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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에서 지역(縣)을 초월한 대학간

M&A가아직성과를거두지못하고난항을겪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의 반발이

주요이유이다. 이는가능한한동일지역내에서

M&A를도모하는것이용이할것이라는점을시

사한다. 

이밖에일본사립대학의경우해마다대학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도 대학을 유지·경 하는 경

우가 있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사립

대학의파산도미노현상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고 우려되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재

정지원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사립대학이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을 때 M&A를 지원·도모하는

것이현실적으로효과적일것으로인식되고있다.

중국의 경우,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합병과 국

가균형발전을도모하고있다. 중국대학의합병은

주로, 주요 省·市의 거점대학들에 중·소규모의

單科性대학을합병함으로써각지역별거대종합

대학들이규모의경제를추구하고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11공정’과

‘985공정’지원대상대학명단에서확인할수있

듯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는 중

점 육성 대학이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

다. 일종의국가균형발전전략차원의접근이라고

할수있다. 또한, 고등교육시장대외개방에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대학과의 합

작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목적은우선외국의일

류대학과의합작교육을통하여낙후된중국대학

의교육·연구역량을획기적으로높이고, 궁극적

으로는이렇게하여경쟁력을갖춘중국의대학이

고등교육시장에서의 국제적 향력을 확대해 나

가도록하고자하는것이다. 

그리고대학합병과내부경 혁신을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합병을 통해 거

대종합대학을육성하는한편, 내부적으로도강력

한구조조정을시행하고있다. 그 중대표적인사

례의하나는국·공립대학의일부를민·관합작

으로 독립법인화(일종의‘민 화’이자‘아웃소

싱’)하는것이다. 이것은거대종합대학의탄생으

로인한정부의재정지원부담가중문제를해결

하고, 대학들이 내부 경 혁신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국의 경우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통합을 추진해 왔고, 노르웨이의 경우도‘노

르웨이네트워크’를통해고등교육기관간의역할

분담과 협조를 추진해 왔다. 또한 호주에서도 고

등교육개혁차원에서정부가대학의통합을적극

적으로추진해온것을확인할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국의고등교육체

제가달라우리나라와단순하게대비하는데는한

계가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대학의

통합을대학경쟁력향상의한수단으로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직·간접적으로 국가

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에대해서도정부의지원이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고등교육의내·외적환경변화

와함께학생수감소에따른위기적요인이나타

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학의 합

병·통합등이불가피한상황에직면하게될것으

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대비할각대학의특

성화를비롯한질관리체제확립을포함하는자구

노력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대학의

합병·통합의추진에필요한연구와함께행정·

재정적·법적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교육통계 자료

2003년도전국대학학생현황

편제정원중재학생비율(%)

2003년도전국대학교원확보율및
교수1인당학생수(재학생기준)

U겸임및초빙교원은환산인원임.
U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대교협, 2003년도대학교원현황.

구분
국·공립일반 사립일반대 일반대소계 국립산업대 사립산업대 산업대소계 합계

대(26개교) (143개교) (169개교) (8개교) (11개교) (19개교) (188개교)

학부
편제정원 275,775 1,027,134 1,302,909 61,205 86,363 147,568 1,450,477

재학생 278,844 975,833 1,254,677 57,481 61,374 118,855 1,373,532

대학원
편제정원 104,661 283,915 388,576 4,763 3,225 7,988 396,564

재학생 93,091 222,969 316,060 3,994 2,334 6,328 322,388

계
편제정원(A) 380,436 1,311,049 1,691,485 65,968 89,588 155,556 1,847,041

재학생(B) 371,935 1,198,802 1,570,737 61,475 63,708 125,183 1,695,920

비율(B/A) 97.8% 91.4% 92.9% 93.2% 71.1% 80.5% 91.8%

(2003. 4. 1 기준 / 단위 : 명)

U겸임및초빙교원은환산인원임.
U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대교협, 2003년도대학교원현황.

구분
국·공립일반 사립일반대 일반대소계 국립산업대 사립산업대 산업대소계 합계

대(26개교) (143개교) (169개교) (8개교) (11개교) (19개교) (188개교)

전임교원 65.3% 60.3% 61.5% 44.7% 46.4% 45.6% 60.4%

겸임포함 65.7% 65.9% 65.8% 50.8% 65.7% 58.2% 65.3%

초빙까지포함 66.3% 68.5% 68.0% 51.2% 70.3% 60.6% 67.4%

전임교원 31.0 35.4 34.2 46.3 47.5 46.9 34.9

겸임포함 30.8 32.4 32.0 40.7 33.5 36.7 32.3

초빙까지포함 30.5 31.1 31.0 40.5 31.3 35.2 31.3

(2003. 4. 1 기준)

교원
확보율
(%)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재학생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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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전국대학교원현황

U겸임및초빙교원은환산인원임.
U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대교협, 2003년도대학교원현황.

구분
국·공립일반 사립일반대 일반대소계 국립산업대 사립산업대 산업대소계 합계

대(26개교) (143개교) (169개교) (8개교) (11개교) (19개교) (188개교)

남 6,692 12,524 19,216 547 213 760 19,976

여 650 2,025 2,675 22 17 39 2,714 

계 7,342 14,549 21,891 569 230 799 22,690 

남 2,330 7,105 9,435 400 233 633 10,068 

여 194 1,275 1,469 30 32 62 1,531 

계 2,524 8,380 10,904 430 265 695 11,599 

남 1,402 5,743 7,145 198 352 550 7,695 

여 182 1,366 1,548 15 42 57 1,605 

계 1,584 7,109 8,693 213 394 607 9,300 

남 469 2,771 3,240 108 362 470 3,710 

여 78 1,077 1,155 8 91 99 1,254 

계 547 3,848 4,395 116 453 569 4,964 

남 10,893 28,143 39,036 1,253 1,160 2,413 41,449 

여(A) 1,104 5,743 6,847 75 182 257 7,104 

계(B) 11,997 33,886 45,883 1,328 1,342 2,670 48,553 

여교수비율
9.2% 17.0% 15.0% 5.7% 13.6% 9.6% 14.6%

% (A/B)

겸임교원 75 3,131 3,206 182 558 740 3,946

초빙교원 121 1,485 1,606 10 133 143 1,749

합 계 12,193 38,502 50,695 1,520 2,033 3,553 54,248

(2003. 4. 1 기준 / 단위 : 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소계

전

임

교

원

전임교원중
남·여교수비율(%) 

남교수
(85.4%)

여교수
(14.6%)

전체교원중전임,
겸임및초빙교원비율(%)

전임교원
(89.5%)

겸임교원
(7.3%)

초빙교원
(3.2%)

4년연속특성화우수대학선정

국내최대의교육도시경북경산에위치한경일

대학교는‘취업이 빠른 대학, 창업이 강한 대학’

이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걸고최근대학교육의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실효성 있는 대학교

육과 취업’을 일찍이 특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는

대학이다.

경일대는설치학부의 70%가이공계열로, 빠르

게 변화하고있는산업구조보다뒤떨어질수밖에

없는교육구조의문제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현

장 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현장에서배운다,

현장에 맞게 가르친다, 현장이 원하는 것을 만든

다’는 모토를 내세운‘산학협동형 교육시스템’이

경일대의특성화전략이다. 이러한특성화전략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

취업이빠른대학, 창업이강한대학

‘경일대학교’

-평균취업률76.6%, 지역대학중단연선두- 

ision
대학 비전v

경일대학교홍보비서과

경일대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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