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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체제대안모색을위한연속토론회예고보도(2021.3.12.)

3/15(월), ‘대학의위기를극복하고대학체제

의대안을모색하는토론회’를사교육걱정없

는세상과박주민국회의원, 경상남도가공동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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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주민 국회의원, 경상남도는 3월 15일(월)과 3월

22일(월) 오전10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대구대 총장의 사퇴 거론 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집 정원 80%미달 사태로 인해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총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구대의 일만은 아닙

니다. 수년 전부터 우려되어 왔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가

2021학년도 입시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까지 마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시행하는 추가 모집 인원은 3만 여 명을 넘기며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3월 개학 때까지 최종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전국

에서 속출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향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4

년에는 대학 입학정원보다 입학생이 12만 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모집 미달 사태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미달 사태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

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대학 역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의 쏠림 현상이 해가 갈수

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에 집중되어

3년 뒤 지방대 3곳 중 1곳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술적인 수치

로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지방대가 사라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해당 지역 사회의 제반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며, 수도권에 대한 쏠림 현상은 지역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달 사태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지역 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지자체, 산업체와의

연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열화된 대학체제에 대한

개선책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대학서열해소 방안과, 경상남도에서 시행되는 경남형 공유대학 사례, 그

리고 다양한 지자체, 기업, 지역대학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고등교

육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기에 이번 토론회는 흥미롭고 뜻깊

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

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채널과, ‘박주민TV’ 채

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학 체제 모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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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토론회 일정(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주민TV’를 통해 생중계) 

2021. 3.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

일시 행사명 순서

3/15 (월) 

오전10시

1차 토론회
<대학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

*인사말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발제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

-손정우(경상국립대 교육혁신처장): 

경남형 공유대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범(교육평론가, 전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국립대 중심 대학개혁안의 파산과 그 대안

*토론

-송근현(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3/22 (월)

오전10시

2차 토론회
<대학의 위기, 대안은 

있다>

*인사말

-김경수(경상남도지사)

*발제

-이은진(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방안

-정세은(충남대 교수):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신지현(한국 IBM 사회공헌팀 부장):

IBM P-TECH, 뉴칼라 양성을 위한 기업연계학교 

혁신 사례

*토론

-이지현(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