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학술지‘임팩트팩터’공개

국내 학술지에 대한‘임팩트 팩터’(Impact
Favtor, 향지수)가올해말처음으로공개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허상만, 이하학진)

은 1월 26일국내최초로전분야에걸친‘국내
학술지 인용색인(KCI)’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고 밝혔다. KCI는 미국 SCI처럼 학진 등재
(후보) 학술지 1,400여 종에 수록된 논문의 기
본정보와 원문, 참고문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화해 논문 제목만 알면 논문의 피인용 횟수와
논문내용등을검색할수있는시스템이다. 
학진은 학술지인용색인처리 및 관리시스템

을 개발해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인 자료입
력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에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13만 3,000여 건
의 논문에 대한 자료 입력과 확인 작업을 끝냈
으며, 현재 지난해 발표된 5만 8,000여 건의
논문입력작업을진행중이다. 
학진 관계자는“2006년 게재 논문에 대한

입력과 확인 작업이 끝나면 올 11∼12월쯤 학
술지별 임팩트 팩터를 공개할 예정”이라며“점
차 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국립대학혁신수준진단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12일 전국 45개 국립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2006년도 국립대학
혁신수준진단결과’를발표하 다.
이번혁신수준진단은국립대학의혁신역량·

활동·성과 수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
립대학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개별
대학별로 혁신수준과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체계
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자율적인혁신을지원
하기위하여실시하 으며, 혁신전략 실행도, 혁

신활동성, 혁신과제 실행도, 혁신성과 개선도의
4개 역200여개항목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45개 국립대학의 혁신 진단 결과, 3단계인

‘혁신추진기’에 가장 많은 대학이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혁신활동
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혁신이 체질화되지
않은상태라고할수있다.
학교종류별로는일반대학과산업대학은 3단

계 이상,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은 2단계 비율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 진단결과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년 국립대학혁신추진시, 혁신 선도대학을중
심으로 타 대학의 혁신 수준을 끌어올리는 전
략을추진할계획이다.
일반대가 선도하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학습과 혁신을 확산하고, 대학 유형별
선도그룹을 중심으로 혁신 커뮤니티를 형성,
제도개발 및 공유를 지원하는 한편, 혁신 진단
결과를 반 한 혁신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기본사업비를 차등 배정함으로써 혁신 선도대
학을 육성하되, 혁신 수준이 낮은 대학에 대해
서는맞춤형컨설팅을실시할예정이다.
특히,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 활동

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대학의 총·학장 혁신 리더십 강화,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해
나갈계획이다.

Spot-Check 시스템도입등 BK21 사업평
가관리체계혁신

2단계 BK21 사업에 선정된 244개 대형 사
업단과 325개 핵심사업팀전체에대해올 4∼
5월 중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세부 분야별 최하
위 사업단의 사업비 20% 내외(단, 핵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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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 내외)를 삭감하여, 삭감된 사업단(팀)
의사업비는최상위사업단(팀)에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같

은 내용으로‘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세계
적 수준의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7년간 2
조 3백억 원을 지원하는 BK21 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기본계획을확정, 발표하 다.
이번 평가는 BK21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 내에 설치한
‘BK21·NURI 사업 관리위원회(위원장 한민
구, 이하 사업관리위원회)’에 실시되는 첫 번
째 평가로서, 향후 7년간 평가의 기본 틀을 마
련하게된다고밝혔다.
BK21 사업 선정평가 당시 모든 사업단(팀)

의 신청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듯이, 연구실적
목록을 포함한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부정직 사례의 제
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쟁 사업단에서의 검증
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전체 사업단(팀)
중 5% 내외의 사업단(팀)을 무작위 표본 추출
하여 연구실적을 정 하게 검증하는 Spot-
Check 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논문 중복투
고, 표절, 짜깁기 등의부정직사례에대해서는
해당 사업단(팀)의 사업비 삭감 및 해당 연구
자의 퇴출, 협약 해지 및 국고지원금 환수 등
엄격한조치를취할예정이다.
74개 대학, 569개 사업단(팀)에참여한교수

가 약 7천 명, 참여 대학원생이 약 2만 명에 이
르는 BK21 사업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구
윤리를강화할경우우리나라학계전체에미치
는파급효과가지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올해 예산 31조 450억 원으
로확정

국회에서 금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

한결과, 정부 전체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
예산 202조 3천억 원 중 1조 3,555억 원을 순
삭감 확정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도 당초
31조 2,159억 원보다 1,709억 원을 순삭감하
여 31조 450억원의세출예산을확정하 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국회 심의조정 내역

은총삭감규모가 2,118억원으로일부삭감사
업으로 1,697억 원(BK21 해외인턴십 프로그
램 5억 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67억 원, 고등
교육평가 5억 원,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 시범
사업 24억 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80억 원, 교
육혁신위원회 운 1억 5천만 원,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1,511억 원, 국제교육교류 3억 원)이
며, 전액삭감사업으로는 14억원(입양아무상
교육지원 4억 3천만 원, 금강산 연수경비 1억
원, 법학전문대학원 9억 원), 삭감 및 대체추진
사업으로 407억 원(방과후학교 운 407억 원
을삭감하고교부금으로대체하여추진)이다.
총증액규모는409억원으로일부증액사업으

로는384억원(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비200억
원, 대학시설확충사업비 78억 원, 지역거점
어훈련센터 구축운 10억 원, 교육대학 교사교
육센터45억원, 여성진로교육과정개설지원2
억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4억 8천만원, 학
술원자료DB구축사업 3억 4천만원, 고전국역
5억원, 국립대운 비(부경대학교) 지원 5억 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지원30억원)이며, 신규사
업증액규모는25억원(입시사정관제도도입지
원20억원, 종합상담센터지원5억원)이다.

대학특성화 지표, 올해부터 부처 공동으로 시
범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평
가할 수 있는‘대학특성화 지표(안)’를 개발
하 으며, 대학의 특성화 성과를 정부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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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반 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교육인적자
원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사업에 시범 적용한
후 2008년에는 본격적으로 재정지원과 연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

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산학협력확산사업’
등 사업단위에서 부처 간 연계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부처별 재정지원 사업을 조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강점 분
야로의 정부자원 집중을 통한 대학 특성화가
어려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5년 11월에‘대

학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부처 공동으로
대학의강점분야에재정지원함으로써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6년 3월‘대학
특성화 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부·산업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대학의 특성화
촉진을 위한 대학특성화 지표를 개발해 왔으며,
2006년 12월 27일‘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
성화지표및향후활용방안을확정하 다.
2007년도 시범 적용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포

함하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의 각 1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학특성화 지표는 대학의 ①`특성화 분야
설정, ②`특성화 추진과정, ③`특성화 추진성과
의 3가지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특성화 분야는 교수·학생정
원·연구비 등 학내자원 집중도, 학내외 의견
수렴을통한특성화분야선정등이다.
향후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중특성화지

표를 포함한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대학현
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
하고, 부처 공동으로동지표의시범적용을추
진해나갈계획이다.

‘교수채용정보사이트’구축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를 채용하려는 대학
과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석·박사 취득자
(교원 포함)가 웹 사이트 상의 고용정보망을
통해 상호 정보를 취득·활용할 수 있는 교수
채용 정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올 7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교수의 초빙 분야 및 인원, 지원

자격, 시간강사 채용 분야의 강좌명, 강의시간,
강사료, 강사의 요건 등을 사이트에 공지하고
석·박사 취득자는 전공·학위 취득 대학 등
개인정보를 탑재, 교수 채용 관련 양 당사자를
웹상에서 연계함으로써 교수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시간강사의 공개경쟁 채용을 유도함
으로써시간강사의처우향상이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무료로 교수 채용 공고를

탑재할 수 있어 광고비용을 절약하게 되며, 교
수 임용 희망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
신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별 채용 정보를 무료
로활용할수있게된다.
이번에 구축하는 교수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는 교수 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
할 예정이며, 구축 과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여 대학의 적
극적인참여를유도해나갈계획이다.
앞으로 교수 채용 정보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대학 교원 및 시간강사의 능력에 따른 대학 간
이동 기회가 확대되어 교원의 이동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 인적자원에게 국내
대학의 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적
극적인 인재 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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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지원사업최종
성과보고회개최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여
대생 특화 진로교육 과정 지원사업’의 최종 성
과보고회가 지난 2006년 12월 19일,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서개최되었다.
이 사업은 여대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면서 조

기에 진로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식 정규교육과
정(교양과목)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
으며, 2006년 2월 17일‘연세대, 동국대, 충북
대, 경북대, 서강대, 동의대, 순천대, 원광대’
가시범대학으로선정된바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

과정을 운 한 8개 대학의 담당자 및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진로지도
가 취업과 관련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여대
생들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 내실있게 진로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전문가 특강 등의 다양한 교
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점이 평균 77% 이상의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
고분석하 다.
사업에 참여한 8개 대학의 교육과정은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계적·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
법이활용되었다.
교육과정에는①`진로적성검사, 상담 등을통

한 자기 이해, ②`희망 직업군과 취업 방법 조
사, ③`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좌절과 갈등에
대처하는 내면의 힘 기르기, ④`여성으로서 직
장과 가정의 병립 성공 사례, ⑤`여성 리더십
함양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전문가 특강, 팀티칭, 멘토 찾기, 현장방문 등
이활용되었다.
진로교육과정을 수강한 여대생들은‘진로적

성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 ‘취업에 대한 자신감 제
고’, ‘여성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했다는 의견을 제시
하 다.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 통·폐합
승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
건대학의통·폐합을승인하 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1일자로 서울보건대

학은 폐지되며, 통·폐합 후 대학 명칭을 을지
대학교로 변경하고, 대전캠퍼스와 성남캠퍼스
로각각신입생을모집하게된다.
양 대학의 통·폐합은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과 지방 소재 대학과의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2006. 11.
09 공포) 이후 최초로 통·폐합이 이루어진 사
례이다.

통·폐합 후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는 대학
과 지역의 감점을 살려 의·생명 분야로 특성
화하게 되며, 성남캠퍼스는 전통적 강점 분야
인 보건계열을 특성화하여 소외계층과 노령인
구가 많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의
료·보건실무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제3회대학혁신포럼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2월 13일 성균
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대학 총·학
장,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대학혁신포럼’을개최하 다.

제3회 혁신포럼의주제는‘희망한국! 대학혁
신이 출발점이다’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인혁신역량이강화되어야함을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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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 우리 대학들도 정부의 정책이나 외
부의환경요구에수동적으로대응해나가는것
만으로는부족하고, 대학스스로강점과약점을
진단하고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관되고 지속적인 변화·
혁신을추진해나가야하는데이는바로대학의
운 시스템이혁신되어야가능하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운 을 혁신한 7개 대학에

대한 모범사례가 소개되었는데 내용은 구조개
혁을 통한 특성화, 1년 3학기제 개편, 교육 내
실화, 산학협력, 외국과의 국제협력 등에 대한
것으로, 고객과 성과 중심의 자율적인 혁신 노
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대학이 실질적으로 변화
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 특별 세션(Special Session)으로 한

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
터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대학협의체들의
자율규제와 대학간 협의·조정 기능이 중시되
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역할을 제고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많은 총·학장들의 공감을 불러일으
켰다.
마지막으로 부총리 진행으로 이루어진 대학

총·학장과의대화시간에는총·학장들이대학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 등을 개진,
정책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이 서로를
이해하고협력을돈독히하는계기가되었다.

노벨상을 향한 국가석학 10명 선정 지원-물
리학, 화학, 생물학에이어수학, 지구과학분
야확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2월
12일 국가석학(가칭 Star Faculty) 지원사업
기초과학 분야 대상자 10명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 다.

2006년에 선정된 국가석학은 수학 분야에 채
동호교수(성균관대), 황준묵 교수(고등과학원),
물리학 분야에 국양 교수(서울대), 이기명 교수
(고등과학원), 이수형 교수(연세대), 임지순 교
수(서울대), 화학 분야에 김명수 교수(서울대),
생물학 분야에 최의주 교수(고려대), 지구과학
분야에 김기현 교수(세종대), 이형목 교수(서울
대)이다.
국가석학 지원 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우

수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통해 향후 노벨상 수
상자로서의 역량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연
구자에게는 장기·안정적 연구를 보장함으로
써 젊은 연구자들에게 도전의 목표를 심어주게
하는것이다.
국가석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교수는

개인 연구비로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이론
분야 1억 원)의 연구비가 지급되며, 추가지원
필요시 5년을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최대
20억원의연구비를지원받게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실적과 최고 과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연구자
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시작한
국가석학 지원 사업은 2005년 물리, 화학, 생
물 분야 지원에 이어 2006년은 수학과 지구과
학분야를포함하 고, 향후 공학, 인문학 분야
까지확대하여선발할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는

SCI 피인용 횟수 합계가 1,000회 이상, 수학
분야는 100회 이상, 지구과학 분야는 300회
이상인과학자를대상으로하 다.
또한 다른 지원 사업보다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 요건심사, 업적심사, 전공심사
는 물론 전문가 평가와 관련 학문 분야의 원로
연구자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석학 등으로 구
성된 국가석학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 등 5단
계의심사를거쳐선정되었다.



전국 여성 교수 포럼 개최-`2단계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 국립대 여성 교수 별도정원 확보
필요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여성교수연합회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12월 11일‘전국여성교수포럼’을공
동개최하 다.
이날 포럼은 지난 3년간의 국·공립대학 임

용목표제의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2단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양성평등조치
계획과 국립대 여성교수 200명 별도정원 배정
등 적극적 조치 이후 여성 교수 임용 확대, 양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인 여성 교수 임용
목표제의 성과를 나누고, 2007년부터 시작되
는 2단계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의 확대·강화
방안을논의하 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전국 여성 교수 대표자
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1단계 국·공립대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가나름대로성과를거둔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여성 교수 비율 20% 달
성을 위해서는 2단계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가
더욱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및 대학들의 적극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건의하 다.
특히, 국립대 여성 교수를 2010년까지 15%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는 한
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여성 교수의 별도 정
원확보가필요하다는의견을모았다.

인적자원 개발정책 평가 한국-OECD 국제
세미나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12월 7일∼8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
터콘티넨탈 호텔에서‘인적자원개발 정책 평
가의 과제와 발전 전략’을 주제로‘OECE 가
입 10주년 기념 한-OECD 국제세미나’를 개
최하 다.
이번 행사는 2006년 12월 12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10주년을 기념하고, 한-OECD
간에 추진되었던 교육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동시에 OECD 회원국의주요현안이
되고 있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OECD의경험과지식을우리나라의정책에활
용하기위하여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Bernard Hugonnier

OECD 교육국 부국장, Harry Patrinos 세계
은행 교육경제 팀장, 미국 예산관리처(OMB)
정책평가 전문가인 John Gilmor 교수를 비롯
하여덴마크, 독일, 대만의 인적자원개발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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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의 성과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0.2~0.3%대로 증
가하다가 2004년 1단계 여성 교수 임용목표
제 시행 이후 0.7~0.8%씩 증가하여 2006년
11% 달성
전통적으로 여성 교수가 희소하던 계열(사회계
열, 공학계열)에서 집중적으로 여성 교수가 증
가하여 학문 분야별 여교수의 편중현상 완화
여성 박사 집단이 교수선발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 기대 형성`→`여성 고급 인적자원의 사
회적 성취의욕과 동기를 고취하는 데 기여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신임교수 선발 시 일부
를 여성 교수로 선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노
력을 환기시키는 계기 마련
국립대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여성 교수가 과
소 대표되는 문제 개선 미흡

※ 국립 4년제 대학의 여성 교수가 한명도 없는
학과/학부(2006)：49.3%(일반대 50%, 교대
26.7%, 방통대 33.3%, 산업대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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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평가 관련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OECD와
세계은행 그리고 각 나라의 인적자원 개발 정
책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등을논의하 다.
국내 인사로는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 등 교육 유관기관장과 권철현 국회 교육위
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예산
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감사원, 국회예산정
책처, 각 부서 정책 평가 담당자, 인적자원 개
발(HRD) 관련학과교수등이참석하 다.

대학재적생등에대한학점은행제도개선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에게도 학점은행제
학점취득이 허용되고, 독학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제도가 개선되어 이들의 공인회계사
등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2007년 1일 1일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

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 이수(시간제
등록제 포함),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을 통하여
일정 학점 이상의 관련 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등 일부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나, 그동안대학재적자에대한시간제등록
금지, 제한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으로 이들은
관련과목학점취득에어려움을겪어왔으며, 시
험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인 독학사의 경우에는
학점제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관련 분야 학위를
수여받고도학점취득증명에애로가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대학 재적자에

대한 시간제등록 금지 및 제한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여 이들이
시간제등록이나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등을
통하여 관련과목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학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도 학점은행제

를 통한 학점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 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에 재적 중인 자도

소속 대학 장의 사전 승인없이‘시간제등록제’
나 학점은행제‘평가인정 학습과목’이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독학학위
를 취득한 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취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마련되었으며,
학점인정 신청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
터로하면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재적 중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점은 대학의 졸업학점에 포함하
지 아니하고, 취득 학점은 대학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범위내에서만인정토록하여대학교육
정상화와 학점은행의 학위 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하 다.

여학생 공학교육 5개 선도대학, 한국IT여성
기업인협회와공동산학협력체결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가 공동 추진
하는‘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WIE: Women Into Engineering Program)’
의 일환으로 전국 5개 대학(강원대, 군산대, 부
경대, 성균관대, 연세대) 사업단과 한국IT여성
기업인협회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
정식을체결하 다.
12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진

행된 이번 협정식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김광조
차관보,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박덕희 회장, 5
개 선도대학의사업단장들이참석하 다.
이번 협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협력과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공과대학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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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멀티플레이어형 여성 산
업인력을양성하기위한것이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IT여성기업인협

회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협회의 170여 개
회원사와 5개 선도대학이 산학 Co-op 프로그
램을실시하도록적극협조하고, △`5개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의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벤처동아리와 상호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대 출신
의여성 CEO와의정보교류를통한인적네트
워크를 구축 및 활용하게 된다. △`또한 5개 대
학과 공동으로 TFT를 구성하여 산학 공동 프
로그램을개발할예정이다.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멀티플레이어형 여성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교육인적
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006∼2010년) 총44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내년 행시·외시부터 지방학교 출신 20%
선발

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 2월 10일 실시
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
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키로 하고, 이
를 위해‘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제정하 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
격시키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시행될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차별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

을 겪어온 지방학교 출신자들의 공직임용 기회
가크게늘어날전망이다.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혁신 도
모-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NURI) 성
과보고회의개최

교육인적자원부와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누리
(NURI) 사업 성과보고회의를 11월 29일 목포
대학교학생복지관에서공동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 김신일 교육

부총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하
여지자체관계자, 누리사업단장, 대학 총장 등
250여명이참석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누리 사업 성과보

고를 통해 누리 사업의 시행으로 지방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맞춘 대학교육으로 질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편, 기업체 현장
실습, 사업화 등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및
창업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우수학생 및 교
원을 확보하고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집중으로
우수인재 양성 기반 구축 및 지방대학 교육 여
건의제고등큰성과가있었다고밝혔다.
누리 사업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취업

기회 부족으로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편중
되는 반면, 지방은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을 극
복하여 기술·인재·산업의 지방 유입을 촉진
시키기위해지난 2004년부터실시됐다.
사업 기간과 규모는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1조 3천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109개 대학
131개 사업단에 19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참여 교원도 7,40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향
후 중간평가 실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
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확대 등을 통
해성과를확산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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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동부등과함께 48개 기관, 인적자
원개발우수사례발표회가져

강동구청, 성균관대학교 등 12개 공공기관과
LG전자, (주)세원 이씨에스 등 36개 기업이
‘2006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에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7일 중앙인사위원

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
청등과함께메리어트호텔에서올해의인적자
원 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된 48개 기관에 대한
인증서수여식및우수사례발표회를개최했다.
올해 인증을 받게 된 기관은 3년간 HRD 인

증로고를 활용함으로써 기관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능력있는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는계기가마련됐다.

참여학과 취업률：60.2%(̀2004)̀→`68.1%(̀2006)
참여학과 교원 확보율：65.1%(̀2004)̀→`82.5%(2006)
참여학과 학생 충원율：96.6%(̀2004)̀→1̀00%(̀2006)

또한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참여할수있는통로가확보되며, HRD
부서 담당자의 역량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각
종국내외연수기회가제공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

(노동부)이나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중소기업
청) 등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우대받
을수있다.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학벌이

아닌 능력 및 성과를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
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통해개인의능력을제
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이 우수한 기관에 심
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대부분의 공
공기관이 아직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가시
적인 성과달성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본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을 학습중심, 능력중심
사회로 재구조화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
고”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 다.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

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육인적자
원부는 2006년 11월 9일 개최된 인재포럼
(Global HR Forum) 인증제 세션에 국 IIP
관계자와 싱가포르 PD 수여기관 등을 초청해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증제의
우수사례를공유하는기회를가진바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특성화지도구축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대학의 특성화 정보
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대학특성화 지도
(가칭)’를 개발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서비
스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
대학특성화 지도는 전국 대학의 특성화 정보

를 인터넷을 통해 고등교육 수요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
이 구축되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개별 대학
의특성화분야, 관련 학과는물론교육연구성
과 및 산학협력 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

해 제공할 정보의 범위, 검색 시스템의 구축방
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07년 초에는 전국 대학의 특성화 현황을 조
사하고, 권역별 대학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대
학현장·산업체·관련부처의의견을반 할계
획이다.
향후‘대학특성화 지도’가 만들어지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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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부모는 진학정보를, 기업은 분야별 산학
협력정보등을손쉽게접할수있게되어고등
교육수요자의선택권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또한 개별대학 차원에서는 타 대학의 특성화

정보를 참고하여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적으로특성화를추진하는효과도기대된다.

통계청‘장래인구 추계’결과 만 18세 이상
인구, 2011년까지 증가, 2019년이면 입학
정원보다적어

통계청이 11월 22일 발표한‘장래인구 추계
결과’에따르면한국의인구는2005년 4천 813
만 8천 명에서 2018년에는 4천 934만 명으로
정점에도달한이후점차줄어들어 2050년에는

4천 234만 3천명에이를것으로예측됐다. 
인구 정점시기가 예상보다 빠른 것은 한국의

가임여성 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미국
2.05명, 프랑스 1.92명, 이탈리아 1.32명, 일
본 1.25명 등 경계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들에비해서도낮기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는 학령인구 변화에도 큰 향을

미치고있다. 학령인구(6∼21세)는 2005년현
재총인구중 22.0%인 1천 57만 5천 명수준
이며,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는 총
인구의 10.9%(460만 2천 명)로 절반 이하로
낮아질전망이다. 
특히,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는

2005년 62만 4천 명에서계속늘어나 2011년
에 69만 1천 명에 이르지만, 이후에는 점차 줄

학령인구 변화 추계

자료: 통계청

학령인구

연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8세
(6∼21) (6∼11) (12∼14) (15∼17) (18∼21) 인구

2005 10,575 4,016 2,058 1,864 2,637 624

2006 10,465 3,923 2,093 1,908 2,541 611

2007 10,368 3,806 2,095 1,971 2,495 616

2008 10,221 3,643 2,071 2,032 2,475 629

2009 10,062 3,464 2,025 2,067 2,506 655

2010 9,901 3,297 1,962 2,069 2,574 679

2011 9,709 3,124 1,892 2,045 2,648 691

2012 9,494 2,940 1,846 2,000 2,708 690

2013 9,260 2,794 1,794 1,937 2,734 681

2014 9,001 2,708 1,702 1,869 2,722 666

2015 8,728 2,656 1,573 1,823 2,676 645

2016 8,451 2,613 1,460 1,772 2,606 619

2017 8,178 2,592 1,381 1,681 2,523 599

2018 7,914 2,575 1,329 1,553 2,456 599

학령인구

연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8세
(6∼21) (6∼11) (12∼14) (15∼17) (18∼21) 인구

2019 7,665 2,545 1,298 1,442 2,380 568

2020 7,434 2,510 1,291 1,364 2,269 508

2021 7,218 2,471 1,291 1,313 2,142 472

2022 6,995 2,431 1,281 1,282 2,001 457

2023 6,796 2,390 1,267 1,275 1,863 431

2024 6,652 2,350 1,250 1,276 1,776 420

2025 6,543 2,316 1,231 1,265 1,731 426

2026 6,446 2,287 1,210 1,252 1,698 424

2027 6,371 2,259 1,189 1,235 1,688 421

2028 6,304 2,236 1,168 1,216 1,684 416

2029 6,231 2,220 1,148 1,196 1,668 410

2030 6,163 2,209 1,131 1,175 1,648 404

2040 5,580 2,001 1,075 1,071 1,433 354

2050 4,602 1,525 838 909 1,329 321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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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어 2017년 50만 명대, 2021년 40만 명
대, 2031년 30만 명대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학이 실제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는 이보

다 훨씬 빠를 전망이다. 만 18세 인구보다 적
게 마련인 고교졸업생 수는 이미 지난 2002년
부터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대
학 전체 입학정원은 65만 6,213명이었지만 고
교졸업생 수는 56만 8,055명으로, 2만 8,458
명이적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금부터 정원감축
과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 줄이기, 특성화를 통
해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강조했다. 

2006년 대학교원 확보율 증가, 전임교원
2,405명늘어나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5일 2006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대학교원 현황’을 발표
하 다.
2006년도 대학교원의 총수는 전년 대비

2,072명(전임 2,405명, 겸임 254명, 초빙 79
명)이 늘어난 62,518명(전임 55,343명, 겸임
4,524명, 초빙 2,651명)이며, 교원 확보율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76.5%로 개선되었다
고밝혔다.

※`교원 확보율 증가 추이
67.6%(’03)̀→`70.7%(’04)̀→`74.9%(’05)̀→`76.5%(’06) 

특히 교원 확보율 제고를 위해 대학재정지원
사업 등에 전임 교원 확보율을 지속적으로 반
한결과, 전임교원은전년대비 2,405명이증

가한 반면, 겸임교원은 254명, 초빙교원은 79

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사
립대학 교원은 77.4%에 해당하는 46,521명
이며, 국·공립대 교원은 15,997명(국립
15,332명, 공립 665명)이다. 또한 4년제 일반
대 교원은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59,421명
이며산업대교원은 3,097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는 27.6명

으로 전년도의 28.2명에 비해 0.6명이 개선되
었다.
그러나 국제비교상 여전히 OECD 평균

(15.5명) 및 주요 국가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
치는 실정이므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를위해서는앞으로도교원확보율을높이기위
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 교원 1인당 학생 수(OECD ’06발표, ’04
년 기준)
-`OECD 평균 15.5, 미국 15.8, 국 17.8, 프랑스
17.8, 독일 12.7

계열별 교원 확보율은 의학계열이 169.7%
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은 63.9%로 가장 낮은
것으로조사되었다.

※`계열별 교원 확보율 비교(’06)
-`의학 169.7%, 자연과학 77.3%, 인문사회 71.3%, 
예체능 66.4%, 공학 63.9%

한편, 여성 전임교원은 총 9,224명으로 전
년도보다 764명이 증가하여 전체 전임교원의
16.7%(2005년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원 증가율(4.5%)보다 여성교원의 증
가율(9.0%)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여성 교원 수
-`7,714명(’04) → 8,460명(’05) → 9,224명(’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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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의 국제화
기반 마련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외국인 전임교원 수
-1̀,368명(’04) → 1,728명(’05) → 2,078명(’06)

교원의 확충과 아울러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학부 입학정원의 대폭 감축으로 인해 교원 1인
당학생수는매년향상되고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동 추이
31.3명(’03) → 29.9명(’04) → 28.2명(’05) →`27.6
명(’06)

※`입학정원 변동 추이
355,903명(’04년) → 354,728명(’05년 △1,175명)
→ 345,424명(’06년 △9,304명)

이러한 교원여건의 향상은 2005년 이후 대
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재정지원사
업시 교원확보율을 참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평가지표로 활용함에 따라 대학에서 전임교원
을 많이 채용하고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등 자
구노력을기울여온결과라고보인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
갈계획이다.

미 교육장관 마거릿 스펠링스, 대학총장단 교
육부방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1월 15일 마거
릿스펠링스미연방교육장관, 디나 포웰교육
문화 차관보 등을 비롯한 대학총장 12인 일행
이교육인적자원부를방문했다고밝혔다. 
미 교육장관은 이번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미

국 정부의 한국 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함께, 한-미 상호 간 교육교류 확대와

파트너십강화를제안하 다. 
교육부총리는 비자 발급 등 미국 내 한국 유

학생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유학생들의 취업 확
대, 교수·학생 공동연구 활성화 등 교육뿐 아
니라 학술연구 차원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연방
정부및대학차원의노력을당부하 다. 
스펠링스 장관은 장관 취임(2005. 1) 이전

부터 부시 현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 역할을 담
당하며‘No Child Left Behind(어떤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법안 확립과 기초학력 증진,
학교평가 정책 등 현 미국 정부의 주요한 교육
정책을추진해온인사로알려져있다. 
미 교육장관 및 총장단 일행은 오전 부총리

예방을 마치고 오후 성균관대에서‘미국의 교
육정책 : 개방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 다.

학교수요계획 5년간 수요 예측 및 교육통계
자료맞춤형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1월 9일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교육 행·
재정 통합 디지털시스템’구축의 일환으로
NEI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통계시스템을 구축
하기위한시연회를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향후 지방교육에 관한 각종 통계가 맞
춤형으로 작성되면 학교 및 교육청에서 통계작
성에 따른 업무를 대폭 경감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맞춤형 통계시스템 성공
여부는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시도부교육감들이 책임을
가지고 맞춤형 통계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당부했다. 
이번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우선 NEIS에 입

력된 각종 자료 중에서 개인 정보가 아닌 통계



로만 활용이 가능한 숫자를 추출하여 교육통계
연보 등을 자동생성하게 된다. 또한 읍·면·
동사무소의만 1세부터만 6세까지인구추계를
활용하여 향후 5년간 학생 수를 추계할 수 있
고, 이를 기반으로 교원 수 추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맞춤형
통계 DB에 있는 자료는 학교로부터 받지 않고
통계 DB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전반적
인 현황을 알 수 있는 학교이력서도 학교 홈페
이지등을통하여제공될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맞춤형 통계시스템

이 구축되면 교육통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
공과 재정연감 발간 등으로 대국민에게 투명하
고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으로기대하고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교육

청으로 지정된 충남·충북교육청의 자료를 수
집하여 2006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뮬
레이션을 거친 후 2007년 4월 교육통계연보부
터 이 시스템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부터전면시행할계획이다. 또한, 교육
청 및 외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통계
자료는 시스템을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제1회 로벌인적자원포럼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주도로는 세계 최초
로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8일∼10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인터
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되는 제1회 로벌 인
적자원 포럼(Global HR Forum, 2006)의 막
을올렸다.
제1회 인재 포럼은‘인재가 미래다(Global

Talent, Global Prosperity)!’를 주제로‘인
재 전쟁’의 시대에 기업, 대학, 정부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어떻게 협력해
나갈것인가를논의하 다.
세부적으로는 로벌 인적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대한 대학과 기업 각각의 관점을 중심
으로 트랙을 구분하여 모두 1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인
Francys Fukuyama, 세계적인 경 컨설턴
트 Kenichi Ohmae, 차기 노벨경제학상 수상
이 유력시되는 Robert Barro, 세계적인 노사
관계 전문가인 Thomas Kochan 등의 특별강
연도있었다.
이밖에 Jean-Robert Pitter 프랑스 소르본

느대 총장, 세계미래학회 회장인 Jim Dator
하와이대 교수, Peter Williams 국 고등교
육품질평가원장, Matti Launonen 핀란드 울
루테크노폴리스 부사장 등 저명한 해외 인사들
이연사로대거참석했다.

국립대학혁신우수사례 7건선정·시상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7일 충남대학교에
서 46개 국립대학의 기획처장 등 국립대학 교
직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1회 국립
대학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 다. 이번 경진
대회에서는 46개 국립대학(24개 일반대, 6개
산업대, 5개 전문대) 중 총 26개 대학에서 제
출한 86건의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5건
의 사례를 각 대학에서 발표하고, 혁신전문가
로 구성된 평가위원(위원장: 장지상 경북대 교
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7건에 대하여 부총
리상을시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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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제주대 : 학생 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운

▶ 우수상(2개 대학)
-`대구교대 : 3Ndays와 연계한 지역 착 혁신대학

기반 구축으로 지역사회 교육격차
해소

-`부산대 : BSC(Balenced Score Card)를 통한
성과관리 시스템

▶ 장려상(4개 대학)
-`경상대 : 공간비용채산제
-`전남대 : 학습공동체
-`충남대 : 혁신인력개발역량강화프로젝트
-`서울대 : 연구비 중앙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부·산자부‘공과대학혁신비전과전략’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는 11월 6일
워커힐 호텔에서‘공과대학 혁신포럼 2006’을
개최하고‘공과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을 발표
하 다.
이번에 발표된‘공과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

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1월에 발표한
‘대학의 특성화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립
된 것으로‘공학교육 분야의 특성화 추진방안’

이라할수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전국 74개 주요 공대별

특성화가본격추진된다. 이는각공대가스스로
지역산업여건및자체핵심역량을고려, 경쟁우
위가 있는 부분을 특화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
해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는 대학별로
‘공학교육혁신센터’의설립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 공학교육인증제가 2015년까지 전체 4
년제 공과대학(169개 대)의 50% 수준(85개
대)으로 확대되고, 앞으로 대학-기업 간 협력
체제인 가족회사제도(Family Doctor)가 대폭
확대되는 등 대학의 산업지원 기능이 강화되며
공과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수요 표출
을 위해 내년부터 공과대학의‘산업기여도 평
가제도’가도입될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대학특성화 지

원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처별
사업설계 시 사전협의를 활성화하고 대학정책
관련부처간협력사항을적극발굴·협의할계
획이다.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인적자원 개발 기본법’이 개정되는
대로‘인적자원혁신본부’를신설하는등부처
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를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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