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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목표 

 

“Human talent is what truly driven the happiness of humanity.” 
 

                                   <Prof. Daniel Shapiro, Harvard University(GHR 2012)>  
 
“지식 작업의 동기부여는 지식근로자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와야만 한다. 
 자신이 조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 

행복하세요! 
보람, 가치  



성찰적 과제       



성찰 1: 위기의식 공유, 생태계 읽기 

세계는 인재전쟁 중이다! 

global mobility, 초지능, 초연결 
미래 인간, 기계의 공존  
 
잠재성장률 지속적 하락 
국가경쟁력 하락, 정체 
인구절벽: 미혼,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사회 갈등, 병리현상, 세대간 격차 
 
유초중등학교 : 대학 : 사회 미스매치 
학습부담, 사교육 중심 정책 
공무원 시험 열풍 



성찰 2: 질문 

현재 우리 대학들은 대학 운영에 있어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나? 



성찰 2: 관심의 초점 

 재정확보 
 

    대학평가/지표/획일성, 경직성 : 자율성, 철학, 전략 … 
 

     정부 재정지원, 등록금, 기부금 

 
 

 대학평판 
 

    국내외 평가순위 
 

    신입생 확보: 우수학생? 충원율? 



성찰 2: 관심의 초점 

수단인가? 목표인가?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고 … “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해    
 대학가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순위가 추락한 것이다.” 
 

“줄줄이 역전당하며 …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LINC, BK, CK, SCK (교육부) 
대학기관평가인증 (대교협) 
 

중앙일보대학평가 
매경대학창업지수 
이공계대학평가 (한국경제) 
 

THE세계대학순위 
QS세계대학순위 
조선일보QS아시아대학평가 
CWUR세계대학평가 
세계대학학술순위(ARWU) 
CWTS라이덴랭킹 

“언론사 대학평가는 해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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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3: 질문 

현재 우리의 대학 
 

“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생태계인가? 



국제올림피아드 1위: 수학, 물리(2017)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수학)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물리) 



학부생 교실 

질문은 커녕…교수 농담까지 
 

'죽어라 필기만 하는 대학생' 

창의인재 못 키우는 교육… 
상상력 사라진 교실 
 

"질문 있나요?" 묻자 고개 푹  
수동적 교육 길들여진 대학생  
학점 등 스펙쌓기에만 올인  

 
기업들 "쓸 만한 인재 없다"  

스펙은 'A'…업무능력은 'C'  
 

"신입 재교육 비용 큰 부담“ ? 



대학원생 환경: 대학 – 사회 진출 

 양적 변화 
 

    2000년  학사 214,496    석사 47,226   박사  6,153 
 

    2016년  학사 334,643    석사 81,460   박사 13,882 
                  56.0% 증가           72.5% 증가         125% 증가 

 
 박사학위 취득 평균연령(2015) 

 

    한국: 41.2세 – 사회계열 42.2세, 공학계 32.1세, 자연계 30.9세 
 

    미국: 31.6세  

 
 진로(일반대학원) 

 

    석사: 취업 77.8%,       
    박사: 대학 29.7%, 기업 23.4% 



성찰 3: 반복적 생태계 – 대학성공? 학생성공? 

 학생 
    4년(학부)/2~7년(대학원) 진로 부단히 고민, 독자생존 

 

 
 대학 
   평가지표 중심 시스템 관리 

 

    경직된 교과운영체제  : 일관성, 사회 요구, 미래 대비? 
 

                                   다양성, 맞춤형? 
 

 
 교수 
   교육/학생에 대한 관심, 에너지 부족, 관습적 교과 운영 
 

    학생과 위계적 관계     



대안적 과제       



Reset 하자!: 가치, 신뢰 

“Technology is nothing.  
  What’s important is that you have a faith in people, 
  that they’re basically good and smart, and if you give 
  them tools, they’ll do wonderful things with them.” 
 

                                                    Steve Jobs, co-founder of App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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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 ‘가치’ 지향적 사고(attitude)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우리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 

‘다시 나에게 되물어 봐 지금 행복한가’ 
 

‘헛된 꿈이래도 이대로 조금 더 stay’ 
 

‘날아갈 수 없음 뛰어’ 
 

‘널 가두는 유리천장 따윈 부숴’ 
 

‘스스로를 사랑하라’(Love  Yourself) 



Arizona State University - Tempe 

#1 in Most Innovative School 

지난 10년간 연구비 145% 증가 
졸업 후 90일 내 취업률 88%  
유학생이 가장 많은 주립대  

 혁신요인 1: 대학의 철학과 미션을 자주 언급하는 구성원들 
                       자신의 수업을 설명하든, 정책을 논하든  

                             ASU `교육헌장`을 언급하며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야기하는 대다수 교수 
 

 혁신요인 2: 보직교수 리더십 프로그램(6개월 ~ 1년 과정) 
 

 혁신요인 3: 총장(2002 ~  ), 보직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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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 ‘한 사람’을 중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한 학생의 변화이다.  
 

 

- 학사제도 개혁, 갈등구조 해결이 아니다. 
 

- 교육제도, 시스템에 대한 노력과 논쟁이  
  한 학생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 주었는지 물어야 한다.  



대안 3: 대학 운영의 목표 세우기  

핵심목표 
 

   “한 학생의 성공(student success)” 
 

        큰 인물, 큰 학자 : 소시민, 기능인 
        ‘정신적 엘리트’ 발굴  
    

 
 기대효과 

 

   사회, 학문 발전, 국가의 힘 
 

   다음 세대의 행복 

     



대안 3: 대학 운영방식의 혁신 - 내부 

 대학의 역할 재정립 
 

    교육 + 연구 + 사회적 역할(social impact) 
 

 

          ‘Excellence without a Soul’    
               <Harry R. Lewis, Dean of Harvard College> 
 

          글로벌, 디지털 전략 

 
 대학원교육 생태계 재구조화 

 

    지식 시대의 혁신, 경쟁력 위한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 
 

    학문, 사회 진출 트랙화: 멘토링(진로, 학위 과정 등) 
 

    ‘교육’ 기능 강화: 전공 + 기본 역량(transferable skills) 



대안 3: 대학 운영방식의 혁신 - 내부 

 정책 우선순위 
 

     학부/대학원 “교육 혁신” – 정책, 인프라, 지원 
                                        철학, 진정성 

 

 ‘인재상’ 중심 교육시스템 구축 
 

     대학, 단과대, 전공 단위별 자율적 특성화 
      cf. ‘잘 가르치는 대학(ACE)’ 모델 
 

     가치 지향적, 글로벌, 도전적, 체험적 환경 
 

    데이터 기반 학생, 교육의 질 관리: 빅 데이터, 대학기관연구 

 

 교수의 관심, 몰입 환경 만들기 
 

    업적 평가 시스템의 혁명: impact 중심, 교육-연구 균형 
 

    공동체적 분위기, 문화 형성 

       cf. Elon University    



인재상 중심 프레임: 생태계적 접근/goal-oriented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선순환 구조 

대학의 

비전,철학, 

인재관 정립 

성과 
측정 

핵심역량 
설정 

학생 
선발 

대학이 학부교육  
강화의 주체이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 교육과정 지속적 개편 
• 교수학습지원 강화 
• 기숙사 등 교육인프라 구축 
• 학사시스템 혁신 

• 학업성취평가  
• 교수업적평가 
 
 



Elon University: 학생 성공, 공동체 중심 



Engaged learning. Inspired leaders. Global citizens 

. 

   
“FOCUSED ON STUDENT SUCCESS” 

Elon leads the nation in the U.S. News & World Report ranking of programs “Focused on Student Success” 

#1   
“FOCUSED ON STUDENT SUCCESS” 

Elon leads the nation in the U.S. News & World Report ranking  
of programs “Focused on Student Success 

 

12 : 1   
STUDENT-FACULTY RATIO 
Small classes with faculty scholars  

focused on teaching and mentoring students 
 

#1   
STUDY ABROAD 

Elon leads the na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with a global study experience 

 

Top 35   
BEST VALUE 

Kiplinger's annually ranks Elon  
among the nation's most affordable private universities 



Elon University: up from the Ashes 

 파벌, 갈등 없는 학교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지닌 학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깨끗한 학교 

 

     쓰레기, 낙서, 제멋대로 자라거나 죽은 나뭇가지 하나 없고, 
     어느 한 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없는, 
     뭔가 시설을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지체하는 법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수업의 질을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학교 

 

 
 마르쉐 개념의 식당을 가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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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Coffee: Tues. 9:4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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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ir Mouths 

* “솔직히 학교 옆에 있는 동네는 정말 안 좋아요.  
    하지만 캠퍼스 안은 끝내주게 활기가 넘치니,  
    뭐, 동네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 “이 학교가 어찌나 학생 위주로 돌아가는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해 보라고 유도하시죠.” 
 
*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들이나 높은 양반들이  
    무슨 중요한 일만 있다 하면 우리한테 먼저 상의를 하니까요.”  
 
• “솔직히 저보다는  
     제 코치님이 더 저와 제 미래에 대해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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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3: 대학 운영방식의 혁신 - 외부 

 정부의 지원방식 혁신 
 

     자율성 기반 block funding 중심 시스템 구축 
 
 

     대학 독자적 철학, 비전, 전략 존중 : 재정 지원, 자율권 확대 
 

     학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전략 수립: input – process – output 
                                                         global. digital 혁신 & 지속성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따라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37곳의 국가로  
         유학을 2017년에는 6만6100명 보냈다.” 

 

 성과 개념, 평가 방식 혁명: 각종 평가에 대한 철학, 입장 재정립 
 

     단기적, 획일적, 양적 성과 < 장기적 질적, 영향력 평가 
 

     impact 중심 평가: 다양성, 유연성, 맞춤형 
                             교육, 연구 활동의 균형  

 “대학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궁극적으로 ‘한 학생의 성공’, 국가의 생산성, 힘으로 연결되는가?” 



다짐과 희망     



역사 의식 

~1910년, 우리나라 

  1954년  대구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Bs_bZ3KvUAhUJl5QKHVDcBKsQjRwIB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3D05o2W%26articleno%3D5744222%26categoryId%3D725764%26regdt%3D20051225100451&psig=AFQjCNHR_juJdQ-M70_-fnk53ZGdg47MVg&ust=1496924511313253


시대 정신: 4차 산업혁명, 초 연결, 초 지능 세계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e5b7T-KvNAhUGGaYKHTQQDUsQjRwIBw&url=http://lonemind.com/future-techs-that-actually-have-a-shot-at-becoming-a-reality/&bvm=bv.124272578,d.dGY&psig=AFQjCNGgTTSthX8G0FUwAobFWXjbyMOqVw&ust=1466145680785705


미래, 사람, 글로벌, 디지털 + 콘텐츠 



질문: 철학, 진정성 

“당신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려 하는가?”  
 

   “개인적” 성취   :   학문 발전, 인류 사회문제 해결 
 

                          국가의 힘                                                      

총장, 보직자, 교수, 연구자, 학생,  직원,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   



변화/혁신의 힘: 어디에서? ‘자율성’은 주어질까? 

 정부: 5년 단위  
 

 장관, 공무원: 8개월 ~ 1년 반 
 

 국회: 4년 단위, 위원회 2년 단위 
 

 대학 총장: 4년, 기관장: 3년 

 
 대학: 공동체, 대학 공동의 리더십 

 

           정부, 국회, 언론 바라보는 대학 < 대학 바라보는 정부, 국회, 언론 
 

 교수, 연구원: 교육, 연구 성과 최종 책임감 
 

 시민, 사회 단체: 시민의식, 국민적 공감, 사회적 균형 
 

                             “선비정신” 



변화/혁신의 힘 

“책임감의 크기가  
 

 무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마윈 회장, 알리바바>                                    

 오늘 우리가, 10, 20년 후 미래를 결정한다! 
 

 사랑, 배려, 정직: noblesse oblige 
 

 내가 먼저 나서자!  



궁극적 목표 

“모든 학교와 학문의 목적은 결국 세상을, 모두가 행복한 곳으로 
 

  조금씩, 그러나 효과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