하는 대학
• 사회적 돌봄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여 생활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공공서비스 거점
대학
•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화·여가 서비스
거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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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사람중심 포용국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구현하는 대학

플랫폼

생애주기별 사회혁신 서비스 융합 허브 (HUB)

전략

프로
젝트

사회혁신 인력 양성

지역경제 혁신 선도

사회 공공서비스 거점

문화·여가서비스 거점

배움

일

돌봄

쉼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기업 성장센터

·발달장애 돌봄센터

·복합체육센터

·사회적경제학과

·사회적기업 R&D센터

·다문화 교육센터

·생활주기 여가센터

·HRD-직업능률혁신원
(국가기술자격교육과정)

·소상공인/청년지원센터

·지역보육센터

·공공스포츠클럽

·커뮤니티 리빙맵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역문화공연센터

·원주특화산업 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생협 로컬푸드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굵은 단어 : 신설조직 / - 얇은 단어 : 향후 추가 신설 계획

(3) 사회협력대학 사업 추진 성과와 실적
□상
 지대학교 사회협력 사업 추진
1

사회협력 조직 신설

- 설치 사유
상지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4대 혁신목표 중 사회협력대학 비전을 실천하고, 공영형 사립대학
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협력을 강화하고, 2019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
- 사회협력 부총장 및 사회협력단
• 사회협력 부총장 및 사회협력단 직제를 신설하였음
• 직속 부설기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지대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이 있음
교육부총장

사회협력부총장

사회협력단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융합대학

학생행복처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HRD
직업능률혁신원

사회적경제학과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청년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사회봉사단
창업지원단

원주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학과)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센터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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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8 ~ ‘19)
기존

2

사회협력단 및 산하 각 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예산(지원처)

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억(식약처, 도비, 시비)

2

상지대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바우처(원주시)

3

청년지원센터

4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5

우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비고
산학협력단회계
학교회계

5천1백, 2020년 : 9천
직접사업비 1억4천4백(청년재단)
8천4백, 2020년 : 1억8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9천4백, 2020년 : 2억2천(원주시)

학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상
 지대학교 사회협력 주요 실적
1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강원도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교내에 유치
• 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원리를 바탕으로 소득양극화와 사회경
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힘을 싣고 있음
• 특히 2020년 사회적경제학과를 신설하여 대학과 현장 간의 협력형·순환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
해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 지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
2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개소

•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내부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적기업 성
장지원센터를 교내에서 운영
•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견실한 사회적기
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 입주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네트워킹을 연계
3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더불어 봄” 운영

• 발달장애 학부모가 만든 협동조합 드림하이와 함께 교내에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
여,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 센터 설치 과정에서 LH가 내부 시설을 지원하였음
•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설치한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다른 센터와 달리 상지대 부
속 한방병원에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과 치료를 병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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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발달장애 학부모 중심의 협동조합이 협력하는 새로
운 복지 모델로 기대와 호평을 받고 있음
4

청년지원센터

• 상지대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재단이 지원하는 청년지원 센터
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원주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5

HRD-직업능률혁신원(국가기술자격교육과정)

•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인 HRD-직업능률혁신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증 준비를 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수업료와 제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6

이상의 기관 이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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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협력대학 비전 실천 우수 사례
지역산업 연계
우수사례
활동
우수성
활동
목적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성장지원센터 설립

• 강원도 최초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강원)
• 전국 10개 센터 중 유일하게 대학교 내 설치
•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의 입주공간 제공 및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보육센터)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보육(창업준비팀

초기창업팀

재도전

창업팀)
- 사회적경제 혁신창업 올림픽 개최(2018 상·하반기)
<센터 선정, 개소 보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립(2019.9) 및 운영
- 주요사업 : 사회적기업 진입 및 성장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
활동
내용

- 50개 기업 유치, 지원예산 연 1.8억원 규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1개사, 사회적기업 인증 8개사
- 수요조사를 통한 입주기업간 협업사업 추진(5개 사업)
-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 연계(3개사)
• 센터 설립·입주 전·후 기업 고용 및 매출 변화
구분

2018(입주전)

2019(입주후)

입주기업 고용인원(취약계층)

98(32)

130(43)

입주기업 총매출(억원)

32

38

• 지식·인력 : 전문 지도·운영인력 지원
대학자원
지원내용

• 공간·시설 : 대학원관 1층 및 2층 일부
• 예산지원 : 2019학년도 9,138천원(인건비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분포>

파트너십
구축관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보육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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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연계
우수사례

한방의료기기 특화 지역산업 체계적 지원

• 지역특성화 : 원주권 대학 최대 의료·바이오·환경 창업시설(입주
62개, 보육실 86개)
• 지속성 : 2002년 이후 창업지원 지속
• 운영평가 : 강원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S등급”
활동
우수성

• 한방산업진흥 센터 - 2019년 원주시 평가 결과 93.8점(우수)
• 매출액, 사업화지원금, 지재권 등 대폭 증가(한방산업센터/창업센터)
구분
사업화지원(백만원)
총 매출액(백만원)

2018

2019

21

33

159%

11,553

16,736

145%

9

16

178%

지식재산권 등록(건)

활동
목적

비율

<창업보육센터(신관)>

• 원주 의료기기 분야 지역수요에 대해 상지대 강점인 한방분야를
특화하여 한방의료기기 지역산업 육성
•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 의료기기 업체 육성 : 입주기업 9개(2개 증)
•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공감e가득 사업) 수주(행안부)
- 상지대 부속한방병원-도청 협업으로 격오지 원격진료 (강원도내 5

<입주기업 제품전시>

개 지역, 사업비 5억)
활동
개요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입주기업 2018년 51개 → 2019년 53개(특화업종: 바이오, 환경)
- 창 업성공률 2018 목표 80%, 실적 100%(31개사), 2019 실적
100%(35개사)
* 상지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주기업 산학연 협력과제 추진
•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원주시 부론산단)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MIT) 등 사업협력
• 지식·인력 : 센터 운영, 입주기업 교육, 창업 지원

대학자원
지원내용

• 공간·시설 : 사무실 및 장비 대여(매년 회의실·세미나실 추가, 시설
개선)

파트너십
구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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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 강원도 - 원주시 - WMIT
• 파트너 역할 : 예산 및 행정 지원(강원도, 원주시, WMIT)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원격진료사업 보도자료>

지역사회 봉사
우수사례

의료분야 특화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 지원

• 독창성 : 의료분야 특화(한의, 간호학과)
활동
우수성

• 지속성 : 2007년 사회봉사단 창단 이후 활동 지속
• 만족도 : 2019 참가자 성취감 86.5%
• 사후관리 : VMS(사회봉사관리시스템) 실적인증 관리

활동
목적

• 재능기부형 봉사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효과적 기여
<한의대 봉사 보도자료>

• 격오지 농촌마을 무상의료지원(2018년 1,200명, 2019년 1,200명
활동
개요

- 영월군 등과 협약(2014~), 한의대 5개 의료봉사단 100여명 활동
• 농업인 행복버스 의료봉사 2018 2,067명, 2019 2,340명
- 농업중앙회 협력(강원, 경기지역), 한의대 의료봉사단

• 지식·인력 : 사회봉사 특별학점 인정제도 연계
- 한의학과 120여명을 중심으로 연 225~343명/5개 단체 활동
대학자원
지원내용

• 예산 지원
구분
봉사활동 지원비

파트너십

예산 집행(천원)
2018

2019

5,457

5,566

<농업인 행복버스 보도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봉사활동 인증관리 운영
• 농협중앙회 :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 예산 지원

지역사회 봉사
우수사례

지역 여성리더 양성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 의식 확산 기여

• 지속성 : 원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11년 연속 선정·시행
활동
우수성

• 파급력 :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실천 선도
• 참여자 : 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2019년 참여인원 대폭 증가

활동
목적

•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촉진, 여성권익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여성리더교육 수료식>

• 2018년 : 여성친화도시 문화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
참여 및 건강·안전 인식개선 프로젝트
활동
개요

• 2019년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별 공감 프로젝트(8회)/
원주시 여성리더 양성사업(27명 대상, 18회)
구분

2018

2019

참여인원(명)

781

1,062

<지역 양성평등 교육>

대학자원
지원내용

• 지식·인력 : 교육·운영인력 제공 / 예산지원 : 1,000 ~ 2,000천원

파트너십

• 원주시 : 재정지원(양성평등기금)

<11년 연속선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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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제공
우수사례

HRD-직업능률혁신원 유치(인증)

• 강원-경기권 4년제 대학 최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훈련기관
활동
우수성

선정(인증)(2019.11)
- 상지대 HRD-직업능률혁신원 유치 TF 운영 결과

활동
목적

• 강원·경기권 주민·학생을 대상으로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개
설하여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주요사업 : 주민 대상 자격증·직업능력개발 과정 교육

<유치(인증) 보도자료>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이수, 통과시 자격증 취득
활동
내용

- 유치종목 : 조경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NCS기반 실업자·재직자 훈련(계좌제)
- 유치종목 : 조경기사자격증취득과정 등 5개 과정

대학자원
지원내용

• 지식·인력지원 : 전문운영인력 지원

파트너십

• 파트너십 구축 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교육시설지원 : 상지대 사회협력관, 실외 실습공간 등

지자체 협력
우수사례

<개설과정 교수진 교육>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지원

• 지속성 : 2003년 이후 운영 지속, 재계약체결(2018~2023, 5년)
• 운영관리 우수 : 기관평가 5년 연속 90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
활동
우수성

활동
목적

유지
구분

2018

2019

평가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평가점수

A등급(90점이상)

A등급(90점이상)

• 사회복지학과 중심 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 기여

<평생교육활동>

• 주요 사업 : 건강지원, 취업알선, 평생교육, 심리상담, 후생복지
- 특화프로그램 : 노인자원봉사단(6개), 경륜전수, 노-노(노인간)
활동
개요

케어 등
• 수탁시설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4개 센터, 1,375명 수용가능)
- 운영인력 29명(사회복지사 12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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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원
지원내용

• 지식·인력지원 : 전문운영인력 지원(관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트너십

• 원주시 : 공간·시설지원(노인종합복지관), 재정지원

• 경제적 지원 : 상지학원에서 연간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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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보도자료>

지자체 협력
우수사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한 어린이 안전급식 지원

• 운영관리 우수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우수기관 선정
(2018)
- 강원도 거점센터로 지정(2018)
활동
우수성

• 지속성 : 2014년 이후 위탁운영 지속, 재계약 체결(2020 ~ 2022)
•운
 영관리 : 프로그램 운영 성과(원주시 평가)로 연도별 예산 증액

활동
목적

구분

2017

2018

2019

집행예산(천원)

500,000

600,000

600,000

• 식품영양학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급식소의 체계적 영양·위생·안전

<식약처 우수기관 보도>

관리로 어린이 영양 수준 향상
• 사업대상 : 원주시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 등록시설 수의 지속적 상승

활동
내용

구분

2017

2018

2019

등록시설(개수)

261

294

302

• 주요 사업 : 식단제공, 위생·안전·영양지도, 순회방문, 특화사업 등
대학자원
지원내용

• 지식·인력지원 : 전문운영인력 지원(센터장 : 식품영양학과 교수)

파트너십

• 원주시 : 재정 지원 / 강원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협력

• 교육시설지원 : 창조관 2층

지자체 협력
우수사례
활동
우수성
활동
목적

<특화사업 보도자료>

원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립

• 지역사회 도시재생을 위한 학-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대학 등)
•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을 통한 성공
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주요 사업 : 도시재생 자치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 주 민 주도적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센터 수탁 보도>

(주민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자 30명), 간담회(141명)
활동
개요

- 도시재생 선진지역 견학 및 교육(25명)
• 도시재생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설립, 운영 지원)
• 교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연계 추진(3개 기업)
구분

2019

2020(예상)

집행예산(천원)

94,000

252,000

대학자원
지원내용

• 지식·인력지원 : 전문운영인력 지원
(센터장 : 스마트건설공학과 교수)

파트너십

• 원주시 : 재정 지원

<도시재생대학 강의>

Ⅲ.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도입 효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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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제도적 요소 도입 결과와 관련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연번

도입 가능한 제도적 요소

추진 상황

쟁점 사항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①

공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법인 설립목적

도입 완료

• 쟁점 없음

에 명시(정관 변경)
• 법인 설치 혹은 대학 설치 여부
• 법인재정 심의 대상 여부
②

재정ㆍ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위

도입 완료

원회를 설치ㆍ운영(정관 변경)

(쟁점 있음)

•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 재정위원회의 권한 설정 문제
• 위원 구성(학생 포함 여부 등)
• 위원장 선임 방법 등

대학운영에 학생 참여 및 지역인사 참여
③

확대를 위해 교수ㆍ학생ㆍ지역인사가 참여

도입 완료

하는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
이사회의 개방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단
④

체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는 구성
원 참관 제도를 신설
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을 정

⑤

관에 공식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대표성을 명시(정관 변경)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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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완료
(쟁점 있음)

도입 추진

화 필요)

(쟁점 있음)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도입 추진
(쟁점 있음)

•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제기

• 정관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 정관 조문에 대해 이견이 있음

• 정관에 반영하는 방식
• 정관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야 할 규정의
내용, 방식 쟁점
• 정관 기구화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쟁점

도입 추진

• 이사 정수 증원 시기

(쟁점 있음)

• 지역사회 대표 인사의 선정기준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감사

도입 보류

• 현재 개방감사 포함 2인의 감사 존재

로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쟁점 있음)

• 3인 감사 체제의 적절성

사학의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
을 대표하는 인사의 이사 선임

⑨

(도입 추진)

총장 직선제(2018년 12월 첫 실시, 제도

이사 정수를 증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⑧

참관 실행

• 쟁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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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제도적 요소들을 선정하고 논쟁을 거쳐 도입 완료하거나 도입 추
진 중에 있음.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것은 도입을 보류하기로 함
□ 공영형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소들을 도입하면서 제기된 쟁점들은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제도
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들을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거
나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이 장에서는 이상의 제도적 요소 도입 외에 공영형 사립대의 기능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
협력대학으로서의 노력과 성과들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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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요약

Ⅳ.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상지대학교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대학 동문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정책인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실시함. 조사내용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효과, 공영형 사립대 제도적 요소,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각각의 조사 주체들에 대한 각 영역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자 구성함
□공
 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대학 동문 및 지역사회에 대
하여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하여 인식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각 주체에 적
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함.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에 탑
재하고 e-mail 및 직접 참여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각 주체별
로 나누어 진행됨. 다음의 표는 본 조사에 대한 주체별 조사 현황임
<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현황
구분

조사대상

재학생
상지대학교 재학생 2~4학년,
대학원생

조사방법

교원 및 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

상지대학교 교원 및 교직원

상지대학교 동문 및 일반
원주시민, 일반 강원도민

온라인 설문을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

조사기간

2020. 5. 25. ~ 6. 5.

유효표본

426명

총

2020. 5. 25 .~ 6. 14.
233명

229명

888명

□인
 식조사 주체별 설문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함.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는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에 공통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다음
과 같음
- 유럽과 비교하여 85%가 사립대학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인식
-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 공영형 사립대(정부 의존형 사립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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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필
요성
- 선진국 대비 28.6%인 1인당 평균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
-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
<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문항
주제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기대효과(도입요소)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방향

개방형 주제

구분

문항수

재학생

6

교직원

6

동문 및 지역사회

6

재학생

8

교직원

18

동문 및 지역사회

8

재학생

4

교직원

4

동문 및 지역사회

3

재학생

1

교직원

3

동문 및 지역사회

2

□재
 학생 대상 설문조사 :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공통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 조사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효과,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조사함.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제는 8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항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학비리 해결과 방지에 대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실효성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의 영향
-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대학 브랜드 상승, 지방거점대학 육성, 사학비리 근절
및 방지, 지역 균형발전, 대학 공공성 확보, 대학운영 투명성 제고)
□상
 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주제는 4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지대학교 추진 ‘사회협력대학’이 공영형 사립대 제도와의 부합 여부
-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사항(지역과 상생하는 ‘사회협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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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대학’, 민주적 운영을 위한 ‘민주공영대학’)
□기
 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한 1개 문항으로 개방형 설문을 구성함
□교
 직원 대상 설문조사 :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조사 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 조사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효과와 도입요소,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방향 관련 주제에 대해 조사함.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효과와 도입요소에 대한 주제는 18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사학비리 해소, 대학운영의 공공성 제고, 지방대학 위기 대응,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요소
• 재정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학구성원 추천 법인감사 추가 선임)
• 사립대학 운영의 책무성 및 책임성의 중요성(이사회 참관 제도화, 대학평의원회, 등록금 심의위
원회 구성 대표성 강화, 대학 구성원 단체의 정관 기구화, 대학 거버넌스 참여의 공공 확대)
• 지역사회 공적 기여의 중요성(정관 교육목적에 대학의 공적 운영 명시)
-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
• 사회혁신 인력 양성의 중요성(사회혁신 주도 청년 및 성인 인재 양성)
•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성인학습자 대상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성인학습자 직업
능률 혁신과정 개발 및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과정 개발 및 운영)
□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주제는 4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지대학교 추진 또는 시행 사업들의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취지와의 부합정도(재정위원회 설치
와 운영, 구성원 단체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총장 직선제, 다양한 사회협력 센터의 설치와 운영)
- 기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요소와 관련한 1개 문항,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
와 관련한 1개 문항,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한 1개 문항으로 총 3개 문항으로 개방형 설
문을 구성함
□ 동 문 및 지역사회 대상 설문조사 : 동문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통조사 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와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기대효과,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
입 추진 방향 관련 주제에 대해 조사함.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제로 8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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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해결과 방지에 대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실효성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의 영향
-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사학비리 해소, 대학 공공성 제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공공성 책무 강화, 이미지 개선)
□상
 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주제는 3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필요성
- 상지대학교 추진 사회협력형 공영형 사립대 모델의 적절성
-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한 후 지역과의 협력 발전 가능성
□기
 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의 기대효과와 관련한 1개 문항,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한
1개 문항으로 총 2개 문항으로 개방형 설문을 구성함

2.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본
 조사는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888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
중 62.4%인 554명이 남성이며 37.6%인 334명이 여성으로 구성됨
<표> 전체 조사대상의 성별 구성 비
구분

남

빈도(명)

554

비율

62.4%

조사대상

조사빈도

조사비율

재학생

262

47.3%

교직원

162

29.2%

동문 및 지역사회

130

23.5%

재학생

164

49.1%

교직원

71

21.3%

동문 및 지역사회

99

29.6%

조사총계

888
여

334

37.6%

□재
 학생 조사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기타 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됨. 총 426명의 응답자
중 2학년은 54명으로 전체의 12.7%, 3학년은 177명으로 전체의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49명이 참여하여 1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대학교 고학년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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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사립대학교의 현실과 상지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재학생 설문 참여자의 학년별 구성 비
구분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학년

54

12.7%

12.7%

3학년

177

41.5%

54.2%

4학년

144

33.8%

88.0%

대학원생

49

11.5%

99.5%

기타

2

0.5%

100.0%

426

100.0%

계

□재
 학생 응답자의 거주지는 전체 426명 중 58%인 247명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수도권 거주 학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 지역 거주 학생은 101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고 원주 이외의 강
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8.9%인 38명으로 조사되어 상지대학교 재학생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재학생 설문 참여자의 거주지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경기

125

%29.3

29.3%

서울

122

28.6%

58.0%

원주

101

23.7%

81.7%

기타

40

9.4%

91.1%

강원

38

8.9%

100.0%

계

426

100.0%

□교
 원 및 교직원 설문 참여자는 총 233명이며, 교원이 125명, 직원이 108명 참여하였음. 교원과 직
원 모두 21년 이상과 5년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교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1~15년인
경우의 비율도 높지만 직원의 경우 양 극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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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원 및 교직원 설문 참여자의 근무 기간 별 구성 비
교원

직원

전체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5년 이하

30

24.0%

40

37.0%

70

30.0%

6~10년

18

14.4%

12

11.1%

30

12.9%

11~15년

27

21.6%

7

6.5%

34

14.6%

16~20년

16

12.8%

6

5.6%

22

9.4%

21년 이상

34

27.2%

43

39.8%

77

33.0%

100.0%

108(46.4%)

100.0%

계

125(53.6%)

233(100%)

100.0%

□동
 문 및 지역사회 응답자 229명 중 120명이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학교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 시민이 85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하고 있음.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민은 전체의
7.9%인 18명이 참여함
<표> 동문 및 지역사회 참여자의 구성 비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동문

120

52.4%

52.4%

원주시민

85

37.1%

89.5%

강원도민

18

7.9%

97.4%

기타

6

2.6%

100.0%

229

100.0%

전체

2)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
□공
 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총 6개의 문항으로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동문 및 지역사
회에 공통으로 설문을 구성함. 문항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
를 목적으로 하며 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 유럽과 비교하여 85%가 사립대학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인식
국·공립 대학이 대부분인 유럽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이 85%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6개 문항 중 타 문항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인식의 정도가 낮은 편
으로 5점 척도에 3.76으로 조사됨. 교원 및 교직원의 인식 정도는 4.18점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
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반면 재학생과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국내 사립대학의 비
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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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국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인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과 같은 정부의
역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4.23점으로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학생과 동문 및 지역사회
에서도 필요성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영형 사립대(정부 의존형 사립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국내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정부의존형 사립대인 공영형 사립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교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재학생과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재학생을 제외하고도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조차도 공영형 사립대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영형 사립대의 의의와 필요성
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학생의 경우 3.99점으로 재학생 조사 결과에
서는 높은 필요성을 나타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의 필요성 인식보다는 조
금 낮게 조사됨. 재학생의 경우 사립대학 제도 전반에 대해 다방면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
선진국 대비 28.6% 수준의 1인당 평균 고등교육비 증액을 위해 국가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재학생은 3.91점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고, 교원 및 교직원이 4.65점, 동문 및
지역사회에서 4.39점으로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결과에서 현 고등교육 체
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에서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
산 증액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일부 재학생 및 동문 또는
지역사회에서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위한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재정의 투입과 고등교육 체계 개선의 일환
으로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하는데 정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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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 교직원
0

■ 동문
1

2

3

4

5

3.76
3.5
사립대학 비율 85% 상황에 대한 인식

4.18
3.83
4.23
3.96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4.66
4.29
3.41
3.08

공영형 사립대(정부의존형 사립대)
부재에 대한 인식

4.16
3.27
4.28
3.99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필요성

4.74
4.37
4.23
3.91

고등교육 국가 재정 확대 필요성

4.65
4.39
4.12
3.8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산 증액 필요성

4.65
4.16

<그림>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
 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 모두가 그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비
율이 높다는 사실과 그와는 반대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의 개선과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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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효과
(1) 재학생
□공
 영형 사립대 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책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효과에 대하여 사학비리
해결과 방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평균 3.81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으나 부정적인 견
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지
 방거점대학으로서 공영형 사립대가 추진될 경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3.84점
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사학비리 해결과 방지에 대한 실효성과 비교하여 매우 긍
정 의사 표현의 비율이 낮아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
 음 그림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한 재학생 대상 조사결과임

대학 브랜드 상승

3.86

지방거점대학 육성

3.94

사학 비리 근절 및 방지

3.85

지역 균형 발전

3.88

대학 공공성 확보

3.93

대학 운영 투명성 제고

3.9

<그림>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재학생)

□ 결과에서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으로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사학비리 근절 및 방
지,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거점 대학으로의 육성, 대학 브랜드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긍정적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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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및 교직원
□다
 음 그림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에 대한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조사결과임

사학비리 등 해소

4.63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4.63

지방대학 위기 대응

4.65

지역 및 국가 균형발전

4.6

지역경제 활성화

4.45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

4.52

<그림>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교원 및 교직원)

□결
 과에서 사학비리 등의 해소,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지방대학 위기 대응, 지역 및 국가 균형발
전,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효과에 대해 모두 4.5점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대감이 상대
적으로 낮은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조차도 4.45점의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 직원에 비하
여 교원의 기대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다
 음 그림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제도적 요소에 대한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조사결과임

재정회계
투명성

사회 운영의
책무성ㆍ책임성

지역사회
공적기여 등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4.54

대학구성원 추천 인사를 법인 감사로 추가 선임

4.36

구성원 대표, 지역 인사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4.34

대학평의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대표성 강화

4.45

대학 구성원 단체(교협, 노조, 총학) 정관 기구화

4.3

지자체, 지역사회 인사 대학 거버넌스 참여 확대

4.35

정관 교육목적에 대학 공적 운영 명시

4.52

<그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요소 (교원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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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요소로 재정회계의 투명성, 사학 운영의 책무성·책임성,
지역사회 공적 기여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지대학교가 추구
하여야 할 공영형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교원과 교직원의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다
 음 그림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기능적 요소에 대한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조사결과임
- 결과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로 사회혁신 인력 양성,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대학
교육 책무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지대학교가 추구하여야 할 공영형
사립대학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도적 요소의
결과와 동일하게 교원과 교직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사회혁신
인력 양성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대학교육
책무성 확보

사회혁신 주도 청년 및 성인 인재 양성

4.45

성인학습자 대상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27

성인학습자 직업 능률 혁신과정 개발 및 운영

4.24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과정 개발 및 운영

4.42

생애주기별 사회돌봄 서비스 쳬계 구축

4.2

<그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 (교원 및 교직원)

□ 교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효과와 도입 요소에 대한 결과는 제도
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를 매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소 및 기능
적 요소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현재 상지대학교 교원과 교직
원들은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동문 및 지역사회
□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하여 사학비리
해결과 방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평균 4.27로 재학생 조사결과인 3.81점 보다 높아 공영형 사립
대 제도가 사학 비리의 해결과 방지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지대학
교(상지영서대 포함) 동문과 원주시민의 긍정적 인식이 조사된 반면, 강원도민과 기타 지역에서의
긍정적 답변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조사 대상의 수가 강원도민 18명, 기타 지역 6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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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지 않아 극단치의 영향을 받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반면 상지
대학교와 관련성이 높은 동문과 원주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방거점대학으로서 공영형 사립대가 추진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평균
4.27점으로 재학생 조사결과인 3.84점 보다 높아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이 상지대학교가 지
방거점대학으로서 국가균형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
 음 그림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한 동문 및 지역사회의 조사결과임
- 결과에서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으로 사학비리 등의 해소, 대학운영 공공성의 제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음.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에서도 상지대학교 동문과 원주시민의 긍정적 답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강원도민 및 기타 지역에서의 긍정적 답변 비율은 동문과 원주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음

사학비리 등 해소

4.38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4.34

지역사회 상생 발전

4.34

지역사회 연계 강화

4.34

지역 공공성 책무 강화

4.28

지역 이미지 개선

4.3

<그림>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동문 및 지역사회)

4) 공영형 사립대 도입 관련
(1) 재학생
□상
 지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협력대학’으로의 발전 방향과 공영형 사립대 제도와의 부합 정
도에 대한 재학생들의 생각은 평균 3.70점으로 부합 정도가 높게 평가하고 있음. 다만 기존 상지
대학교가 추구하던 민주공영대학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정도가 높아 사회협력대학으로의 방향
에 대해 이해와 인식 정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사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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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음 그림은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도입할 때 강조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재학생의
의견임

사회협력대학

3.86

지역거점대학

3.86

민주공영대학

3.98

<그림>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강조해야 할 사항 (재학생)

(2) 교원 및 교직원
□다
 음 그림은 상지대학교 추진 또는 진행 사업과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취지와의 부합정도에
대한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조사결과임

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4.5

구성원 단체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4.48

총장 직선제 시행

4.44

다양한 사회협력 관련 센터 설치와
운영(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발달장애 돌봄센터 등)

4.5

<그림> 상지대학교 추진 또는 진행 사업과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취지와의
부합정도(교원 및 교직원)

□상
 지대학교에서 추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취지와 부합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현재 상지대학교에서 추진 중이거나 시행하는 사업들이 공영형 사
립대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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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문 및 지역사회
□상
 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원도민 18명이 3.56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하
고 있지만 동문, 원주시민, 기타 지역사회 211명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 4.17점 이상
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공영형 사립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체 평균 4.36점으로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상
 지대학교가 추구하는 사회협력형 모델에 대해 전체 평균이 4.38점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분석됨. 강원도민의 조사결과가 다소 낮은 3.56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동문, 원주
시민, 기타 지역에서 매우 높게 적합성을 평가함
□ 공영형 사립대 전환 후 상지대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체 평균
4.29로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음
□따
 라서,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에 대해 동문과 지역사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지대학교가 지향하는 사회협력형 공영형 사립대의 방향성이 적합하며 지역사
회와의 협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상지대학교의 공영
형 사립대 도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음

5) 개방형 문항 분석
(1)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관련 (재학생)
□4
 26명의 재학생 설문 결과에서 총 45명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문항에 응답함. 이 중
41명의 유효 문항에 대한 주제별 분류 결과임. 재학생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분야는 고등
교육 정책의 다양성 분야임. 국가 차원의 다양한 체험과 진로설정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의 거점
대학 신설과 같은 고등교육 정책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와 연관하여 학
생의 잠재력과 재능을 찾아주는 인성중심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다음으로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학에 대한 바람을 제시하고 있음. 기타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및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 교육 기회의
공평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타 고등교육 정책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학생의 공공
복지 정책 시행 등의 내용과 상지대학교 내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음 그림은 재학생
대상 개방형 문항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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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5명)
12%

고등교육
질관리
(3명)
7%

부실 사립대 퇴출 (2명) 5%
고등교육 기회 공평성
(2명) 5%

대학
민주적 운영
(5명)
12%

기타
(6명)
15%

고등교육
정책 방향 전환
(8명)
20%

대학생 공공복지 정책
(2명) 5%
등록금 환불제도 신설
(1명) 3%
상지대 자립 정상화 노력
(1명) 3%
수업 질 불만
(1명) 2%

고등교육
정책 다양성
(10명)
24%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인식 부족
(1명) 2%

<그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별 분석 결과 (재학생)

<그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별 분석 결과 (재학생)

(2)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관련 (교원 및 교직원)
□ 2 33명의 교원 및 교직원 설문 결과에서 13명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기능적 요소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함. 다음 그림은 교원 및 교직원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제도적 요
소와 관련한 개방형 의견 조사 결과임

고등교육 정책
정부의무 강화
(2명) 15%

비리 등
근절 방안
(2명) 15%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2명) 15%

안정적 재정지원제도
(1명) 8%

기타
(3명) 24%

공공성과
자율권 균형
(4명) 31%

지역사회 거버넌스
(1명) 8%

법인보상
(1명) 8%

<그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요소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 분석 결과 (교원 및 교직원)

<그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요소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 분석 결과 (교원 및 교직원)

□결
 과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학의 회계감사, 입시 자율화, 대학 구성
원 외 지역사회의 역할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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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무 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다음 그림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기능적 요소와 관련한 개방형 의견 조사 결과임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2명)
15%

대학 본연 기능
(연구, 교육) 강화
(3명) 23%

대학
특성화/공공성 강화
(4명) 31%
지역사회 발전 연계
(4명) 31%

<그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 분석 결과 (교원 및 교직원)
<그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 분석 결과 (교원 및 교직원)

□ 결과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로 대학의 특성을 개발하고 취업이 목적이 아닌 국
가적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및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3)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기대효과 및 고등교육 정책 관련 (동문 및 지역사회)
□ 229명의 동문 및 지역사회 설문 결과에서 32명과 37명이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기
대효과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유효 의견을 제시함
대학
이미지
상승
(2명)
대학
6%
교육비 절감
(4명)
13%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7명)
22%

대학교육
질 제고
(2명)
6%

지역사회
발전 기여
(9명)
28%

대학운영
공공성 강화
(8명)
25%

<그림> 공영형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개방형
개방형
문항의
주제
<그림>사립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문항의
주제 분석
결과분석
(동문결과(동문
및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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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그림에서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대한 의견
이 많았으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지역 사회의 인적 역량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사학비리를 청산한 국내 최초의 대학으로 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 의
견을 제시함.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한 개방형 의견 조사 결과임
평생
교육
교육지원
질적 향상 (2명)
(3명)
5%
8%
국가재정
지원 확대
(4명) 11%

대학
공공성 강화
(5명) 14%
대학
구조조정
(5명)
14%

교육정책 개선
(13명)
35%

국가/지역
균형발전
(5명)
13%

<그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별
결과
(동문 및 지역사회)
<그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주제별
분석 분석
결과(동문
및 지역사회)

□동
 문 및 지역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입시와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정책
의 개선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의견과 지역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공공성 강화
로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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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본
 조사는 상지대학교 재학생, 교원 및 교직원, 동문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
도에 대한 인식과 상지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재학생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해 인식 정도가 높으나 기타 조사 집단과 비교하여
서는 낮은 편임. 그렇지만 재학기간이 길수록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상지
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하여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둘째, 교원 및 교직원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상지대학교의 공영
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또한 공영형 사립대 제도 추진에서 제도적, 기
능적 요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방향
성 설정과 실행 과정에 유의미한 참고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문 및 지역사회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제도적ㆍ기능
적 요소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잘 알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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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겷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2. 사회협력 등 기능적 요소 강화 방안
3.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서
 론에서 언급했듯이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실증연구의 목적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이 한국 고
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실증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이는 바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고등교육 생태계 복구 및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공
 영형 사립대학 관련 실증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공영형 사립대학의 제도적 요소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연구결과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의 타당성 확보에 도
움이 되고,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
 재단의 복귀와 퇴출이라는 지난 10년 사이의 상지대학교의 극적인 경험은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인물들로 구성되고, 대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대학이
운영될 때 대학이 어떠한 파행에 이르는지, 그리고 다시 이사회가 공익적인 인물들로 바뀌었을 때
대학운영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임
□이
 러한 상지대학교의 경험은 공익적 이사회 및 대학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의 중요성을 보
여 주는 좋은 사례이며,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임
□이
 상의 경험으로 볼 때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은 다수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것임. 또
한,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방법이며, 대학운영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보
장하는 방법임
□상
 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제도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운영한 경험은 이러한 제도들을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거나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상지대학교는 정관 개정(교육목
적), 대학 재정위원회 운영, 각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운영, 구성원 대표단체를 정관에 명시, 구성
원단체 대표의 이사회 참관, 학생대표의 교무위원회 참관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음. 또한,
그 밖에 교무위원회의 정관 기구화,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를 추진하였음
□여
 러 제도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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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선도 대학으로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및 다른 사립대학 구성원에게도 공영형 사립대학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활용 가능할 것임
□ 최근 상지대학교가 사회협력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례들은
공영형 사립대학이 도입될 경우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균
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2. 사회협력 등 기능적 요소 강화 방안
□지
 방 거점대학으로서 공영형 사립대가 정착할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학
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배움·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인재 양성·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정보의 연구와 생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
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문화·예술·경제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은 권역별 국·공립대학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 거점 사립대
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구하는 상지대학교는 사람 중심 포용국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구현
하는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인력 양성, 지역경제 혁신 선도, 사회 공공서비스 거점, 문
화 여가서비스 거점의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상지대학교는 사회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협력 부총장과 사회협력단 직제를 신설하고,
직속 부설기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사회적기
업 성장지원센터,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음
□ 강원도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교내에 유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사회적경
제학과를 신설하여 대학과 현장 간의 협력형·순환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 지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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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HRD-직업능률혁신원(국가기술자격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증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복지 등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공
 영형 사립대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사회적 책임을 대학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
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의 국고 지원이 필요함

3.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공
 영형 사립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 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학 혁신의 노력이 많은 사립대로 확산되어야 함
□많
 은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참여하고 사학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정
 책의 초기부터 많은 액수의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회계 투명성 제고
와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효과가 검증될 경우 2단
계, 3단계로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음
□ 1 단계 시범사업은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운영 공공성 강화,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본 연구단은 편제정원 9천명 기준으로 48억 원을
책정하였음
□ 2 단계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사회협력과 지역협력,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1단계 사업비를 포함하여 98억 원을 책정하였음
□3
 단계로 사업을 고도화할 경우, 등록금 25% 인하와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188억 원이 추가된 총 284억 원을 책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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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별 예산 추정(총액 284억원, 편제정원 9천명 기준)
구분
1

사업 항목

금액(억원)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10

재정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경비

1

개방감사 위상 강화(개방감사 상근 등)

2

외부 회계감사 강화

0.5

국립대 수준의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개방 확대(업무추진비, 적립금, 예결산)
2

0.5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학교법인 업무 지원(인건비, 사무공간 등)
법정부담금 지원

3

6

33
3
30

사학 운영 공공성 강화

4

지역 대표성 강화 등 이사 정수 확대

1

상시 대학감사체제 구축

2

임원 및 교직원 교육, 훈련비

1

4

사립대 교원 권리보호 강화

-

5

대학 자체 혁신

1

6

7

총장 선출의 민주화(직선제 등)

0.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0.6

사회협력/지역협력

42

지역사회 산학협력 확대

10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체계 구축

10

비대면 의료 협력체계 구축

10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지원

3

사회적 경제 지원

3

통합적 사회지원(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

3

평생교육 서비스

3

공영형 사립대학 네트워크

6

대학연합체 구성 및 운영

1

교육과정 공동 운영

1

대학 간 교류(교수, 직원 등)

1

공동협력사업(연구, 입시, 학생 해외연수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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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

사업 항목

금액(억원)

대학교육의 질 제고
등록금 부담 경감(등록금 25% 인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교육ㆍ연구 환경 개선)

188
160
28

□공
 영형 사립대학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제도 도입 : 48억원
1.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 10억원
2.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 33억원
3. 사학 운영 공공성 강화 : 4억원
4. 사립대 교원 권리보호 강화 : 예산 없음
5. 대학 자체 혁신 : 1억원
◇ 2단계 사업 확대 : 96억원 (1단계 + 48억원)
6. 사회협력, 지역협력 : 42억원
7. 공영형 사립대학 네트워크 : 6억원
◇ 3단계 사업 고도화 : 284억원 (2단계 + 188억원)
8. 대학교육의 질 제고 : 188억원

□ 공영형 사립대학의 도입은 적은 투자로 국·공립대학을 신설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임
□ 공영형 사립대학이 실현되면 공영사학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 교류, 교수
교류, 공동 연수,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연대체
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많
 은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책의 지속을 위한 고민이 필
요함
□공
 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경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확산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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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1. 주요 경과 일지
2.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3.민주총장 추대규정 및 제1정상화 체제의 민주총장 추대 과정
4.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실적
5.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6. 재정위원회 규정 및 재정위원회 실적 자료
7. 단과대학운영협의회 규정 및 단과대학운영협의회 실적 자료
8. 설문조사 자료(설문지 포함)
9. FGI 조사 결과
10. 언론보도(G1방송 시사Q) 요약 자료
11. 학생회 제작 홍보영상(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탑재)
12.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첨부)
13. 사회적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럼(첨부)
14.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별책)

Ⅵ.
부록
부록1. 주요 경과 일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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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2016. 10. 27

대법원 판결(2016두803, 2016두810, 이사선임처분취소)

2017. 8. 21

총장직무대행 정대화 교수 임명

2017. 9. 22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실무소위원회 운영안 보고

2017. 10. 18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단 구성(김명연 외 4)

2017. 11. 9

임금삭감 시행(전임교원, 정규직원 18% 삭감, 2% 자발적 기부)

2018. 1. 28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단 설치(김명연)

2018. 2. 27

공영형 사립대학 1차 워크숍(박거용, 강내희, 최상덕, 안상진)

2018. 4. 6

공영형 사립대학 2차 워크숍(장수명, 김용련)

2018. 6. 4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위원회 추진본부 구성(김명연 외 10)

2018. 6. 5

공영형 사립대학 기본구상과 전환 발표

2018. 7. 4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공영형 민주대학, 사회협력대학)

2018. 8. 6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결정

2018. 8. 16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취임(이만열 외 8인)

2018. 12. 11

첫 직선 총장 취임(정대화)

2019. 1. 29

교육부, 상지대학교-상지영서대학교 통폐합 승인

2019. 6. 11

사회협력대학 비전 보고회

2019. 7. 4

제1회 상지학원 이사 세미나

2019. 11. 5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 사업설명회

2019. 12. 2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 기본계획 보고(교무위원회, 이사회)

2020. 1. 1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1조(목적) 개정 공포, 시행

2020. 1. 7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 결의

2020. 1. 13

실증연구팀 구성(연구책임자 : 공제욱)

2020. 1. 14

실증연구 전자입찰 투찰

2020. 2. 1

재정위원회 규정 공포, 시행

2020. 2. 3

재정위원회 구성(23명)

2020. 2. 4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학년도 본예산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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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2020. 2. 11

용역계약 체결(계약금액 1.5억, 연구기한 2020. 6. 30.)

2020. 2. 13

실증연구팀 제1차 회의

2020. 2. 15

실증연구 용역 착수계 제출

2020. 2. 20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방문 협의(실증연구 방향 등 협의)

2020. 3. 12

실증연구팀 제2차 회의

2020. 3. 19

실증연구팀 제3차 회의

2020. 3. 25

선금급 신청(105,000,000원)

2020. 3. 26

실증연구팀 제4차 회의

2020. 4. 2

실증연구팀 제5차 회의

2020. 4. 8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소위원회 설치 심의 등)

2020. 4. 9

실증연구팀 제6차 회의

2020. 4. 16

실증연구팀 제7차 회의

2020. 4. 23

실증연구팀 제8차 회의

2020. 4. 24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결산 심의 등)

2020. 4. 27

교무위원회 학생대표 참관

2020. 4. 29

이사회 참관(제326회 이사회)

2020. 5. 4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결의(교무위원회)
실증연구팀 제9차 회의

2020. 5. 7
연구참여자(공동연구원) 변경 승인 요청
2020. 5. 8

단과대학운영협의회 규정 제정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결의안 이사회 보고

2020. 5. 13
실증연구팀 제10차 회의
2020. 5. 21
2020. 5. 25
~ 6. 14

실증연구팀 제11차 회의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재학생, 교원, 직원, 동문, 지역사회 등)

2020. 5. 29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방문 협의

2020. 6. 5

실증연구팀 제12차 회의
실증연구팀 제13차 회의

2020. 6. 9
제3회 6월 민주상 본상 수상
교육부, 정책연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20. 6. 11
실증연구 계약기간(납품기한) 변경 승인 요청(2020. 8. 31.까지)
2020. 6. 12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행정감사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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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2020. 6. 17

주요 경과
실증연구팀 제14차 회의
이사회 참관(제327회 이사회)

2020. 6. 23
제2회 상지학원 이사 세미나
2020. 6. 25

구성원단체 공청회

2020. 7. 1

실증연구팀 제15차 회의
실증연구팀 제16차 회의

2020. 7. 15
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행정감사 결과보고 등)
2020. 7. 16

국회 공청회(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2020. 7. 22

실증연구팀 제17차 회의

2020. 7. 22
~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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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9

실증연구팀 제18차 회의

2020. 8. 4

실증연구팀 제19차 회의

2020. 8. 5

동문 및 지역사회 공청회(사회적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럼)

2020. 8. 11

실증연구팀 제20차 회의

2020. 8. 13

재정위원회 제6차 회의(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2020. 8. 18

실증연구팀 제21차 회의

2020. 9. 9

실증연구팀 제22차 회의

2020. 9. 18

실증연구팀 제23차 회의

2020. 9. 21

실증연구팀 제24차 회의

2020. 9. 23

실증연구팀 제25차 회의

2020. 9. 25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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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11. 6.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규정 제1호
개정 2018. 11. 7.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규정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학원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
장을 임명함에 있어 상지대학교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의
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거관리 및 이사회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후보자의 선정방법) 상지대학교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고 한다)의 직접·비밀투
표에 의하여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이사회 추천에의 참여와 협력은 구성원의 권리이
며 의무이다.
제4조(행정지원) ① 총장은 제5조에 의한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 선정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력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제1항의 협력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선거관리위원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본부 처장 중 1명을 선거지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① 총장후보자의 선정과 추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
한 위원으로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
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1. 교수위원 : 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일반교원 5명
2. 학생위원 :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 중인 학생 5명
3. 직원위원 : 전국대학노동조합상지대지부(이하 “직원노조”라고 한다)가 추천하는 직원 3명
② 제1항의 추천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단체 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임명한 날
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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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총장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입후보하는 사람(이하 “입후보자”라고 한다)의 등록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2.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개표 등 선거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총장후보자의 선정 등의 절차에서 규정 위반 및 부정 사례
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공개합동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5. 총장후보자의 이사회 추천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 관련한 사무
제7조(위원의 공정의무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총장후보
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장후보자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수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이 될 수 없으며, 입후보자가 총장후보자로 선정되거나 되지 못하
게 하기 위한 행위(이하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업무
를 수행하는 때에는 주의·경고, 시정 및 사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받
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조직) 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
한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의 구성·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
회가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
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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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3조의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제25조 제3항의 입후보자 등록의 취소
3. 제35조 제1항의 입후보자 등록의 취소 및 선거인의 자격박탈
4. 제47조 제3항의 총장후보자 선정의 취소

제3장 선거인 및 선거인명부
제11조(선거일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정하고, 선거일 25일 전에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에 투표 일시·장소·방법·투표용지모형 등 투표와 관련
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원 선거인 : 일반전임교원. 휴직이나 정직,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파견 또는 해외
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외한다.
2. 학생 선거인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등록을 필한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휴학
생 및 계약학과 학생은 제외하며,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연수 중인 학생(교환학생을
포함한다) 등의 경우 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직
 원 선거인: 정규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원. 기간제계약직원, 휴직, 정직,
공로연수 중인 직원은 제외하며, 산학협력단 및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소속 직원
의 선거권에 관해서는 직원노조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각 선거인의 선거참여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선거인 : 70%
2. 직원선거인 : 8%
3. 학생선거인 : 22%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이하 “선거인명부작
성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총장에게 선거인과 관련한 인적 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성별·소속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둘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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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정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만료한 때에는 4일
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누구든지 제1항의 열람기간 안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
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이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
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확정·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
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 제1항의 입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의 등록
제16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입후보자는 상지대학교의 이념과 민주화 투쟁의 가치실현에 투
철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자치를 존중하며, 학문과 교육의 양식을 가지고 상지대학교를 발
전시킬 수 있는 대학운영 능력을 갖춘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일 현재
상지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일반전임교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정직 이상
의 징계를 받은 사람
제17조(입후보자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
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교무위원
2. 부처장 및 대학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
3. 법인사무국장
4.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제18조(입후보자 등록신청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5일 전에 입후보자 등
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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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후보자의 등록신청) ① 입후보자는 「입후보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4 용지 2장 이내의 입후보자 소개서(학력, 경력, 상벌사항 등 포함)
2.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추천서
3. A4 용지 5장 이내의 상지대학교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
4. 서약서(소정양식)
5. 최근 5년간 연구업적목록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7. 재직증명서
8. 범죄경력조회서(수사 중인 사건 포함)
9. 보직사임확인서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인의 입후보자 추천) ① 입후보자는 선거인 70명 이상의 기명추천을 받아야 한
다. 단과대학별 추천인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선거인은 1명의 입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추천인의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한다.
제21조(보완요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조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탁금) ①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일금 5백만 원의 기탁금
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제항의 사퇴한 입후보자 제5조 제항(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입후보자 및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총장후보자 선정이 취소된 입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기탁금을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
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지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된다.
제23조(자격심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16조
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입후보자
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입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하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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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
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입후보
자의 적격심사를 한 후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입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가 제출한 제19조의 서류를 선거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윤리의 검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연구업적 중 최근 5년 이내의 연
구부정 행위 여부에 관한 검증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신 내용을 공지하고, 입후보자의 연구부정행
위 등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어 총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지
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인 등으로부터 입후보자의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추
가 요청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자격심사 및 연구윤리의 검증에 관한 특례) 선거관위위원회는 제23조의 자격심사 및
제24조의 연구윤리의 검증에 있어 상지대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및 상벌과
연구부정 행위의 판정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정당하게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7조(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제24조제1항의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한 때부
터 선거일 전일 22:00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제21조의 추천인 모집 등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교
내외의 직무와 지위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
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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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이 아닌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사람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입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
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
는 행위
2.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 제공을 요구 내지 알선하는 행위
4. 입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강요 또는 설득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행위
5.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입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6.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집단적 서명, 시위, 여론조사 및 모의투표
8.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벽보·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배부·게시·우편
발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공개하는 행위
9.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문회·향우회·동호회 등 집회
10.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간담회·강연회 등 집회
1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거나 확인한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
12. 공개합동정책토론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
13.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0조(선거홍보물의 제한)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벽보, 현수막, 선거공약 등이 게재된 인쇄
물 등의 선거홍보물을 배부·게시·우편발송·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작성내용·수량·게시 등의 방법 등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거홍보물을 배부·게시·우편방송·전송 등
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집회 등의 제한) ① 동문회·향우회·동호회 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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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간담회·강연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교내에서만
이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개합동정책토론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합동정책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고의로 공개합동정책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일정 등의 협
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합동정책토론회의 일시, 장소, 주제, 진행방식 등을 사전에 입후
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공개합동정책토론회에서 입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후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합동정책토론회의 진행 상황과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공
개한다.
⑥ 그 밖에 공개합동정책토론회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3조(선거운동의 감독)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공정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예방 또는 중지를 위하여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등의 신고) 누구든지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행
위 또는 제한행위 등의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 사진, 녹
화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35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또는 제
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시정명령, 3회 위반 시 입후
보자의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의 자격 박탈
2.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공정한 선거를 현저히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 위반 시
입후보자의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의 자격 박탈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재제의 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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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투표와 개표
제36조(선거방법) 선거는 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며, 1명의 입후보자에게만 기
표한다.
제37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은 주민등록증·학생증(주민등록증·학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본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
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를 할 수
없다.
제38조(투표참여의 권유) 선거인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입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 투표참관
인 및 투표진행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40조(투표함의 봉인·송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
여 투표함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시각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투표소의 문을 닫아야 하며, 투표
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
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선거인명부 및 잔여투표
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개표의 개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각 선거인별 투표자 수에 해당 선거인별
투표 값을 곱하여 합산한 비율이 50% 이상인 때에 한하여 개표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투표율이 50% 미만인 때에는 당해 선거의 무효를 선
언·공고하고, 이를 입후보자에게 통지한다.
제42조(투표함의 개함)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제4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칸에도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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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두 칸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4. 어느 칸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44조(투·개표참관인) ①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투·개표참관인을 투표
일 및 개표일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한다.
제45조(개표관람) 선거인은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7장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제46조(총장후보자의 선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최대다수를 얻은 입
후보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여 공고한다.
② 입후보자가 득표한 득표수는 각 선거인별 유효득표수에 해당 선거인별 1인당 투표값을
곱한 값의 총합으로 한다.
제47조(이의신청 및 선정취소)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및 입후보자는 제46조 제
1항의 총장후보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서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 결과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총장후보자
로 선정되었거나 투표와 개표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공정선거를 현저하게 해하여 선
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장후보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총장후보자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득
표자가 총장후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8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7조의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종료한 날
로부터 2일 이내에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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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제49조(등록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의 특례) ① 제24조에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찬성·반대의 신임투표에 의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총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신임투표에는 제27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0조(총장임명 후 사임에 관한 확약)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서약서에는 입후보자가 총장
으로 임명된 이후에 현저한 선거운동부정이나 연구부정 행위가 있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제16조의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총장의 직에서 스스로 사
임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1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제7대 민주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한
하여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52조(시행규정)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위원회가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호, 2018.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상지대학교 제6대 민주총장 후보자”는 “상지대학교 제7
대 민주총장 후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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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민주총장 추대규정 및 제1정상화 체제의 민주총장 추대 과정
□ 민주총장 추대규정

상지대학교 제5대 민주총장후보의 추대에 관한 규정
2008. 12. 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제5대 민주총장의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민주총장후보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총장후보의 추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총장후보는 교수, 학생, 직원 등 상지대학교 각 구성원 대표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추대한다.
제3조 (총장후보의 자격) ① 총장후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학식과 덕망이 출중한 분
2. 구재단의 복귀에 대한 반대 의지가 확실한 분
3. 학교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
4.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는 분
5. 대학의 민주적 운영 의지가 확실한 분
② 대학의 구성원은 제5대 총장후보로 추대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추대위의 구성) ① 추대위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인
2. 총학생회장
3. 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대위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추대위의 운영) ① 추대위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추대위는 그 사무에 관하여 구성원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추대위의 재정은 구성단체가 적정비율로 분담한다.
제6조 (구성원의 총장후보의 추천) 구성원은 추대위에 총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항의 보고) 추대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후보
의 추대업무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구성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총장후보의 추대) 추대위는 각 구성원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 단체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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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 총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9조 (총장후보 추대 일정) 추대위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추대위의 운영방법
과 추대업무의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 (추대위의 존속기간) 추대위는 추천한 총장후보가 제5대 총장에 취임할 때까지 존속
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추대위의 위원장은 총장후보의 추대업무에 관한 문서 등 일체의 자
료를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수협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교수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자료를 별도의 파일로 관리·보존하여
야 한다.
제12조(규약의 폐지) 이 규약은 추대위가 해산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제1정상화 체제의 민주총장 추대 과정
(1) 제1대 민주총장(제2대 총장) 추대 과정
- 1993년 3월 김문기 등의 이사가 전원 해임되고, 1993년 6월 임시이사 파견
- 1993년 7월 8일 전체교수회의에서 김찬국 교수를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제청하기로 결정
• 전체 교수 150명 가운데 117명이 회의에 참석
• 교수 117명이 서명한 김찬국 교수 단일 추대안에 대한 비밀투표 실시
• 투표인원 101명 중 찬성 85, 반대 14, 무효 2표로 김찬국 교수 추대안 가결
- 1993년 8월 2일 제8회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김찬국 총장 선임 의결
- 1993년 8월 30일 김찬국 총장 취임(임기 1993. 8. 30. ∼ 1997. 7. 31.)

(2) 제2대 민주총장(제3대 총장) 추대 과정
- 교수협의회, 교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로 “상지대학교 민주총장 후보 추대위원회” 결성
- 1997년 8월 24일 회의에서 김찬국(상지대학교 총장), 유창우(전 영남대학교 총장), 이상희(학교법
인 상지학원 이사장), 권태준(서울대학교 교수) 4인을 복수로 선출하여 이사회에 제청
- 1997년 8월 29일 제74회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김찬국 총장의 연임을 가결
- 1997년 8월 30일 김찬국 총장 취임(임기 1997. 8. 30. ∼ 199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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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대 민주총장(제4대 총장) 추대 과정
- 1999년 9월 16일 전체구성원 2차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 교수협의회 대표 3인, 노조대표 1인,
학생대표 1인, 총동문회 대표 1인으로 “상지대학교 제3기 민주총장 추대위원회”구성
- 제3기 민주총장 추대의 원칙
• 민주적인 인사
• 김문기 구재단 복귀를 저지하는 의지가 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사
• 전국적인 명망성이 있는 인사
• 대학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인사
- 1999년 9월 29일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온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명망과 방송통신대학 총장으로서의 대학운영 경험 등으로 볼 때, 대학
민주화를 통해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려는 상지대학교 총장에 한완상 선생님이 가장 적합한 분이
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사유로 한완상 선생을 총장 후보로 의결
- 1999년 10월 5일 상지대학교 총장추대위원회 명의로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한완상 전부총리를 총
장 후보로 추천
- 1999년 10월 12일 제101회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한완상 총장 선임 의결
- 1999년 10월 12일 한완상 총장 취임(임기 1999. 10. 12. ∼ 2001. 1. 29.)

(4) 제4대 민주총장(제5대 총장) 추대 과정
-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장, 총학생회장, 총동문
회장으로 제4대 민주총장 추대위원회 구성
- 제4대 민주총장 추대 원칙
•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
• 상지대학교를 민주대학, 시민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이 있는 인사
• 김문기 구재단의 잔재를 청산하고, 임기내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킬 의지가 있는 인사
• 대학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고,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
• 상지대학교 구성원의 대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
- 2001년 2월 19일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전 민화협 상임의장), 안병영(연세대 교수, 전 교육부
장관),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3인을 총장후보로 추천
- 2001년 3월 3일 제117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강만길 총장 선임 의결
- 2001년 3월 3일 강만길 총장 취임(임기 2001. 3. 3. ∼ 200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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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대 민주총장(제6대 총장) 추대 과정
- 2004년 10월 5일 총장 선출 방식 협의
•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지부장 1인, 총학생회장 1인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구성하기로 합의
- 총장 후보자 자격 기준
• 대학의 민주적 운영 의지가 확실한 분
• 학식과 덕망이 출중한 분
• 대학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
- 후보자 추전을 받은 결과 약 30여명의 후보자가 추전됨
-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5회의 회의를 거쳐, 김성훈 중앙대학교 교수를 총장후보자로 추천
하기로 결정
- 2004년 12월 3일 김성훈 중앙대학교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
- 2004년 12월 9일 제149회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성훈 총장 선임 의결
- 2005년 3월 1일 김성훈 총장 취임(임기 2005. 3. 1. ∼ 2009. 2. 28.)

(6) 제6대 민주총장(제7대 총장) 추대 과정
- 2008년 11월 5일 총장 선출 방식 협의
•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지부장 1인, 총학생회장 1인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구성하기로 합의하고, 11월 30일 추대위 결성
- 2008년 12월 “민주총장후보의 추대에 관한 규정”제정
- 총장 후보자 자격 기준
• 학식과 덕망이 출중한 분
• 구재단의 복귀에 대한 반대 의지가 확실한 분
• 학교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
•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는 분
• 대학의 민주적 운영 의지가 확실한 분
- 후보자 추전을 받은 결과 15명의 후보자가 추천됨
-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3회의 회의을 거쳐, 추천 인사 기준에 근거하여 5인의 후보자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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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
-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2009년 2월 12일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
- 2009년 2월 18일 제78회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유재천 총장 선임 의결
- 2009년 3월 1일 유재천 총장 취임(임기 2009. 3. 1. ∼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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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실적
(1) 전담 TF 구성 및 운영(2017. 10. 18.)
- 2016. 10. 27. 대법원 판결(2016두803, 2016두810, 이사선임처분취소) 후 2017. 10. 18. 공영형 사립
대학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단(김명연 단장 외 4명)을 구성·운영함
소속(직위)

성명

위촉사항

법학과

김명연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단장

중국학과

박장재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위원

관광학부

유기준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위원

친환경식물학부

기경석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위원

디자인학부

지명구

공영형 사립대학 준비기획위원

기획단 구성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5개년 계획)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립대학에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2019년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국정과제 52-1)하기로 결정함
◦ (시민대학에서 공영대학으로) 상지대학교가 그동안 발전시켜 온 시민대학 모델은 공영대학 정신
을 바탕에 둔 것으로 전국 대학 중 상지대학교가 공영대학의 모델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가 가
능함
◦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공영형 사립대학 비전 제시) 2017년 9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신임 이
추진배경

사장은 전체 교수회의 및 직원회의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사회,
대학 본부, 구성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신임 총장직무대행, 공영사학에 기반한 상지교육공동체 건설 제안) 2017년 9월, 신임 총장직무대
행은 전체 교수회의 및 직원회의에서 구성원 참여에 기반한 상지교육공동체 건설을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준비 중인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였음
◦ (교육부 정책 추진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 필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사업에 대한 준비와 선제
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가동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 및 역할,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추진체계, 지원 대상 및 조건, 선정 방식 등 사
업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및 기획안 작성이 필요함

◦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 미국 등 외국 사례 및 대학 유형별 사례 조사를 통해 상지대학교 현실에 맞
는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개념 및 역할) 제시
◦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적 역할 수행에 적합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 및 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
식 다각적 검토
주요과제

◦ (재정지원 사업 추진 방안) 적정 지원 범위 및 규모, 참여 및 지원 조건, 평가지표 등 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할 필수요소 검토
◦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 주체와 동문, 지역
사회의 동참과 지지 확보 방안 도출
◦ (정책당국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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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워크숍(2018. 2. 27., 2018. 4. 6.)
-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과 취지 그리고 대학체제개편 방향과 공영형 사립대학 구상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예상되는 공영형 사립대학 요건을 중심
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주요과제를 발굴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지향하여야 할 내용
과 방향 모색
◦ (주요 참석자) 고철환 이사장, 정대화 총장
직무대행, 교무위원, 교수협의회 대표, 총
학생회 대표, 직원노동조합 대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위원 등
◦ (외부 전문가 발제 및 토론) 대학교육연구
소장 박거용,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장 강내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최
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
소장 안상진
◦ (주요 토론내용)
-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전초대학으로서 정책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학내 구성원 간에도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
-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해 사립대 비율을 60% 정도로 줄여야 함
제1차 워크숍
2018. 2. 27.

- 공영형 사립대학의 재정은 인건비(또는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
으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 공영형 사립대학은 지배구조의 변경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50%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구성하고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법제화도 필요함
- 임시이사 체제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음
- 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대학교육 자체가 사양 산업이고 국립대를 지원하는 게 우선
이라는 입장이므로 예산 배정액이 부족하게 될 수 있음
- 입학보장제는 개별 대학이 시행하기는 어렵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시행해
야 효과적임
- 교무위원회의 정관 심의기구화, 교수협의회 학칙 기구화 등 공영형 사립대학에 준하는 사전절차
를 준비하고 있음
-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공 제일주의를 타파하고 교수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사
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확대 등이 필요
- 대학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대토론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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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참석자) 정대화 총장직무대행, 교무위
원, 교수협의회 대표, 총학생회 대표, 직원노
동조합 대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위원 등
◦ (외부 전문가 발제 및 토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장수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용련
◦ (주요 토론내용)
-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사회적경
제), 지역 초·중·고교, 문화예술계, 산학협력 등 협력이 중요함(일본 후쿠이대 사례, 풀무농업고등기
술학교 사례)
-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대학 선정 후 사후관리 시스템 필요
제2차 워크숍
2018. 4. 6.

- 정치인, 시민, 지자체 등과 원주지역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비리,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연구진 내부에서도 고민
이 있음
- 시범대학 선정은 지역별로 배분될 것이므로 지역거점 역할, 지방정부와 연계,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간 연합 등을 강조해야 함
- 인근 대학 학생, 교수와의 네트워크, 지역대학 연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지역생태계 보전을 지
향해야 함
- 거버넌스 변경 이후 지속 가능한 상지대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상지대의 강점을 재구조화해야 함
-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에 대한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의 강력한 의지, 열정을 표현해야 함
-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 교육 및 연구역량, 발전 가능성 등에서는 현재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
- 지역대학 간 네트워크연합, 공동교육, 공동입시, 산학협력 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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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형 사립대학 기본구상 발표(2018. 6. 5.)
-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이사회, 대학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
과 함께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 필요성 확인
일시

2018. 6. 5.

장소

상지대 본관 5층 대강당

참석자

이사장, 총장 및 교무위원, 교원, 학생, 직원, 동문 등

발표 및
토론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현황과 동향, 지방정부의 역할, 상
지대학교 비전과 목표 등에 대하여 토론

(4)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공영형 민주대학, 사회협력대학(2018. 7. 4.)
- 공영형 사립대학의 개념과 취지에 부합하는 공영형 민주대학, 사회협력대학을 주요 혁신목표로
설정

비전 VISION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슬로건 SLOGAN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4대 혁신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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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핵심전략

1. 공영형 민주대학

· 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재정자립도 강화

2. 교육혁신대학

· 교육모델 혁신 : FIND
· 학사제도 혁신
· 교육과정 혁신
· 교육지원시스템 혁신

3. 사회협력대학

· 산학협력, 지역사회 협력 혁신
· 남북교류, 국제교류 협력 혁신

4. 학생행복대학

· 학생지원 및 상담시스템 혁신
· 스마트플러스(Smart+) 캠퍼스 구축
·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
· 학생중심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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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학교 정상화 결정(2018. 8. 6.)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상지대 대학평의원회, 상지영서대 대학평의원회, 상지대관령고 학교운영위원회,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 그 밖의 이해관계인(상지학원 전 이사 김○○, 김□□,
상지학원(상지대)

김□□, 조□□)으로 한다.

정상화 추진계획안
2018. 8. 6.

- 상지학원(이사정수 9인)의 정이사 선임 비율은 상지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2인, 상지영
서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1인, 상지대관령고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인사 1인, 개방이사 3
인, 관할청(교육부) 추천 인사 1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상지학원 전 이사 김○○, 김□□, 김
□□, 조□□) 추천 인사 1인으로 한다.

(6) 사회협력대학 비전 보고회(2019. 6. 11.)
- 동문,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협력대학으로의 새
출발을 선포

- 포용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협력 모델대학
사회협력대학
비전 보고회
2019. 6. 11.
(상지대 본관 5층
강당)

으로의 새 출발을 선포
- 동문,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교 64주년 기념식을 개최
- 민주화를 근간으로 공영형 민주대학, 사회협력
대학, 학생행복대학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동반 성장의지를 표명

(7)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국회의원 후보자(이광재) 선거공보(2020. 4. 15.)
-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원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이광재)가 “사람에 투자하는 원주”발전을 위
하여 상지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지정해 확실히 발전시킬 것을 공약하고 지역사회의 공감
대를 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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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공보
2020. 4. 15.

(8) 교무위원회 학생대표 참관(2020. 4. 27.)
- 학생대표가 교무위원회 심의과정을 참관하고 필요한 경우 발언도 할 수 있으므로 대학운영의 공
공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확보함
일시

2020. 4. 27.

장소

상지대 본관 2층 대회의실

참석자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교무위원회는 대학의 학사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

참관내용

한 심의 기관임. 학생대표가 교무위원회를 참관함으로
써 대학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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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무위원회,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결의(2020. 5. 4.)
- 대학의 학사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 기관인 교무위원회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결의하고, 대학운영 전반에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를 적용, 반영하기로 함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결의안

상지대학교는 대학 통합과 건학 65주년을 계기로 대학
민주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학생이 행복하고 사회
와 협력하는 중부권 지역거점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결의한다.
1. 상
 지대학교는 지난 30년간 유지·발전시켜 온 민주대
학, 지역대학, 시민대학의 정신과 운영원리를 더욱 확
장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발전을 추진한다.
2. 상지대학교는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설정한 민주
교무위원회
2020.5.4.

대학, 구성원 참여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재정자립대학, 학생행복대학, 민주공영대학 등 7대
비전을 공영형 사립대학의 미래비전으로 추진한다.
3. 상
 지대학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개방과 참여를 확대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기
준에 맞추어 대학 제도를 정비하고 민주성과 효율성, 집중과 분산, 권한과 책임의 균형 관점
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4.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구성원단체, 동문, 지역사회 및 교육계와 적
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의 모든 학과와 부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코
 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전제로 2020년 가을에 건학 65주년 기념식을 병행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출범식을 진행하며 공영형 사립대학 연구팀이 추진업무를 병행한다.
2020년 5월 4일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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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회 6월 민주상 본상 수상(2020. 6. 9.)
- 비리 사학에 맞선 40년 투쟁으로 성취한 대학민주화와 대학의 민주적 발전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6월 민주상 본상을 수상
수상부문

수상사례

수상자명

2020년 <제3회 6월 민주상> 본상
비리 사학에 맞선 40년 투쟁으로 성취한 대학민주
화와 대학의 민주적 발전 성과

상지대학교,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교수협
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2844호)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임

(11) 학과별 간담회(2020. 6. 11. ~ 7. 15.)
- 학과 소속 전임교원 전원이 참석하여 학과별로 간담회를 갖고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학과별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직접 소통함
-대
 학본부와 학과 구성원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운영의 구체성·체계성·합목적성 확보
일시

2020. 6. 11. ~ 7. 15.

장소

상지대 본관 2층 대회의실

주최

상지대 교무위원회

참석자

총장, 교무위원, 학과별 소속 전임교원 전원
-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공감대 형성

논의사항

-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전초 대학으로서 정책안 선도
- 학내 구성원 간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심화학습 기회로 활용
- 단과대학과 학과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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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G1방송 시사Q(2020. 6. 23.) (방송요약자료 별첨)
- 강원도 대표 민영방송 G1이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기획기사로
제작하여 방송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감대 확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강원도 대표방송 G1

시사Q

2020. 6. 23.(화) 오후 7시30분

- 공영형 사립대의 도입 취지
주요내용

- 상지대학교 준비 상황(제도개선 등)
- 사회협력대학 비전 추진 상황
- 시민사회, 정치권의 노력

(13) 이사 세미나 : 대학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학교법인과 대학의 역할(2020. 6. 23.)
- 상지학원 이사장, 이사, 상지대학교 총장 및 교무위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학교법인과 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함
- 기부금 확보 등 대학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일시

2020. 6. 23.(화) 14:00~18:40

장소

상지대 본관 2층 대회의실
-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및 이사
- 상지대학교 총장 및 교무위원

참석자

- 상지대학교 학생 및 직원
- 외부 전문가
(총 39명)
- 전략적 기부문화가 대학혁신에 거는 말들

논의
사항

- 지역대학 성공 사례(한동대학교)
- 지역대학 성공 사례(애리조나대학)
- 대학 재정현황과 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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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성원단체 공청회 :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구성원 공청회(2020. 6. 25.)
-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등 구성원단체 주도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공영
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상지대학교 적용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함
일시

2020. 6. 25.(목) 11:00~13:00

장소

상지대 본관 5층 강당

사회자 1명(정의철)
발제자 2명(김명연, 이동승)
참석자

토론자 4명(김주영, 조승래,이주엽, 심준보)
상지대학교 직원 25명, 교수 16명, 학생 112명
(총160명)

논의사항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확대 정책의 의의
- 공영형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와 상지대학교

(15) 4개 대학 총장협의체 하계 포럼(2020. 7. 9.)
- 대구대, 성신여대 등과 함께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을 공유함
일시

2020. 7. 9.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

주최

대구대, 상지대, 조선대, 성신여대

발제

토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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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운영의 효과성 연구 발표(조선대,
상지대)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대구대 총장 및 주요 보직자, 상지대 총장 및 주요 보직자, 조선대 총장 및 주요 보직자, 성신여대 총장 및 주
요 보직자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16) 국회 공청회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2020. 7. 16.)
-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현실화 과정을 발표하고 제도 도입 등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
토론함
일시

2020. 7. 16.(목)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서동용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학 : 과거 현재 미래

발제

(안현효, 대구대 교수)
공영형 사립대학 현실화 과정
(방정균, 상지대 교수)

토론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정대화(상지대 총장), 민영돈(조선대 총장), 신은주(평택대 총장), 박거용(상명대 명예교
수), 김명환(서울대 교수),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17) 교무위원 워크숍(2020. 7. 22. ~ 7. 23.)
- 공영형 사립대학 출범을 위한 학교 운영과 학내 현안,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교무위원과 주요 팀
장 등이 참석하여 1박 2일 간 토론, 논의함
일시

2020. 7. 22. ~ 7. 23.

장소

오크밸리

주최

상지대학교 교무위원회

발제

토론
참석자

공영형 사립대학 현실화 가능성
(대외협력처장 방정균)

총장, 교무위원, 부서장, 팀장 등(총 31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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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문·지역사회 공청회(2020. 8. 5.)
- 상지대학교 총동문회가 주도하여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사회협
력대학 발전 포럼을 실시함
- 동문, 지역사회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협력, 지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고 토론함
일시

2020. 8. 5.(수) 15:00

장소

상지대 본관 5층 강당

주최

상지대, 상지대 총동문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지대 발전 방

발제

안(이강익)
사회협력대학으로 상지대 발전 방안
(김주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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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김기봉(지방문화네트워크 대표), 오종석(상지대학교 총동문회 수
석부회장), 용정순(강원신용보증재단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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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15. 7. 9., 2017. 9. 22., 2017. 11. 07., 2020. 1. 1.)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개정 2016. 3. 1.)
1. 상지대학교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개정 2005. 9. 23.)(전문개정 2020. 3. 1.)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또는 84에 둔다.(개정 2011.
12. 26., 2012. 05. 07.)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단서 신설 07. 11. 5)(개정 2011. 12.
26., 2012. 12. 24.)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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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상지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부속병원 회계의 집행을 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 8. 4.)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본조신설 2006. 11. 13.)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6. 11. 13.)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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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관
제 1 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제1호의 이사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호신설 2006. 11. 13.)
제22조의2 (삭제 2017. 9. 22.)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4년(개정 2003. 12. 23., 2014. 6. 11., 2017. 9. 22., 2017. 11. 7.)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
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
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3.)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6. 11. 13., 2011. 12. 26.)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
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
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5.)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
다.(개정 2007. 11. 5.)
③ (삭제 2007. 12. 26.)
제24조의3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추천하는 7인으로 한다.(개정 2017. 11. 07.)
1. 상지대학교 평의원회 3인
2.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 1인
3. 이사회 1인
4.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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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동문회 1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06. 11. 13.)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5., 2020. 3. 1.)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6. 11. 13., 2020. 3. 1.)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2006. 11. 13.)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
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해서는
제24조의2규정을 준용한다. (항신설 2006. 11. 13.)(개정 2007. 11. 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항신설 2006.
11. 13.)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3. 8.
4., 2006. 11. 13.)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20. 3. 1.)(조명칭 개정 2020. 3. 1.)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삭제 2017. 9. 22.)
제2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
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
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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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
할 수 없다.(항신설 2006. 11. 13.)(개정 2007. 11. 5.)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항변경 2006. 11. 13.)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항변경 2006. 11. 13.)
제 2 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 3. 16.)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 11. 13.)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1. 13.)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명칭 개정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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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8. 18.)
제34조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3. 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11. 13.)
(전문개정 2007. 11. 5.)
제35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
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1. 13., 2020. 3. 1.)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상지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변경 2006. 11. 13.)(개정 2011. 10.
26.)(전문개정 2020. 3. 1.)(개정 2020. 8. 18.)
제35조의3 (구성원의 대표단체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상지대학교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단체(이하 “구성원 대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과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등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20. 8. 18.)
가. 교원 5명
나. 직원 2명
다. 조교 1명
라. 학생 2명
마.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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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항신설 2006. 11. 13)(개정 2020. 3. 1.)(조
명칭 개정 2020. 3. 1.)
③ 구성원 대표단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항 신설 2020. 8. 18.)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되, 마호에 따
른 평의원의 경우 법인이나 상지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6. 11. 13.)(개정 2020. 8. 18.)
제35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조변경 2006. 11. 13.)(조명칭 개정 2020. 3. 1.)
제35조의6 (소집) 평의원회는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조변경 2006. 11. 13.)
제35조의7 (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 11. 13.)
(개정 2020. 3. 1.)
제35조의8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총장 또는 평의원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0. 3. 1.)
(조변경 및 전문개정 2006. 11. 13.)(전문개정 2007. 11. 5.)
제35조의9 (평의원회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 11. 13.)(조명칭 개정 및 개정 2020. 3. 1.)
제 4 절 고등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절 명칭변경 2017. 10. 27.)
제35조의10 (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고등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조변경 2006. 11. 13.)
제35조의11 (고등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등)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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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다.(조
변경 2006. 11. 13.)
1. 규정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호신설
2006. 11. 13.)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호신설 2006. 11. 13.)(개정 2007. 11. 5.)
7.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호신설 2006. 11. 13.)
제35조의12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
은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위원 정수에 2배수로 추
천된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조변경 2006. 11. 13.)
제35조의13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조변경 2006. 11. 13.)
제35조의14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조변경 2006. 11. 13.)
제35조의15 (규정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한다.(조변경 2006. 11. 13.)
제35조의1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제6조에 의거 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조변경 2006. 11. 13.)(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17. 10.
27.)(개정 2017. 12. 20.)
제35조의17 내지 제35조의27 (조삭제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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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광사업(호 변경 2020. 3. 1.)
2. 건설사업(호 변경 2020. 3. 1.)
3. 의료사업(호 변경 2020. 3. 1.)
4. 부동산임대업(호 변경 2020. 3. 1.)
제37조 (수익사업 명칭)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명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상지관광(개정 2006. 6. 5.)(호 변경 2020. 3. 1.)
2. 상지토건(호 변경 2020. 3. 1.)
3. 상지푸른의원(개정 2006. 6. 5.)(호 변경 2020. 3. 1.)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① 상지관광, 상지토건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또
는 84에 둔다.(개정 2006. 6. 5., 2011. 12. 26., 2012. 5. 7.)
② 상지푸른의원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0에 둔다.
(개정 2006. 6. 5., 2011. 12. 26., 2012. 05. 07.)
제39조 (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6. 11.)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
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개정 2014. 6. 11.)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
정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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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원
제 1 관 임명
제43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3.)(조명
칭 변경 및 개정 2018. 3. 16.)
②학
 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원의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등의 임용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당해 학
교의 장이 행한다.(개정 2003. 8. 4., 2014. 6. 11., 2017. 9. 22., 2018. 3. 16., 2019. 7. 4.)
1. 교

수

정년까지(다만, 신규임용의 경우 2년)

(개정 2003. 8. 4., 2020. 3. 6., 2020. 8. 18.)
2. 부 교 수

6년(다만, 정년보장 임용 심사를 통과한 경우 정년까지)

(개정 2016. 3. 1., 2017. 9. 22., 2020. 3. 6., 2020. 8. 18.)
3. 조 교 수

6년 (개정 2011. 12. 26., 2016. 3. 1., 2017. 9. 22.)

4. 강

1년(신설 2019. 7. 4.)(호 변경 2020. 3. 1.)

사

③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부속병원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그 밖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06. 29., 2011. 10. 26., 2014. 6. 11., 2015. 5. 8., 2017. 9. 22.)
④ 고등학교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8. 3. 16., 2020. 3. 1.)
⑤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
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⑥ 총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신설 2006. 11. 13.)(개정 2011. 6. 29., 2011. 10. 26., 2017. 9. 22., 2020. 3. 1.)
제43조의2 (고등학교 기간제교원) ①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6., 2018. 3. 16.)
1. 교원이 제44조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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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
 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기
어려운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개정 2006. 11. 13.)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06. 11. 13.)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호 신설 2011. 12. 26.)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항신설 2017. 10. 27.)(개정 2018. 3. 16.)
제43조의3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
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3. 16)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의4 (명예교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명예교수·석좌교수·겸임교수·대우교수·연
구교수·초빙교수·임상외래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객원교수(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한다)
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5. 7., 2019. 7. 4.)
② 제1항의 명예교수등의 종류·자격기준·임용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3. 8. 4.)
제43조의5 (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
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
한다. (조신설 2003. 8. 4.)(개정 2018. 3. 16.)
제43조의6 (전형결과의 공개) ①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
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 11. 13.)
제43조의7(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임
용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
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3. 1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
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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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조신설 2011. 12. 26.)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
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
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
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2019. 12. 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7. 10. 27.)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9. 12. 1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개정 2019. 12. 11.)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
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9. 12. 11.)
7.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
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6. 11. 13., 2007. 11. 5., 2014. 6. 11.,
2019. 12. 11.)
7-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
다.)을 입양하는 경우(호 신설 2018. 3. 16.)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4. 6. 11., 2017. 10. 27., 2017. 12. 20., 2019. 12. 11.)
9. 사
 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국
 가기관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 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호신설 2006. 11. 13.)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
자로 종사하게 된 때(호신설 2011. 12. 26.) (개정 2018. 3. 16., 2019. 12. 11.)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호신설 2017. 10. 27.)

21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44조제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06. 11. 13.)
2. 제4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
다.
3.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 11. 13.)
5. 제44조제6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16.)
6. 제44조제7호 및 제7-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6. 11. 13., 2009. 2. 16., 2018. 3. 16.)
7. 제4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 11. 13.)
8. 제4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호신설 2006. 11. 13.)
9. 제
 4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
우자의 국외근무기간,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신설 2006. 11. 13.)
10. 제
 4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호신설 2006. 11. 13.)(개정 2018. 3. 16.)
11. 제
 44조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
다.(호신설 2017. 10. 27.)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
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03. 8.
4., 2011. 12. 26.)
② 제44조제2호 내지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8. 4., 2006. 11. 13., 2011. 12. 26., 2017. 10. 27.)
③ ~ ④ (삭제 2006. 11. 13.)
⑤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제44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중 봉
급의 50%를 지급할 수도 있다.(호 신설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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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3. 16.)(조명칭 변경 2020. 1. 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
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
 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
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
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
한다.(개정 2018. 3.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
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개정 2018. 3. 16.)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
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⑦ (삭제 2020. 1. 1.)
제48조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
 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조신설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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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
당규정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
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3. 1.)
③ 삭제(2020. 3. 1.)
제50조의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
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20. 3. 1.)
제50조의3 (명예퇴직)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따로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8. 4., 2020. 3.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상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
격 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조명칭 개정 및 전문개정 2020. 3. 1.)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7. 10.
27., 2020. 3. 1.)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명예교수 등을 임용·위촉 또는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위촉 또는 임용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 05. 07., 2018. 3. 16.,
2019. 7. 4., 2020. 3. 1.)
2. 총장이 부총장, 부속병원장의 보직을 제청하고자 할 때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3. 8. 4., 2011. 6. 29., 2011. 10. 26., 2014. 6. 11., 2017. 9. 22., 2017. 10. 27.,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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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정년보장 심사에 관한 사항(호 변경 2020. 3. 1.)
4. 그 밖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및 호 변경 2020. 3. 1.)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야 한다.(개정 2018. 3. 1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항 사항(개정 2018. 3. 16.)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항신설 2017.
10. 27.)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
는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2. 26.)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3. 1.)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으로 하
고, 고등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2011. 12. 26., 2014. 6. 11., 2017. 10. 27., 2020. 1. 1., 2020. 8. 1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 3. 1.)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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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
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
정 2017. 9. 22.)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호신설 2017. 9. 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호신설 2017. 9. 22.)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 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 이라 한
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 어야 한다.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조신설 2017. 9. 22.)
제59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된다.(조신설 2017. 9. 22.)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
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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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
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
하여 그 기한은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9. 7. 4., 2020. 3. 1.)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
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
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제63조의3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
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3. 1.)
제6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16.)
③ 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조
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8.)(개정 2018. 3. 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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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6. 11., 2015. 5. 8., 2018. 3. 16.)
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개정 2015. 5. 8.)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8.)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2. 26., 2016. 4. 1., 2019. 7. 4.)
② 감사원의 조사 또는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
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의 기간은 해당 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
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 4. 1.)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
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
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
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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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69조 내지 제82조(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직원”으로 한다)으로 임용
될 수 없다.(개정 2020. 3.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
 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 3. 1.)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
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
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직원은 당해 기관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3. 1.)
④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소속 사무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
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대우직원 선발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우직원 선발준칙으로
정한다.
⑦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소속 일반직 8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6~8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항신설 2010. 3. 25.)(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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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
로 관리한다.(항신설 2010. 3. 25.)
제84조의2 (명예퇴직) 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제5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의3(고등학교 직원의 명예퇴직) ①고등학교의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에 관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의
장이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20. 3.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
다.(조 신설 2011. 12. 26.)
제85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 중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지학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
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일반직원재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3. 1.)
제 5 절 조교
제88조의2 (조교) ① 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면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조교의 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조신설
200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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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직제
제 1 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개정 2016. 4. 1.)(조명칭 변경
2017. 9. 22.)
② 법인사무국에는 사무부와 사업부를 두며 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 8. 4., 2011. 6.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7. 9. 22.)
⑤ (삭제 2017. 9. 22.)
제 2 절 상지대학교 (개정 2015. 5. 8.)
제90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
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육부총장과 사회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7. 10., 2015. 5. 8.,
2017. 9. 22., 2020. 1. 1., 2020. 8. 18.)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총장과 사회협력부총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5. 8., 2017. 9. 22., 2020. 1. 1., 2020. 8. 18.)
⑤ 총장 및 부총장이 유고시에는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생행복처장 순으로 총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07. 11. 5., 2015. 5. 8., 2017. 9. 22., 2017. 10. 27., 2019. 2.
21., 2020. 3. 1.)
제90조의2 (비서실) 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비서실을 둔
다.(조신설 2015. 6. 8.)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삭제 2007. 7. 10.)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육연구처, 기획평가처, 학생행복처, 대외협력처, 입학홍보
처, 행정지원처를 둔다. (개정 2003. 8. 4., 2005. 6. 14., 2005. 12. 7., 2007. 7. 10., 2007.
11. 5., 2009. 1. 21., 2017. 3. 21.,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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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처에는 처장을 둔다.(개정 2003. 8. 4., 2005. 6. 14., 2005. 12. 7., 2007. 7. 10.,
2017. 3. 21., 2019. 2. 21.)
③ 각 처에는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3.
8. 4., 2004. 3. 16., 2005. 6. 14., 2007. 7. 10., 2017. 3. 21., 19. 2. 21.)
④ ~ ⑨ (항삭제 2007. 7. 10.)
⑩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8.4.,
2005. 6. 14., 2005. 12. 7., 2007. 7. 10.)(항변경 2005. 6. 14., 2005. 12. 7.)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부서를 둘 수 있
다.(개정 2007. 11. 5.)
② ~ ③ (삭제 2007. 7.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 12. 7., 2007. 7.
10.)(항변경 2005. 12. 7.)
제94조 (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이하 “부속기관 등”이라 한
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 등에 각 장을 두며, 평생교육원 원장은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7.
7. 10.)
③ 부속기관 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 등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 (학술정보원) ① 대학교에 부속 학술정보원을 둔다.
② 학술정보원에는 원장을 둔다.(개정 2007. 7. 10.)
③ 학술정보원내에는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
정 2004. 8. 10., 2007. 7. 1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 (부속한방병원) ① 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속한방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 ④ (삭제 2007. 12. 11.)
⑤ 부속한방병원에는 진료부, 교육연구부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 12. 11.)
⑥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2. 11.)
⑦ 각 부(국)에는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11.)
⑧ ~ ⑨ (삭제 2007. 12. 11.)
⑩ 5항, 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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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학
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둔다.(개정 2007. 7.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4. 3. 16.)
제96조의3 (조삭제 2017. 9. 22.)
제96조의4(재정위원회) ① 대학교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의 책무성과 책임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0. 8. 18.)
제 3 절 상지영서대학교(개정 2011. 10. 26.) 삭제(2020. 3. 1.)
제97조 삭제(2020. 3. 1.)
제98조 삭제(2020. 3. 1.)
제99조 삭제(2020. 3. 1.)
제100조 삭제(2020. 3. 1.)
제100조의2 삭제(2020. 3. 1.)
제100조의3 (조 삭제 2017. 9. 22.)
제 4 절 고등학교
제101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
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규칙으
로 정한다.(개정 2011. 12. 26.)
제 5 절 정원
제103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와 같다.(개정 2018. 8. 2.,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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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학교법인의 연혁
(개정 2000. 10. 16., 2014. 11. 4., 2014. 11. 25.)
제104조 (설립당초의 임원) ①이 법인의 모태가 되는 법인은 종전의 교육법에 의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62년 3월 6일 설립된 재단법인 청암학원이다. (개정
2000. 10. 16)(개정 2014. 11. 4)(개정 2014. 11. 25)
②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0. 16)(개정 2014. 11. 4)(개정
2014. 11. 25)
직위

성명

임기

주소

이사

원홍묵

4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084

이사

원봉훈

4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983-4

이사

김창근

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363

이사

정태시

2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91의 7

이사

오형선

2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41

이사

장

윤

2년

강원도 원주시 인동 264

감사

윤은상

2년

경기도 인천시 송림동 19

감사

김명제

1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41

제104조의2 (학교법인으로의 전환) 재단법인 청암학원은 1963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의 제
정에 따라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절차를 거쳐 1964년 1월 25일 학교법인 청암학원으로 변
경되었다. (개정 2000. 10. 16.)(삭제 2014. 11. 4.)(개정 2014. 11. 25.)
제104조의3 (법인의 명칭변경)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1974년 3월 8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변경되었다. (개정 2000. 10. 16.)(삭제 2014. 11. 4.)(개정 2014. 11. 25.)

제9장보칙
제10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4. 11. 4)(개정 2014. 11. 25.)
제106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 619, 2020. 8. 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4조제1항, 제90조제3항, 제4항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직제상 선임부총장이
한 행위는 교육부총장이, 직제상 후임부총장이 한 행위는 사회협력부총장이 각각 한 행
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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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시행세칙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 106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법인·수익사업체 및 정관 제3조에서 정한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
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정원의 증감, 학과, 대학, 대학원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건물의 신축, 증축 등)
4. 한방병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5.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법령 등의 우선) ① 법인·수익사업체 및 각급학교는 관계 법령, 정관 및 이 시행세칙에
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등으로 제정 또는 개폐하되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법인·수익사업체 및 각급학교가 제정한 규정 중 관계 법령, 정관 및 이 시행세칙에 위
반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관리·보존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보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의 중요한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4. 이사장 명의로 된 각종 권리 또는 자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용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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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적 경비지출을 수반하는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산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
정에 의한다.
제7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2항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를 위한 경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 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에 앞서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 주요 추진 계획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 등의 운용) ①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 절감
등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결정 및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부지매입 및 매각활용
2.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및 멸실
3. 기타 학교 및 수익사업기관과 관련된 공통사항
② 재산 및 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계획 단계의 보고
2.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시행 보고
3. 사업완료 보고
③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경비, 청소 및 환경처리
등의 용역체결과 대내·외 홍보 및 홍보물 설치 등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와 관련된
공통사항은 사전에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 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6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0
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6. 11.)
② (삭제 2014. 6. 11.)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
사회의 의결을 얻어 각급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1.)
제10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
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부록

233

제11조(결산) ① 이사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제출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과 각급학교의 학교회계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이 밖에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3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2조(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
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시행하여
야 하며,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사장 및 이사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사장은 감사위원의 성명과 감사의 범위 및 실시기간 등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요청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감사시기 및 감
사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이사회
제14조(이사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① 정관 제31조 ②항 이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각급학교 직제와 인사, 보수, 퇴직금 지급, 복무 및 회계에 관한 규 정의 제정 또는 개·폐
2. 각급학교 단체협약 사항 중 인사권,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
3. 재산상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결정
4. 기타 중요 정책 사항
②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신규사업, 주요 사업, 예산편성
주요사항 등)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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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①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정관 제29조 제 3호에
해당하는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처리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승인사항을 제외한 각 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교원 및 보직 인사
3. 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에게 위임된 직원인사
4. 교원 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정 결과
5. 분기별 재산증감 상황
6. 월간 주요업무 진행사항 및 향후 주요 예정사항
7. 수익사업체 및 한방병원의 월간 사업실적
8. 수익사업체의 사업보고서
9.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10. 이사장 승인사항이나 이사회 의결사항의 처리
11. 기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이 관계법령, 정관 및 정관시행
세칙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각급학
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즉시 해당 내용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안건제출) ① 정관 제31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
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3)
②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에 필요하거나 참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안건 설명) 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와 관련된 안
건에 대한 설명은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이 한다.
②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승인, 이사장 보고에 관한 사항
은 상지대학교 총장이 한다.
③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장이나
업무담당자가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처리결과 통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와 관
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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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지학원종합발전위원회
제19조(상지학원종합발전위원회의 목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
가 추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계획·조정·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에 상지학원종합발전위
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0조(위원회의 조직 및 임기) ① 위 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 및 각급학교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지학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상지학원 산하기관 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지학원 산하기관 업무 중복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수익사업
제22조(관리인의 임용 등) ①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익사업체 관리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관리인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교직원
제23조(교직원의 임용) ①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
용, 승진(정년보장)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조명칭 변경 및 개정 2018. 3. 16.)
② 정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승급,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24조(보직인사 및 위원 추천·제청) ①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부속병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6. 11.)(개정
2017. 10. 13.)
②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법인의 제반 위원회의 위원 제청·추천시 2배수의 제
청·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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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은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에게 제반 인원을 제청·추천 하도록 할 때에는
자격요건, 범위를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3)
제25조(교직원의 징계) ① 정관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기타 공무원법 등
의 법령 또는 법인과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제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에 태만한 자(개정 2016. 4. 1.)
3. 법
 인 및 각급학교와 수익사업체의 내외에서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
위를 한 자
4. 각급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5. 법인과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6. 법인과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공금을 유용·횡령한 자 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한 자
7. 법
 인과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행정업무 및 학사일정을 방해, 비방·모략하는 행위
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교사·선동하는 행위를 한 자
8. 감독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
9. (삭제 2017. 2. 23.)
②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하자 또는 과실에 대한 내용
(관계자성명, 과실행위, 일시, 장소 등)을 해당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장에게 보고하
고, 해당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징계위원
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 절차 및 징계의 효력 등 징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 (손해배상 청구)(조삭제 2017. 10. 13.)
제25조의3 (신설 2016. 4. 1.)(제25조의2로 이동 2017. 2. 23.)
제26조(교원인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
게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원에 의한 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전임교원의 승진(정년보장)임용, 재임용에 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삭제
2014. 6. 11.)(항신설 2017. 10 .13.)(개정 2018. 3. 16.)
④ 전임교원의 신규 충원에 관한 사항은 초빙공고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7조(직원인사) ① 정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전형을 거쳐
야 한다. 단, 특별채용의 경우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및 면접시험을 거쳐 따로 채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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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개정 2014. 6. 11.)
② 정규직원의 신규충원에 관한 사항은 채용공고 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개정 2017. 10. 13.)
③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이 직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제
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8. 3. 16.)
④ 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
장이 보한다.
⑤ 직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 각급학교의 장은 부장, 팀장 급에 해당하는 5급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성과 및 실적, 상위직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발표 평가 등
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직원의 평가는 소속기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파견된 근무지의 기관장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소속 직원의 승진평정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장은 계약직 등 행정부서 및 학사행정에 필요한 비정규
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절차를 거쳐야한
다. 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의 전환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10. 13.)

제7장보칙
제28조(세칙의 개정 등) ① 이 세칙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②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사무국-331, 2012. 3. 26.)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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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재정위원회 규정 및 재정위원회 실적 자료
□ 재정위원회 규정

재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운영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 2명과 대학본부의 당연직 6명을 포함하여 23명의 위원으
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부총장 2명
2.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생행복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3. 과
 반수 교수단체 및 교섭대표 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본교 교직원 5명
4. 총동문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5. 총장이 임명하는 본교 교직원 5명
6.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총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구성
원단체가 추천하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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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와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그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② 기획예산팀장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 사무를 주관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팀-66, 2020. 2. 1.)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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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원회 실적
1

재정위원회구성(2020. 9월 현재)
구분

소속 및 직책

성명

부총장

교육부총장

공제욱

(2명)

사회협력부총장

정의용

교육연구처장

임용규

기획평가처장

황영철

처장·단장

학생행복처장

이우범

(6명)

대외협력처장

방정균

행정지원처장

김영복

산학협력단장

차영환

경찰법학과

이동승

한의학과

이광호

체육학부

박창범

직원노동조합 추천

대학원지원팀장

이강재

(2명)

생활관 팀장

양우철

총동문회 추천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오종석

(2명)

총동문회 부회장

고창영

부동산학과

이진경

경영학과

임명서

환경조경학과

기경석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이우범

간호학과

이꽃메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현수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강원신용보증재단

용정순

교수협의회 추천
(3명)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5명)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비고
당연직(재임기간)

당연직(재임기간)

2020. 2. 1. ~ 2022. 1. 31.

2020. 2. 1. ~ 2022. 1. 31.

2020. 2. 1. ~ 2022. 1. 31.

2020. 2. 1. ~ 2022. 1. 31.

2020. 2. 1. ~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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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제고
- 이사회 참관(2020. 4. 29. 제26회 이사회)
위원 구분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제고(의견조사 결과)
상지대학교의 이사 구성은 사학운영의 책무성
과 사회협력을 담보할만한 인적 구성을 갖추
고 있음
이사회가 상지대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단

교원

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
고 있음
대학 내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법인 감사가 적
절히 포착하여 이사회가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사장이 이사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관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함
이사회가 상지대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

동문 및

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

교수, 직원, 동문이 참관인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
었음

- 학교재정현황 감사(2020. 4. 13. ~ 4. 29.)
• 재정위원회 산하 행정감사위원회 7명이 참여
• 대학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성 강화
목적(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첨부)
위원 구분

대학운영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제고(의견조사 결과)
상지대학교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안
점을 두고 사회협력단 운영, 재정운영,
학교자산(부동산) 운용의 적절성을 검
토하여 지역사회 협력 및 재정 건전성

교원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점검할 수 있
었음
저이용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향상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안함
재정현황 파악을 통해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운영의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

동문 및

성,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됨

지역사회
지역사회 협력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재정기여 등 제반사항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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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
- 이사회 참관(2020. 4. 29. 제326회 이사회)
• 재정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4명이 참관
위원 구분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의견조사 결과)
교수, 직원, 동문이 참관인으로 선정되어 대학 및 법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의
회의 운영의 실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음

교원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참관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이사회가 각 산하기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인
지하게 됨
지자체, 지역기업체, 동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상지학원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검
토해 볼 수 있음
공영형 사립대학의 취지가 실현되어 국립대학에 준하는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중부내륙 도시의 중심인 원주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서 국가균형
발전의 큰 틀을 함께 실현에 나가야 함

동문 및 지역사회

이사회 참관을 통한 구성원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대학경영 투명성 제고, 수평적 조직문
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사 구성원의 전문성과 정의를 향한 반듯한 책임감은 향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지역사
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데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음
돈과 권력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 안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지대학교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 가치 실현을 하는 것이라 여겨짐

- 학교재정현황 감사(2020. 4. 13. ~ 4. 29.)
• 재정위원회 산하 행정감사위원회 7명이 참여
• 대학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성 강화 목
적(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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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분

대학 구성원 등의 의식변화(의견조사 결과)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발전전
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대학 이해 관계자들이 대학의 재정상황과 사회협력의 기반에 대한 진단에 참여하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고민한 것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와의 연
대를 실천하는 중요한 경험임

교원

사립대학이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대학운영을 개선할 수 있음
행정감사위원회는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
로도 현재와 같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지역대학으로서의 책무성과 재정·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4

동문 및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가져오고 고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역

지역사회

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
- 이사회 참관(2020. 4. 29. 제326회 이사회)
• 재정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4명이 참관
위원 구분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의견조사 결과)
이사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인사가 이사로 선
임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필요
재정을 전담할 전문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사 정수 확대
검토 필요

교원

참관인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회의자료가 참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향후 학생대표들에게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비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이사회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관제도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목적, 회의자료 열람 권한, 참관인의 발언권, 참관인 선정 범위

제도화 검토

등)
이사회 회의자료(심의안건, 보고안건)가 참관인에게 제공되지 않아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음
동문 및
지역사회

향후 학생대표들에게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제도화 검토

이사회 참관제도를 정관 또는 정관시행세칙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
음. 단,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244

개선 검토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제도화 검토

- 학교재정현황 감사(2020. 4. 13. ~ 4. 29.)
• 재정위원회 산하 행정감사위원회 7명이 참여
위원 구분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의견조사 결과)
재정위원회 차원의 재정진단 프로세스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교원

행정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내 구성원단체 모
두가 참여하도록 학생,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비고
제도화 검토

제도화 검토
(감사위원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 감사계획 수립

제도화 검토

행정감사위원회를 재정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

제도화 검토

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감사위원회)

동문 및
지역사회

• 대학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책무성 및 재정·회계의 투명성 강화 목
적(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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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단과대학운영협의회 규정 및 단과대학운영협의회 실적 자료
□ 단과대학운영협의회 규정

단과대학운영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운영의 구성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학칙 제2조 및 제61조의2
에 명시된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운
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건의할 수 있다.
1.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운영경비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
4.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실험실습비 사용 방향에 관한 사항
5.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교육공간 배정 및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6.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전공의 기자재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장 또는 해당 단과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해당 단과대학장
2.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장
3.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
4.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단과대학 재학생 2인
5. 해당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동문·외부인사·본교 직원 중 2인(단과대학 사정에
따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의장 등) ① 협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소속 단과대학장으로 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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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제안이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
 장은 협의회의 안건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
의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협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③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별도
로 정한다.
제7조(경비지원) 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이 주관하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자료제출 의무) 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 및 학과(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자
 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 및 학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
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의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팀-320, 2020. 5. 8.)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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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운영협의회 운영 실적
1

제도개선 검토
단과대학

발생되는 문제점·애로사항(의견조사 결과)

비고

안건 사전공지, 의원들의 자료 요청권 제도화 요구

제도화 검토

회의자료 2~3일 전 사전 제공 필요

제도화 검토

교수 및 학생의 운영협의회 회의 참관 건의

제도화 검토

회의개최 정기화 필요

제도화 검토

회의자료 2~3일 전 사전 제공 필요

제도화 검토

학과장 회의와 연계성, 중복성 문제 고려

개선 검토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권한 재검토

개선 검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개선 검토

단과대학 특성에 맞도록 규정 개정 필요

개선 검토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의사결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성 내포

개선 검토

학생들의 참여 수준과 대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개선 검토

참관인에게 발언권 부여 필요

제도화 검토

회의자료 사전 제공 필요

제도화 검토

회의 안건에 따라 학생, 외부인사 참관 허용 검토

제도화 검토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권한 재검토

개선 검토

회의자료 사전 제공 필요

제도화 검토

학생 참관 허용

제도화 검토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성격 재검토

개선 검토

학과 학생회장 참관 허용

제도화 검토

회의자료 사전 제공 필요

제도화 검토

교수, 학생 참관 허용

제도화 검토

회의자료 사전 제공 필요

제도화 검토

생명환경대학
융합기술공과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한의과대학
예술체육대학

교양대학
평생교육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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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별 간담회

- 학과별 간담회 진행 경과(63개 모집단위 중 61개 참여)
연월일
6. 11.(목)

1부

2부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여가기획학과, 호텔컨벤션학과,

산림과학과, 식물생명자원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환경조경학과

6. 17.(수)

동물자원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응용물리전자학과,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

6. 18.(목)

신에너지자원공학과, 환경공학과

6. 16.(화)

6. 24.(수)

전자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6. 30.(화)

제약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7. 1.(수)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7. 2.(목)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방공학과
의료경영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한방의료공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언어치료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체육학부(체육/생활체육/태권도),

자유전공학부, 사회적경제학과,

한의학과(기초교원)

생애개발상담학과

7. 6.(월)

한의학과(임상교원)

7. 7.(화)

한국어문학과, 영어학과, 중국학과

아시아국제관계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7. 8.(수)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경찰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군사학과

7. 14.(화)

무역학과, 문화콘텐츠학과

7. 15.(수)

스마트건설공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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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사항 요약
분야별

주요 논의사항
교수 업적평가 제도

전임교원 충원

비고
경영학과, 소방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스마트
자동차공학과, 식품영양학과, 한의학과
한국어문학과, 회계학과,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 정보보
안학과, 한의학과, 자유전공학부

공동연구 지원, 연구소 지원,

(공통)

연구교수 제도 신설

교육연구처

전임교원 책임시수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한의학과

교육과정 개편

(공통)

졸업 이수학점 조정

유아교육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스마트건설공학
과, 소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사회복지학과, 관광경영학과, 정보

분반 허용

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체육학부, 한의
학과

교직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공학인증제
병원 등 외부기관 실습

사회적경제학과, 생애개발상담학과
스마트건설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스마트자
동차공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충원율 제고

(공통)

학사구조 개편

(공통)

융복합전공, 연계전공

무역학과, 동물자원학과, 전자공학과, 의료경영학과

학사-석사 통합 과정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조교 정원 배정

기획평가처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

실험실습비 배정 및 집행
기자재 확충

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스마트건설공학과
아시아국제관계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서비스
학과, 동물자원학과
중국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육공간 재배치

(공통)

(추가/이전/개선)
부속한방병원 이전
학과 평가인증

25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한의학과(임상교원)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분야별

주요 논의사항

비고

학과 동아리,
학술제(학과행사), 비교과활동,

(공통)

동문회 활성화
취업률 제고
학생행복처

(공통)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공통)

준비(인재할당제)
학과 자격증 취득,
HRD직업능률혁신원 자격증

(공통)

연계
학생자치기구(학생회)

자유전공학부

기부금 수입 확대
대외협력처

MOU 체결, 대외협력

(공통)
아시아국제관계학과, 경찰법학과,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
학과, 간호학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중국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입학 전형방법 개편

항공서비스학과, 물리치료학과, 한의학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
입학홍보처

편입학 전형
입시홍보, 일반홍보
노후 기자재 불용 처리

행정지원처
교육공간 개보수
학술정보원

무선 인터넷 기반

대학원

석사-박사 인력 확보

(공통)
한의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경영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자유
전공학부, 생애개발상담학과, 한의학과
동물자원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생명과학과, 정보보안학과, 산업디자인학
과, 체육학부, 사회적경제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환경공학과,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임상병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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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계획안
부서별

주요 과제

후속조치(처리기한)
2020년

교수 업적평가 제도 개선

○

전임교원 충원

○

공동연구 지원, 연구소 지원,

장기(계속)

○

○

연구교수 제도 신설

교육연구처

중기

전임교원 책임시수 인정

○

교육과정 개편

○

졸업 이수학점 조정

○

분반 허용

○

교직과정 개선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

재학생 충원율 제고

○

○

○

학사구조 개편
*대학구조혁신위원회, 소위원회

○

(IT특성화 추진단) 구성, 운영

기획평가처

융복합전공, 연계전공

○

학사-석사 통합 과정

○

조교 정원 배정

○

실험실습비 배정 및 집행 개선

○

기자재 확충
○

*전산실, 창작실 등 공용 실습실 확대

○

(사학진흥재단 융자 연계)
교육공간 재배치(추가/이전/개선)

○

*전담 TF 또는 정책연구과제 수행
부속한방병원 이전

○

학과 평가인증

○

○

학과 동아리, 학술제(학과행사), 비교과활동,
동문회 활성화
*2억원 이내, 장학금 연계
학생행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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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자존감 상승, 동기부여 차원
취업률 제고

○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준비(인재할당제)

○

학과 자격증 취득, HRD직업능률혁신원 자격증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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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별

대외협력처

주요 과제

후속조치(처리기한)
2020년

중기

장기(계속)

기부금 수입 확대

○

○

○

MOU 체결, 대외협력 지원

○

○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

○

입학 전형방법 개편
신입생 충원율 제고

○
○

○

○

편입학 전형

○

○

입시홍보, 일반홍보

○

○

교육공간 개보수

○

○

무선 인터넷 기반 확보

○

입학홍보처

노후 기자재 불용 처리

○

행정지원처

학술정보원

공용 전산실습실 추가 확보

○

*전산실습실 개당 1.7억원
대학원

석사-박사 인력 확보
공학인증제 전면 시행 검토

기타

*전담 TF 구성, 운영
병원 등 외부기관 실습처 확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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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설문조사 자료(설문지 포함)
1. 분석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 조사 대상의 성별
구분

빈도

남

554

비율

62.4%

조사대상

조사빈도

조사비율

재학생

262

47.3%

교직원

162

29.2%

동문

130

23.5%

재학생

164

49.1%

교직원

71

21.3%

동문

99

29.6%

조사총계

888
여

334

37.6%

□ 재학생 구성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학년

54

12.7%

12.7%

3학년

177

41.5%

54.2%

4학년

144

33.8%

88.0%

대학원생

49

11.5%

99.5%

기타

2

0.5%

100.0%

426

100.0%

계

□ 재학생 출신고 소재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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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경기

125

29.3%

29.3%

서울

122

28.6%

58.0%

원주

101

23.7%

81.7%

기타

40

9.4%

91.1%

강원

38

8.9%

100.0%

계

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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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및 교직원 비율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교원

125

53.6%

53.6%

직원(계약직 포함)

108

46.4%

100.0%

계

233

100.0%

□ 교원 및 교직원 근무기간
교원

구분

직원

전체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5년 이하

30

24.0%

40

37.0%

70

30.0%

6 ~ 10년

18

14.4%

12

11.1%

30

12.9%

11 ~ 15년

27

21.6%

7

6.5%

34

14.6%

16년 ~ 20년

16

12.8%

6

5.6%

22

9.4%

21년 이상

34

27.2%

43

39.8%

77

33.0%

계

125

100.0%

108

100.0%

233

100.0%

□ 교원 및 교직원 연령대
구분

교원
빈도

직원

유효 퍼센트

전체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20대

0

0.0%

11

10.2%

11

4.7%

30대

10

8.0%

26

24.1%

36

15.5%

40대

34

27.2%

26

24.1%

60

25.8%

50대

54

43.2%

43

39.8%

97

41.6%

60대 이상

27

21.6%

2

1.9%

29

12.4%

계

125

100.0%

108

100.0%

233

100.0%

□ 동문 및 지역사회 비율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동문

120

52.4%

52.4%

원주시민

85

37.1%

89.5%

강원도민

18

7.9%

97.4%

기타

6

2.6%

100.0%

전체

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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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 및 지역사회 연령대
동문

구분

원주시민

강원도민

기타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20대

18

15.0%

4

4.7%

3

16.7%

0

0.0%

25

10.9%

30대

38

31.7%

12

14.1%

5

27.8%

0

0.0%

55

24.0%

40대

29

24.2%

33

38.8%

1

5.6%

1

16.7%

64

27.9%

50대

26

21.7%

28

32.9%

7

38.9%

2

33.3%

63

27.5%

60대 이상

9

7.5%

8

9.4%

2

11.1%

3

50.0%

22

9.6%

계

120

100.0%

85

100.0%

18

100.0%

6

100.0%

229

100.0%

2) 공영형 사립대 제도의 필요성
□ 사립대학 비율 85% 상황에 대한 인식
구분

재학생
빈도

교직원

퍼센트

빈도

동문

퍼센트

빈도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모른다

22

5.2%

1

0.4%

6

2.6%

29

3.3%

모른다

64

15.0%

10

4.3%

23

10.0%

97

10.9%

보통이다

89

20.9%

28

12.0%

42

18.3%

159

17.9%

알고 있다

182

42.7%

100

42.9%

92

40.2%

374

42.1%

매우 잘 알고 있다

69

16.2%

94

40.3%

66

28.8%

229

25.8%

전체

426

100.0%

233

100.0%

229

100.0%

888

100.0%

평균

3.50

4.18

3.83

3.76

동문

전체

주) 5점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이다, 4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

□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구분

재학생
빈도

교직원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빈도

퍼센트

매우 불필요하다

2

0.5%

0

0.0%

2

0.9%

4

0.5%

불필요하다

11

2.6%

2

0.9%

8

3.5%

21

2.4%

보통이다

93

21.8%

10

4.3%

17

7.4%

120

13.5%

필요하다

215

50.5%

54

23.2%

97

42.4%

366

41.2%

매우 필요하다

105

24.6%

167

71.7%

105

45.9%

377

42.5%

전체

426

100.0%

233

100.0%

229

100.0%

888

100.0%

평균

3.96

4.66

주) 5점 (1 매우 불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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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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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4.23

□ 공영형 사립대(정부의존형 사립대) 부재에 대한 인식
구분

재학생
빈도

교직원

퍼센트

빈도

동문

퍼센트

빈도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모른다

41

9.6%

4

1.7%

20

8.7%

65

7.3%

모른다

123

28.9%

19

8.2%

58

25.3%

200

22.5%

보통이다

84

19.7%

15

6.4%

40

17.5%

139

15.7%

알고 있다

119

27.9%

92

39.5%

63

27.5%

274

30.9%

매우 잘 알고 있다

59

13.8%

103

44.2%

48

21.0%

210

23.6%

전체

426

100.0%

233

100.0%

229

100.0%

888

100.0%

평균

3.08

4.16

3.27

3.41

동문

전체

주) 5점 (1 전혀 모른다, 2 모른다, 3 보통이다, 4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

□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필요성
구분

재학생
빈도

교직원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불필요하다

3

0.7%

0

0.0%

2

0.9%

5

0.6%

불필요하다

19

4.5%

2

0.9%

3

1.3%

24

2.7%

보통이다

89

20.9%

8

3.4%

21

9.2%

118

13.3%

필요하다

184

43.2%

39

16.7%

85

37.1%

308

34.7%

매우 필요하다

131

30.8%

184

79.0%

118

51.5%

433

48.8%

전체

426

100.0%

233

100.0%

229

100.0%

888

100.0%

평균

3.99

4.74

4.37

4.28

동문

전체

주) 5점 (1 매우 불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 고등교육 국가 재정 확대 필요성
구분

재학생
빈도

교직원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불필요하다

7

1.6%

0

0.0%

0

0.0%

7

0.8%

불필요하다

23

5.4%

1

0.4%

2

0.9%

26

2.9%

보통이다

97

22.8%

7

3.0%

22

9.6%

126

14.2%

필요하다

172

40.4%

65

27.9%

89

38.9%

326

36.7%

매우 필요하다

127

29.8%

160

68.7%

116

50.7%

403

45.4%

전체

426

100.0%

233

100.0%

229

100.0%

888

100.0%

평균

3.91

4.65

4.39

4.23

주) 5점 (1 매우 불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Ⅵ. 부록

257

□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산 증액 필요성
재학생

구분

빈도

교직원

퍼센트

빈도

동문

퍼센트

빈도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불필요하다

10

2.3%

0

0.0%

2

0.9%

12

1.4%

불필요하다

20

4.7%

3

1.3%

9

3.9%

32

3.6%

보통이다

120

28.2%

9

3.9%

34

14.8%

163

18.4%

필요하다

170

39.9%

55

23.6%

90

39.3%

315

35.5%

매우 필요하다

106

24.9%

166

71.2%

94

41.0%

366

41.2%

전체

426

100.0%

233

100.0%

229

100.0%

888

100.0%

평균

3.80

4.65

4.16

4.12

주) 5점 (1 매우 불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3) 공영형 사립대 제도 효과(재학생)
□ 사학 비리 해결과 방지에 대한 실효성 정도
수도권

구분

빈도

비수도권
퍼센트

빈도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부정적이다

2

0.8%

1

0.6%

3

0.7%

부정적이다

16

6.3%

8

4.7%

24

5.6%

보통이다

75

29.3%

48

28.2%

123

28.9%

긍정적이다

102

39.8%

73

42.9%

175

41.1%

매우 긍정적이다

61

23.8%

40

23.5%

101

23.7%

전체

256

100.0%

170

100.0%

426

100.0%

평균

3.80

3.84

3.81

주) 5점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구분

2학년
빈도

퍼센트

3학년
빈도

4학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대학원생
빈도

빈도

퍼센트

매우 부정적이다

0

0.0%

2

1.1%

0

0.0%

1

2.0%

3

0.7%

부정적이다

5

9.3%

12

6.8%

7

4.9%

0

0.0%

24

5.6%

보통이다

21

38.9%

49

27.7%

47

32.6%

6

12.2%

123

28.9%

긍정적이다

20

37.0%

73

41.2%

59

41.0%

21

42.9%

175

41.1%

매우 긍정적이다

8

14.8%

41

23.2%

31

21.5%

21

42.9%

101

23.7%

전체

54

100.0%

177

100.0%

144

100.0%

49

100.0%

426

100.0%

평균

3.57

3.79

3.79

주) 5점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학년 미표기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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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3.81

□ 지방거점대학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영향 정도
수도권

구분

빈도

비수도권
퍼센트

빈도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영향이 없다

1

0.4%

1

0.6%

2

0.5%

영향이 없다

17

6.6%

8

4.7%

25

5.9%

보통이다

62

24.2%

40

23.5%

102

23.9%

영향은 있다

121

47.3%

88

51.8%

209

49.1%

영향이 매우 크다

55

21.5%

33

19.4%

88

20.7%

전체

256

100.0%

170

100.0%

426

100.0%

평균

3.83

3.85

3.84

주) 5점 (1 전혀 영향이 없다, 2 영향이 없다, 3 보통이다, 4 영향은 있다, 5 영향이 매우 크다)

구분

2학년
빈도

퍼센트

3학년
빈도

퍼센트

4학년
빈도

대학원생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체
빈도

퍼센트

전혀 영향이 없다

0

0.0%

0

0.0%

1

0.7%

1

2.0%

2

0.5%

영향이 없다

2

3.7%

11

6.2%

11

7.6%

1

2.0%

25

5.9%

보통이다

16

29.6%

50

28.2%

32

22.2%

4

8.2%

102

23.9%

영향은 있다

26

48.1%

88

49.7%

66

45.8%

27

55.1%

209

49.1%

영향이 매우 크다

10

18.5%

28

15.8%

34

23.6%

16

32.7%

88

20.7%

전체

54

100.0%

177

100.0%

144

100.0%

49

100.0%

426

100.0%

평균

3.81

3.75

3.84

4.14

3.81

주) 5점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학년 미표기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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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형 사립대 도입 기대 효과
구분

학년

빈도

평균

2학년

54

3.65

3학년

177

3.81

4학년

144

3.90

대학원생

49

4.10

2학년

54

3.78

3학년

177

3.84

4학년

144

3.99

대학원생

49

4.29

2학년

54

3.65

3학년

177

3.80

4학년

144

3.87

대학원생

49

4.24

2학년

54

3.59

3학년

177

3.86

4학년

144

3.91

대학원생

49

4.12

2학년

54

3.69

3학년

177

3.85

4학년

144

4.00

대학원생

49

4.31

2학년

54

3.70

3학년

177

3.82

4학년

144

3.92

대학원생

49

4.31

전체

3.86

대학 브랜드 상승

3.94

지방거점대학 육성

3.85

사학 비리 근절 및 방지

3.88

지역 균형 발전

3.93

대학 공공성 확보

3.90

대학 운영 투명성 제고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구분

지역

빈도

평균

수도권

256

3.84

비수도권

170

3.89

수도권

256

3.89

비수도권

170

4.01

대학 브랜드 상승

3.86

지방거점대학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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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빈도

평균

수도권

256

3.85

비수도권

170

3.86

수도권

256

3.86

비수도권

170

3.89

수도권

256

3.91

비수도권

170

3.96

수도권

256

3.87

비수도권

170

3.95

사학 비리 근절 및 방지

전체
3.85

지역 균형 발전

3.88

대학 공공성 확보

3.93

대학 운영 투명성 제고

3.90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공영형 사립대 제도 효과와 요소
□ 공영형 사립대 도입 기대 효과
구분

지위

빈도

평균

교원

125

4.71

직원(계약직 포함)

106

4.55

교원

125

4.76

직원(계약직 포함)

106

4.51

교원

125

4.77

직원(계약직 포함)

106

4.56

교원

125

4.74

직원(계약직 포함)

106

4.46

교원

125

4.51

직원(계약직 포함)

106

4.43

교원

125

4.59

직원(계약직 포함)

106

4.44

사학비리 등 해소

전체
4.63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4.63

지방대학 위기 대응

4.65

지역 및 국가 균형발전

4.60

지역경제 활성화

4.45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

4.52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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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년수

빈도

평균

5년 이하

68

4.56

6-10년

30

4.67

11-15년

34

4.56

16년-20년

22

4.82

21년 이상

77

4.68

5년 이하

68

4.56

6-10년

30

4.63

11-15년

34

4.74

16년-20년

22

4.82

21년 이상

77

4.64

5년 이하

68

4.53

6-10년

30

4.73

11-15년

34

4.74

16년-20년

22

4.82

21년 이상

77

4.70

5년 이하

68

4.50

6-10년

30

4.60

11-15년

34

4.71

16년-20년

22

4.68

21년 이상

77

4.66

5년 이하

68

4.40

6-10년

30

4.30

11-15년

34

4.50

16년-20년

22

4.68

21년 이상

77

4.55

5년 이하

68

4.41

6-10년

30

4.43

11-15년

34

4.65

16년-20년

22

4.64

21년 이상

77

4.57

사학비리 등 해소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지방대학 위기 대응

지역 및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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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3

4.63

4.65

4.60

4.45

4.52

□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제도적 요소
구분

지위

빈도

평균

국립대학에 준하는

교원

125

4.57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직원(계약직 포함)

108

4.51

대학구성원 추천 인사를

교원

125

4.42

법인 감사로 추가 선임

직원(계약직 포함)

108

4.31

구성원 대표, 지역 인사의

교원

125

4.36

이사회 참관 제도화

직원(계약직 포함)

108

4.31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원

125

4.46

사학운영의

구성 대표성 강화

직원(계약직 포함)

108

4.43

책무성·책임성

대학 구성원 단체(교협, 노조, 총학)

교원

125

4.29

정관 기구화

직원(계약직 포함)

108

4.31

지자체, 지역사회 인사

교원

125

4.36

대학 거버넌스 참여 확대

직원(계약직 포함)

108

4.34

정관 교육목적에

교원

125

4.59

대학 공적 운영 명시

직원(계약직 포함)

108

4.44

전체
4.54

재정회계 투명성

지역사회 공적 기여 등

4.36

4.34

4.45

4.30

4.35

4.52

주) 5점(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구분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무년수

빈도

평균

전체

5년 이하

70

4.63

6-10년

30

4.47

11-15년

34

4.35

16년-20년

22

4.64

21년 이상

77

4.55

5년 이하

70

4.27

6-10년

30

4.30

11-15년

34

4.18

16년-20년

22

4.55

21년 이상

77

4.51

4.54

재정회계 투명성

대학구성원 추천 인사를
법인 감사로 추가 선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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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년수

빈도

평균

5년 이하

70

4.21

6-10년

30

4.37

11-15년

34

4.32

16년 ~ 20년

22

4.45

21년 이상

77

4.42

5년 이하

70

4.49

6 ~ 10년

30

4.43

11 ~ 15년

34

4.26

16년 ~ 20년

22

4.50

사학운영의

21년 이상

77

4.48

책무성·책임성

5년 이하

70

4.27

6 ~ 10년

30

4.30

11 ~ 15년

34

4.15

16년 ~ 20년

22

4.32

21년 이상

77

4.38

5년 이하

70

4.31

6 ~ 10년

30

4.43

11 ~ 15년

34

4.35

16년 ~ 20년

22

4.36

21년 이상

77

4.35

5년 이하

70

4.41

6 ~ 10년

30

4.57

11 ~ 15년

34

4.50

16년 ~ 20년

22

4.73

21년 이상

77

4.55

구성원 대표, 지역 인사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대표성 강화

대학 구성원 단체(교협, 노조, 총학)
정관 기구화

지자체, 지역사회 인사
대학 거버넌스 참여 확대

지역사회 공적 기여 등

정관 교육목적에
대학 공적 운영 명시

주) 5점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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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4

4.45

4.30

4.35

4.52

□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능적 요소
구분

지위

빈도

평균

사회혁신

사회혁신 주도 청년 및

교원

125

4.46

인력 양성

성인 인재 양성

직원(계약직 포함)

108

4.44

성인학습자 대상

교원

125

4.27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직원(계약직 포함)

108

4.28

고등교육

성인학습자 직업 능률 혁신과정

교원

125

4.21

공공성 확보

개발 및 운영

직원(계약직 포함)

108

4.28

취약계층을 위한

교원

125

4.37

교육복지 과정 개발 및 운영

직원(계약직 포함)

108

4.49

대학교육

생애주기별

교원

125

4.21

책무성 확보

사회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직원(계약직 포함)

108

4.19

전체
4.45

4.27

4.24

4.42

4.20

주) 5점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구분

사회혁신

사회혁신 주도

인력 양성

청년 및 성인 인재 양성

성인학습자 대상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등교육

성인학습자

공공성 확보

직업 능률 혁신과정 개발 및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과정 개발 및 운영

근무년수

빈도

평균

5년 이하

70

4.47

6 ~ 10년

30

4.43

11 ~ 15년

34

4.29

16년 ~ 20년

22

4.64

21년 이상

77

4.47

5년 이하

70

4.30

6 ~ 10년

30

4.20

11 ~ 15년

34

4.15

16년 ~ 20년

22

4.41

21년 이상

77

4.30

5년 이하

70

4.23

6 ~ 10년

30

4.23

11 ~ 15년

34

4.09

16년 ~ 20년

22

4.36

21년 이상

77

4.29

5년 이하

70

4.44

6 ~ 10년

30

4.43

11 ~ 15년

34

4.24

16년 ~ 20년

22

4.45

21년 이상

77

4.48

전체

4.45

4.27

4.2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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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교육

생애주기별

책무성 확보

사회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근무년수

빈도

평균

전체

5년 이하

70

4.21

6 ~ 10년

30

4.20

11 ~ 15년

34

4.00

16년 ~ 20년

22

4.14

21년 이상

77

4.29

4.20

주) 5점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5) 공영형 사립대 제도 효과(동문 및 지역사회)
□ 사학 비리 해결과 방지에 대한 실효성 정도
구분

동문
빈도

원주시민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강원도민
빈도

기타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부정적이다

2

1.7%

2

2.4%

3

16.7%

2

33.3%

9

3.9%

보통이다

10

8.3%

8

9.4%

3

16.7%

0

0.0%

21

9.2%

긍정적이다

43

35.8%

46

54.1%

9

50.0%

1

16.7%

99

43.2%

매우 긍정적이다

65

54.2%

29

34.1%

3

16.7%

3

50.0%

100

43.7%

전체

120

100.0%

85

100.0%

18

100.0%

6

100.0%

229

100.0%

평균

4.43

4.20

3.67

3.83

4.27

기타

전체

주) 5점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 지방거점대학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영향 정도
구분

동문
빈도

원주시민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강원도민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퍼센트

영향이 없다

0

0.0%

2

2.4%

3

16.7%

0

0.0%

5

2.2%

보통이다

12

10.0%

10

11.8%

3

16.7%

1

16.7%

26

11.4%

영향은 있다

44

36.7%

45

52.9%

10

55.6%

2

33.3%

101

44.1%

영향이 매우 크다

64

53.3%

28

32.9%

2

11.1%

3

50.0%

97

42.4%

전체

120

100.0%

85

100%

18

100.0%

6

100.0%

229

100.0%

평균

4.43

4.16

3.61

4.33

주) 5점 (1 전혀 영향이 없다, 2 영향이 없다, 3 보통이다, 4 영향은 있다, 5 매우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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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구분

동문여부

빈도

평균

동문

120

4.54

원주시민

85

4.29

강원도민

18

3.83

기타

6

4.00

동문

120

4.52

원주시민

85

4.25

강원도민

18

3.67

기타

6

4.17

동문

120

4.52

원주시민

85

4.22

강원도민

18

3.72

기타

6

4.33

동문

120

4.50

원주시민

85

4.28

강원도민

18

3.56

기타

6

4.17

동문

120

4.43

원주시민

85

4.20

강원도민

18

3.72

기타

6

4.17

동문

120

4.44

원주시민

85

4.25

강원도민

18

3.50

기타

6

4.50

사학비리 등 해소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공공성 책무 강화

지역 이미지 개선

전체

4.38

4.34

4.34

4.34

4.28

4.30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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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빈도

평균

20대

25

4.32

30대

55

4.22

40대

64

4.44

50대

63

4.46

60대 이상

22

4.45

20대

25

4.04

30대

55

4.33

40대

64

4.42

50대

63

4.32

60대 이상

22

4.55

20대

25

4.04

30대

55

4.33

40대

64

4.38

50대

63

4.41

60대 이상

22

4.41

20대

25

4.08

30대

55

4.44

40대

64

4.34

50대

63

4.33

60대 이상

22

4.36

20대

25

3.80

30대

55

4.35

40대

64

4.36

50대

63

4.33

60대 이상

22

4.32

20대

25

3.88

30대

55

4.29

40대

64

4.41

50대

63

4.35

60대 이상

22

4.32

사학비리 등 해소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공공성 책무 강화

지역 이미지 개선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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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8

4.34

4.34

4.34

4.28

4.30

6)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관련(재학생)
□ 상지대 사회협력대학 발전 방향과 공영형 사립대 제도 부합 정도
구분

2학년
빈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0

0.0%

2

1.1%

1

0.7%

0

0.0%

3

0.7%

부합하지 않는다

3

5.6%

9

5.1%

3

2.1%

2

4.1%

17

4.0%

보통이다

23

42.6%

68

38.4%

58

40.3%

8

16.3%

157

36.9%

부합한다

21

38.9%

70

39.5%

55

38.2%

28

57.1%

176

41.3%

매우 부합한다

7

13.0%

28

15.8%

27

18.8%

11

22.4%

73

17.1%

전체

54

100.0%

177

100.0%

144

100.0%

49

100.0%

평균

3.59

3.64

3.72

426 100.0%

3.76

3.70

주) 5점 (1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부합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부합한다, 5 매우 부합한다)

구분

수도권
빈도

비수도권
퍼센트

빈도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1.2%

0

0.0%

3

0.7%

부합하지 않는다

10

3.9%

7

4.1%

17

4.0%

보통이다

96

37.5%

61

35.9%

157

36.9%

부합한다

108

42.2%

68

40.0%

176

41.3%

매우 부합한다

39

15.2%

34

20.0%

73

17.1%

전체

256

100.0%

170

100.0%

426

100.0%

평균

3.66

3.76

3.70

주) 5점 (1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부합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부합한다, 5 매우 부합한다)

Ⅵ. 부록

269

□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시 강조되어야 할 사항
구분

학년

빈도

평균

2학년

54

3.74

3학년

177

3.76

4학년

144

3.88

대학원생

49

4.22

2학년

54

3.69

3학년

177

3.82

4학년

144

3.85

대학원생

49

4.20

2학년

54

3.91

3학년

177

3.92

4학년

144

3.97

대학원생

49

4.29

전체

3.86

사회협력대학

3.86

지역거점대학

3.98

민주공영대학

주) 5점 (1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부합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부합한다, 5 매우 부합한다)

7)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관련 (교원 및 교직원)
□ 상지대 추진 또는 시행 사업의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취지와 부합정도 (교원 및 교직원)
구분

지위

빈도

평균

교원

125

4.56

직원(계약직 포함)

108

4.44

교원

125

4.59

직원(계약직 포함)

108

4.34

교원

125

4.48

직원(계약직 포함)

108

4.39

다양한 사회협력 관련 센터 설치와 운영(사회적

교원

125

4.55

경제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등)

직원(계약직 포함)

108

4.44

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4.50

구성원 단체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4.48

총장 직선제 시행

4.44

4.50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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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구분

근무년수

빈도

평균

5년 이하

70

4.47

6-10년

30

4.57

11-15년

34

4.44

16년-20년

22

4.59

21년 이상

77

4.51

5년 이하

70

4.40

6-10년

30

4.57

11-15년

34

4.38

16년-20년

22

4.59

21년 이상

77

4.52

5년 이하

70

4.37

6-10년

30

4.40

11-15년

34

4.18

16년-20년

22

4.59

21년 이상

77

4.58

5년 이하

70

4.44

다양한 사회협력 관련 센터 설치와 운영(사회적

6-10년

30

4.50

경제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발달장애인

11-15년

34

4.35

통합지원센터 등)

16년-20년

22

4.73

21년 이상

77

4.55

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구성원 단체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총장 직선제 시행

전체

4.50

4.48

4.44

4.50

주)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관련 (동문 및 지역사회)
□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에 대한 견해
구분

동문
빈도

퍼센트

원주시민
빈도

퍼센트

강원도민
빈도

퍼센트

기타
빈도

퍼센트

전체
빈도

퍼센트

매우 불필요하다

0

0.0%

0

0.0%

1

5.6%

0

0.0%

1

0.4%

불필요하다

1

0.8%

2

2.4%

2

11.1%

0

0.0%

5

2.2%

보통이다

6

5.0%

6

7.1%

3

16.7%

2

33.3%

17

7.4%

필요하다

38

31.7%

44

51.8%

10

55.6%

1

16.7%

93

40.6%

반드시 필요하다

75

62.5%

33

38.8%

2

11.1%

3

50.0%

113

49.3%

전체

120

100.0%

85

100.0%

18

100.0%

6

100.0%

평균

4.56

4.27

3.56

4.17

229 100.0%
4.36

주) 5점 (1 매우 불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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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협력형 공영형 사립대 추구에 대한 의견
구분

동문

원주시민

빈도

퍼센트

매우 적절하지 않다

0

0.0%

0

적절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14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전체

빈도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0.0%

2

11.1%

1

1.2%

1

11.7%

8

9.4%

29

24.2%

36

77

64.2%

120 100.0%

전체

퍼센트

빈도

퍼센트

0

0.0%

2

0.9%

5.6%

0

0.0%

2

0.9%

3

16.7%

0

0.0%

25

10.9%

42.4%

9

50.0%

3

50.0%

77

33.6%

40

47.1%

3

16.7%

3

50.0%

123

53.7%

85

100.0%

18

100.0%

6

100.0%

4.53

평균

퍼센트

강원도민

4.35

3.56

229 100.0%

4.50

4.38

주) 5점 (1 매우 적절하지 않다, 2 적절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적절하다, 5 매우 적절하다)

□ 공영형 사립대 전환 후 지역과의 협력 발전 가능성
구분

동문

원주시민

강원도민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별로 없을 것이다

0

0.0%

0

0.0%

1

5.6%

없을 것이다

0

0.0%

0

0.0%

2

보통이다

12

10.0%

15

17.6%

높을 것이다

40

33.3%

38

매우 높을 것이다

68

56.7%

전체

120

100.0%

평균

4.47

퍼센트

빈도

빈도

퍼센트

0

0.0%

1

0.4%

11.1%

0

0.0%

2

0.9%

3

16.7%

1

16.7%

31

13.5%

44.7%

10

55.6%

3

50.0%

91

39.7%

32

37.6%

2

11.1%

2

33.3%

104

45.4%

85

100.0%

18

100.0%

6

100.0%

229

100.0%

3.56

주) 5점 (1 별로 없을 것이다, 2 없을 것이다, 3 보통이다, 4 높을 것이다, 5 매우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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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퍼센트

4.20

빈도

기타

4.17

4.29

2. 개방형 문항
#2-1.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재학생)
범주

내용
현재 자유학기제 등 기존의 학생 서열매기기 방식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노력이 예전보다 많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그 시간 동안 사회구성원으로
고등교육의 문제점은 다양성을 지향하지 못한다는 점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진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교육도 추가해야합니다. 유대인
의 교육방식을 한국에 맞게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단번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을 늘리기보다, 현실성 있는 방면으로 예를 들면, 장학
금 확대로 시작하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와 같은 시설 확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학구열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고
등교육과정 역시 국민들의 수준에 부합하여야 하나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고등교육기관의 역
량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의 대표적
인 학교로 상지대학교 역시 그 대상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고등교육
정책 다양성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지방거점대학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학처럼 되기란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거점대학만의 이점을 생
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유명한 대학하고 똑같은 대우나 명성
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지방이란 타이틀을 이용한 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학과 그 지역
의 공생관계를 더욱 더 강화시킨다는 느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교육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많이 되고 있
는데 공영형 사립대가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다면 사교육비 문제에 있어서도 차츰 다른 선진
국들처럼 줄어들 것 같다.
조금 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 평가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조금 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귀 기울이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책은 너무나도 대학진학 위주로 맞춰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나라는 교육을 가르침의 교육이 아닌 대학 잘 가기 위한 수능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꿈을 다양하게 꾸게 수능 맞춤형이 아닌 특기적
성 같은 여러 다른 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교육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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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사실상 현재 고등교육은 본인의 학습능력을 육성하여 대학교 진학 후 취업에 있어 개인능
력을 발휘할 수 있게 멀리 봐야한다는 본질과는 멀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오직 대학교 진학
만이 전부가 아닌 학습과 인성, 본질을 육성하는 교육정책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고등학교의 정시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이름이 아닌 학생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찾아주는데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시보다 수시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으로 학교의 개선될 점을 고려하여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인재와 인프라가 집중해있다. 집중은 단기적으로 효율적이나 장기적으로 비
효율적이다. 세종시 신설예시처럼 당장의 효율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산재가 필요하다. 장학제도, 공기업 지방쿼터, 지방거점대학의 공영/국립화를 통해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지방거점대학들을 기반으로 젊은층이 거주하며 활동하여 지역의 지적 활
성화를 도모하고 문화를 선도하여야 지방의 노령화를 막을 수 있다. 단, 인구감소로 대학 수
요가 줄어드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통폐합과 폐쇄, 감축이 이뤄져야한다. 대한민국은 불필
요하게 대학진학률이 높고, 그렇게 진학한 대학에서 충분한 시수의 수업이나 전문성 향상

고등교육
정책 방향 전환

이 이뤄지는 것 같지도 않으며, 대학이 너무 많고 교육의 질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라 전공
자의 전공숙련도 및 전문성을 학위로 담보할 수 없다. 즉,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론 그
인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이유로 오히려 더 학벌차별이 조성되며, 불필요한 스
펙, 자소서, 인턴십 등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크게 낭비되고 있다. 현 4년제 대학의 반 이상
은 사라져야 하며 나머지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대형식의 2-3년제 칼리지 형태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력풀의 충족으론 충분하다 생각한다. 부적절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
해 세금을 투입할 가치가 전혀 없으며 젊은층의 시간을 소모할뿐인 대학들은 사회적 합의
를 통해 제거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재원이 조달될 수 있다. 이러한 재원
으로 충분히 지금보다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공영화 및 대학교육의 사회적 전폭지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방대의 학생수준도 향상될 것이며 자연스레 지방 분산이 이뤄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고 시험
점수를 위해 모든 과목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공부에 대한 의미가 바뀌지 않았나 싶다. 스
스로 공부하는게 아닌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공부를 하는게 아이러니하다.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기보다 무조건 달달 외워서 한 개라도 더 맞춰서 점수를 맞추는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흥미있어하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그
런 기회를 대학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싶다.
고등학교 보다는 대학교 위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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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주었으면 한다.
대학교의 서열화를 국가체계에서 막아야할 듯 싶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많아진다 한 들
서열화가 지속된다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인해 볼 수 있는 기대되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 문제가 정치화돼 있어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뒤집히는 건 시간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꼭 공영형 사립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
로도 추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같은 나라,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립대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여줘야 하고, 대학 운영도 민주적으로 학생, 교수 강사 등이 모두 참
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학 운영에 투명성은 꼭 필요한 것 같다.
만약에 공영형 사립대가 된다면 대학 운영 투명성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에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배당하는 것에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기란 힘들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 역시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

대학
민주적 운영

민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 예산의 재정적 상황이다. 현 코
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의 예산 규모의 지출은 매우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많은 수의 사립대학들에게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과연 되는가는 의문스럽
다. 위 설문에서 주로 목적을 둔 바는 사립형 대학들을 공영 형태로 운영하였을 때의 이점만
을 강조한 것 같다. 설문의 질문 형태도 그 같은 방향을 따른다. 그러나 이점만을 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민주대학인 상지대학교가 학생과 교수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사립대의 경우 재단에 따른 질적 편차가 무척 심하다. 고등교육 기관으로써의 수준을 맞추
려면 전체적인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견제 세력이 분명 필요해 보인다.
외국과 비교하며 고등교육 과정 비용에 대해 적었지만 유럽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비용을
많이 지원해주는거지 교육질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 예산증액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등교육 질 관리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등록금 반환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할 질문은 더더
욱 아니라고 봅니다.
등록금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립대들은 공립과 비교했을 때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비싼 등록금을 낸다 해도 수업의 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학교는 노후된 건
물도 많고, 책상들도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교체도 없다. 왜 비싼 등록금을 내
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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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실험에 필요한 장비지원 및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
기회 공평성

국가장학금의 지원도 좀 더 넉넉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교내 장학금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품위에 맞는 충분한 성적을 유지하면
소득 분위에 맞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장학금을 홍보만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국장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공영화가 진행되어 대학비 절감이 매우 필요합니다.

대학생
공공복지 정책 신설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기숙사가 부족한 대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자취에 의존해야 하는데 몇
몇 민간원룸업자들의 갑질에 당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지원 및 정책 더 시급한 거 같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제도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사립대학을 없애면 꼭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대
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보며 80~90년대생의 학벌주의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

부실 사립대 퇴출

니다.
사립대 비율이 줄어들어야 한다. 운영능력부실, 비리, 학생의견 수렴이 없는 등 사립학교는
없어져야 한다.

등록금
환불 제도 신설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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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사태에 따른 등록금 환불 조항을 개정하여 추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지대 학생으로서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네요.

수업 질 불만

학생이 생각하는 적당한 진도와 교수가 생각하는 적당한 진도가 다르다.

현재 상지대
정상화 노력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보다 지금 상지대학교 내의 정책과 안정화에 힘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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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제도적 요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교직원)
범주

내용
대학의 자율권과 공공성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공영형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다른 사립대의 입시 자율화

공공성과 자율권 균형

정부의 대학 회계 감사
공영형 사립이 되면 제도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를 기존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담당 직원이 파견되어야 할것이다
국가가 대학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 정책 정부의무
강화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민간영역에서 85%이상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아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사회협력위원회 필수입니다.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개진과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 설치 필요
사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인적, 물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는 제도의 고
비리 등 근절 방안

민이 필요
비리가 없게 투명하게 목적에 맞게 비용이 꼭 사용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 재정지원 제도
지역사회 거버넌스
법인 보상

재정적 안전성을 위한 내실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공영형 사립대 추진 근거법 마련 시 관련 이해당자사 간의 의견수렴에 많은 노력 필요
사립대학의 공영화 시 기존 운영법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 검토 필요

#2-3.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기능적 요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교직원)
범주

내용
특화프로그램 또는 특화대학 선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립대에 준하는 지원과 역할 부여

대학 특성화/공공성 강화

향후 전개될 국가적 차원의 커뮤니티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요구됩
니다.
대학은 2차 취업양성소가 아니라고 생각함. 성인학습자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취지와 생각이지만 대학의 현실을 생각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립대학의 역할임
대학 공간(캠퍼스)의 지역사회 거점구역화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필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계발이 필요

지역사회 발전 연계
지자체 기업들과의 상생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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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학문 수련의 기관이어야 함. 기술 습득이나 직업능력 향상까지 대학에서 담당할 필
대학 본연 기능
(연구, 교육) 강화

요가 없다고 생각함
평생학습체제 구축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추가 교육 시스템 확대
학생의견수렴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운영의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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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
 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
시오(동문 및 지역사회)
범주

내용
지역사회 발전에 인적 인프라 제공 역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기회 확대
지역이미지에 긍정적 효과 있음
지역사회와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

지역사회 발전 기여

유입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원주시로 지원하는 전국의 대학생 유입이 기대된다.
요즘 우산동 상권이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 하는데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교육환경이나 지역발전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봅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 같다.
사학비리를 단절한 최초의 공영형 사립대
상지대는 기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변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재단의 영향력행사 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학발전과 내실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운영 공공성 강화

사립대 민주적 안정화
교육비 인하, 학교운영 투명성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재단측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어 여러 비리가 발생하고 학교
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학교의 투명성과 조직원의 주인의식
등록금이 부담이 없어지고 정부가 관리를 한다면 추후 어린자녀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생김
운영만 공영형이 아니라 내실있게, 국가 개입하에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사학이 아닌 만큼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등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대학의 공공성 확보 및 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대학이 책임지게 되어 선순환 발전효과가 예상
된다.
반드시 공영형 사립대가 되어 지역 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여건이 마련될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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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소 및 교육의 질 향상
등록금 감액
대학 교육비 절감
사교육비 절약
아무래도 등록금 부담이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기존대학의 이미지 쇄신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명문대 반열에 오를거라 생각됩니다.
대학 이미지 상승

지역협력으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잘 이끌어 간다면 지역 학생들에게 어릴
적부터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됨
학생 위주의 학교

대학교육 질 제고

현재의 교육체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창의적이
고 실무위주의 강의가 필요로 하는 대학교에서 너무 뻔하고 무의미한 교육체계가 고착화
되지 않을까 함

#2-5.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동문)
범주

내용
연구/취업이 구별되는 학부대학 교육, 연구/직업이 긴밀한 고교 이상 평생교육, 고등교육이
란 말도 의문~
교육과정과 참여기회의 다변화 필요
특수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입시라는 틀에 박힌 교육정책은 향후 인재양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
각됩니다.
대학입시 획일화를 위한 수능폐지, 대학별 고사/ 공정한 입시선발/ 대학의 특성화 지원 등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육 정책 개선

미술대, 공예과 학교 평가제를 없애자. 취업으로 결과를 평가는 맞지 않는다.
입시위주 교육정책 개선 필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교육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주입식 위주의 교육체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를 타파하고 창의적인 교육체계
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공영형 사립대 등 고등교육 정책을 개혁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며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금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28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공적 지원 확대, 서울대의 지역 분산화, 지역특화형
고등학교 부터 지역 대학및 지역관련 업체와 연결된 과가 있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취업이나 학업에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커리큘럼 필요하고 국가 발전과도 연관되어야 함
국가/지역 균형발전
서울권 일부대학교에 편중된 전국민의 의식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나라의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발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등교육 해소, 저소득층
의 인재 육성 발탁을 위해 적극 권장합니다.
사학의 고질적 부패의 고리를 끊는 단초가 될 것이며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와 입학금 반환
대학 공공성 강화

비록 사립대라 하더라도 재단의 사익추구를 제한하고 공익적 부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비리 척결
고등학교의 학비도 줄어든다면 더 나은 고육환경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함
사립대 구조조정 더 적극적으로 해야함

대학 구조조정

경쟁력을 갖춘 대학만이 살아 남을 겁니다.
대학다운 대학만 있으면 ...대학졸업장때문에 대학갈 필요 없죠
무조건적 상지는 원주지역 조건에 최우선이 되어 미래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립대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에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가 더욱 절실한 게 지방대학
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의 확대

국가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재정 상황이 많은 숫자의 사학을 만들게 했다고 생각 함. 정부의 재정 상황이 나아
짐에 따라 국공립 대학의 비중을 키워 가야 한다고 판단됨
해외에서 대학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진로선택의 다양성이
더욱 부과 된다고 생각 된다.
예체능, 인문학에 비중을 두어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을 좀더 신경 써 주면 좋겠다.

교육 질적 향상

암기교육에서 토론으로 전환.. 역사교육강화
주입식 교육을 탈피했음 좋겠다
시민이 대학을 편하게 느끼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으로서 다양한 학문과 지식

평생교육 지원

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함
대학정원 축소로 경쟁력 강화. 지역민 연계로 열린대학 지향

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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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3-1. 학생 설문조사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에서는 교육부 과제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 실증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2017.8)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정
책으로 학교법인 이사진 일부를 공익형 이사로 구성하고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
편, 정부가 대학 운영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바쁘시지만 시간을 잠시 내시어 답
변하여 주시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5.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 연구팀
성별
학년
본 거주지역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②여

①남

① 2학년 ② 3학년 ③ 4학년 ④ 대학원생 ⑤ 해당없음(졸업, 휴학 등)
① 원주 ② 원주 외 강원 ③ 서울 ④ 경기 ⑤ 기타 (

)

▣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필요성 관련입니다.
1. 대부분 대학이 국·공립인 유럽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85%를 차
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⑤

④

③

②

①

2. 사립대학이 85%를 차지하는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존형 사립대인 공영형 사립대 도
입 등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3. 22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중이 높고, 공영형 사립대(정부의존형 사립대)가 없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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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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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5. 2 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외 21개 선진국 1인당 평균 고등교육비는 11,500달러인 반면, 우리나라
는 3,286달러로 28.6% 수준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6.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효과 관련입니다.
7. 공
 영형 사립대학은 지역 인사를 포함한 공익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사회와 대학 운영의 공공
성과 투명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사학 비리 해결과 방지
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8. 지역 경제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지방대학이 최근 학령기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거점대학 육성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이 추진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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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다음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대학 브랜드 상승

⑤

④

③

②

①

2) 지방거점대학 육성

⑤

④

③

②

①

3) 사학 비리 근절/방지

⑤

④

③

②

①

4) 지역 균형 발전

⑤

④

③

②

①

5) 대학 공공성 확보

⑤

④

③

②

①

6) 대학 운영 투명성 제고

⑤

④

③

②

①

구분

▣ 다음은 상지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관련입니다.
10. 상
 지대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조한 ‘사회협력대학’을 지향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이 공영형 사립대 제도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합한다

부합한다

보통이다

부합하지 않는다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11. 상
 지대가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도입할 때 강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사회협력대학”

⑤

④

③

②

①

2) 지역거점대학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⑤

④

③

②

①

3)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의 “민주공영대학”

⑤

④

③

②

①

구분

12.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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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직원 설문조사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에서는 교육부 과제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 실증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
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2017.8)에 포함되어 있는 교
육정책으로 학교법인 이사진 일부를 공익형 이사로 구성하고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가 대학 운영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바쁘시지만 시간을 잠시 내시어
답변하여 주시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5.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 연구팀
성별

②여

①남

구분

① 상지대 교원 ② 상지대 직원(계약직 포함)

연령

① 20대

상지(영서)대 총 근무기간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 이상

▣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필요성 관련입니다.
1. 대부분 대학이 국·공립인 유럽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85%를 차
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⑤

④

③

②

①

2. 사립대학이 85%를 차지하는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존형 사립대인 공영형 사립대 도
입 등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3. 22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중이 높고, 공영형 사립대(정부의존형 사립대)가 없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⑤

④

③

②

①

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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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5.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외 21개 선진국 1인당 평균 고등교육비는 11,500달러인 반면, 우리나라
는 3,286달러로 28.6% 수준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6.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효과와 도입 요소 관련입니다.
7.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사학비리 등 해소

⑤

④

③

②

①

2)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⑤

④

③

②

①

3) 지방대학 위기 대응

⑤

④

③

②

①

4) 지역·국가 균형발전

⑤

④

③

②

①

5) 지역경제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6)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

⑤

④

③

②

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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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제도적 요소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⑤

④

③

②

①

2) 대학구성원 추천 인사를 법인 감사로 추가 선임

⑤

④

③

②

①

3) 구성원 대표, 지역 인사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⑤

④

③

②

①

4) 대학평위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대표성 강화

⑤

④

③

②

①

5) 대학 구성원 단체(교협, 노조, 총학) 정관 기구화

⑤

④

③

②

①

6) 지자체, 지역사회 인사의 대학 거버넌스 참여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구분
8-1. 재정회계 투명성

8-2. 사학운영의 책무성·책임성

8-3. 지역사회 공적기여 등
7) 정관 교육목적에 대학 공적 운영 명시

8)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제도적 요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9.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기능적 요소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2) 성인학습자 대상 대학 교육과정 개발·운영

⑤

④

③

②

①

3) 성인학습자 직업 능률 혁신과정 개발·운영

⑤

④

③

②

①

4)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과정 개발·운영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구분
9-1. 사회혁신 인력 양성
1) 사회혁신 주도 청년 및 성인 인재 양성
9-2.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9-3. 대학교육 책무성 확보
5) 생애주기별 사회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6) 공영형 사립대 추진 요소 중 기능적 요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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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추진 관련입니다.
10. 상
 지대에서 추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다음의 사업들이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의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⑤

④

③

②

①

구성원 단체의 이사회 참관 제도화

⑤

④

③

②

①

총장 직선제 시행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구분

다양한 사회협력 관련 센터* 설치와 운영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등

11.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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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문회 & 지역사회 설문조사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에서는 교육부 과제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 실증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
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2017.8)에 포함되어 있는 교
육정책으로 학교법인 이사진 일부를 공익형 이사로 구성하고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가 대학 운영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바쁘시지만 시간을 잠시 내시어
답변하여 주시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5.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 연구팀
성별

②여

①남

구분

① 상지대 동문(상지영서대 포함) ② 원주시민(동문아님) ③ 원주 외 강원도민(동문아님) ④기타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필요성 관련입니다.
1. 대부분 대학이 국·공립인 유럽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85%를 차
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⑤

④

③

②

①

2. 사립대학이 85%를 차지하는 고등교육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존형 사립대인 공영형 사립대 도
입 등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3. 22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중이 높고, 공영형 사립대(정부의존형 사립대)가 없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⑤

④

③

②

①

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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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5. 2 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외 21개 선진국 1인당 평균 고등교육비는 11,500달러인 반면, 우리나라
는 3,286달러로 28.6% 수준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6.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 다음은 공영형 사립대 제도 효과 관련입니다.
7. 공
 영형 사립대학은 지역 인사를 포함한 공익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사회와 대학 운영의 공공
성과 투명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사학 비리 해결과 방지
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8. 지역 경제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지방대학이 최근 학령기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거점대학 육성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이 추진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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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매우 크다

영향이 있다

보통이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전혀 없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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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
 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제도 도입시 기대되는 다음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학비리 등 해소

⑤

④

③

②

①

2) 대학운영 공공성 제고

⑤

④

③

②

①

3) 지역사회 상생 발전

⑤

④

③

②

①

4) 지역사회 연계 강화

⑤

④

③

②

①

5) 지역 공공성 책무 강화

⑤

④

③

②

①

6) 지역 이미지 개선

⑤

④

③

②

①

구분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제고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추진 관련입니다.
10.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11. 상
 지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 모델은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협력형**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등 대학 영향권내 지역 ** 사회협력형 = 사회협력대학 (학생 + 지역주민)
매우 높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보통이다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2. 향
 후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가 된다면 지역과의 협력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높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보통이다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3.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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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FGI 조사 결과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4.(금)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방정균

최○○(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우리

대학과 법인은 대학 민주화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을 대학발전 모형으로 삼고, 그 구체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무
엇인지요?

(답) 항시 위기에 노출되었던 상지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의 바램
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2
 019. 12. 11. 공영형 사립대가 표방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지학원의 정관상 목적 조항 제1조가 다
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이상과 같
은 설립목적 변경의 적절성과 그 구체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변경은 올바른 방향이며, 대학의 투명성을
이끌어 내고 사학비리가 예방되도록 정관을 정비해 나가는 것은 올바르다 봅니다. 지역사회와
의 협력이 구체화되어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은 대학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재정의 투명성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단과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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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은 운영의 투명성 개선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상
 지학원 이사회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의 원로가 이사로 이미 재임 중입니
다. 정관의 설립목적에서 지역협력대학을 표방하고 있듯이 향후 이사회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
임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및 공식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지역사회의 유대와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공영사학의 바탕이 될 수 있고, 시민사회와의 운영 협
력은 키워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현
 재 상지학원에는 감사 2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은 개방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산하
기관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감사 1
인을 추가로 선임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재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감사의 추가 선임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현
 재 상지학원 이사회의 회의에 구성원단체나 동문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관하여 대학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참관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에 관하여 의견을 알
려 주십시오.

(답) 몇 차례 구성원의 이사회 참관도 이루어졌고, 구성원단체나 지역사회 추천의 이사 선임은 올바
르다 판단하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정관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는 바람직합니다.
9.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우
 리 대학은 구성원단체의 신사협정으로 총장 직선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의 제
도화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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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지난 번 총장 직선제는 구성원의 협력 속에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구성원의 협력 속에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되리라 판단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8. 18.(화)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방정균

김○○(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우
 리 대학과 법인은 대학 민주화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을 대학발전 모형으로 삼고, 그 구체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무
엇인지요?

(답)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은 원주지역을 거점으로 한 상지대학교가 보편적인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유지ㆍ발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데 긴요한
발전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학 구조조정이나 고등
교육투자가 열악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극복하면서도 민주시민교육에
기반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연계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기
위해 공적 재정의 안정적 공급과 그에 따른 공적 책무성을 감당하는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구하
는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으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전망적 접근을 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연구팀을 전 대학 차원에서 구성하여 대학 구
성원 및 법인 이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영형 사립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공영형 사립
대학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공적 표본으로서의 기대감을 반영하여 대학의
특수한 상황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가치나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2
 019. 12. 11. 공영형 사립대가 표방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지학원의 정관상 목적 조항 제1조가 다
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
은 설립목적 변경의 적절성과 그 구체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답)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의 주요한 특징은 공영형에 걸맞은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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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학 정체성을 대학의 기본목적을 담은
제1조에 반영하는 것은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이자 대
학교나 법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대학 정
체성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지배구조의 공공성과 사회 책임성 및 지역
연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이 목적에 맞게 더욱 개혁하는
한편 대학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책임성 및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직원·학생 등 대
학 구성원의 대표조직의 법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그 활성화를 제도화하는 한편 법정기구
인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은 대학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대학행정이 총장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대학운영의 물적 기반인 재정운
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대학행정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
고 대학 구성원의 대표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운용상의 투명
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절차상의 명목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정운용 심의 혹은 자문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무보조
와 자료제공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제도화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단과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상
 지학원 이사회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의 원로가 이사로 이미 재임 중입니
다. 정관의 설립목적에서 지역협력대학을 표방하고 있듯이 향후 이사회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
임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및 공식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답) 공영형 사립대학의 주요 목적이자 방법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지배구조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
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지학원 이사회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 원로들이 참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상지대학교의 민주성과 지역사회 협력성을 보여주는 정체성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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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 수의 이사를 지역사회 대표 인사로 선임
하는 방향으로 정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등과 관련하
여 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인 이사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
직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수요와 지원
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외관계와 관련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현
 재 상지학원에는 감사 2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은 개방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산하
기관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감사 1
인을 추가로 선임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답) 개방감사의 기능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개방감사의 선임에 대학 구
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로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감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운영에 중복적 요소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이사회에 대학 구성원 대표의 참관이 일정부분
보장되는 등 보완적 제도개혁이 개방감사제와 더불어 병행된다면 더더욱 추가 감사선임의 필요
성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현
 재 상지학원 이사회의 회의에 구성원단체나 동문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관하여 대학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참관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에 관하여 의견을 알
려주십시오.

(답) 구성원단체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제도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
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원단체에게도 필요한 회의 자료가 충실히 제공되어
참관의 실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정관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답) 대법원 판례도 확인한 바 있고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 구성원의 대학자치를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교원·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자조조직을 구성하여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매우 정당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지학원은 정관을 개정하여 구성원 단체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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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설치하여 그 위상과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9.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우
 리 대학은 구성원단체의 신사협정으로 총장 직선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의 제
도화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답) 대학행정의 중심에 있는 총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
보하고 합리적 대학운영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지대학교가 민주사학
의 정체성을 총장 직선제를 통해 구현한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총장
직선제는 대내적 민주성에는 충실하지만 대학혁신과 대외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부정적으
로 작용할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지대학교의 민주화 과
정에서 사회적 덕망과 역량을 갖춘 총장을 선임하여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확보해왔던 자랑스런 역사 또한 상지대학교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장 직선
제를 제도화할 때 대내적 민주성 외에도 대외적 책임성이나 대학의 개방적 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형 사립
대학을 지향하는 조건에서 총장후보 추천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은 물론 공영정신에 충
실한 후보추천과 선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 총장 직선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
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면담대상

2020. 9. 11.(금) 16:00~18:00

면담 진행자

이동승

김○○(교원, 학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우
 리 대학과 법인은 대학 민주화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을 대학발전 모형으로 삼고, 그 구체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무
엇인지요?

(답) 대학의 노력은 총장 이하 실무 교무위원회 및 보좌진들 몇 명의 노력만 돋보임.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와 의지와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음. 즉 구성원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이미 시작하고
추진해오던 일이라 명분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다른 대학들(예 : 조선대, 평택대, 대구대
등)에 비해서 주제를 선점하고 리드하는 것으로 보면 노력은 가장 선두에 있다고 판단됨. 부족
한 부분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그 필요성이나 구체성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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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임. 그 원인으로는
(1) 구
 체적 실체에 대한 의문 : 처음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은 국가에서 재정의 반을 부담하
며 경영에도 반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었음. 즉 우리의 경우 사실상 재정 부분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두 번째가 국가주도형(반 공립형)이 됨으로써 재단 분규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음
(2) 우
 리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재정 부분은 이미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됨. 즉 재정의 투
입으로 봉급 정상화, 학생 등록금 인하 등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소멸된 상
황으로 보임
(3) 남는 것은 공영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운영을 개방하는 ‘개방형 이사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이 학교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운용과 행정, 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대학의 가치를 구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임. 그러나 결국은 재정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그 경우 재편된 이사들이 재정문제
의 타결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미지수임
(4) 가
 장 큰 문제는 공영형 사립대의 실체가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그 변화의 양상, 우
리가 꼭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아무도 설명하지 않음. 재정문제 해결이 뒤따르지 못하는 개
방형 이사 정도의 수준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왜냐하면 이제 구재단 체제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더 이상 재단분규로 학교가 수렁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 이사회 회의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이사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무슨 의
미가 있으며, 현 이사회 체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결국 재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이사의 수를 크게 더 늘릴 필요성이 없을 것이므로 사회 저명인사를 몇 명 더
추가하여 국가·사회 전반과 대학이 운명을 같이하는 정도로 귀결될 것으로 보임
(5) 문
 제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동력의 확보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공영형 사립대
의 정의, 본질, 실질적인 현상의 변화 등을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며,
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매진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2
 019. 12. 11. 공영형 사립대가 표방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지학원의 정관상 목적 조항 제1조가 다
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
은 설립목적 변경의 적절성과 그 구체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설립목적의 변경은 명시적인 것이므로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그
실천으로서의 구체적 방법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지역사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원주인가? 강원도인가? 영서지역인가? 협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
지 대학이 한 것보다 더 외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인 것은 알겠으나 우리는 그 협력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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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의미할 것인데, 우리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 추상적임. 즉 단도직입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니 우리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달
라’가 되는데, 우리가 할 ‘무엇’은 구체적이지 않음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대학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교수,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
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재정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함. 투명성을 보장하고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을 공개하
고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단과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도모하
는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의의는 미미함. 우리 대학의 단과대학은 그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고 단
과대학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 단과대학의 행정주체인 학장 1명과 직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사, 교무, 학생 업무의 단순노동일 뿐 새로운 제도나 안을 구상할 수 있는 여
건이 되지 못함.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외부인까지 참여하기를 권장하나 교통비나 회
의비조차 배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외부인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고 부
끄러운 실정임. 또 거기서 진행되는 회의내용도 극히 제한적인 것들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단과대학에 배정된 운영비가 없으므로 학과장회의, 직
원간담회, 조교간담회, 학생회간담회 등 기본적인 소통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단과대학에 대
한 예산 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권한의 범위가 분명해져야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상
 지학원 이사회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의 원로가 이사로 이미 재임 중입니
다. 정관의 설립목적에서 지역협력대학을 표방하고 있듯이 향후 이사회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
임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및 공식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지역사회 대표 인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역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대표인사
는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지역의 인사가 학교경영에 참여한
다면 유대감, 연대감은 형성되겠으나 ‘유대, 연대, 협력’은 대학에서만 희망하는 사항은 아닌가?
지역사회에서는 얼마나 대학을 지역사회와 운명공동체라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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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음. 일차적으로 대학이 존립하는 조건은 재정과 결부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현
 재 상지학원에는 감사 2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은 개방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산하
기관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감사 1
인을 추가로 선임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의 담보를 위하여 좋을 것으로 사료됨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현
 재 상지학원 이사회의 회의에 구성원단체나 동문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등이 참관하여 대학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참관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에 관하여 의견을 알
려 주십시오.

(답) 이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좋으나 꼭 구성원들이 이사회를 참관하여야 하는 데
에는 이견이 있음. 마치 감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이사들이 소신대로 하지 못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정관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음. 제도화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현재로서도 각 구성원
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됨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구
 성원단체를 정관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답) 교무위원회를 정관 기구화하고 대학의 최고의결기구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단과대학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임. 현 제도는 총장이 처장, 단과대학장을 임명하는
것이어서 교무위원회 의결은 곧 총장 개인의 의견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독단으
로 흐를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의결기구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학장 직선제를 통하여 소속 단과대
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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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우리 대학은 구성원단체의 신사협정으로 총장 직선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사협정
의 수준에서 나아가 총장 직선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회성이 아닌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을 각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지원될 국가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령 일반 경비의 00%)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지원금은 대학 운영에서 어떤 용도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운영의 내부사항을 잘 알지 못함. 다만 범박하게 말하여 일 년
예산의 1/2~1/3 정도는 지원되어야 실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 정도는 되어야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외부의 관여를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답)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하여 같은 위기감을 가
진 대학과 지역사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함. 지역사회는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대학은 각고의 노력으로 지방의 명문대학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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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10.(수) 14:00~16:4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조석곤

배○○(교원, 학장), 이○○(단과대학 학생회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다
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소통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구
체적으로는 이 과제가 달성되면 무엇까지가 가능한지,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가 설명되었으면 한다. 물론 진행단계마다 시시각각 상황변화가 있어서 매번 설명하기는 어렵
겠지만, 현재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공영형 사립대라는 제도
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
공영형 사립대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사립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의 권한이 절대적이며, 교
육자치의 명목하에 교육부의 관여도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예산 배정에 있
어서 기재부조차 설득 못하는 분위기라면 이사회 구성 변화를 통한 사학구조 개선이라는 프로
세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지배구조 개선이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른다. 그럴 경우 대학은 지방정부(기초, 광역자치단
체)와 지역의 사회단체가 협의체를 형성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해가기 위한 지역산업 발전과 그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추구
해 가는 방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답) 정관 변경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면담 진행자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뀜을 설명) 좋은 표현으로 바뀌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교육 공공성
과 사회적 책임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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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위해서 우리 구성원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재정위원회의 설치 운영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교육부의 원안은 법인회계까지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는데, 대학에 있는 재정위원
회가 법인회계를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았던 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경상대학 학생회장) 우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첫 모임이라서 이야기가 겉돌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고, 학생위원으로 3명이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추후에는 학생위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여 혹은 참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하다면 우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참석하
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학장)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할 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아쉽다. 단과대학 분권화
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 학과장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을 제기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에서 어떤 결정한다 하더라도
대학본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의미 없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명확해져야 한다. 그에 따라 구성원 외에 다른 외부인사도 사안에 따라 초치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진행자) 기획평가처장의 입장은 단과대학 특성화 방안을 논의해서 제안해주면 그것을 받
아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들었다.
(학장)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다만 단과대학 특성화방안이라는 것이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협의가 있으려
면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당연히 단과대학별 특성화 계획과 계획을 추진하기 추진
체계와 이를 위한 예산 배분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회장) 운영협의회는 단과대학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과대학 차원의 특성화가 추진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학생과 교수들의 공동참여가 큰 장점인 점을 바탕으로 취업과 관
련된 여러 프로그램 혹은 동아리 등이 적극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
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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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추가로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원론 수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본다.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라
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목표인 공공성과 자율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사가 어떤 분들
일까? 만일 지역사회 인사들이 기존 관행에 동조할 경우 추가되더라도 이사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기존 관행을 개혁하려 시도하더라도 소수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혹 감시자와 고발
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가 대표성과 관련
된 자기(혹은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그런 공공성을 담고 있는 이사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
게 이러한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모실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내용을 알지 못해 면담진행자가 상황을 설명하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3명을 두는 것
은 어려운 일일 것 같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구성원단체가 이사회에 참관·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대학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사학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이 얼마
나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것이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정관에서 규정할 일과 학칙에서 규정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다. 정관에 규정된 조직과 관련
된 일은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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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앞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우리 대학은 이번에 총장 직선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학생회장) 우선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좋았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 22%라
는 낮은 비율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가령 교수나 교직원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간관계 때
문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런 관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대부분 공
약이나 그 후보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우산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에게 가능하다면 투표권을 부여해 준다면 그것 또한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장) 구성원 대표는 구성원이 뽑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총장 직선제를 제
도화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화 과정 자체가 구성원 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종래 우리 경험
을 다 계승해서 필요한 경우 직선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추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한 가지를 고집하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학생회장) 그 경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줄어들 것 같아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
는 우리 학교의 이념에 맞게 직선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11. 사회협력대학 비전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
(문) 우리 대학에 맞는 사회협력대학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추 상적인 이야기지만, “지역의 지속성을 고민하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비전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협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서 지역의 지속성까지 이
끌어 내는 것이어야 하면,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종래의 지역선도
산업 육성방안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처럼 지역의 어메
니티에 기초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고유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지속성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가 낳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의 이면에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주거지의 공동화 현상이나 묘지 부족 등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일본의 어떤 지자체
는 공동화된 아파트 단지를 적절히 구획하여 작은 병원, 텃밭, 유치원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스
템을 구축한 경우도 있다.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모색들을 사
회협력대학의 구체적 연구과제나 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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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력대학은 지역성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 때 ‘지역’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
라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간적 범위의 설정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문제와 결합할 것인가가 달라질 것이다. 대학의 공간구조도 마찬가지다. 도시재생
과 관련된 내용은 대학 캠퍼스 재구조화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현 도시재
생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구획하여 사업대상지 내에서만 집행 가능 하지만, 적어도 그 방법론은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협력대학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대학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 발굴
과 해결방안 모색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있을 때 대학의 한 모임에 참석한 적
이 있는데, 교수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도 함께 합석한 자리였다. 그 때 한 기업인이 건설 폐자
재 재활용해서 개량토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연구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인큐베이팅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대
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조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경영지도, 법률지원 등과 관련된 교육지원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단순
한 봉사를 넘어서 산학협력의 주춧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2.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적이 있는지요?

(답)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생각한 적은 있다. 적어도 단과대학
한 개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지원된다면 그 단과대학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의 예산구조로 보면 약 7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3.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답)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네트워크에 포괄되는 대학이 다를
것이다. 강원도를 포괄하는 것은 어렵고, 영서 남부 정도에 국한될 것 같다. 그 경우 지역대학 네
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법인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식을 기대하는 것은 우
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시도해 본다면 학점교류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
다. 1번 문항과도 관련이 있지만 지역대학의 네트워크는 지역의 산업과 그에 필요한 인력 양성,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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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10.(수) 14:00~16:4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황영철

강○○(교원, 학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의 본질, 나아갈 방향, 운영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성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공영
형 사립대학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답) 교육의 공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상생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재정위원회의 설치 운영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을
공개하고 함께 운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단
 과대학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았던 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운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단과대학 운영협
의회의 권한과 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주체
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
항도 대학본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실제적인 운영
에서는 학장과 직원 두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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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추가로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지역사회와의 상생적인 발전과 협력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이사
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대표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대학 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대학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구성원 단체가 이사회에 참관·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이사회와의 소통과 의견 전달에서는 참관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사
회 참관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단체의 참여로
인하여 이사회의 운영에서 이사들이 소신대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성원단체의 정관기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교무위원회를 정관 기구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총장이 단과대
학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단과대 학장을 생각해 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우
 리 대학은 이번에 총장 직선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총
 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선제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화합하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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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협력대학 비전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
(문) 우리 대학에 맞는 사회협력대학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적이 있는지요?

(답)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대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외부이사의 참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예산의 약 50% 정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답) 지역대학이 서로 상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16.(수)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방정균

박○○(교원, 학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현재 상지대학교는 구재단과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서 공적 재정의 안정적 공급
과 공적 책무성을 감당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은 상지대학교의 안정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대학 구성원 및 법인 이사회가 서로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며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부록

309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학에 맞는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및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한 협력을 갖추
어야 하므로 이에 맞는 설립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인 이
사회의 개혁과 대학운영도 민주적이고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대학행정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 대학 구성원의 대표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는 그러한 재정운용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용으로 사무적인 보조와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 학교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
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학교본부에서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지시와 명령체계에서 벗어나 각 단과대학의 특성과 효용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협의를 통해 단과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
야 하므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고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사의 이사선임이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선임된 이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얻어 학교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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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러
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개방감사의 기능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개방감사의 선임에 대학 구
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로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감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운영에 중복적 요소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구성원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당연히 매우 정당한 일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
 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대학의 교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대학을 이끌어나가는 기구이므로 명문화하는 것은 보다 투명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상황이 없도록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당연히 학교의 총장은 학교 구성원의 지지를 통해 선발되어야, 총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큰 밑받
침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국고는 마땅히 투명하게 관리되어 학생복지 및 장학, 학교설비의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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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최소한 학교가 자립하고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 드립니다.

(답)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특정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각 지역사회와의 협력발전을 말하는바, 현재
수도권에만 편중된 사립대의 관심을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있
는 사립대학을 키우는 것이 국가의 교육발전에 가장 큰 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18.(수)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공제욱

이○○(교원, 학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원이 동참하여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태도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의 주체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우리 대학의 경우, 법인 설립목적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
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공영형 사립대로서의 기본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관에는 이렇게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공영형
사립대로서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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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대학 운영의 최종적 책무는 이사회에 주어지며, 이사회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사 개인의 이해나 판단이 대학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대학의 사례, 그리고 우리 대
학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특히 대학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수, 학생 등의 구성
원조차 전체를 파악하고 감시자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이러한 대학 운영의 재정
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
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현재 단대 차원의 운영을 보건의료과학대학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주로 학과장회의가 활용되고
있으며,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연 0-2회 정도 개최되었고, 운영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을 위한 단
과대학 학생회와의 협의는 작년 1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최된 경우가 없습니다. 기타 동문, 지
역사회 등과의 단대 운영에 관한 공식적 통로는 더더욱 없습니다.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는 단과
대학 운영에 관해 다양한 구성원과 관계인을 참여시킴으로써 단대 운영과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의,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조직, 개최
되고 논의된 내용이 실제 단과대학 및 대학 차원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번거롭지도 형식적이지
도 않으려면 유연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과대학 운영협의
회의 건의, 논의사항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건의, 논의하는 운영협의회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
각하고 화를 냅니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이사 선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지역
에 기반한 대학의 의미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조 관계를 맺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지역사회 대표인사인 이사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역할을 하도록 촉
진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러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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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대부분 대학 법인의 감사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법인의 감사가 제대로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
장되지 않습니다. 대학 구성원이 감사를 추천한다면,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
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법인 운영의 최고 기구인 이사회에 구성원단체의 참관이 허락되는 경우의 여러 부담과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서는 비공개로 개최되기를 원하겠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소수의 인원
으로 운영되는 이사회가 법인 운영의 최고 기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참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이는 이사회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성원 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구성원 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는 것은 대학의 주체가 구성원임을 분명히 하는 등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무엇이든지 제도화되면 분명해지고 안정적으로 된다는 장점도 있지
만 경직되고 제도에 묶이는 단점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이라는 그 범주가 지나치게 권력화되지 않을까.....쓸데 없는 걱정일까요?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
 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한다면, 교무위원회의 운영, 논의, 결정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
고 커지겠지요. 다만 지금도 긴 교무위원회가 더 길어지지 않을지, 교무위원은 역할의 무게가 참
크고 할 일도 많습니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예전에 교육부 공무원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자리에서, 총장 직선제가 대학을 망친
다! 총장 직선제로 바뀐 대학은 모두 그 이후 문제가 심각해졌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
습니다.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교육부 말을 그대로 듣는 대학이 아니어서 그렇게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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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장 직선제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
가 더욱 커지고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가지려는 현 사회에서 직선제 아닌 무엇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공영형 사립대가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하려면 최소한의 재정적 안정성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책
임성을 추구하려면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공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
원되면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의 목적을 지향하고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
고, 또한 국고 지원을 통하여 공영형 사립대 추진과 선명함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고 지
원은 교육 기반 시설과 운영 뒷받침, 사회적 책임성 지원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인구 뿐 아니라 정치, 경제의 자원과 힘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편중된 자원과 힘을 향유하는 서울 및 인근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건강한 삶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더 지방의 젊
은 인구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의 삶을 수도권 지역에서 이어감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서는 대학의 생존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추구할 수 없으며,
지역대학의 생존과 발전은 국가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고자 하는 지역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발전하
려는 노력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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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일시/시간

2020. 8. 14.(금) 18:00~20: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황영철

김○○(교원, 이사회 참관자)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의 기여 및 각 부분의 협력 네트워크 활
성화에 따른 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지역사회협력과 필요한 관련 방향성 부분의 변경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
니다. 그러나 현재 상지대학교 설립목적을 보면 공영형 사립대학의 설립목적에 많은 부분이 담
겨있다고 봅니다.
3.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문) 우리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
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재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을 하는 경
우 재정의 투명성 및 예산 결산 점검을 위한 재정위원회는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
지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기존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목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중복, 옥상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문) 우리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장 중심의 단과대학의 권한과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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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합니다. 예산 집행 권한 및 운영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협의회는 크게 할 일이 없어
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 단과대학 운영, 책임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될 때 단과대학 운영협의
회가 역할이 생길 것입니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지역사회의 대표인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대표인사라면, 원주시장, 강
원도지사, 시의회 의장 등의 명확한 직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러
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감사의 추가 선임을 통해 구성원단체에서 감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
니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 이사회 개최 시 참관보다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성원단체와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
조가 바람직합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학교의 최상위 의사결정 단계인데 그 안에서는 많은 논의
가 있어야 합니다. 참관 등을 통해 굳이 회의의 자율성을 침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중요한 사
항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오히려 구성원 의견이 이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사회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더 확대한다고 생각합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정관 기구화에 대한 장단점을 생각해 보지 못해 이 부분의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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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지난 번 교무위원회의 정관 기구화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무위원회의 정관 기구화의
장점과 문제점을 조금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역시 고민하지 않은 부분
이라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타 대학의 경우에도 총장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구성원의 심리적 분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국고의 지원은 공영형 사립대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업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
고의 경우,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지 않을 것이므로 공영형 사립대로 확정된 대학이 각 대학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상지
대학교는 작은 지역사회인 원주권 쪽에 있습니다. 원주권의 공공기관과의 연계, 기업도시 등의
산업기관과의 연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각 분야에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
니다. 크게는 강원도 안에서 대학으로 강원도 거점 산업에 대한 역할, 인구절벽 시대에 청년들
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경제 활동 기반 확대, 도농지역 연계를 통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책무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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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8. 21.(금) 18:30~19: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공제욱

심○○(상지대 총학생회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 평의원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학생 참여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함. 재정위원회에도 학생들이 들어가고 참여 비율
을 높여야 함. 또한, 동문들의 참여 비율도 높이는 것이 필요함. 그 외에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학생들이 알기 쉽게 알려 주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조선대학교나 평
택대학교 등 다른 대학의 활동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함.
2.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이 운영협의회로 인해 단과대
학 학생회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일부 있었음. 하지만 요즈음은 단과대
학 운영협의회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
나 쟁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면 수업, 온라
인 수업 등 수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단과대학 운
영협의회에서 다루었으면 함.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단과대학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과대
학 차원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여야 함. 또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교육혁신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플립러닝 등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해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심층
논의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3.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지난 번에 이사회를 참관하였는데, 법인의 이사회에 대학 구성원이 참관한 것 그 자체가 의미
가 있었다고 봄. 지난 번에 참관할 때에는 우리들에게는 이사회 자료도 주지 않아서 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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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음. 이 점이 아쉬웠는데, 이사회 회의 자료도 제공해
주고 발언권도 준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봄. 이 제도가 발전하였으면 좋겠음. 이사회가 구성원
단체를 배려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음.
4.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 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교수, 직원의 대표 단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총학생회의 경우는 정관에 들
어가면 좋지만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여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총
학생회가 이미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하느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하지만 정관에 명시된다고 하면 좋음.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법인 이사회에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음. 또 지역사회 대
표인사가 어떤 분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음. 지역사회 대표인사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역사회 대표인사보다는 차라리 동문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재정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봄. 그렇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 공영형
사립대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봄.
6.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
 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지난 번 총장 직선 당시에 학생 22%, 직원 8%, 교수 70%의 비율로 득표율이 집계되었는데, 이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왜 교수가 70%를 차지하고, 직원은 8%를 차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처럼 교수, 학생, 직원 모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고 그것이 바로
집계되는 것이 맞다고 봄. 교수들이 총장에 대해 잘 안다고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면 대통
령 선거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율을 주어야 할 것임. 하지만 굳이 비율을 정해
야 한다면 교수, 학생, 직원의 비율을 30%, 30%, 30%로 하고 지역사회와 동문에게 10%를 주
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7.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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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봄. 교육 관련 예산은 80~90%
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봄. 교육 관련 예산은 원칙적으로 100%가 지원되어야 맞지만
80~90%라고 얘기한 것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국공립대학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임.
8. 그 외에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
(답) 솔직히 공영형 사립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음. 작년부터 추진하였는데 정책이 흐지부
지되는 느낌이 있음.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기재부에 얘기를 많
이 하고 대응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그래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음.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면담대상

2020. 8. 14.(수) 16:00~18:00

면담 진행자

황영철

김○○(상지대 총학생회 부회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먼저 우리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주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3주체가 하나가 되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3.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문) 우
 리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
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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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한 재정위원회라면 투명하게 학교재정을 이끌
어 가야 한다고 생각됨. 또한 학생 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됨.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문) 우
 리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학교본부에서의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회의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기에 단과대학 운영협의
회에서 많은 의견을 거쳐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지역사회의 대표인사라기 보다는 공영형 사립대에 맞는 공적 이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됨.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러
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현 이사장님께서는 구성원단체의 발언권 또
한 중요하게 생각해주시니 더욱 더 좋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것 같습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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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
 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아니요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
 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전국 대학의 총장 직선제 중 학생의 퍼센트가 제일 높은 우리학교의 총장 직선제에 대하여 굉
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음.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우선 학교라는 곳의 의미와 맞게 교육시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필요한 교육
용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교육에 관한 분야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낙후된 건물 등에 대한 보수 또한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이 됨.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면담대상

2020. 9. 10.(목) 16:00~18:00

면담 진행자

이동승

김○○(단과대학 학생회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우
 리 대학과 법인은 대학 민주화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을 대학발전 모형으로 삼고, 그 구체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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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요?

(답) 우리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참여해서 지켜보기도 하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
완점을 꼽자면 우리 대학이 원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야 할 것 같습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2
 019. 12. 11. 공영형 사립대가 표방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지학원의 정관상 목적 조항 제1조가 다
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
은 설립목적 변경의 적절성과 그 구체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조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념이 잘 담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존의 조항은 단지 공영형 사립대 설립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대학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교수,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
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어떠한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에 돈이 사용된다면 재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운영할 시에 완벽한 목적을 두고 기존 위원회와 차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단과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도모하
는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
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단대운영협의회를 한번 참석한 결과,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협의회를 진행할 때 각 의원들이 각자 논의할 내용에 책임을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상
 지학원 이사회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의 원로가 이사로 이미 재임 중입니
다. 정관의 설립목적에서 지역협력대학을 표방하고 있듯이 향후 이사회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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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및 공식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지
 역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확실히 내세울만한 의견은 없습니다.하지만 선임된다면 부정
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 만큼의 확실한 지역인사가 선임되야 할 것 같습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현
 재 상지학원에는 감사 2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은 개방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산하
기관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감사 1
인을 추가로 선임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구성원단체 대표가 선임을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감사를 선임하여 공정성 있는 운영과
감독을 하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현
 재 상지학원 이사회의 회의에 구성원단체나 동문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등이 참관하여 대학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참관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에 관하여 의견을 알
려 주십시오.

(답) 직접 참관을 하기 보다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이사회
회의에서 확실하게 다루면 구성원이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정관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에 대해 정확한 의의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구
 성원단체를 정관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저의 의견은 명확하지 않아서 교무위원회에서 명확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우
 리 대학은 구성원단체의 신사협정으로 총장 직선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의 제
도화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Ⅵ. 부록

325

(답) 학생의 입장에서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의 표본을 보여준 사례이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라는 점을 더 강화시킨 사례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투표 권한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지원될 국가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령 일반 경비의 00%)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지원금은 대학 운영에서 어떤 용도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규모나 용도에 대해선 학생 입장에서는 정확한 의견을 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나오
는 돈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여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돈
을 받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16.(수)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방정균

이○○(단과대학 학생회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공영형 사립대학이 무엇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어 주
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공영형 사립대학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
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이미 2019. 12. 11. 상지학원의 정관상 목적 조항 제1조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이런 것은 공영형 사
립대학 방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속성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우
산동 더 나아가 원주시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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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교직원과 교수 학생 그
리고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관료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는 학교본부에서 신경쓸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구성원들 중 일부에게 정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학교본부의 전달사항을 모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학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는 만큼,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지학원 이사회에는 이미 지역의 원로가 이사로 재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수의 이사를 정관에 명시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러
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구성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다면 투명성이 더욱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그러나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이 지나치게 절차적인 곳에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생
길 수 있습니다. 장단점의 비용과 효용을 잘 따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구성원들 모
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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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이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가 참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른 학교와 비교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홍보전략으로 사용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이
름에 알맞은 이미지 마케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상지학원의 정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원
들이 원한다면 명문화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
 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교무위원회는 학교 내부의 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였으나, 정관에서 기구
화한다면 대학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확보된다
는 측면이 있습니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학교행정의 중심에 있는 총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직선제만큼의 수단이 없
으며, 명문화/제도화하는 것에 커다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의미뿐만 아
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라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일맥상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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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산/학/연 MOU를 맺거나 지역주민들이 향유할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유일한 한의과대학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특성을 살린
한의진료센터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강원도는 늘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타이틀을 얻어 대학 인지
도를 넓힌다면,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지역
사회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면담대상

2020. 8. 19.(수) 16:00~18:00

면담 진행자

이동승

송○○(상지대 직원노동조합 지부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우
 리 대학과 법인은 대학 민주화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을 대학발전 모형으로 삼고, 그 구체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무
엇인지요?

(답)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공영형 사립대학의 성공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었으
며,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적 접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법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2
 019. 12. 11. 공영형 사립대가 표방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지학원의 정관상 목적 조항 제1조가 다
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
은 설립목적 변경의 적절성과 그 구체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설립목적의 변경은 시의적절하였으며, 한국사회 대학의 투명성을 이끌어 내고 사학비리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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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있어서는 법인의 많은 권한을 대학으로 이관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예를 들어 교·직원 임명권 등 대학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을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자치 운영에 힘쓰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의 도덕적으로 검증된 명성있는 인사를 이
사로 추대하고 법인은 대학의 관리 감독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시회와의 적극적인 사업을 공
동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협력이 안착되어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3.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문) 우리 대학은 대학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형식적인 단계를 넘어서 재정의 투명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거듭해야 합니다. 재
정위원회 설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앞으로의 재정위원회의 역할은 예산 편성의 적
절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도 이
에 부합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문)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단과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및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단과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협력적 차원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하며, 현재
분리된 단과대 행정사무도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중앙집권적 행정기능을 유지하며 단지 의견 수렴을 위한 단과대 운영협의회의 운
영은 자칫 탁상공론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부분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예
를 들어 실험실습비의 편성권을 이양하는 등 일정 부분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
도 묻는 권한과 책임이 동반한 단과대학 운영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임.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상
 지학원 이사회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의 원로가 이사로 이미 재임 중입니
다. 정관의 설립목적에서 지역협력대학을 표방하고 있듯이 향후 이사회에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
임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및 공식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지역사회의 유대와 연대는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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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단체와의 협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네트워크를 키워 나가면서 그 중심을
우리 상지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현
 재 상지학원에는 감사 2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은 개방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산하
기관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감사 1
인을 추가로 선임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그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재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전문성 있는 감사의 추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감사
의 도덕성, 인격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현
 재 상지학원 이사회의 회의에 구성원단체나 동문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관하여 대학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참관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에 관하여 의견을 알
려 주십시오.

(답) 공영형 대학으로의 나아 가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사회의 구성원 참여는 독려해야 한다고 판단
하며, 이사회와 구성원단체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제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정관 기구화함으로써 구성원단체의 위상을 강화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
는 방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구성원단체의 정관기구화는 반드시 필요함. 다만, 각 단체의 이기주의를 어떻게 자정하느냐의
고민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구성원단체의 의견을 가감 없이 공개하
고 의견을 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9.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우
 리 대학은 구성원단체의 신사협정으로 총장 직선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의 제
도화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답) 총장추대/직선제의 방향에 대해 지금껏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타 대학 사례에서도 보
듯이 폐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나,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각 구성원단체의 비율을 동등하게 배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하고 특
히 공영형 사립대학에서의 구성원 간의 비율은 더욱이 민주화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지
하여 한 집단의 과반 이상의 비율은 지양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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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일시/시간

2020. 8. 17.(월)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김주원

오○○(상지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공영형 사립
대로 가는 길에 추진배경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가 필요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제도를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문) 우
 리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
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데는 재정위원회가 필요한데 이는 설립자의 독단으로 사립학교의 재
정과 인사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생각됨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문) 우
 리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단과대학운영협의회는 솔직히 필요성을 모르겠음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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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지역사회 대표인사라기 보다는 대학에 몸담았던 분들 중에 재정과 인사를 잘 아는 참신한 인사
가 바람직할 듯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러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필요하다고 생각됨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이사회에 참관은 바람직하고 이로 인해 이사회의 안건 결정도 신중하리라 판단됨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타 대학 사례를 보고 시대 흐름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
 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판단유보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
 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총장 직선제는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됨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우선 학교라는 곳의 의미와 맞게 교육시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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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기자재 및 실험/실습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교육에 관한 분야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낙후된 건물 등에 대한 보수 또한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이 됨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국가의 균형발전에 각 지방의 국립대학과 공존하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
다. 수도권에 60개 대학이 있고 이는 명문대라는 명분 하에 모든 지방 학생들을 수도권에 집중
하는 블랙홀이며 지방대와 지방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에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제2의 기업도시 형성 등에 맞춰 지역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역할은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을 막고 지역발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8. 17.(월)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김주원

고○○(상지대 총동문회)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기본적으로 공영형 사림대학에 대한 추진방침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지역사
회, 정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의 역할을 나누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
하여야 함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회적 협력대학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첨부되어야
함.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호발전하는 방향성 정립이 필요함
3.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문) 우
 리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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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필요함. 투명한 학교 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임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문) 우
 리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
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답) 학교본부에서의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회의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기에 단과대학 운영협의
회에서 많은 의견을 거쳐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지역사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사실상 모호함. 어느 분야에서 지역에서 뽑은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알수 없음.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심이 있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모셔
야 한다고 봄.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러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공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보다
객관적으로 논란이나 의혹의 여지 없이 투명해 질 것이라고 봄.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필요하다고 봄. 이사회에서 추진되는 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
 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필요하다고 보며 구성원 단체에 동문의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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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
 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
 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총장 직선제 제도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에 필요한 것이며 교수 학생 대학 구
성원 뿐만 아니라 동문의 참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1.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교육의 혜택은 학생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학교의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소멸의 마지막 보루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강력한 추진이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성
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학과 커리큘럼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33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10.(목)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김주원

용○○(전 원주시의원)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주로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맞춰 활동하다 보니 정작 대학 구성원 내에서는 공영형 사
립대가 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이나 절박함이 떨어지고 주체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
음. 구성원 내부를 대상으로 한 단답형 홍보나 설득작업이 필요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
떠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설립목적 내용은 모르나 학교법인이라는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지므로 구태여 변경까지는 필요치 않아 보이나 공영형 사립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더 부여할 필
요가 있다고 하면 변경 여지는 있다고 봄.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가 돼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면 학교의 재정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반드시
제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봄.
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
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지금까지는 투쟁의 시기라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었다면 이제는 단과대학별로
특성과 요구 그리고 자율성을 살린 논의구조와 공동체가 강화돼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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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신망받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 하되, 연령과 성별의 다양화를 통해 개방적인 이사회가 되어야 함. 지금의 이사회는
지나치게 고연령, 남성중심적으로 20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큼.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러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감사는 되도록 외부인으로 해야 이해관계에 좌우됨 없이 공명정대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내부 구성원에 의해 추천하는 감사는 반대함.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 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왜 구성원단체가 이사회에 참관하려고 하나요?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필
요하다고 생각하나 구성원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해 놓고 그걸 또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교수단체나 학생회 그리고 직원노동조합 등 구성원단체는 자율적인 단체로 학교법인 측에서 이
구성원단체의 구성 여부를 명분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단, 정관안에
구성원단체의 역할과 위상으로 중요한 학내 문제의 의사결정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역할이 뭔지 몰라서 답변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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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반드시 필요함.
11. 사회협력대학 비전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
(문) 우리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의 주요한 해결 주체이자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 지자
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함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역할을 나눠 해결해 나가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여 대학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야 함.
12. 공영형 사립대 국고지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한 제언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국고를 지원받게 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먼저이고 국고 지원은 운영
비의 대략 50%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13.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국가 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역대학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살길을 마련해
야 함. 학령기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도 지금처럼 수도권 대학 중심의 입시경쟁이
이어지게 되면 지역대학은 절반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
끼리도 제살깎아 먹기 식의 무한경쟁에 매달리고 있음. 지역대학 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과 상
생의 방안을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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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관련 FGI 조사결과
면담일시/시간

2020. 9. 10.(목) 16:00~18:00

면담대상

면담 진행자

김주원

김○○(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1.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노력
(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우선 구성원부터가 공영형 사립대학이 무엇인지, 왜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해야 하
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인식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선행노력이 먼저 진행되고
후에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 전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과 홍
보 자료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대학 구성원을 이해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작업은 지난하다. 그래서 그 과정은 보다 구
체적이어야 한다.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와 교육계 등과 연대하여
투쟁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이해와 설득을 위한 기구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
2. 학교법인 설립목적 변경
(문) 공
 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떠
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헌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면 목적과 목표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본
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대학존립과 존재의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형태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를 고등교육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그에 준한 방식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영된다면 21세
기 대학을 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재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문) 우리 대학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공영형 사립대학의 재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특수 사례다. 따라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은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대학교육의 공익적 목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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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과대학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문) 우
 리 대학은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운영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 대학 내에 이해 관계자들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와 협의
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의 효
율성이란 문제도 있기 마련이다. 단과대학 운영협의회는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5. 지역사회 대표 인사를 이사로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대표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역
할을 하는 것이 공영사학의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한 지역사회 대표인사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
하였다. 이제는 정상화 단계에 있는 만큼 상징적인 인사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하여야 할 것이다.
6. 구성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 선임
(문) 공
 영형 사립대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로 추가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러
한 것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인지?

(답) 감사의 역할과 기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크다고 본다. 구성원단체의 대표라고 한
다면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일 것이다. 인사는 만사다. 특히 감사의 역할은 공영형 사립대학
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공공성
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
도라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의 세력 싸움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구성원단체의 이사회 참관제도
(문) 이
 사회 개최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답) 참관은 원한다면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만 이사회는 비공개 해야 될 내용을 심의·의결
할 때도 있다. 모든 것을 다 투명하고 공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조직의 섭리
다. 따라서 구성원단체의 참관을 허락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사안에 따라서 잠시 나가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에 동의할 때 참관을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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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구성원단체의 정관 기구화(교수단체, 학생회, 직원노동조합)
(문) 구성원단체를 법인의 정관에 기구화 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정관에 기구를 명시한다는 것은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학교법인의 중요성을 경험한 상지대로
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성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실재하는 조직과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9. 교무위원회 정관 기구화 문제
(문) 대
 학의 교무위원회를 정관에서 기구화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요?

(답) 실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명문화하지 않았을 경우
에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재하고 중요한 기구
와 회의는 모두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
10. 총장 직선제 제도화
(문) 총장 직선제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총장 직선제는 시대적 요구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선거는 필연적
으로 문제를 동반한다. 모든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관리하고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역량이다.
11. 사회협력대학 비전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
(문) 공
 영형 사립대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규모나 지원분야(항목)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국고가 지원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비와 재단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고가 투입된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특
수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결합하는 것이다. 많은 사립대학이 분규를 겪고 있고 향후에도 일
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용에서는 유
연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효과는 성과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일률적인 지표
보다는 학교별 의견을 들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리하는 교육부 관
료의 입장이 아닌 실제 도움을 받는 학생과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되는 지표면 더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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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 산출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이왕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성과와 효과가 나올 수 있
는 규모여야 한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원 분야는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교육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했으면 좋겠
다. 사립대학은 저마다 고유의 브랜드와 특성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 그 분야는 사립대학의 재
원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대학교육의 보편성과 공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다.
12.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제언
(문) 국
 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하여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국가 균형발전이 제기된다는 것은 국가가 불균형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
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던 시기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 치료의 시점이다. 이제
는 교육 자체보다는 어떤 교육이냐가 질문인 시대다. 그런 점에서 국가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대학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할 때다. 교육은 일자리와 문화 등 여러 요인들과 어울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이해 관계자들이 되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알지만 그리고 방법도 알고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부
동산 문제와 같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되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서로 복잡하게 엮어져 있는 문
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면서 지역에서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Ⅵ. 부록

343

부록10. 언론보도(G1방송 시사Q) 요약 자료

34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Ⅵ. 부록

345

부록11. 학생회 제작 홍보영상(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탑재)

34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Ⅵ. 부록

347

Ⅵ. 부록

349

35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감사의 의의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3

Ⅵ. 부록

351

감사의 의의

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5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감사의 목적 및 범위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5

Ⅵ. 부록

353

감사의 목적 및 범위

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5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감사의 목적 및 범위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7

Ⅵ. 부록

355

감사의 목적 및 범위

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5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9

Ⅵ. 부록

357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1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5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11

Ⅵ. 부록

359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1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6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13

Ⅵ. 부록

361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1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6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15

Ⅵ. 부록

363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1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6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17

Ⅵ. 부록

365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1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6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19

Ⅵ. 부록

367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2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6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21

Ⅵ. 부록

369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2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7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23

Ⅵ. 부록

371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2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7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25

Ⅵ. 부록

373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2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7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27

Ⅵ. 부록

375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2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7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29

Ⅵ. 부록

377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3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7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31

Ⅵ. 부록

379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3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8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33

Ⅵ. 부록

381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3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8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35

Ⅵ. 부록

383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3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8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37

Ⅵ. 부록

385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3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8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39

Ⅵ. 부록

387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4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8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41

Ⅵ. 부록

389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4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9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43

Ⅵ. 부록

391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4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9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45

Ⅵ. 부록

393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4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9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47

Ⅵ. 부록

395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4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9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49

Ⅵ. 부록

397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5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39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51

Ⅵ. 부록

399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5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0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53

Ⅵ. 부록

401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5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0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55

Ⅵ. 부록

403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5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0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57

Ⅵ. 부록

405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5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0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59

Ⅵ. 부록

407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6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0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61

Ⅵ. 부록

409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6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1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63

Ⅵ. 부록

411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6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1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65

Ⅵ. 부록

413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6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1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67

Ⅵ. 부록

415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6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1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69

Ⅵ. 부록

417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7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1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71

Ⅵ. 부록

419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7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2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73

Ⅵ. 부록

421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7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2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75

Ⅵ. 부록

423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76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2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학교재정 및 지역협력사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제언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77

Ⅵ. 부록

425

감사의 성과와 한계

78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2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감사의 성과와 한계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79

Ⅵ. 부록

427

감사의 성과와 한계

80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28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감사의 성과와 한계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81

Ⅵ. 부록

429

감사의 성과와 한계

82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30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감사의 성과와 한계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ㅣ 83

Ⅵ. 부록

431

결론

84 ㅣ 상지대학교 행정감사위원회 학교재정현황 감사보고서

432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공동주최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공영형사립대학실증연구팀
(통합)상지대학교총동문회

Ⅵ. 부록

433

Ⅵ. 부록

435

지역사회 협력형 대학 발전포럼

개회사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지대학교 총장 정대화입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조일현 회장님을 비롯한 총동문회
임원 여러분, 좌장을 맡아주신 김진열 상지영서대 전 총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
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우리 상지대학교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상지영서대와의 통합 원년이자 개교 65주년을 맞는 해이면서, 동시에 비리와 분규로 얼
룩진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도약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재단 복귀 결정 이후 극심한 분규와 파행을 거듭하던
끝에 2016년 대법원 판결로 대학 정상화를 이루어내고, 2018년 8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
하면서 총장 직선제 실시, 상지영서대와의 성공적인 통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6월
민주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욱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안정화되고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회
복하면서 대학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
니다. 상지대학교가 분규 과정에서 지난 8년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인해 받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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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총장

정 대화

통을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입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대학기관
평가인증에서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상화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지사입니다. 이제는 미래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상지대학교가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과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할 준
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상지대학교는 민주화와 정상화를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공영형 사
립대학으로 새 출발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은 2000년대부터 시민대학의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
회와 함께 성장하는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기
반으로 시민대학의 철학과 운영원리를 더욱 확장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공영형 사립대학
으로 발전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가을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출범시켜 동문과 지역사
회가 자랑스러워할 명문사학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동문 여러분들의 노력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더욱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우리 상지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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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지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지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조일현입니다.

동문회장으로서 우선 너무나 반갑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재정제한대학에서 8년 만에 해제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축하드립니다. 민주대학 상지대에서 최초로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된 정대화 총
장께서 취임한 지 겨우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사스러운 일이 줄지어 많이 생기
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6월 민주상 수상 역시도 우리 상지인
들이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교의 역사에 굵은 획이 그어지는 특별한 해입니다.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
대학이 통합한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직선제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정대화 총장이 취임이
지난 2019년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상지대학교는 위기속에서도 경사스러
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교 대학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학교 발전을 위
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냉혹하게도 아직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
화로 지방소멸, 지방대학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지영서대학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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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지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조 일 현

후 학과들의 구조조정이나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조정 등 새로운 대안
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도 대통령임기 후
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들의 등록금 삭감 문제 등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도 산적해 있습
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우리 상지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사회적 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럼」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발전을 위
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우리 모교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회장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장을 열었다고 봅니다. 저도
귀한 발제와 토론을 열심히 경청하고 상지대학교 구성원과 함께 혜안을 찾겠습니다. 아
무쪼록 이번 기회에 통합 상지대학교가 정대화 총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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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83학번, 강원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곽도영입니다.

재학시절 총학생회 회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모교는 늘 제 생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국적은 바꾸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생각에 늘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번 강원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응원해 주시고 축하를 보내준 통합 상지대학교 모든 동
문과 학교 당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모교 동문회 부회장을 맡아 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재단과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모교는 꿋꿋하게 민주대학으로 거듭 성장하고 발전해왔
습니다. 우리 상지대학교는 대학 민주화의 선봉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정책실험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영형사립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발전방안은 이번
정부가 대학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선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합
니다. 전체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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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곽 도 영

아울러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의 경사스러운 일들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재정 제한대학에서 8년 만에 해제되게 된 것
에 대해 누구보다도 축하드립니다. 민주대학의 상징이 되어버린 상지대학에서 최초로 직
선제 총장으로 선출된 정대화 총장님과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
각합니다. 직선제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겨우 1년 조금 지났는데 경사스러운 일이 줄이어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6월 민주상 수상은 우리 학교
의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교가 헤쳐나가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높게 더 많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
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동문회 그리고 지역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
럼」을 통해 우리 모교가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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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지대 발전 방안

이 강 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들어가며
□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의미
○ 사회적가치 실현은 시대적 화두
- 경제성장에 걸맞는 삶의 질 개선(공동체/환경)
- 기업경쟁력 핵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상,
-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성화 필요(포용적 성장)
-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 사회적가치법의 의미
- 공공기관이 운영에서 사회적가치 실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회
적가치를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국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재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사회적가치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공기관 혁신 + 기업의 사회적책임 확산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의미
- 기존의 좁은 의미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본법 협동조
합)를 넘어서서 전통적 사회적경제(농협, 신협, 생협 등)를 포괄하여 지역을 혁신하는 새
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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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제기
○ 사회적가치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대에 대학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가?
- 상지대학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 상지대학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 오늘은 후자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고 상지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2. 국내 대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동향
□ 국내 사회적경제 수업 및 학위과정 개설 동향
○ 아래의 내용은 이로운 넷 기사 "나는야 사회적경제 전공생"(2019.08.21.)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년)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촉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명시한 후,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년)을 발표하였음.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하고, 연구개발·학부개설 등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대학 교육을 통한 혁신 리더를 육성하는데 힘쓰는 중임.
- 정부의 뒷받침에 힘입어 대학 차원에서도 관련 교육과정, 연계사업, 동아리 등이
점점 늘어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먼저, 대학내 사회적경제 관련 강의가 늘어나고 있음.
- 카이스트, 부산대, 강남대 등은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으로
2018년 기준 87개 기관-대다수가 대학-에서 500여개 강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음.
○ 둘째,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원 학위 과정을 만드는 대학이 늘어나는 있음.
-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원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교는 현재 14곳임.
* 석사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는 14개, 박사 과정은 5개임.
- 성공회대는 대학원 내 협동조합경영학과를,
부산대학교는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해 운영 중임.
*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는 4곳이다.
이화여대는 국내 최초로 사회적경제협동과정(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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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2019년 8월말 기준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교는 7곳임.
- 한양대는 작년부터 ‘사회혁신융합과정’을 운영한다.
* 입학 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복수전공 형태다.
전공 36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사회혁신학사’ 학위를 받는다.
* 2019년 2학기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박사 과정도 신설해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 모두 운영하게 될 유일한 학교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014년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설립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연계전공을 개설했다.
○ 주의할 점은 학생이 부족해 폐전공된 곳도 있다는 점임.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의 사회적기업학 전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사회적기업학과 등은 현재 폐과됐다.
- 대구대학교의 경우 사회적기업·창업학과를 운영했지만, 교과과정은 그대로 둔 채
자산관리창업학과로 이름만 변경했다.
<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교(2019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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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 중인 국내 대학교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추진 동향
○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 정규 학위 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로
비학위 과정으로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추진하였음.
○ 2018부터는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이하 리더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운영 중이다. 대학원으로 한정했던 모집 기관도 대학으로 범위를 넓혔다.
-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학위 과정 운영 경험 유무를 바탕으로
‘선도형’ 대학(경험 O)과 ‘신규확산형’ 대학(경험 X)을 나눠 4개교를 선정했다.
* 전자는 성공회대·이화여대, 후자는 강릉원주대·전주대다.
- 리더과정에서는 정규 학위 과정과는 별개로, 수강생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강의와
인턴십, 프로젝트 수업 및 현장 연수 등 운영 이론뿐 아니라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분야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semi-MBA 과정’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미래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 ‘학부수준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 리더과정 운영을 통해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운영중이다.
- 올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으로 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공회대, 한남대 등
전국에서 4개 대학이 협상대상자로 선발됐다.
- 최종 선정되면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연계사업 운영비 등 연간 1억 1,500
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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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평가 동향
○ 사립종합대학교 사회책임지수 발표
- 대학의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고 대학의 사회책임 이행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사회책임지수'가 논의되어 측정되고 있다. 한국CSR연구소는 2017년
부터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지속가능저널과 함께 '종합사립종합대
학교 사회책임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 한국CSR연구소의 대학사회책임지수는 기존의 성과 위주 대학평가에서 벗어나 졸업생
취업률, 교수의 논문 수 등 흔히 포함되는 '실적'에 대한 측정을 배제하고 포괄적인 의미
의 사회책임 성과만을 포함하는 대학평가다.
- 대학이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관이라는 인
식을 바탕으로 노동·인권·학생·지역사회·환경·공정성·거버넌스 부문을 종합해 산출한다.
평가는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 ISO2600
의 틀을 따른다.
- 연세대학교는 첫해부터 2년 연속으로 노동, 학생, 환경, 거버넌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했고, 한양대학교가 작년 노동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 1위
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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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9년 사립대학 대학사회책임지수

○ 경남과학기술대학의 대학사회책임센터
-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설립목적 등이 달라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판단할
적절한 지표나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 제외되었지만,
2018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학사회책임지수
(GNTECH USR Index)를 발표했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대학사회책임지수는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경영과 관련
한 거버넌스 ▲윤리·인권·공정성을 추구하는 대학경영 ▲지역사회 공헌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지속가능성 등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정량지표에는 재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 사회봉사교과목(지역
기반 교과목), 대학사회책임센터 예산을 포함하였고, 지역으로부터 공공구매액
등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했다.4
- 2019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대학사회책임지수는 8.12점 (10점 만점)으로
2018년 7.85에 비해 상승했다. 경남과학기술대의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30'을 통해 교육과 연구 기능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대학의 중요 기능으로
인식하고 대학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11월 대학사회책임센터를 설립하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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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포럼,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연계교과
운영, 소셜랩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2019년 12월에는 전국
대학 최초로 공정무역대학 인증을 받았다.
<그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사회책임센터에서 하는 일

3. 해외 대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
□ 캐나다 노바스쿄샤주 셰비어 대학(코디국제연구소)
○ 2019년 10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안티고니쉬카운티에 있는 셰비어 대학의
코디국제연구소를 방문하였다.
- 안티고니쉬 운동을 배경으로 1959년에 코디 박사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다.
- 내가 이 대학을 방문한 이유는 지역대학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는 대학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었다.
○ 셰비어 대학은 1920년대 코디 박사와 톰킨스 신부가 주도한 안티고니쉬 운동을
탄생시킨 곳이다.
- 당시 캐나다 동부는 농업, 어업, 광업에 의존하는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다.
- 코디 박사와 톰킨스 신부는 대학이 높은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와 어울리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 선구자들은 초기에 지역에서 일할 대학생들을 육성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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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지역에 남지 않고 대도시로 떠났다.
- 이들은 지역주민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 당시 교수들에게 주민교육을 맡겼는데 교수들은 ‘세익스피어’만을 가르칠 뿐
주민의 실생활과 필요에 다가가지 못했다.
- 선구자들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전문화된 실용적인 성인교육을 위해
대학교 내에 교도부를 설립하였다. 교도부는 대단위 지역주민 모임을 개최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북돋았고, 대학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면서
이론적 소양과 현장의 요구에 답을 줄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하였다.
- 당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지역개발 수단은 협동조합이었다.
* 대학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만든 협동조합운동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안티고니쉬 운동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 안티고니쉬 운동은 다음의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 첫째,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개인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
- 둘째, 사회개혁은 (사람의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교육은 (가난한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넷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교육은 집단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효과적인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운동의 첫 단계는 경제적 협동이지만) 궁극적인 비전은 사람들이
외부의 힘에 구속되어 살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 안티고니쉬 운동을 배경으로 탄생한 셰비어 대학의 코디국제연구소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이후 코디국제연구소는 제3세계 국가의 지역사회 교육 및 지역리더 양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코디 국제 청소년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많은 청소년들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고 있다.
○ 연구소의 미션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지역 리더(특히 여성) 양성,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조직화, 사회혁신, 다양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자산기반
지역개발 ABCD, 지역사회 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 지역고용활성화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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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연구소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과정
<표> 2019~2021년 코디연구소 주요 교육프로그램(2019년 10월말 기준)
유형

프로그램 명

Climate Basics
for Community
Resilience

On
-Line
Programs
Advancing
Women’s
Leadership
in Conflict
Transformation,
Peace build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Leadership for
Citizen-Led
Development

On
-Campus
Programs
Promoting
Accountable
Democracies

학습 내용
▶Greater understanding of basic science of climate change;
▶Deepened knowledge of international policies that have
influenced climate change over the past 25 years;
▶Widened comprehension of how climate changes are impacting
people across the world—whether they are living in the Canadian
arctic or an informal coastal community in Bangladesh;
▶Understanding of how and why climate change is a human
rights and a social justice issue;
▶Increased awareness of measures take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nsight into how climate change impacts a variety of sectors.
▶Greater self-awareness regarding beliefs and behaviours
regarding conflict,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Strengthened understanding of theories of knowledge of
conflict, peace, and women’s peacebuilding from complimentary
and diverse fields/contexts;
▶Increased understanding of women’s experiences, knowledge,
practices and possibilities in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building;
▶Identify and implement strategies for conflict and peace
mapping; and,
▶Network with peers/women keen to engage in constructive
conflict transformation
▶enhanced understanding of key concepts and approaches for
successful citizen-led development;
▶strengthened capacities in providing leadership to communitybased change initiatives; and
▶deepened appreciation of the values underlying a peoplecentred, asset-based approach to addressing the global challenges
of our time.
▶Better underst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accountable
democracies,’ and the multiple avenues to influence and
strengthen it in various contexts;
▶Apply tools and techniques in gendered contextual analysis and
practice ‘civic skills’ required to promote equitable and inclus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in governance processes
and structures;
▶Reflect critically on participation, democratic, and
accountability gaps in their own context and develop proposals to
address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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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
for Inclusive
Local Economies

Global Change
Leaders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Women’s
Leadership
in Community
Development

Strengthening
Inclusive
Economies

Indigenous Women
in Community
Leadership
Asset-Based and
Citizen-Led
Development
(ABCD)

▶Understand the context under which social enterprises are
emerging as well as the overall landscape of actors involved.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stages of social
enterprise evolution and pathways to scaling.
▶Become familiar with aspects of social enterprise design,
resource mobilisation strategies as well as developing monitoring,
evaluation and learning (MEL) systems.
▶Get connected to and network with like-minded individuals
from various organisations around the world who are trying to
think outside the box.
▶This program enables women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leadership capacit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innovation and change in their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Program participants engage in learning grounded in real world
experiences and focused on Coady’s core thematic areas. Through
a shared learning environment with other emerging women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participants are exposed to a
range of experiences and the beginnings of a potentially lifelong
network of support.
▶Critically examine the social, cultur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community resilience from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Identify tools and strategies that enhance community resilience,
with a focus on community-driven and asset based approaches;
and
▶Bring a ‘resilience lens’ to other community based development
initiatives and programs.
▶Deepened understanding and reflections on values and models
for leadership
▶Deepened ability to do gender, power, and stakeholder analysis
to identify leverage points in own work
▶Improved critical reflection, analytical, and persuasion skills
▶Connection to a global peer network of inspired women leaders
working on related community development issues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dynamic of local
economies, including how they are nested within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economies;
▶Analyze the existing state of a local economy, identify
opportunities to strengthen those economies and assess the
effects of any intervention.
▶Develop strategies for helping communities strengthen their
local economies
▶The program focuses on leadership models and communitydriven development practices and examines thematic areas such
as community resilienc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and
economic empowerment in depth.
▶Learn the theory and principles behind citizen-led and assetbased approaches;
▶Discover how to integrate citizen-led and asset-based principles
into the work of your organization;
▶Understand strategies for allowing citizen-led initiatives to
proliferate and scale-up through multi-stakeholder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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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는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과의 협력하고 있으며,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글로컬한 자세를 중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 코디연구소 방문은 지역사회대학의 의미와 사회적경제 교육의 목적과 운영원칙,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배우고, 대학과 사회적경제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성을 느끼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세인트 메리 대학(소비 비즈니스 스쿨)
○ 설립배경 및 연혁
- 세인트 메리 대학(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1802년 설립되었다.
세인트 메리 대학은 140개국 57,000명의 학생과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Sobey School은 캐나다 최초의 상업 학부이다. 1934년 세인트 메리 대학 상업 학부로
설립되어 1992년 Frank H.Sobey 상업 학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3년 Sobey
School of Business로 이름이 바뀌었다.
○ 미션
- 소비 비즈니스 스쿨은 적극적인 학습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세계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가적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이끌도록 준비시킨다.
- 협동조합 7원칙 중 5번째인 교육, 훈련 및 홍보에 목적을 둔다.
- 3가지 성공핵심 키워드: 학문적 우수성, 협동조합 부문에 맞는 활동, 협동조합 지식의
허브
○ 소비 비즈니스 스쿨 운영 센터

- ICCM(협동조합 경영 국제 센터)
* 비전: 협동조합 경영의 글로벌리더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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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 경영, 협동조합, 및 신용조합 석사 학위 프로그램(MMCCU), 협동조합 경영
대학 학위, 협동조합 관리 증명서 발급, 임원 교육,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협동
조합 학술 투어(몬드라곤 등)
- CEARC(세인트 메리 대학교 회계 및 협동조합 보고 센터, 2007년 설립)
* 비전 : 협동조합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회계 정책 및 표준의 개발에서 국제적인 리더가
되기 위함
* 연구 분야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실습에 관한 문제, 비재무보고, 협동조합
실천 동향
○ 교육 프로그램
- 협동조합 리더들에게 석사 수준의 온라인과 파트타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여 직원에서 관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
- 주요프로그램으로 20개월이 중간 마스터 수준이며 3년의 마스터 과정 참가자들이
리서치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한다. 마스터 과정 참여자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의
견학도 실시한다.
- 10개월 프로그램은 총 4가지 코스며 온라인 전용 교육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
- 오프라인 교육 중 1일 ~ 1주일 사이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의 회계와 재무관련 교육,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강화, 비즈니스
모델 기본에 대한 이해,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리더십 프로그램은 신용조합이나
경제관련 협동조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 소비스쿨의 5개년 전략 계획
-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 세인트 메리대학은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19
개국에 온 학생들과 교직원이 있다. 소비 비즈니스 스쿨의 성공요인은 50%의 캐나다인
과 50%의 유학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학교의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
해 활동을 하고 있다.
- 참여 Engagement : 소비 비즈니스 스쿨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규칙적인 행사를 진
행 했다. 대학들을 위한 환영주간 행사와 대학원 경영학자들을 위한 합동오리엔테이
션 행사이다. 지난 5년간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대학의 경력관리 서비
스 및 교육과 결합하여 지역의 커뮤니티(Enactus Saint Mary's, Impact Fund and
Ventere Grade Student Fund, Net Impact group)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 혁신 및 개발 Innovation & Development : 비즈니스와 교육은 항상 혁신해야 한다.
소비 비즈니스 스쿨은 5년동안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 발전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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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진화, 스비스쿨 비즈니스 개발 센터 설립, 새로운 접근 방식
의 장학프로그램 등의 혁신을 했다.

□ 대학의 사회적경제 실천 사례
○ 출처 : Luc Theriault, 2016, “6 ways a university can be a force in the
social economy”
○ 해외 대학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및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 일부 대학은 협동조합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간의 편익을 공유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과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대학의 사회적경제 운영의 대표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① 대학생과 교직원이 소유하는 대학 소비자 생협
- 목적 : 소비재 가격 할인 및 수익 공유 목적
- 사례 : The COOP at Harvard/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② 대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대학 신협(대학과 지역신협 연계)
- 목적 : 수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금융 기반 구축 및 금융교육을 통한 건강한,
협동적 저축 및 대출 문화 촉진
- 사례 : the Changemaker Credit Union at University of Northampton, UK
③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학생 주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 목적 :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 지원
- 사례 : The Phoenix Centre, York St John University, UK
④ 대학 식당 및 카페에서의 공정무역 및 윤리적 제품/농식품 사용 및 판매
- 목적 : 대학이 선도하여 윤리적 소비 문화 확산
- 사례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⑤ 학생 가구 재활용(지역 사회적기업 연계)
- 목적 : 양호한 가격에 가구 구입 및 지역주민의 가구 재활용 일자리 창출
- 사례 : the York Community Furniture Store and York St John University, U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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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생 주거 협동조합
- 목적 : 적정 가격에 학생 주택 공급 및 민주적 운영
- 사례 : the Edinburgh Student Housing Cooperative, Scotland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지대 발전 방안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지대의 활동 현황
○ 2008년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설립
- 연구원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 연구원의 특징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실천적 연구를 지향하기 위해 관련분야 교수들과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협, 신협, 농업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들이
함께 연구원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지금까지의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사업으로 3년간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을 주관하였고,
연구사업으로는 로컬푸드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 2020년 평생교육융합대학에 사회적경제학과 개설
- “최근 사회적 경제조직이 양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경영할 전문가가 부족하고, 양성 교육기관 부재도 문제였습니다. 이제 지역의 4년제 대학
에서 전국 최초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사회적경제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각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성장지원센터, 기업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학과 현장 간
의 협력형·순환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것입니다.”(상지대 홈페이지)
○ 2019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강원’ 개소
- 성장지원센터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총 면적 1,501.26㎡ 규모로 입주기업 사무공간, 이벤트홀,
회의실, 소셜라운지, 편의시설 및 각종 기자재 등으로 구성되고 강원도 내
총 50개의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한다.
- 우영균 센터장은 “사회적기업가들의 창업 초기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공간과 기회가 마련됐다”며 “입주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네트워킹을 연계 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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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1년 산자부 연계 농식품 및 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기술지원
- 2018~2019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상지대 산학단은 산자부의 커뮤니티 비즈니
스 활성화 사업의 ‘강원 로컬푸드 CB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
가운데 32%를 차지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상지대학교 산학단은 마을기
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 2020년에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상지대 산학협력단은 컨소시엄을 맺고 산자
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강원 SMART 관광체험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관광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진행 한다. 여기에 기업의 역량강화
를 위한 기업 진단과 관광 상품·서비스에 대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과 성장단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관련 사업 아이템 기술지도와 제품고
급화, 관광관련 인증신청 등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사업’이 있다.
○ 상지대 소비자 생협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강원만찬협동조합
- 상지대학교와 도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협력하여 만든 협동조
합이다. 강원만찬협동조합은 도내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생산기업을 비롯해 상지대
산학협력단 등 1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대학교 매점 등에 간편식도시락 및 즉석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더불어 봄'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모여 구성한 드림하이사회적협동조합과 상지대학교가 함께 추진
하는 사업이다. 상지대에서 영서관 1층 456㎡ 공간을 제공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2억 원을 지원했다. 그밖에도 원주아이쿱생협에서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후원하는 등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기대와 호평을 받고 있다.
-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치료와 돌봄을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이다. 평일 오후2시부터 오후6시까지 자녀(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놀이 외에
도 미술, 난타, 태권도 등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실은 오전9시~오후
6시 언어, 인지행동, 감정코칭, 사회성 및 인지학습치료 등을 운영하는데 연령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서비스 외에도 장애진단을 받은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컨설
팅과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 상지대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 인력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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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지대 발전 방안
○ 2021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지대 발전방안 마련
※ 아래의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괄 비전과 추진전략 마련
- 상지대 발전방안에 맞는 행정지원 시스템 개편
- 강원도 및 원주시와 협력체계 구축
- 도 연대조직, 도센터, 원주네트워크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연구조직으로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재편
-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김형미 교수를 중심으로 재편
- 도사회적경제연대조직(준), 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함께 공동 운영구조 마련
- 현장 중심의 연구기반 마련 : 현장 기반의 석박사 과정생이 연구원으로 참여
- 상지대 특화 연구 분야 개발 : 강원도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측정 및 평가 등
○ 사회적경제학과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과정 개편
- 현장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코디국제연구소 커리큘럼 참조)
- 학생 모집 및 선발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 및 인센티브 마련
※ 인센티브 부분은 아래의 사회적금융과 연계
- 사회적경제 창업 및 취업과정과의 연결고리 확보
※ 연대조직, 센터, 성장지원센터 등과 연계
- 사회적기업가 양성,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양성, 공무원 연수 과정
※ 선도대학 교육과정과 연계 추진
○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금융 선도사업 추진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송경용 신부), 도사회적경제연대조직, 도센터와 협력 추진
- 사회적경제학과 학생 및 성장지원센터 입주기관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 캠퍼스 구성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실천 성공 사례 발굴 및 확대
- 상지대 생협, 강원만찬,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공정무역 및 윤리적 소비를 경험하고 촉진할 수 있는 가게 및 프로그램 마련
- 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대학의 윤리적 MRO 시스템 구축
- 대학생을 위한 사회주택 협동조합 추진
- 캠퍼스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 대학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구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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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력대학으로서 상지대학 발전방안

김 주원 본부장(한국생활자치연구원)

1. 사회적 협력 대학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1.1 추진 배경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공영형 대학 발전을 위한 사회 협력형 필요성 증가
-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 대두
-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내용을 정규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
- 지역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과 서비스 체계구축
- 지역사회 협력형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ㆍ장기 발전계획수립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Win-Win 효과 선제적 대응 전략과 방향 정립 필요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질적 수준 제고전략으로 지방공영형 사립대 육성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전략마련 필요
- 공익가치를 높이는 공영형 사립대로서 상지대의 역할이 강화될 때, 상호위기극복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음
- 즉 지역에 더 좋은 일자리(good Job)이 만들어져 졸업생들이 채워지면 지역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수도권인구유출문제를 해결
하여 지방소멸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맞춤형 교육으로 ‘소수의 강한 대학 육성’정책에 대비한 공영형
대학의 역량 강화
-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함(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전
기차 ㈜디피코 육성사업의 경우 4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방조례로 지원하고 있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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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과 위기 극복으로서 공영형 사립대 상지대 사회협력형 대학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2019년 전체인구의 50% 인구집중초과)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의
위기
- 전국토에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주요기업 생산 등 역량과 자원이 집중하여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문제에 시달리고 지방의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과 정원감축 추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정(2013.12.31.)으로 지역인재 전형 및 지방대학
출신의 공무원 채용 확대
- 상지대는 지역여건과 그동안의 역량으로 볼 때, 건강생명형 농업생명형 사회협력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혁신도시 시즌2 대응, 농업생명 도시로서 영서권 경기도 지역권과
연계)
주변 지역 여건변화로서 혁신도시 시즌2와 그 대안으로서 공영형사립대역할 기대
- 혁신도시시즌 2의 과제중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을 주목해야 함
산학협력 클러스터 육성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

맞춤형 강좌, 전공개설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재 대상 장학금 확대
현장실습 및 교수요원 확충

- 위 표 관계부처 보도자료(2018)
- 원주혁신도시는 건강과 생명을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학의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과 방향설정이 필요함

1.2 추진 목적
급변하는 대학환경변화에 따라 상지대학교의 교육 이념이 반영될 수 있는 차별화된 학부교육 추진
과 대학평가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전방안 수립으로 지속적인 상지대학교의 성장동력
확보
지역의 장점과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와 관련된 상
지대학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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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도모하는 기존 대학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상지대학교의 학과ㆍ학부의
신설 운영 방안 수립 및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에 따른 상지대학교의 역량 강화 및 지역특성화 발전방안 마련

1.3. 공간적 범위
상지대학교 내 7개 단과대학 및 소속학부(과)를 기본범주로 설정
지역발전의 부가가치 창출 및 대학 지역특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 강원도 및 경기도(여
주ㆍ양평), 충청도(충주ㆍ제천)

양평군

여주시

<그림Ⅰ-2>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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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협력 대학 추진사례와 개념

2.1 사회적 협력대학 추진 사례
대학과 지역사회협력은 단순히 대학의 질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생존전략임
-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발전하여 고등교육 이수자와
고등교육 기관 수가 포화상태에 이름
- 2012년 고등교육기관 수는 통폐합으로 인해 감소한 것 이외에는,
2013년에는 전년에 비해 1개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차원의 대학참여 유도정책과 재정지원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 일본 : 지역공헌을 대학의 역할로 명문화하고 내각관방의 도시재생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학 참여유도, 문부과학성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도 시행
- 미국 : 연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표로 커뮤니티 지원프로그램 종료후에도 지속
가능한 대학-지역사회의 협력 관계구축지원
- 서울 : 서울시청내 대학전담조직실설로 캠퍼스 타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과 지역
사회연계사업에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동행(동생행복도우미)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진행, 관악구는 대학-공공-지역사회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진행함
일본 사례와 특성과 시사점

- 일본의 대학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의 자생력이 강조되면서 나타남
-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내년 2021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져 대학의 지역사회협력형이 크게 주목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일본 대학중에서도 요코하마 시립대학은 지역공헌센터(2009), 자원봉사지원실
(2015)을 설치하여 대학-지역사회 협력과 소통을 전담하고 있으며 대학의 공간 시설
자원을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음(도서관, 다목적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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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생물학 연구소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도시재생, 공동체 정책 거점 시설 설치활용)
- 일본은 교육기본법, 학교교육 법 등을 개정해 기존의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교육관련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지역사회 주요 협력 사례
- 지식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헌활동에 활용
<표> 요코하마 시립대-지역사회 주요 협력사례
협력유형
공간 시설자원을
활용한 협력

협력프로그램
캠퍼스 시설 개방
(도서관, 다목적홀, 수영장 개방)
2곳의 거점 공간 운영
(나미끼 거점, 칸나이 거점)
평생교육
(어학, 교양, 의료 강좌)

지식 인적자원을
활용한 협력

초중고생 대상 교육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젊은 인재 확보에 의한 지역기업 활성화 사업등)
지역에 관한 수업 및 연구
(지역 마을만들기 실습, 지역도매업 활성화등)

미국은 연방정부가 협력체계구축에 재정지원
- 대학-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방정부가 커뮤니티 지원활동센터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학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기반 마련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 70년대 대학캠퍼스의 확장과정에서 주변 저소득층 흑인 커뮤니티의 둥지 내몰림(젠트
리피케이션)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지역 제조업의 쇠퇴와 교외화로 대학 - 지역사회간
불신과 반감이 심했던 지역이었지만 대학주도 지역재생 추진으로 신뢰조성
- 대학이 전담조직의 확대개편으로 지역사회 협력활동의 실행력 확보
- 웨스트 필라델피아 이니셔티브(WPI)라는 대학주도의 지역새쟁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재정을 활용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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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웨스트 필라델피아 이니셔티브(WPI) 5목표와 주요 추진전략
5대 목표

주요 추진전략
대학주변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지원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교내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공공 공간과 거리 경관 개선

다양한 주택
선택권제공

쇠퇴한 건물을 매입해 수리 후 교직원 임대
교직원들이 쇠퇴지역의 집을 구입하거나 수리후
거주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갬퍼스 주변의 상업환경 개서을 위해 조인트 벤처를 통한 부
상가 활성화

동산 투자
상가 매입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나은 용도로 전환

지역주민들에게 고용기회 제공
경제발전지원
지역소재 사업체들과 구매 계약을 맺어 금전적 지원
대학이 지원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가까운
지역교육여건
개선

지역사회에 설립
대학의 인적 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커리큘럼 설계와
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2.2 대학 내부 환경 변화(대학 일반)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고 당위적인 조치라는 입
장이 지배적임
-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은 개별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학혁신을 위해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다양화 및 차별화(differentiation) 전략을 추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대학이 차별화 전력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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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대학은 거듭나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을
요구받고 있음
- 선진국에서 조차도 정부가 경제성장과 사회평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부문에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를 시도하였음
- 그러나, 이제는 중앙통제에 의한 지식창조와 교수-학습은 비효율적이며, 시장 기제가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받아
들이고 있음
- 이때 지역사회 협력형, 다양화, 고객중심, 네트워크, 협력과 경쟁 그리고 질 관리체제 등
이 중요시 될 것임
대학발전의 뉴패러다임에 기초한 대학정원 및 대학구조 개혁 추진
- 21세기에는 엘리트 교육,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창의성’, ‘상호협업능
력’, ‘소통능력’ 등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공유하는 교육철학(shared philosophy)이
중요함
- 그에 따라 개별 대학의 경쟁 패러다임은 마감되고,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ㆍ협력 패러다
임과 집단경쟁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도 21세기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에 걸 맞는 대학 간
상호 연계체제의 형태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대학발전의 뉴패러다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여 대학정원 정책과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등 보편교육체제 부적합
- 우리의 대학교육체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보편교육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체계의 구조, 교육내용과 방법 등은 보편교육체제에 부적합하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보편교육체제에서는 특히, 지방대학은 대학교육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함
- 즉, 모든 대학들이 독자성, 특수성을 지니고, 다양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지향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그럼에도 모든 대학이 하나의 모델을 좇아 획일화 되어가면서 학교의 지명도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일류대학은 서열 피라미드 꼭대기에 안주하고, 중하위권 대학은 일류대학 따라
하기로 인해 천편일률적인 대학을 양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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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외부환경 변화 등의 문제로 현재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의 고객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
-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적합성의 기준(학생의 변화와 사회변화, 학문
변화가 교육과정 개발ㆍ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학별로 일률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대학별 특성이 강조된 교육과정으로 학교를 운영해
야 할 것임

2.3 대학과 지역 간의 연관성
대학의 입지와 운영 및 구성원의 의식 활동은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경제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 대학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변화의 혁명, 새로운 문화의 창조
를 통해 사회발전을 유도.
- 지역산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지역사회는 대학 내 교육의 연장선으로서 다양한 분야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대학의 전문기술과
지식ㆍ시설ㆍ연구실적 등 연구개발 결과를 지역 산업체에 공급하는 등 기술파급효과를 통해 지역 경
제 발전에 기여함
- 여기에 덧붙여 대학은 각종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꾀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향상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

<그림> 대학과 지역 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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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규범적으로 대
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우리대학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비롯해 원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국제친환경
농산물 인증,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평생교육원, 보건과학 대학 등
의 교육ㆍ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도모해 나갈 것임

3. 지역 사회협력형 대학의 개념 및 현 주소

3.1 지역 사회 협력형 대학의 개념
지역사회내 대학의 기능과 역할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지식산업체로서의 의의
- 지역사회내 최고의 지식인 집단으로서의 의의
- 지역사회 민주시민의 훈련장으로서 대학의 역할
- 지역문화를 보다 젊고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의의
: 시설개방과 사회교육 활성화, 기업들의 민간위탁교육
<표>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
구 분
교 육

연 구

대지역민 편익제공

기업편익협력

지방정부협력

공개강좌

수탁학생

직원연수

사회인 학교수요

강사파견

인력공급

시설개방

기업내 교육수탁

지역과 공동연구

공동연구

지역문제연구

수탁연구

지역개발의 조사연구

벤처
정보제공

교육정보의 데이터 뱅크

산업정보 데이터 뱅크

지역정보와 행정

학습상답

기술 및 경영상담

정보의 데이터 뱅크

지역사회 기획 지원
사업기획

지역네트워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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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업무 지원
경영전략 컨설팅

강종 컨벤션 지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역대학의 성과 방향
① 사회적 서비스 제공
- 대학의 축적된 전문성과 기술정보를 산학연이나 위원회 심의화 참여, 공개강좌 등을
통하여 정보와 기술 제공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호순환구조 정립
- 지역의 문화정보센터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각종 전시회 연주회 발표 등 개최, 도서관
개방, 지역주민 문화정보욕구충족
-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 등
② 평생교육기회 제공
③ 지역문제의 진단과 처방 : 지역의 과제 문제 등을 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 단순히 인력양성 배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가
도록 해야함
④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 양질의 노동력 공급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회 정치 의식구조
를 변화시켜 공동체 의식과 발전지향적 자치의식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역량
강화 프로그램개발과 공급필요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별로 자체 전문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의 상징에 걸맞는 더 적극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그 방향이 사회협력형 대학임
기존의 정부 및 학계에서 제시된 지역사회협력형 대학의 특징과 개념들은 다음과 같음
- 지역특성화 대학 : 교육인적자원부(2007)에서는 지역사회 협력형을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타 대학에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의 학문분야, 기능유형을 학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설정
- 지역특성화 대학 추진방향: 또한, 구조개혁 등 지역사회 협력형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및 학내의 자원을 집중 혹은 재분배함으로써 대학 자체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함

- “대학 지역사회 협력형의 구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고등교육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정보를 연구·생산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함

35

Ⅵ. 부록

467

지역사회 협력형 대학 발전포럼

대학 지역사회 협력형의 일반적 개념은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전문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생존에 필요한 대학 혁신은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 분야에 효율
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기존의 지역사회 협력형은 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으로 구분하거나 국제화를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왔음
- 진정한 지역사회 협력형은 기존의 정립된 유형에 맞추어 학교를 그 틀에 맞게끔 바꾸
는 것보다 학교의 특성 및 가용 자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것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원과 연계시켜, 그 자원 중에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
를 발굴를 통한 지역혁신유도와 사회공헌차원에서 대학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서비스 하
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역사회 협력형 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상지대학의 발전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사회 협력형이라 할 수 있음
경쟁의 시대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역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해야
하므로, 타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원이나 기술 등 지역의 차별화된 특징에 중점을 두어
육성해야 함
- “왜 이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들 육성산
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역사회 협력형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 모형을 대
학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이 필요함
- 따라서,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대학을 지역사회 협력형하고, 다양하게 발전하도록 유
도하며, 대학, 전문대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어 함
특히, 지방대학의 경제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형 정책이 필요함
- 대학적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입학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
는 미달사태가 심화되고 앞으로 대학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도산하는 대학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음
- 수도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수당 학생 수와 전반적으로 낙후된 교육 시설 등 지방
대학의 교육여건의 열악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음
-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는 지역 내 차별화된 산업자원 분석을 통해 이와 연계 가
능할 수 있는 전문교육 시스템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형 체제- 바꾸는 성과로 해
결할 수 있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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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사회 협력형 현 주소 및 문제점
대학 간 차별성이 없는 지역사회 협력형 과정
- 대부분의 대학들의 유사한 학과 체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지역특성화를 도입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 역시 대부분 대학들이 유사한 학과 체제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 협력형의 의미가 퇴색됨
- 후발 대학들이 유수 대학의 운영시스템을 모방하거나 새로운 지역사회 협력형 과정을 창조
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것을 개발시키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지나친 연구중심대학 지향
-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였던 대학들이 초반에 성과를 보였기에 연구중심대학을 많은 학교
들이 지향함
- 사회적 수요를 초과하여 석·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석ㆍ박사 실업률이 증가하였으
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협력형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지역특성화 과정 선정의 문제점
- 학생자원, 정부 재정지원(국립의 경우)에 의존한 학교경영으로 대학-산업-지역 간의 유기적
인 연계가 부족하여 학교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
- 학과이기주의, 자체 혁신역량 미흡, 학내 합의도출 미비 등으로 학교별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
- 지역사회 협력형 선정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집중
이 필요하나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
- 각 단대별, 과별로 지역사회 협력형 과정을 만드는 등 학교에 따른 진정한 지역사회 협력형
과정이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형을 표방한 기존 형태 유지가 대다수임
재정확충을 위한 규모 확대에 치중(종합대학화)
- 여전히 초과 교육수요 속에서 재정확보 방편으로 정원 증가, 학과 신설 등 양적 확대를 경
쟁적으로 추구함
- 대부분의 대학이 종합대학화 되어 있어 생존전략으로 지역사회 협력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
으나, 우선 순위가 규모 확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역시 지역사회 협력형 사업 자체의 평가보다는 대학 규모에 따르
고 있는 형편임
정부 재정지원 사업 간 연계 부족
- 1990년대 이후 교육부 이외 과학기술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의 대학지원 예산이 급격히 증
가하였으나,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여러 부처 재정지원사업간
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가 미흡함
- 정부 지원의 경우 지역사회 협력형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각 부처별로 지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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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모두 연계 파악하여 지역사회 협력형 지원 대상 별로 적합한 정부 지원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대학 지역사회 협력형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의 여건 및 역량
을 고려한 전략적 지역사회 협력형 추진이 필요
-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및 건학이념과 관련된 지역사회 협력형 추진에 있어 대학 구
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 의식은 대학 지역사회 협력형 성공의 필수 조건임
- 지역사회의 산업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
하여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지역사회 협력형 추진
-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인프라 공
동 활용
- 무엇보다도 대학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장점, 취약점, 여건 등)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지역사회 협력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4. 지역사회 협력형 정부정책 주요내용
4.1 지역사회 협력형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필요
향후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역위기 심화가 예
상되고 있음
-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시·도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증감률(’17년 대비 ’47년,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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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간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주요 국정기조
로 대두됨
● 대통령 직속 균형위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발표(19년 10월)
① 지역혁신기관 지정 및 사업관리체계마련
②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③ 지역혁신 연계 협력 거버넌스 강화
④ 지역혁신활동 지원서비스 체계 개편

지역대학이 가진 역량의 전략적 활용 미흡
대학은 지역경제 산업 경제 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됨
-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지역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지역혁신의 중심역할
을 수행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
● 대학과 지자체 지역혁신주체간 교류가 부족하여 지역내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현행의 개별대학 단위 지원방식으로는 지역수요를 고려한 대학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
- 다양한 대학 지원사업이 지역내에서도 부처별 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간 연계를
통한 지너지 창출이 어려움

대학 –지역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시급
지역은 지자체와 대학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지역혁
신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
- 중앙부처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이 적극 지원하여 협력하는 상향식 혁신체계 확립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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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혁신도시 상」(’14~)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s - A place to bring ideas to life)
‣ 시민, 공공부문, 대학, 산업부문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생태계’ 지원
‣ 도시생태계 구축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지역혁신
체계 성과 확산
※ 2019 수상도시: 에스포(핀란드),
낭트(프랑스), 앤트워프(벨기에),
브리스틀(영국), 글래스고(영국),
로테르담(네덜란드)

대학과 지역간 협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협업의지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정부의 대학 지원체계가 양적 확대를 위한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 변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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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 사회적 협력대학 추진방향과 연계정책사업 주요내용

정부 사회적 협력대학 추진 방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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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 (개방·참여) 지역혁신의 범위를 확장, 대학 외에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혁신의 효과성 제고

◦ (공유·연계) 지역이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혁신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성과·지속) ‘지역 주도 – 중앙정부 지원’의 상향식(bottom-up)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의
자율혁신역량 및 지속가능성 제고

42

47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결과보고서

사업
연계 가능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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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지대학교 지역사회협력 대학 추진방향
5.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사회 협력형 계획 수립
대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2001년에 열린교육과 대학자치의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참되고 창의적인 지성인을
양성하여 세계 속의 지역대학을 세운다는 대학이념을 구현
- 지역화가 세계화라는 의미의 ‘Glocalization’, 환경주의를 추구한다는
‘Environmental’, 세방화 시대의 한 축을 의미하는 ‘Network’ , 공간적인 주체를
의미하는 ‘Sangji, 21세기를 의미하는 ’21‘로 구성
지역사회 사업 추진 전략방향
- 특성 선도 분야에 대한 학부교육 선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별
지역사회 협력형학과를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학과(학부)를 창출
- 학과 및 전공간의 융ㆍ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ㆍ복합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융ㆍ복합 연계교육과정을
갖춘 융ㆍ복합 학과(부)를 구성

<그림> 상지대학교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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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지대학교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 세부 추진계획
제1단계 단기(2020~2025년)
융ㆍ복합 분야의 구체적인 확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발전계획과 상지대학교의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협력형
전략 확립
- 융ㆍ복합 분야에 대한 구성원 간의 논의 및 합의 도출
- 학제, 학과 간 연구협력 장려
융ㆍ복합분야의 구체적인 확립
- 졸업인증제, 학생능력통합 인증제도와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형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사회 협력형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현장실습 및 실습형 교과목의 확대
- 지역사회 협력형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률 제고
융ㆍ복합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 대학 지역사회 협력형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등 국책사업의 모니터링 및
기반확충
-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에 따른 대학의 역량 강화 및 대학평가지표의 관리
- 지역사회 협력형 융ㆍ복합 분야의 전임교원 채용
-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채용 및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 연구인력 확보
-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내외 홍보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의 전담 기구 융ㆍ복합 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 융ㆍ복합 사업단의 기능과 구성요소, 행정지원체제의 수립
- 융ㆍ복합 사업단의 인력 및 시설ㆍ공간 등의 확보
- 융ㆍ복합 사업단의 활성화를 통한 산ㆍ학ㆍ관 협력방안 수립
- 지역 및 국제화 협력방안의 수립
- 융ㆍ복합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 평가체계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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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중기(2025~2030년)
융ㆍ복합 사업단의 활성화 및 규모 증대
- 융ㆍ복합 지역사회 협력형 사업단의 활동 강화
-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 연구센터 및 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
- 융ㆍ복합 사업단을 통한 국책연구사업 수주
산학협력의 강화 및 실적 증대
- 학문영역 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계열간의 연계체제 구축
- 지역사회 협력형 융ㆍ복합 분야에 적합한 교과과정의 재편
- 현장실습, 기업체 연수, 실습형 교과목의 확대
- 학생능력통합인증제(SMART)와의 연계
- 복수ㆍ부전공 제도의 활성화
- 지역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
융ㆍ복합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를 고려한 학과, 학부의 신설, 운영 방안 수립
-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 산학, 봉사 등이 통합적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재편

제3단계 장기(2030~2035년)
지역사회 협력형 융ㆍ복합 사업단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정착
- 지역사회 협력형 융ㆍ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의 브랜드 강화
- 의료ㆍ관광ㆍ건강ㆍ식품, 생명ㆍ환경ㆍ자원ㆍ에너지, 소통ㆍ문화ㆍ예술ㆍ복지, 공통ㆍ범용
분야로 대표되는 학교의 이미지를 구체화
융ㆍ복합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
-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의 유학생 유치
- 해외 인턴쉽, 해외 취업 프로그램, 외국학생 유치 등의 활성화
- 지역사회 협력형된 분야의 기술 축척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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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ㆍ복합 분야의 선도대학으로 발전
- 융ㆍ복합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 학부ㆍ학과의 개설 및 운영
- 융ㆍ복합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로의 교육과정의 통합 및 재편
- 경쟁력 있는 인재배출 및 학교위상의 제고
지역사회 협력형 사업의 평가 및 피드백
-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평가 및 장·단기 평가
-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지표 관리
- 평가를 통한 피드백과 차기 지역사회 협력형 발전방안에 반영

<그림> 상지대학교 지역사회 협력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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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계와 발전방향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한계
: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경제로 대변되어 온 근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자율성과 연대성을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임
- 제3섹터경제라고도 함
- 소시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극복하고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율, 연대, 호혜를 통한
경제활동은 사회적 경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생적으로 발아해 호혜와 연대의 원리에 의해 그 저변을 형성해온 영역임
내부적인 문제
- 사회 혁신운영단으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예, 성장센터와 보육센터)
- 학생들의 창업 혹은 진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연계성 강화 필요
- 아직은 주로 외부 위탁사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생애주기별 대응과 관련하여
부족한 영역이 있어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함
- 특히 전문가 확보와 연계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경제영역의 모델들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지대
구성원들이 현장과 접목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더 생산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필요
외부 협력 강화방안
- 도와 시군, 혹은 정부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생태계 구축 필요
- 생애주기별 접근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강원도의 마을공동체사업, 교육청 공모사업 등이 현장과 연결되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구축 필요
- 상지대 사회혁신단의 고도화,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담은 중장기 계획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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