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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원/생의 위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등장했다. 2014년 10월 

29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전국 14개 대학교 대학원1) 총학생회와 함께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표준안｣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원생 2354명이 

응답한 이 실태조사에서 45.5%의 응답자가 부당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5년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학원생의 눈물｣이란 표제 하에 대학원생의 교육비, 생활고, 
인권문제 실상을 논의하는 토론회 및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발화들은 다음과 같은 공

통된 인식에 기초한다. 오늘날 대학원생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기본권 침해는 이제 

어느 한 두 명의 불운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다수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

며, 이 일반화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

다는 것이다.
대학원 제도와 대학원생의 인권에 대한 위기의식과 병행하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2012년 및 2014년 두 차례 걸쳐 대학원생 대상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 10월 서

울대학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에서는 특히 대학원생 집단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5월부터 인권센터 연구팀은 대학원 제도개선 사업을 통해 

개별 인터뷰와 국내외 관련 자료를 축적했다. 이 일환으로 2014년 10월 하순 동안 전체 대

학원생 실태조사를 위해 전체 대학원생 대상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를 대학신문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26일 “대학원생 제도개선 토

론회”를 개최, 제도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보

고서에서 인권센터 연구팀은 당시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 및 이후 학내외에 있었던 변화를 

반영한 대학원/생 제도개선안을 제안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의 기사를 참조한다면,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의 위기”와 같은 표

현은 10년 전인 2000년대 중반에도 이미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에는 2000년

에 비해 대학원 등록금이 50% 가까이 인상되었고, 전임교원 중 미국박사 비중이 3분의 2에 

가까운 상황을 보며 후속연구자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함을 우려하는 기사가 실렸다.2) 당시 

대학원장이던 철학과 이태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60년의 역사 및 (재학생만 만 명

에 가까운) 거대한 규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질은 갖추지 못했기에 “고급 

지식에 관한 한 우리는 계속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종속적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되리라”는, 
오늘날 적어도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현실화된 우려를 제기했다.3) 요컨대 고등교육 및 고등지

식생산과정의 재생산을 담당하게 될 대학원생들을 육성하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

다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1)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

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

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원문은 본 보고서 부록4 참조.

2) “[대학원의 허와 실] ②이보다 더 열악할 순 없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작성일 2005년 3월 28

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

“[대학원의 허와 실] ①대학원, 해외유학은 필수?”.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작성일 2005년 3월 21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

3) 이태수, “대학원 덩치 줄이기.”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작성일 2005년 4월 16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4]. 이 주제를 다룬 다음의 연구서도 참고; 

김종영,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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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주관 학부/대학원 졸업생 설문조사는 대학원 문제를 

⓵대학원생의 학비,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⓶(특히 국내 대학 학위 취득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는) “학위 취득 후 진로”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접근하는 일

반화된 시각을 보여준다.4) 사적인 폭로 및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표출되었으나 많은 대학원

생들에게 익숙한 현실이었던 ⓷교수-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포함하면 대학원생 문제의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이 이미 나와 있었던 셈이다. 최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 즉 

재단 및 교육행정당국의 압박을 받아 ⓸학교행정당국이 특정 학과/전공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학과/전공 자체를 통폐합해버리는 문제의 경우 한국의 대학/원들 

중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했으며 동시에 ‘기초학문보존’ 담론이 아직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

는 서울대학교의 특성상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대학원생 문제를 이해하는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미소한 개별적인 실천들을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대학원 문제를 파

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대학원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태도 차원에서 파악하는 담론이 널리 퍼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학원생 문제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연구 및 개선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편이 공정한 진술일 것

이다. 201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가 만들어지

기 전까지 전체 대학원생들을 대변하는 기구 자체가 부재했다는 사실도 대학원 문제에 대한 

연구자료를 생성하고 축적하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데 한 몫을 했다. 2012년 4월에 이르

러서야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들의 현황을 조사한 (현재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들 중) 최초의 설문작업이 등장한다. ‘서울대 대학원생 모임’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주관으로 열흘 간 이메일을 통해 실시된 설문에 1148명이 답했다(2013년 서울대학

교 대학원 전체 재학생 수가 11200명 가량 임을 감안하면 대략 10%가 조금 넘는 응답률이

다).5)

2012년 4월의 설문에서 주요한 부분들만 지적하자. 5점 척도(만족 5, 불만족 1)로 조사된 

학업환경관련 문항에서 진로지원은 평균도 못되는 2.8점을 기록했으며, 수업 및 논문지도, 
행정지원 및 육아문제에서의 불만도 컸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도는 더 심각했다(2.4
점). “6.8%의 대학원생이 ‘의식주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22.0%의 대학원

생은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나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17.0%의 학생을 더하면 돈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다

4) “불투명한 대학원생 미래, 한숨만 ㆍㆍㆍ.”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작성일 2007년 9월 29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6]

5) 설문의 결과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2012년 4월 및 9월에 걸쳐 여러 건의 기사로 보도했다. 

본문에서는 아래 기사들에서 자유롭게 인용한다.

“들리지 않았던 대학원생의 목소리.”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년 4월 15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2]

“학업과 학비,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년 9월 2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2]

“대학원생이 본 '연구중심 서울대'의 맨얼굴.”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년 9월 9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3]

“몸도 마음도… 대학원생 건강상태 ‘비상등’.”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년 9월 16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98]

“일그러진 사제관계, 잠들어 있는 대학원생의 인권.”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년 9월 23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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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한 대학원생이 45.7%에 달한다.” “평균적인 대학원생 A는 부모님 등 가족의 지원을 통

해 등록금의 29.5%를, TA·RA·연구비 등 교내 임금을 통해 28.0%를, 장학금으로 19.7%를, 교

외에서 받는 임금을 통해 10.2%를, 대출을 통해 8.7%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의 절반 정도는 교내 임금이나 장학금으로 지원받지만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 대학원생의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액은 한 학기에 128만원으로, 
이는 단과대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인 등록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이다. [...] BK21연구장학금을 제외하면 대학원생 장학금의 대부분은 교내 예산에서 충당되

며 교외장학금의 경우 절대액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원생의 교외장학금 수혜인원은 학

부생의 1/7이며 지원금은 1/4에 불과하다.” “대학원생을 위한 교내 장학금은 대부분 강의보

조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이다. 하지만 강의 연구 지원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물

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등록금을 비롯한 학업 및 생활비용을 벌기 위해서는 교내외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감소한다. “연구시간 확보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0점을 기록했으며 연구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은 37.1%
를 차지했다. ... 휴식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3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으며 휴식시간 부

족을 느끼는 학생은 59.4%에 달했다.” 전근대적인 교수-학생 관계는 사태를 악화시킨다. 
“‘무보수 연구 지원’, ‘논문지도 방기’ 등의 유형을 제시하고 교수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적

이 있는 항목을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해당 문항에 응한 1,112명 중 약 40.7%에 해당하는 

453명의 대학원생이 한 가지 이상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입학한지 얼마 지나

지 않은 석사 1학기 학생들을 제외하면 교수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학생의 비율은 48.4%까지 올라갔다. 이들은 한 사람당 평균 2.5가지 종류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학생들(26.5%)이 경험했다고 밝힌 ‘무보수 연구 지원’에 

대해 학생들은 대학원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했다. [...] 학생들은 연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잡무에 시달리거나 교수의 사적인 업무까지 떠맡기도 했다”. TA/RA 근무의 임

금수준이나 노동시간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나왔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단순히 이상적인 학

업/연구환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

위하지 못하는 공간임이 드러난다. “512명(44.9%)의 학생이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

다고 느꼈으며 전체 평점은 5점 척도에서 2.8점으로 보통에도 미치지 못했다. [...] 대학원생

들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는 더욱 좋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582명, 51%) 정신적으

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2.6점에 그쳤다. 인

문·사회계열의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의 상당수가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6) 대학원생의 연

구환경이 여러 유형의 문제들로 포위되어 있다면 대학원생의 건강은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

을 보여주는 증상인 셈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집중되는 교

육기관으로 연구/교육환경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평균적인 경제력

6) 서울대 보건대학원 지역실습보고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우울증 실태 및 관련요인 조사｣에 

따르면, 2010년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한국인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대상 7701명 중 1163명 응답) 우울증 보유 대학원생은 전체의 

19.4%로, 기존의 대학생 우울증 유병률 7.4%의 두 배 이상이다. 해당 보고서의 요약으로 연합뉴

스의 2012년 10월 1일 기사 "서울대 대학원생 5명중 1명 우울증 앓아“ 참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9/28/0703000000AKR201209282110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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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가장 나은 물질적/제도적 여건을 지닌 곳이 위와 같

다면, 한국의 다른 대학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보다도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 2012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설립되면서 학내 전체구성원을 대

상으로 대대적인 학내 인권실태조사를 수행했고,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 조사

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은 1352명이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이

후 조사결과를 두고 열린 교수 및 대학원생 좌담회에서 볼 수 있듯 대학원 문제를 둘러싼 

교수와 학생의 시각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7)

본 보고서는 전술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의해 수행된 연

구의 결과물로, 대학원생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대학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자 했다. 연구

팀은 이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수행했다. 먼저 전체 대학원생 실태조사를 위해 대

학신문과 함께 2014년 10월 하순 동안 이메일을 통해 전체 대학원생 대상으로 “2014년 서울

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254문항에 달하는 방대한 설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학생 중 13.2%에 달하는 1488명이 응답했다. 인권센터에서 2012년 수행한 

조사가 인권문제상황과 그 실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

중에서도 대학원생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과 

연구환경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서두에 밝혔듯 일반적 문제로서의 대학원생 인권문

제는 개별 사건의 시선을 넘어 그러한 사례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제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우리는 대학원생이 속해 있는 대학원의 학업연구환경을 설문

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대학원생이 정상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집중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물질적/제도적 요소들, 예를 들어 학업 및 생계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는 장학금 및 TA/RA 일자리, 근무에 방해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교수의 적절한 수업 및 논문지도, 교수와의 관계에서 대학원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대

학원생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갖가지 차별을 예방하는 제도, 학위 취득 이후 직업선택을 용

이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 제공, 기타 대학원생의 의사를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지배구조

(governance)와 같은 항목들이 2014년의 설문에 포함되었다. 설문결과는 1부 “2014년 서울대

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다루어 분석하였으며 당시 설문 내용과 설문 방법

의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두 번째 과업은 앞서 조사한 항목들 중 중요한 쟁점을 보다 깊이 다루고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및 교육행정당국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

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학원생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교육권의 보장에 가장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여건에 관심을 기울였다. 고귀한 학문에 경제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천박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히 드높지만, 우리는 대학원생도 충분한 영양공급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간학적 사실을 좀 더 신뢰했다. 한국사회에서 한 명의 대학원생

이 학생/연구자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 주거비, 등록금, 기타 학업연

구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이중 저렴한 기숙사 및 장학금 제공과 같

은 (설문에서 드러나듯 그마저도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제도적 지원이 충당하지 못하는 금

액은 대학원생의 부담으로 남으며, 이 부담액만큼 그는 추가적인 노동/근무를 수행해야 한

7) “대학원생 인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년 10월 21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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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노동/근무시간이 크면 클수록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며, 경우

에 따라 학업연구시간의 감소만이 아니라 대학원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손상으로까지 

이어진다. 열악한 경제적 여건은 교수가 학생의 장학금, 조교직,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만날 때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때로는 대학원생 기본적 권리에 대

한 제약이 생길 때에 분명히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문제 해

결의 시기를 놓치게 되기도 한다. 2부에서는 대학원생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위한 권리와 교

육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연구환경 등을 최소생활비나 근무조건 등을 기준

으로 가능한 세심히 들여다보려 노력했다(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기본권 보장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학업/연구/근무에 관한 

표준지침 또는 권리장전의 가안을 인권가이드라인(안) 등을 참조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진로 

및 학생지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통한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교

수-학생 혹은 선배-후배 간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과대학별 조정위원 제도와 

수료생 관련 규정 개선을 포함하여 여러 제도개선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모든 연구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상식을 다시 진술하자. 대학원은 개별 대학원생들

에게는 학업과 연구를 통해 스스로의 지적역량을 상승시키고 원하는 진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의 장이면서, 보다 넓은 시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고등교육담당자를 재생산하고 

고등지식을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후자의 진술은 특히 서울대학교 대학원처럼 한국사

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 기관에서는 더욱 참이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 법과 행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투입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가능한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권력을 운용

해 최선의 연구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

식이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지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활성화되는 공간은 순간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장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원생의 삶과 교육환경은 교수 및 연구자의 연구환경과 함께 대학원 연구교육환경의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삶을 형성하는 제도적/비제도적 요건을 탐구

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보다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면 더욱 좋았으리라

는 마음이 든다. 연구팀은 이 보고서를 통해 그 의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는 작업에 기

여할 수 있음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대학원 인권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교수 및 학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대학원생들의 신세한탄 정도로 

여긴다. 이 자리에서 그 오해를 분명히 바로잡자. 연구팀의 작업은 제도를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일종의 합리화과정에 속한다. 구조 및 제도

의 합리화 문제를 개인 또는 일개 학교가 지니는 명예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무지를 교정하고 올바른 인식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서울대학교의 임무다. 이 

보고서는 그 임무의 한 실천이다.



1부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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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조사목표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는 대학원 문제를 단순히 대학원생 개개

인들이 겪는 사건사고 및 어려움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는 대신 제도적 개선이라는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표현하기 위해 이를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미시적인 차

원에서 출발할 때, 실제로 대학원생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대학원생에게 기대되는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 또는 장애가 되는가? 역

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학원생을 둘러싼 제도적 요인들은 그의 삶을 어떻게 형성

하고 조건 짓는가? 두 문제의식은 설문조사라는 형태 하에서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조건, 대

학원 연구교육환경, 대학원 인권실태의 세 가지 범주로 구체화되었다(물론 이 세 가지 영역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항들, 대표적으로 대학원생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같은 문항 

또한 존재한다).
세 가지 범주는 또 다시 다음과 같은 문항들로 구체화 되었다. 경제적 조건의 경우 

등록금, 생활비, 연구비와 같이 대학원생의 물질적 생존 및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 경제력이 요구되는지, 그중 장학금 및 교내근무(TA/RA 등)을 통해 충원되는 정도가 얼마

인지, 교내외 근무조건 및 그로 인한 학업연구침해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포함했다. 대학원 

연구교육환경관련 문항은 (경제적 조건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대학원 학과 및 전공에서 대

학원생들의 진로·학업·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제공하는지, 그리고 현

재 대학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시도들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대학원 인권

실태 항목에서는 2012년 서울대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의 뒤를 이어 교수 및 선배·동료에 의

해 어떠한 인권문제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했다.

2. 조사개요

○ 조 사 명 :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4. 10. 20 ~ 10. 31 (12일간)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전자메일)
○ 조사대상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수료생 및 연구생 전체

○ 조사내용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학내 인권상황 및 전반적인 생활 

환경

○ 응답률 : 총 5.27% (휴학생, 수료생 포함 28,229명 중 총 1,488명 응답)
○ 검토기준 및 과정 : 2014. 11. 1 ~ 11. 20

3. 조사항목 및 문항별 응답률

○ 조사항목 : 응답자 특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장학금, 근로소득, 건강 상태, 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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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문항 수

(중복응답 포함) 

응답률 평균 

(중복응답 포함)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4 100.0

전반적 

경제 상황

등록금 액수 및 마련 경로 7 32.5

부양가족 및 기타 생활비, 마련 경로 14 63.7

경제적 어려움 2 100.0

장학금

장학금 수혜 여부 1 100.0

수혜받는 장학금 특성 5 36.6

만족도 및 이유 6 10.1

근로소득

근로소득 유무 1 53.4

전공 내 업무 정원 2 99.9

담당 업무의 특성 및 근로조건 8 48.3

담당 업무의 학업 방해 정도 24 99.9

경제적 환경 

개선방향

단과대별 자원의 경제적 격차 1 99.8

경제적 환경의 개선방향 1 60.5

장학금 증가에 대한 인식 1 99.8

학비 감면에 대한 인식 1 99.8

정원 감축에 대한 인식 1 99.8

전공별 경제적 격차 감소 필요성 1 99.8

TA/RA 인력 확대 1 99.8

건강 상태

신체적 건강 상태 1 99.8

학내 보건소 이용 및 혜택 인지 6 35.6

정신적 건강 상태 1 99.8

정신적 건강 관련 상담서비스 경험 2 98.0

진로 및 

접보 접근성

졸업 후 희망진로 및 전공과의 연계 11 24.0

중도이탈 사유 8 32.2

경험한 어려움 9 20.7

졸업 평균 연한에 관한 안내 7 18.6

장학금 및 교내 일자리에 관한 안내 5 22.5

선배들의 진로에 관한 안내 5 22.3

생활 및 

연구환경의

개선방향

대학원생 권리장전 마련 1 99.8

권익 고충처리 전담기능 활성화 1 99.8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 마련 1 99.8

대학원생 총협의회 존재 인식 1 99.8

대학원생 자치기구 필요성 1 99.8

학과/단과대학별 자치회 구성 1 99.8

가사/육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1 99.8

학내 

인권상황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1 99.8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는 정도 1 98.4

인권문제상

황

(교수)

인권문제상황 경험 6 68.9

성희롱, 성폭력 7 18.3

넓은 의미의 폭력 9 21.9

넓은 의미의 차별 10 27.3

교육, 연구상의 권한 남용 11 61.5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5 51.8

<표 1-1-1> 측정 도구 및 문항별 응답률

접보 접근성, 생활 및 연구 환경의 개선방향, 학내 인권 상황, 학내 구성원

과의 관계에서 인권문제상황 등

○ 문 항 수 : 중복 응답 포함 총 254문항

○ 측정 도구 및 문항별 응답률 



- 9 -

인권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5 48.4

인권문제상

황

(동료 및 

선후배)

인권문제상황 경험 5 35.1

성희롱, 성폭력 6 11.4

넓은 의미의 폭력 9 19.4

넓은 의미의 차별 11 21.4

교육, 연구상의 횡포 6 24.9

인권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5 32.6

당사자에게

문제제기

당사자에게 문제제기 못한 이유 7 15.3

당사자에게 문제제기한 결과 7 2.8

N %

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360 24.2

25세 이상 30세 미만 790 53.1

30세 이상 35세 미만 253 17.0

35세 이상 40세 미만 68 4.6

40세 이상 17 1.1

소속

대학

인문사회계 366 24.6

자연과학계 330 22.2

공학계 373 25.1

예체능계 35 2.4

의학계 103 6.9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19 1.3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51 3.4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37 2.5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174 11.7

등록

학기

석사 1학기 174 11.7

석사 2학기 329 22.1

석사 3학기 145 9.7

석사 4학기 이상 207 13.9

석사 수료 51 3.4

박사 1학기 111 7.5

박사 2학기 104 7.0

박사 3학기 48 3.2

박사 4학기 이상 70 4.7

박사 수료 249 16.7

학업

형태

전업 1,360 91.4

비전업 128 8.6

부양

가족

부양 가족 없음 1,288 86.6

부양 가족 있음 200 13.4

전체 1,488 100.0

<표 1-1-2> 응답자 특성

4.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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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00만원 미만 305 20.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3 2.2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377 25.3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79 32.2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144 9.7

4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9 5.3

50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 28 1.9

5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 0.6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3 0.9

700만원 이상 21 1.4

<표 1-2-1> 등록금 액수

N %

장학금 323 17.0

교내 임금 589 31.0

교외에서 받는 임금 189 9.9

부모님, 배우자 등의 지원 572 30.1

대출 164 8.6

기타 64 3.4

<표 1-2-2> 등록금 마련 경로 (복수 응답)

Ⅱ. 조사 결과

1.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가. 등록금 액수 및 마련 경로

○ 응답자들이 대학에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 액수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400만

원 미만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됨

○ 등록금 액수의 세부 구간별로는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2.2%), 300만원 이상 350
만원 미만 (25.3%), 100만원 미만 (20.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등록금 마련 경로는 교내 임금 (31.0%), 부모자 및 배우자 등의 지원 (30.1%), 장학금 

(17.0%), 교외 임금 (9.9%), 대출 (8.6%), 기타 (3.4%)의 순으로 조사됨

나. 부양가족 및 기타 생활비, 마련 경로

○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월 생활비는 7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31.6%),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6.4%),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6.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최소 생활비는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8.0%),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30.8%), 40

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8.6%) 등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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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생활비

월 20만원 미만 32 2.5

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68 5.3

월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60 12.4

월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6 16.0

월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211 16.4

월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13 8.8

월 7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407 31.6

월 110만원 이상 91 7.1

최소 

생활비

월 30만원 미만 18 1.4

월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43 11.1

월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40 18.6

월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397 30.8

월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490 38.0

<표 1-2-3a>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월 생활비 및 최소 생활비

N %

생활비

월 30만원 미만 5 2.5

월 30만원 이상 50만원 5 2.5

월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8 4.0

월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16 8.0

월 9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26 13.0

월 11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5 22.5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3 21.5

월 200만원 이상 52 26.0

최소 

생활비

월 100만원 미만 7 3.5

월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29 14.5

월 13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42 21.0

월 160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 42 21.0

월 190만원 이상 80 40.0

<표 1-2-3b>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생활비 및 최소 생활비

N %

주거

비용

월 19만원 183 12.3

20-30만원 300 20.2

30-40만원 165 11.1

<표 1-2-4> 주거비용 및 학업 관련 비용

○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생활비는 200만원 이상 (26.0%), 110만원 이상 150만원 미

만 (22.5%),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최소 생활비는 190만원 이상 (40.0%), 160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 및 130만원 이상 160

만원 미만 (2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매월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용은 주거비 지출 없음 (35.8%),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0.2%), 19만원 (12.3%),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1.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매월 지출하고 있는 학업 관련 비용은 10만원 미만 (57.4%),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8.4%) 등 전체의 85% 이상이 2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제반비용에 대한 단과대 및 학과의 지원 정도는 지원 없음 (76.6%) 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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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만원 140 9.4

50-60만원 74 5.0

60만원 이상 93 6.3

주거비 지출 없음 533 35.8

학업

관련

비용

월 10만원 미만 854 57.4

10-20만원 423 28.4

20-30만원 107 7.2

30-40만원 40 2.7

40-50만원 21 1.4

50만원 이상 43 2.9

단과대 및 

학과지원

제반 비용 지원 없음 1140 76.6

청구식으로 지불 195 13.1

월정액 지급 89 6.0

기타 및 무응답 64 4.3

N %

장학금 178 8.1

교내 임금 866 39.5

교외에서 받는 임금 415 18.9

부모님, 배우자 등의 지원 607 27.7

대출 69 3.1

기타 58 2.6

<표 1-2-5> 등록금 제외 제반 비용 마련 경로

N %

경제적

어려움

의식주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92 6.2

기초생활은 가능하나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355 23.9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나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97 6.5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369 24.8

학업과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 보험을 준비할 여력은 없다 480 32.3

학업과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95 6.4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그렇다 528 35.5

그렇지 않다 888 59.7

무응답 72 4.8

<표 1-2-6> 경제적 어려움

○ 등록금을 제외한 기타 제반 비용의 마련 경로는 교내 임금 (39.5%), 부모님, 배우자 등

의 지원 (27.7%), 교외 임금 (18.9%) 등의 순으로 조사됨

다.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과 관련, 기초생활 및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업에 지장은 없으나 여가 생활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57%를 차지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35.5%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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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현재 수혜 중인 장학금이 있다 557 37.4

현재 수혜 중인 장학금이 없다 931 62.6

<표 1-2-7> 현재 장학금 수혜 여부 (단위: 명, %)

N %

(교내장학금)

월 수령액

월 30만원 미만 93 6.3

30-60만원 82 5.5

60-90만원 42 2.8

90-120만원 43 2.9

120만원 이상 41 2.8

비해당 및 무응답 1,187 79.8

(교내장학금)

등록금

감면 혜택

있다 265 17.8

없다 212 14.2

기타 20 1.3

비해당 및 무응답 991 66.6

(교외장학금)

월 수령액

월 30만원 미만 13 0.9

30-60만원 39 2.6

60-90만원 33 2.2

90-120만원 38 2.6

120만원 이상 27 1.8

비해당 및 무응답 1,338 89.9

장학금 

정원

학과당 1인 41 2.8

지도교수당 1인 187 12.6

<표 1-2-8> 장학금 수령액 및 특성 (단위: 명, %)

2. 장학금

가. 장학금 수혜 여부

○ 전체 응답자 중 37.4%가 현재 교 ‧ 내외에서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수혜받는 장학금의 특성

○ 교내장학금의 월 수령액은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20만

원 미만,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및 120만원 이상의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들이 받고 있는 교내장학금에는 등록금 감면 혜택의 유무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

○ 교외장학금의 월 수령액은 9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및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
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순으로 조사됨

○ 장학금의 정원은 지도교수당 1인 (12.6%), 기타 (6.0%), 지도교수당 2인 이상 (5.8%) 등

의 순으로 조사됨

○ 장학금의 선정 절차는 지도교수의 재량 (15.2%), 성적 및 가정형편 고려 (14.1%), 논문 

등 연구 실적 평가 (4.8%), 기타 (3.3%)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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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당 2-5인 78 5.2

지도교수당 2인 이상 87 5.8

학과당 5인 이상 74 5.0

기타 89 6.0

비해당 및 무응답 932 62.6

장학금

선정 절차

성적 및 가정형편 고려 210 14.1

지도교수의 재량 226 15.2

논문 등 연구실적 평가 71 4.8

기타 49 3.3

비해당 및 무응답 932 62.6

N %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81 5.4

만족하는 편이다 173 11.6

보통이다 143 9.6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12 7.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47 3.2

비해당 및 무응답 932 62.6

만족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음 197 57.6

정원이 적어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움 79 23.1

선정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음 12 3.5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36 10.5

기타 18 5.3

<표 1-2-9> 장학금 만족도 및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N %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 임금형태의 근로소득이 있다 795 53.4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 임금형태의 근로소득이 없다 691 46.4

<표 1-2-10> 근로소득 유무 (단위: 명, %)

   

다. 장학금 만족도 및 이유

○ 응답자들의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 (11.6%), 보통이다 (9.6%), 만족하

지 않는 편이다 (7.5%)의 순으로 조사됨

○ 장학금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음 (57.6%), 정원

이 적어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움 (23.1%),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0.5%) 등의 순으로 조사됨

3. 근로 소득

가. 근로소득 유무

○ 전체 응답자 중 53.4%가 임금형태의 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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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TA

RA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TA/RA를 할 수 있다 459 30.8

TA/RA 정원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 모두가 업무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629 42.3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데 어려움이 없다 275 18.5

기타 123 8.3

무응답 2 0.1

연구

프로

젝트

이번 학기 연구 프로젝트가 없다 382 25.7

연구프로젝트가 있지만 선발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없다 516 34.7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데 어려움이 없다 480 32.3

기타 108 7.3

무응답 2 0.1

<표 1-2-11> 전공 내 할당된 업무 정원 (단위: 명, %)

N %

담당 업무

(복수응답)

TA (수업조교) 181 22.8

RA (연구조교) 65 8.2

연구원 382 48.1

학과 행정 조교 18 2.3

학내 기관 소속 자체직원 28 3.5

보기에 제시된 업무 중 두 개 이상의 업무 담당 108 13.6

기타 13 1.6

임금

TA, RA 등을 하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않음 31 3.9

월 30만원 미만 144 18.1

월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82 22.9

월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183 23.0

<표 1-2-12> 담당 업무 및 임금 (단위: 명, %)

나. 전공 내 업무 정원

○ 전공 내 업무 중 TA/RA의 정원에 대해 응답자의 42.3%가 정원은 있으나 원하는 사람 

모두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30.8%가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극소수의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전공 내 업무 중 연구 프로젝트 정원에 대해 응답자의 34.7가 정원은 있으나 원하는 

사람 모두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32.3%는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 이번 학기에 전공 내 연구 프로젝트가 없다는 응답 역시 

25.7%를 차지

다. 담당 업무의 특성 및 근로조건

○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연구원 (48.1%), TA (22.8%), 둘 이상의 업무 담당 (13.6%), RA 
(8.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업무 수행으로부터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23.0%), 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2.9%), 월 30만원 미만 (18.1%) 등의 순으로 조사됨.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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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131 16.5

월 120만원 이상 111 14.0

기타 12 1.5

N %

근로조건

인지

여부

서면이나 구두로 들은 바 없음 234 29.4

구두로만 들었음 321 40.4

신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 225 28.3

기타 15 1.9

명시된

근로시간

공지 받은 바 없음 468 58.9

월 20시간 미만 61 7.7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7 9.7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81 10.2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17 2.1

월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16 2.0

월 12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20 2.5

월 160시간 이상 55 6.9

실제

근로시간

월 20시간 미만 142 17.9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49 18.7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133 16.7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60 7.5

월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45 5.7

월 12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55 6.9

월 160시간 이상 191 24.0

기타 20 2.5

명시된

근로기간

6개월 이하 279 37.7

6개월 이상 1년 미만 225 30.4

3개 학기 이상 수료할 때까지 61 8.2

2년 40 5.4

2년 초과 75 10.1

기타 60 `8.1

<표 1-2-13> 근로조건 (단위: 명, %)

○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만 들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0.4%, 들은 바 없음이 29.4%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됨 

○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10.2%), 월 20시간 이상 40시

간 미만 (9.7%), 월 20시간 미만 (7.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 근무하고 있

는 시간은 월 160시간 이상 (24.0%), 월 20시간 이상 40 시간 미만 (18.7%), 월 20시간 

미만 (17.9%),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16.7%) 등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간은 전체의 약 67%가 1년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고

용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은 적정 수준이다 (48.6%), 다소 미흡하다 (33.1%), 매우 미흡하

다 (15.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 대비 적정한 임금 수준은 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3.9%),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5%),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7 -

N %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

매우 미흡하다 125 15.7

다소 미흡하다 263 33.1

적정한 수준이다 386 48.6

다소 과도하다 17 2.1

매우 과도하다 4 0.5

월 50만원 미만 27 9.1

업무량 대비

적정 임금 수준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1 20.5

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71 23.9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7 15.8

월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2 7.4

월 250만원 이상 13 4.3

<표 1-2-14>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 (단위: 명, %)

N %

학과 내

TA/RA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9 2.6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97 13.2

보통 464 31.2

상당히 영향을 미침 302 20.3

매우 영향을 미침 133 8.9

해당 사항 없음 351 23.6

학내

유급노동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50 3.4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08 7.3

보통 296 19.9

상당히 영향을 미침 217 14.6

매우 영향을 미침 136 9.1

해당 사항 없음 679 45.6

외부

유급노동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51 3.4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89 6.0

보통 293 19.7

상당히 영향을 미침 315 21.2

매우 영향을 미침 230 15.5

해당 사항 없음 508 34.1

<표 1-2-15> 근로 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15.8) 등의 순으로 조사됨

 
라. 담당 업무의 학업 방해 정도

○ 학과 내 TA 및 RA 업무의 경우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31.2%), 상당히 영향을 

미침 (20.3%),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3.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학내 유급노동의 경우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19.9%), 상당히 영향을 미침 

(14.6%), 매우 영향을 미침 (9.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외부 유급노동의 경우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침 (21.2%), 보통 

(19.7%), 매우 영향을 미침 (15.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시간강사의 경우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19.8%), 상당히 영향을 미침 (11.7%), 매

우 영향을 미침 (7.5%) 등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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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69 4.6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54 3.6

보통 295 19.8

상당히 영향을 미침 174 11.7

매우 영향을 미침 111 7.5

해당 사항 없음 783 52.6

N %

격차가 거의 없다 77 5.2

격차가 적은 편이다 189 12.7

보통이다 523 35.1

격차가 큰 편이다 545 36.6

격차가 매우 심하다 151 10.1

무응답 3 0.2

<표 1-2-16> 단과대 내 지원되는 자원의 경제적 격차 (단위: 명, %)

<그림 1-2-1> 근로 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4. 경제적 환경의 개선 방향

가. 단과대별 자원의 경제적 격차

○ 단과대 내에 지원되고 있는 자원의 경제적 격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6.6%가 격차

가 큰 편이다, 35.1%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함

나.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제보하고자 하는 사례 (개방형, 일부)

○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장학금, 연구비 배분, 근로조건과 연구환경, 학업단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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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방면에 관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있었음.

- 장학금 제도가 너무 부족하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추가 노동을 해야 함

- 연구실 내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득이 주어지고 있음. 일하지도 않고 교수

와 가깝다는 이유로 연구비를 가져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음

- 지도교수에 의해서만 자원이 배분됨

- 기업과제의 경우, 연구비가 제대로 입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구조적으로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지도교수에 따라 과제 관련 인건비를 아예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음, 인건비는 구경

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연구비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대학원생의 숫자가 너무 많음

- 물가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조교 월급 및 연구비. 이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음

- 출산 및 육아지원이 거의 없어서 학업 단절 발생

- 학교의 재정지원이 학부에만 집중되어 있어, 대학원에는 지원이 거의 없음

-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음

- 경제성이 있는 분야에만 연구비가 집중됨,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은 전무. 특히 인문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급함

-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쌈. 인하될 필요가 있으며 어떤 분야에 등록금이 활용되는지 내역

을 공개해야 함

- 전일제 대학원생의 주거 보장이 시급

- 학생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교수는 주말에도 불러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노동을 지시

- 불투명한 미래

- 비슷한 업무라도 연구실, 지도교수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지나치게 심함

- 휴가는 고사하고 최소한 휴일, 명절에는 쉬었으면 함

- 시간강사 임금이 매우 적어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임

- 대학원생은 학생과 노동자의 중간 위치로 밖에 여기지지 않음

- 내실 없는 국제화 사업, 건물 증축에만 돈을 쏟아 붓느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BK 사업의 연구비와 TA 업무 임금은 별개인데, 하나만 임금을 제공하고 다른 업무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4학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은 지원이 없음

- 가르쳐주는 것은 없으면서 등록금만 많음

- 지방 출신의 학생들은 거주비용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상위 과정으로 진학하기가 불가능함

- 연구실이 없어서 학업, 연구에 매우 큰 지장을 받고 있음

다. 경제적 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 장학금 증가와 관련하여 전체의 약 92%가 장학금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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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장학금

증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0.2

동의하지 않는다 15 1.0

보통이다 91 6.1

동의한다 493 33.2

매우 동의한다 883 59.5

학비

감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0.7

동의하지 않는다 29 2.0

보통이다 161 10.8

동의한다 522 35.2

매우 동의한다 763 51.4

정원

감축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4 5.0

동의하지 않는다 302 20.3

보통이다 357 24.0

동의한다 472 31.8

매우 동의한다 280 18.9

전공별

자원

재분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75 18.5

동의하지 않는다 534 36.0

보통이다 332 22.4

동의한다 240 16.2

매우 동의한다 104 7.0

TA/RA

인력

확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4 1.6

동의하지 않는다 137 9.2

보통이다 479 32.3

동의한다 557 37.5

매우 동의한다 288 19.4

<표 1-2-17> 경제적 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 학비 감면과 관련하여 전체의 약 86%가 학비 감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전체의 약 50%가 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이 소수 정예로 운영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됨

○ 전공별 자원의 재분배와 관련하여 전체의 약 54%가 전공별로 분배되는 자원을 공평하

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됨

○ TA 및 RA 업무의 인력 확대와 관련하여 전체의 약 57%가 인력 확대에 찬성하는 것

으로 조사됨  

5. 건강 상태

가. 신체적 건강 상태 및 서울대학교 보건소 이용

○ 응답자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 (35.6%), 건강한 편이다 (30.0%), 나쁜 편이다 

(25.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서울대학교 보건소의 이용 경험은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46.9%), 존재는 알지만 이용

한 적이 없다 (32.3%),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16.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서울대학교 보건소에서의 혜택에 대해 혜택을 경험한 적이 없다 (50.5%), 무료건강검진 

(37.7%), 의료보험혜택 (14.0%) 등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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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신체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75 5.1

건강한 편이다 445 30.0

보통이다 529 35.6

나쁜 편이다 378 25.5

매우 나쁜 편이다 58 3.9

보건소 

이용 

경험

보건소의 존재를 알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 480 32.3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696 46.9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249 16.8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47 3.2

기타 13 0.9

혜택

경험

(복수응답)

이용한 적이 없다 751 50.5

무료건강검진을 받았다 561 37.7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았다 209 14.0

등록금 납부시 의료공제회에 가입하여 진료비 환급을 받았다 57 3.8

서비스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113 7.6

<표 1-2-18> 신체적 건강 상태 및 서울대학교 보건소 이용 (단위: 명, %)

N %

정신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101 6.8

건강한 편이다 496 33.4

보통이다 491 33.1

나쁜 편이다 326 22.0

매우 나쁜 편이다 71 4.8

보건소 

이용 

경험

대학생활문화원 및 보건소의 존재를 알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 967 67.6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130 9.1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61 4.3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250 17.5

기타 23 1.6

외부진료

경험

있다 125 8.4

없다 1,360 91.6

<표 1-2-19> 정신적 건강 상태 및 상담서비스 이용 (단위: 명, %)

나. 정신적 건강 상태 및 상담서비스 이용

○ 응답자들의 정신적 건강 상태는 건강한 편이다 (33.4%), 보통이다 (33.1%), 나쁜 편이다 

(22.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학내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대학생활문화

원 및 보건소의 존재를 알지만 이용한 적 없다 (67.6%),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

다 (17.5%) 등 학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외부진료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웅답

자 중 8.4%가 외부에서의 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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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희망 진로

(복수응답)

석사 졸업 후 연구직 취직 258 17.3

석사 졸업 후 사무직 취직 204 13.7

석사 졸업 후 해외대학원 진학 268 18.0

박사 졸업 후 교수 임용 525 35.3

박사 졸업 후 연구직 취직 701 47.1

박사 졸업 후 사무직 취직 225 15.1

미정 175 11.8

졸업하지 않고 과정 중단 38 2.6

전문대학원 진학 16 1.1

기타 55 3.7

전공과의 

관계

해당 전공에 속함 818 56.0

전공과 관계 있음 592 40.5

전공과 관계 없음 38 2.6

기타 13 0.9

<표 1-2-20> 희망 진로 및 전공과의 관련 정도 (단위: 명, %)

<그림 1-2-2> 신체적 건강상태 (좌측) 및 정신적 건강상태 (우측)

6. 진로 및 정보 접근성

가. 졸업 후 희망 진로 및 전공과의 관련 정도

○ 졸업 후 희망 진로는 박사 졸업 후 연구직 취직 (47.1%), 석사 졸업 후 해외대학원 진

학 (18.0%), 석사 졸업 후 연구직 취직 (17.3%), 박사 졸업 후 사무직 취직 (15.1%), 석사 

졸업 후 사무직 취직 (13.7%), 미정 (11.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희망 진로의 전공 연계 정도는 해당 전공에 속함 (56.0%), 관계있음 (40.5%) 등 대부분

의 응답자가 전공과 관련 있는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됨

나. 중도이탈 사유

○ 중도이탈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 (67.5%), 진로, 취직의 어려움 (52.6%), 본인의 학업 및 

연구성과 부족 (41.4%),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41.4%) 등의 순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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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경제적 어려움 1,004 67.5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 783 52.6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616 41.4

본인의 학업 및 연구성과 부족 617 41.5

열악한 연구조건 (연구공간 및 도서, 시설 등) 342 23.0

인간관계 (성차별, 학력차별 등) 371 24.9

딱히 없음 37 2.5

기타 63 4.2

<표 1-2-21> 중도 이탈 사유 (단위: 명, %)

N %

연구, 휴게,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719 48.3

실험실/연구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해롭다 436 29.3

실험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 108 7.3

캠퍼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나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 97 6.5

캠퍼스 내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 371 24.9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힘들다 729 49.0

보육지원이 부족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 123 8.3

교육과정이 임의로 변경된 적이 있다 101 6.8

<표 1-2-22>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단위: 명, %)

<그림 1-2-3> 중도이탈 사유

다. 어려움을 겪은 경험

○ 대학원 과정 중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힘들다 

(49.0%), 연구, 휴게 및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48.3%), 실험실 및 연구실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에 해롭다 (29.3%), 캠퍼스 내 공사로 인한 불편 (24.9%) 등의 순으로 조

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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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86 5.8

N %

졸업 

평균 

연한

안내받은 적이 없음 467 31.4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172 11.6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132 8.9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222 14.9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266 17.9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해 전해 들었음 637 42.8

기타 39 2.6

장학금

및

일자리 

정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907 61.0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84 5.6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253 17.0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401 26.9

기타 29 1.9

선배들

진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577 38.8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59 4.0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82 5.5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923 62.0

기타 21 1.4

<표 1-2-23> 정보 접근성 (단위: 명, %)

라. 정보 접근성

○ 정보 접근성 중 졸업 평균 연한과 관련하여,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 (42.8%), 안내받은 

적 없음 (31.4%),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부족함 (17.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정보 접근성 중 장학금 및 일자리 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61.0%),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 (26.9%),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 (17.0%) 등의 순으로 조

사되었음

○ 정보 접근성 중 선배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과 구성원 (62.0%), 구체적으로 아는 바

가 없음 (3.8%) 등의 순으로 조사됨

7. 생활 및 연구환경의 개선방향

○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권리보장 지침의 마련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약 80%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됨

○ 권익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약 80%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됨

○ 대학원생 옴부즈맨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77% 옴부즈맨 사무소 설치에 찬성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와 관련,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

가 없으며, 약 31%는 존재하는 것만 아는 정도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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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권리보장지침 

마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0.5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6 2.4

보통이다 246 16.6

동의하는 편이다 656 44.2

매우 동의한다 540 36.4

권익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기능

활성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0.7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3 1.5

보통이다 257 17.3

동의하는 편이다 695 46.8

매우 동의한다 500 33.7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

설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4 0.9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6 2.4

보통이다 293 19.7

동의하는 편이다 698 47.0

매우 동의한다 444 29.9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 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949 63.9

존재하는 것만 아는 정도 465 31.3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일정 이상 관심을 갖고 있음 65 4.4

기타 6 0.4

대학원생

자치기구

필요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7 1.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67 4.5

보통이다 304 20.5

동의하는 편이다 696 46.9

매우 동의한다 401 27.0

학과/단과대학별

자치회 구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 1.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98 6.6

보통이다 431 29.0

동의하는 편이다 635 42.8

매우 동의한다 302 20.3

가사/육아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 0.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1 1.4

보통이다 163 11.0

동의하는 편이다 604 40.7

매우 동의한다 685 46.1

<표 1-2-24> 생활 및 연구환경의 개선방향 (단위: 명, %)

○ 대학원생 자치기구와 관련, 전체 응답자 중 약 74% 대학원생 자치기구의 설치가 필요

하다고 응답함

○ 학과/단과대학별 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의 약 63%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

악됨

○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87% 가사 및 육아에 대해 학교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에 동의하고 있음

8. 서울대학교의 학내 인권 상황

○ 서울대학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보통이다 (48.8%), 좋은 편이다 (23.8%), 열악한 편

이다 (30.6%), 매우 열악하다 (5.3%) 매우 좋다 (1.5%) 의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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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매우 열악하다 78 5.3

열악한 편이다 306 20.6

보통이다 725 48.8

좋은 편이다 353 23.8

매우 좋다 23 1.5

자신의

인권

보장 정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58 4.0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341 23.3

보장받는 편이다 988 67.5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77 5.3

<표 1-2-25> 서울대학교의 학내 인권 상황 (단위: 명, %)

N %

성희롱/성폭행 58 3.9

넓은 의미의 폭력 59 4.0

넓은 의미의 차별 166 11.2

교육/연구 상 권한 남용 294 19.8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310 20.8

기타 137 9.2

<표 1-2-26> 교수와의 관계에서의 인권 문제 경험 (단위: 명, %)

○ 서울대학교에서서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는 정도는 보장받는 편이다 (67.4%), 보장

받지 못하는 편이다 (23.3%),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5.3%),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4.0%)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1-2-4> 학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좌측) 및 자신의 인권 보장 정도 (우측)

9. 교수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 경험

○ 교수와의 관계에서의 인권 문제 경험은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20.8%), 교육/연구 상의 

권한 남용 (19.8%), 넓은 의미의 차별 (11.2%), 기타 (9.2%), 넓은 의미의 폭력 (4.0%), 성

희롱/성폭력(3.9%)의 순으로 조사됨

○ 교수와의 관계에서 성희롱, 성폭행 경험은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3.3%),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를 강요당했다 (2.6%),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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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예시

특정 성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49 3.3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31 2.1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16 1.1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를 강요당했다 38 2.6

불쾌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 24 1.6

성폭행을 당했다 1 0.1

성역할을 강요당했다 24 1.6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65 4.4

음주를 강요당했다 37 2.5

강제집합이나 행사동원 등을 당했다 56 3.8

왕따를 당했다 4 0.3

성적, 가정형편 등 신상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 16 1.1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 6 0.4

두발, 복장 등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10 0.7

출신학교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76 5.1

소속 또는 출신 학과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55 3.7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2 0.1

출신지역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0 0.7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29 1.9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45 3.0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6 1.1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23 1.5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4 0.3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을 들었다 202 13.6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수업시간이 자주 변경되었다 117 7.9

졸업 논문을 빌미로 물질적 대가 제공을 강요받았다 7 0.5

졸업 논문을 빌미로 성적 접촉 및 행위를 강요받았다 1 0.1

졸업 논문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95 6.4

특정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다 90 6.0

<표 1-2-27> 분야별 교수와의 관계에서의 인권 문제 경험 (단위: 명, %)

다 (2.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교수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폭력 경험은 폭언, 욕설 등 인격적인 모욕 (4.4%), 강

제집합 및 행사동원 (3.8%), 음주 강요 (2.5%) 등의 순으로 파악됨

○ 교수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차별 경험은 출신학교 (5.1%), 소속 또는 출신 학과 

(3.7%), 성별 (3.0%) 등의 사유 순으로 조사됨

○ 교수의 교육/연구상 권한 남용과 관련된 문제로는 지나치게 준비되지 않은 수업을 들

었다 (13.6%),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수업시간이 자주 변경되었다 (7.9%), 업무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했다 (7.2%), 졸업 논문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6.4%),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당했다 (6.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교수와의 관계에서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경험은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근무시간이 지

나치게 길다 (14.5%), 일을 하고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 (12.4%) 등의 순으로 조

사됨

○ 다른 사람이 각 설문별 예시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

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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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 55 3.7

조교/프로젝트/실험실의 업무로 인해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107 7.2

2.030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이나 접대 제공을 강요당했다

12.4184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3.857교수의 개인 목적을 위한 연구비 유용을 지시받았다

14.5216업무량이 과도하거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5.379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N %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310 20.8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335 22.5

부당한 일을 지시한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 27 1.8

제도적 대응 11 0.7

기타 39 2.6

<표 1-2-28>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 대처 (단위: 명, %)

N %

성희롱/성폭행 49 3.3

넓은 의미의 폭력 76 5.1

넓은 의미의 차별 146 9.8

교육/연구 상의 횡포 155 10.4

기타 97 6.5

<표 1-2-29>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의 인권 문제 경험 (단위: 명, %)

○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의 대처는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22.5%),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20.8%) 등 제도적 대응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0.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 경험

○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의 인권 문제 경험은 교육/연구 상의 횡포 (10.4%), 넓은 

의미의 차별 (9.8%), 기타 (6.5%), 넓은 의미의 폭력 (5.1%), 성희롱/성폭력(3.3%) 등의 순

으로 파악됨

○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성희롱, 성폭행 경험은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

패설을 들었다 (2.5%),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1.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폭력 경험은 폭언,  욕설 등 인격적인 모욕 

(4.0%), 음주 강요 (2.5%), 행사동원 및 강제집합 (2.2%) 등의 순으로 파악됨

○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차별 경험은 출신학교 (3.6%), 나이 (3.5%), 
소속 또는 출신 학과 (2.7%), 등의 사유 순으로 조사되었다. 

○ 동료 및 선후배의 횡포에 대한 경험은 부적절한 업무 지시 (5.0%), 업무로 인해 수업을 

들어가지 못함 (3.1%), 선배/동료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 대리 수행 

(3.0%) 등의 순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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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예시

특정 성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26 1.7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37 2.5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13 0.9

불쾌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 24 1.6

성폭행을 당했다 1 0.1

성역할을 강요당했다 21 1.4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60 4.0

음주를 강요당했다 37 2.5

강제집합이나 행사동원 등을 당했다 33 2.2

왕따를 당했다 23 1.5

성적, 가정형편 등 신상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 12 0.8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 8 0.5

두발, 복장 등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16 1.1

출신학교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54 3.6

소속 또는 출신 학과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40 2.7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 0.1

출신국가 및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5 0.3

출신지역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1 0.7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52 3.5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28 1.9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3 0.9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6 1.1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4 0.3

연구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했다 42 2.8

특정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다 34 2.3

선배/동료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 45 3.0

프로젝트/실험실 등의 업무로 인해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46 3.1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74 5.0

<표 1-2-30> 분야별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의 인권문제 경험 (단위: 명, %)

N %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158 10.6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231 15.5

부당한 일을 지시한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 53 3.6

제도적 대응 5 0.3

기타 38 2.6

<표 1-2-31>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 대처 (단위: 명, %)

○ 다른 사람이 각 설문별 예시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

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의 대처는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15.5%),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10.6%) 등 제도적 대응을 거의 하지 못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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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385 25.9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361 24.3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361 24.3

교수나 선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까봐 223 15.0

다른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12 0.8

공공연히 이뤄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232 15.6

기타 21 1.4

<표 1-2-32> 부당한 일을 겪고도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N %

무시당함 120 8.1

개인적인 사과 85 5.7

학업/연구를 통한 보상 7 0.5

경제적 보상 5 0.3

불이익 45 3.0

법적 분쟁 2 0.1

아직 진행 중 24 1.6

<표 1-2-33>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 한 경우의 결과 (단위: 명, %)

11. 문제제기하지 못한 이유 및 문제제기 후 결과

○ 인권 문제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관계

가 불편해 지는 것이 싫어서 (25.9%),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24.3%),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24.3%), 공공연히 이뤄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15.6%), 교수나 선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까봐 (15.0%) 등의 순으

로 조사됨

○ 당사자에게 인권과 관련하여 직접 문제제기 했을 때의 결과는 무시당함 (8.1%), 개인적

인 사과 (5.7%), 불이익 (3.0%),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 (1.6%)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1-2-5> 인권 문제를 경험한 후의 대처방안 (좌측) 및 직접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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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100만원 미만
62

(16.9)
82

(24.8)
87

(23.3)
4

(11.4)
20

(19.4)
5

(26.3)
17

(33.3)
1

(2.7)
27

(15.5)

200-300만원
15

(4.1)
4

(1.2)
4

(1.1)
2

(5.7)
4

(3.9)
0

(0.0)
1

(2.0)
0

(0.0)
3

(1.7)

300-350만원 258
(70.5)

30
(9.1)

30
(8.0)

0
(0.0)

0
(0.0)

12
(63.2)

4
(7.8)

3
(8.1)

40
(23.0)

350-400만원 22
(6.0)

156
(47.3)

200
(53.6)

14
(40.0)

6
(5.8)

2
(10.5)

18
(35.3)

1
(2.7)

60
(34.5)

400-450만원 4
(1.1)

36
(10.9)

48
(12.9)

4
(11.4)

10
(9.7)

0
(0.0)

7
(13.7)

0
(0.0)

35
(20.1)

450-500만원
0

(0.0)
15

(4.5)
2

(0.5)
7

(20.0)
44

(42.7)
0

(0.0)
2

(3.9)
4

(10.8)
5

(2.9)

500-550만원
1

(0.3)
6

(1.8)
1

(0.3)
4

(11.4)
10

(9.7)
0

(0.0)
2

(3.9)
4

(10.8)
0

(0.0)

550-600만원
0

(0.0)
1

(0.3)
0

(0.0)
0

(0.0)
5

(4.9)
0

(0.0)
0

(0.0)
3

(8.1)
0

(0.0)

600-700만원 1
(0.3)

0
(0.0)

0
(0.0)

0
(0.0)

4
(3.9)

0
(0.0)

0
(0.0)

8
(21.6)

0
(0.0)

700만원 이상
3

(0.8)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13

(35.1)
4

(2.3)

전체 366
(100.0)

330
(100.0)

373
(100.0)

35
(100.0)

103
(100.0)

19
(100.0)

51
(100.0)

37
(100.0)

174
(100.0)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1> 전공별 등록금 액수 (단위: 명, %)

Ⅲ. 응답자 특성별 주요 조사 결과 분석

1.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가. 응답자 특성별 등록금 액수 및 마련 경로

○ 전공별로 등록금 액수를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은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자연

과학계열, 공학 및 예체능 계열은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의학 계열은 450만원 이

상 5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등록금 마련 경로를 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교내 임금 및 가족 지원, 30
대 이상은 교내 임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학위과정별로는 석사과정은 가족 지원, 박사과정은 교내 임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학업형태로 보면, 전업 학생의 경우 교내 임금과 가족지원의 비중이 높고, 비전업 학생

의 경우 교외 임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전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공에서 교내 임금 및 가족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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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장학금 270 (17.8) 53 (13.7) 194 (16.2) 129 (18.3) 312 (17.8) 11 (7.5)

교내 임금 468 (30.9) 121 (31.3) 290 (24.3) 299 (42.4) 571 (32.5) 18 (12.3)

교외 임금 114 (7.5) 75 (19.4) 109 (9.1) 80 (11.3) 135 (7.7) 54 (37.0)

가족 지원 507 (33.5) 65 (16.8) 446 (37.3) 126 (17.8) 539 (30.7) 33 (22.6)

대출 126 (8.3) 38 (9.8) 126 (10.5) 38 (5.4) 149 (8.5) 15 (10.3)

기타 29 (1.9) 35 (9.0) 30 (2.5) 34 (4.8) 49 (2.8) 15 (10.3)

<표 1-3-2>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등록금 마련 경로 (단위: 명, %)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장학금
79

(16.6)

73

(17.2)

68

(14.6)

5

(11.9)

38

(28.8)

0

(0.0)

12

(18.5)

13

(25.0)

35

(15.8)

교내임금
129

(27.1)

156

(36.7)

171

(36.7)

7

(16.7)

42

(31.8)

6

(28.6)

25

(38.5)

4

(7.7)

49

(22.1)

교외임금
76

(16.0)

34

(8.0)

28

(6.0)

4

(9.5)

10

(7.6)

5

(23.8)

7

(10.8)

4

(7.7)

21

(9.5)

가족지원
134

(28.2)

118

(27.8)

154

(33.0)

15

(35.7)

25

(18.9)

7

(33.3)

13

(20.0)

19

(36.5)

87

(39.2)

대출
35

(7.4)

33

(7.8)

36

(7.7)

9

(21.4)

11

(8.3)

2

(9.5)

6

(9.2)

8

(15.4)

24

(10.8)

기타
23

(4.8)

11

(2.6)

9

(1.9)

2

(4.8)

6

(4.5)

1

(4.8)

2

(3.1)

4

(7.7)

6

(2.7)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3> 전공별 등록금 마련 경로 (단위: 명, %)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주

거

비

용

월 19만원
156 

(13.6)

27 

(8.0)

118

(13.0)

65

(11.2)

180

(13.2)

3

(2.3)

20-30만원
256

(22.3)

44

(13.0)

186

(20.5)

114

(19.6)

277

(20.4)

23

(18.0)

30-40만원 111 54 93 72 147 18

<표 1-3-4>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주거비용 및 학업 관련 비용 (단위: 명, %)

나. 응답자 특성별 주거비용 및 학업 관련 비용

○ 주거비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거비용이 없거나, 20-40만원 내외의 비용

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업 관련 비용에도 월 10만원 미만 혹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응답이 주를 이

루고 있음

○ 주거비용 및 학업 관련 비용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는 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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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6.0) (10.3) (12.4) (10.8) (14.1)

40-50만원
107

(9.3)

33

(9.8)

73

(8.1)

67

(11.5)

130

(9.6)

10

(7.8)

50-60만원
46

(4.0)

28

(8.3)

38

(4.2)

36

(6.2)

62

(4.6)

12

(9.4)

60만원 이상
47

(4.1)

46

(13.6)

52

(5.7)

41

(7.0)

75

(5.5)

18

(14.1)

없음
427

(37.1)

106

(31.4)

346

(38.2)

187

(32.1)

489

(36.0)

44

(34.4)

학

업

관

련

비

용

월 10만원 미만
713

(62.0)

141

(41.7)

524

(57.8)

330

(56.7)

809

(59.5)

45

(35.2)

10-20만원
310

(27.0)

113

(33.4)

269

(29.7)

154

(26.5)

370

(27.2)

53

(41.4)

20-30만원
64

(5.6)

43

(12.7)

63

(7.0)

44

(7.6)

93

(6.8)

14

(10.9)

30-40만원
27

(2.3)

13

(3.8)

21

(2.3)

19

(3.3)

37

(2.7)

3

(2.3)

40-50만원
9

(0.8)

12

(3.6)

8

(0.9)

13

(2.2)

15

(1.1)

6

(4.7)

50만원 이상
27

(2.3)

16

(4.7)

21

(2.3)

22

(3.8)

36

(2.6)

7

(5.5)

학

교

지

원

지원 없음
863

(76.3)

277

(82.4)

684

(76.3)

456

(79.9)

1,019 

(76.0)

121

(95.3)

청구식 지불
165

(14.6)

30

(8.9)

122

(13.6)

73

(12.8)

193

(14.4)

2

(1.6)

월정액 지급
70

(6.2)

19

(5.7)

62

(6.9)

27

(4.7)

88

(6.6)

1

(0.8)

기타
33

(2.9)

10

(3.0)

28

(3.1)

15

(2.6)

40

(3.0)

3

(2.4)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장학금 152 (8.8) 26 (5.7) 101 (7.4) 77 (9.3) 175 (8.6) 3 (1.9)

교내 임금 719 (41.5) 147 (32.0) 490 (35.8) 376 (45.6) 846 (41.5) 20 (12.9)

교외 임금 297 (17.1) 118 (25.7) 268 (19.6) 147 (17.8) 340 (16.7) 75 (48.4)

가족 지원 501 (28.9) 106 (23.1) 441 (32.2) 166 (20.1) 578 (28.4) 29 (18.7)

대출 41 (2.4) 28 (6.1) 39 (2.9) 30 (3.6) 61 (3.0) 8 (5.2)

기타 24 (1.4) 34 (7.4) 29 (2.1) 29 (3.5) 38 (1.9) 20 (12.9)

<표 1-3-5> 연령, 학위과정 및 학업 형태별 등록금 제외 제반 비용 마련 경로 (단위: 명, %)

N (%)

<표 1-3-6> 전공별 등록금 제외 제반 비용 마련 경로 (단위: 명, %)

○ 등록금을 제외한 제반 비용의 마련 경로로는 교내 임금, 교외 임금 및 가족 지원이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공별로는 특히 자연과학, 공학 등 이공계열에서 교내 임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파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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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장학금
49 44 41 2 18 1 2 6 15

(8.3) (8.9) (7.8) (3.9) (11.6) (3.7) (3.0) (12.5) (6.3)

교내 임금
169 224 277 9 57 9 34 9 78

(28.7) (45.5) (52.7) (17.6) (36.8) (33.3) (51.5) (18.8) (32.5)

교외 임금
167 65 60 17 24 11 12 8 51

(28.4) (13.2) (11.4) (33.3) (15.5) (40.7) (18.2) (16.7) (21.3)

가족 지원
163 136 131 18 42 5 16 19 77

(27.7) (27.6) (24.9) (35.3) (27.1) (18.5) (24.2) (39.6) (32.1)

대출
19 11 12 1 10 1 1 3 11

(3.2) (2.2) (2.3) (2.0) (6.5) (3.7) (1.5) (6.3) (4.6)

기타
21 12 5 4 4 0 1 3 8

(3.6) (2.4) (1.0) (7.8) (2.6) (0.0) (1.5) (6.3) (3.3)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경제적

어려움

기초생활의 어려움
54 38 50 42 90 2

(4.7) (11.2) (5.5) (7.2) (6.6) (1.6)

등록금 납부의 어려움
303 52 263 92 333 22

(26.3) (15.4) (29.0) (15.8) (24.5) (17.2)

연구 제반 비용 마련의 

어려움

64 33 54 43 85 12

(5.6) (9.8) (6.0) (7.4) (6.3) (9.4)

여가생활의 어려움
305 64 233 136 345 24

(26.5) (18.9) (25.7) (23.4) (25.4) (18.8)

미래를 위해 준비의 어려움
353 127 256 224 429 51

(30.7) (37.6) (28.3) (38.5) (31.5) (39.8)

미래를 위한 준비중
71 24 50 45 78 17

(6.2) (7.1) (5.5) (7.7) (5.7) (13.3)

학업

중단 

고려

그렇다
389 139 324 204 474 54

(35.5) (43.6) (37.7) (36.7) (36.6) (44.3)

그렇지 않다
708 180 536 352 820 68

(64.5) (56.4) (62.3) (63.3) (63.4) (55.7)

<표 1-3-7>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경제적 어려움 (단위: 명, %)

다. 경제적 어려움

○ 응답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미래를 위

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대, 석사과정, 전업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다수

를 보이고 있음

○ 전공별로는 전문대학원 및 공학 계열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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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
c

전문

대학원
d

경제적

어려움

기초생활의 어려움
20 21 17 4 9 0 7 2 12

(5.5) (6.4) (4.6) (11.4) (8.7) (0.0) (13.7) (5.4) (6.9)

등록금 납부의 어려움
85 74 88 8 27 5 17 8 43

(23.2) (22.4) (23.6) (22.9) (26.2) (26.3) (33.3) (21.6) (24.7)

연구 제반 비용 마련의 

어려움

36 16 14 4 3 3 2 3 16

(9.8) (4.8) (3.8) (11.4) (2.9) (15.8) (3.9) (8.1) (9.2)

여가생활의 어려움
88 84 101 6 28 2 13 10 37

(24.0) (25.5) (27.1) (17.1) (27.2) (10.5) (25.5) (27.0) (21.3)

미래를 위해 준비의 어려움
108 120 126 12 30 5 10 13 56

(29.5) (36.4) (33.8) (34.3) (29.1) (26.3) (19.6) (35.1) (32.2)

미래를 위한 준비중
29 15 27 1 6 4 2 1 10

(7.9) (4.5) (7.2) (2.9) (5.8) (21.1) (3.9) (2.7) (5.7)

학업

중단 

고려

그렇다
140 117 102 15 43 7 21 7 76

(39.9) (37.6) (28.7) (48.4) (44.8) (38.9) (43.8) (19.4) (44.7)

그렇지 않다
211 194 253 16 53 11 27 29 94

(60.1) (62.4) (71.3) (51.6) (55.2) (61.1) (56.3) (80.6) (55.3)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8> 전공별 경제적 어려움 (단위: 명, %)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있다 461 (40.1) 96 (28.4) 340 (37.5) 217 (37.3) 545 (40.1) 12 (9.4)

없다 689 (59.9) 242 (71.6) 566 (62.5) 365 (62.7) 815 (59.9) 116 (90.6)

<표 1-3-9>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장학금 수혜 여부 (단위: 명, %)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있다
154 123 109 7 60 5 19 18 62

(42.1) (37.3) (29.2) (20.0) (58.3) (26.3) (37.3) (48.6) (35.6)

없다
212 207 264 28 43 14 32 19 112

(57.9) (62.7) (70.8) (80.0) (41.7) (73.7) (62.7) (51.4) (64.4)

<표 1-3-10> 전공별 장학금 수혜 여부 (단위: 명, %)

2. 장학금

가. 장학금 수혜 여부

○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련 연령별로는 20대의 장학금 수혜 비중이 높으며, 학업 형태로

는 전업 학생의 수혜 비중이 높음. 학위 과정별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전공별로는 의학, 전문대학원, 인문사회 계열 등의 순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

은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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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교내)

월 수령액

해당사항 없음 213 (46.3) 42 (43.8) 160 (47.2) 95 (43.8) 250 (46.0) 5 (41.7)

월 30만원 미만 82 (17.8) 11 (11.5) 66 (19.5) 27 (12.4) 90 (16.5) 3 (25.0)

30-60만원 74 (16.1) 8 (8.3) 59 (17.4) 23 (10.6) 80 (14.7) 2 (16.7)

60-90만원 38 (8.3) 4 (4.2) 31 (9.1) 11 (5.1) 41 (7.5) 1 (8.3)

90-120만원 23 (5.0) 20 (20.8) 6 (1.8) 37 (17.1) 43 (7.9) 0 (0.0)

120만원 이상 30 (6.5) 11 (11.5) 17 (5.0) 24 (11.1) 40 (7.4) 1 (8.3)

(교내)

등록금

감면혜택

있다 227 (54.8) 38 (45.8) 172 (56.6) 93 (48.2) 258 (52.9) 7 (77.8)

없다 170 (41.1) 42 (50.6) 120 (39.5) 92 (47.7) 210 (43.0) 2 (22.2)

기타 17 (4.1) 3 (3.6) 12 (3.9) 8 (4.1) 20 (4.1) 0 (0.0)

(교외)

월 수령액

해당사항 없음 339 (73.7) 67 (69.8) 256 (75.5) 150 (69.1) 397 (73.0) 9 (75.0)

월 30만원 미만 12 (2.6) 1 (1.0) 9 (2.7) 4 (1.8) 13 (2.4) 0 (0.0)

30-60만원 31 (6.7) 8 (8.3) 31 (9.1) 8 (3.7) 39 (7.2) 0 (0.0)

60-90만원 28 (6.1) 5 (5.2) 26 (7.7) 7 (3.2) 31 (5.7) 2 (16.7)

90-120만원 29 (6.3) 9 (9.4) 8 (2.4) 30 (13.8) 38 (7.0) 0 (0.0)

120만원 이상 21 (4.6) 6 (6.3) 9 (2.7) 18 (8.3) 26 (4.8) 1 (8.3)

장학금 

정원

학과당 1인 32 (7.0) 9 (9.4) 31 (9.1) 10 (4.6) 40 (7.4) 1 (8.3)

지도교수당 1인 148 (32.2) 39 (40.6) 105 (31.0) 82 (37.8) 184 (33.8) 3 (25.0)

학과당 2-5인 68 (14.8) 10 (10.4) 53 (15.6) 25 (11.5) 76 (14.0) 2 (16.7)

지도교수당 2인 이상 74 (16.1) 13 (13.5) 49 (14.5) 38 (17.5) 86 (15.8) 1 (8.3)

학과당 5인 이상 69 (15.0) 5 (5.2) 49 (14.5) 25 (11.5) 72 (13.2) 2 (16.7)

기타 69 (15.0) 20 (20.8) 52 (15.3) 37 (17.1) 86 (15.8) 3 (25.0)

장학금

선정 절차

성적, 가정형편 고려 176 (38.3) 34 (35.4) 139 (41.0) 71 (32.7) 203 (37.3) 7 (58.3)

지도교수의 재량 188 (40.9) 38 (39.6) 138 (40.7) 88 (40.6) 222 (40.8) 4 (33.3)

연구실적 평가 56 (12.2) 15 (15.6) 27 (8.0) 44 (20.3) 71 (13.1) 0 (0.0)

기타 40 (8.7) 9 (9.4) 35 (10.3) 14 (6.5) 48 (8.8) 1 (8.3)

<표 1-3-11>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장학금 수령액 및 특성 (단위: 명, %)

나. 수혜받는 장학금의 특성

○ 월 장학금 수령액, 등록금 감면 혜택, 장학금 정원 및 선정 절차 등 수혜받고 있는 장

학금의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별, 학위 과정별, 학업 형태별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음

 

다. 장학금 만족도 및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장학금에 대한 만족 정도와 관련하여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차이는 발견되

지 않음

○ 전공별로 보면 대부분의 전공에서 장학금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의 비중이 가장 높지

만, 예체능 계열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장학금에 만족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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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매우 만족한다 67 (14.6) 14 (14.6) 38 (11.2) 43 (19.8) 80 (14.7) 1 (8.3)

만족하는 편이다 145 (31.5) 28 (29.2) 102 (30.1) 71 (32.7) 169 (31.1) 4 (33.3)

보통이다 119 (25.9) 24 (25.0) 92 (27.1) 51 (23.5) 140 (25.7) 3 (25.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90 (19.6) 22 (22.9) 70 (20.6) 42 (19.4) 109 (20.0) 3 (25.0)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9 (8.5) 8 (8.3) 37 (10.9) 10 (4.6) 46 (8.5) 1 (8.3)

<표 1-3-12>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장학금 만족도 (단위: 명, %)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음 162 (56.4) 35 (63.6) 135 (58.4) 62 (55.9) 193 (57.8) 4 (50.0)

정원이 적어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움 72 (25.1) 7 (12.7) 55 (23.8) 24 (21.6) 77 (23.1) 2 (25.0)

선정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음 11 (3.8) 1 (1.8) 7 (3.0) 5 (4.5) 12 (3.6) 0 (0.0)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32 (11.1) 4 (7.3) 22 (9.5) 14 (12.6) 36 (10.8) 0 (0.0)

기타 10 (3.5) 8 (14.5) 12 (5.2) 6 (5.4) 16 (4.8) 2 (25.0)

<표 1-3-14>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매우 

만족한다

22 22 21 1 9 0 2 1 3

(14.4) (17.9) (19.3) (14.3) (15.0) (0.0) (10.5) (5.6) (4.8)

만족하는 

편이다

54 30 41 2 19 2 5 9 11

(35.3) (24.4) (37.6) (28.6) (31.7) (40.0) (26.3) (50.0) (17.7)

보통이다
43 28 20 0 12 2 10 4 24

(28.1) (22.8) (18.3) (0.0) (20.0) (40.0) (52.6) (22.2) (38.7)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9 30 18 3 15 1 2 3 11

(19.0) (24.4) (16.5) (42.9) (25.0) (20.0) (10.5) (16.7) (17.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 13 9 1 5 0 0 1 13

(3.3) (10.6) (8.3) (14.3) (8.3) (0.0) (0.0) (5.6) (21.0)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13> 전공별 장학금 만족도 (단위: 명, %)

○ 장학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든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에서 액수

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보고됨

○ 또한 대부분의 전공에서 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다는 이유로 장학금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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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음

46 49 25 4 24 2 8 7 32

(49.5) (58.3) (49.0) (80.0) (66.7) (50.0) (72.7) (53.8) (71.1)

정원이 적어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움

25 16 17 1 7 0 3 2 8

(26.9) (19.0) (33.3) (20.0) (19.4) (0.0) (27.3) (15.4) (17.8)

선정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음

4 2 2 0 0 0 0 2 2

(4.3) (2.4) (3.9) (0.0) (0.0) (0.0) (0.0) (15.4) (4.4)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4 12 4 0 1 2 0 2 1

(15.1) (14.3) (7.8) (0.0) (2.8) (50.0) (0.0) (15.4) (2.2)

기타
4 5 3 0 4 0 0 0 2

(4.3) (6.0) (5.9) (0.0) (11.1) (0.0) (0.0) (0.0) (4.4)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15> 전공별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있다 649 (56.5) 146 (43.2) 478 (52.9) 317 (54.5) 762 (56.1) 33 (25.8)

없다 499 (43.5) 192 (56.8) 426 (47.1) 265 (45.5) 596 (43.9) 95 (74.2)

<표 1-3-16>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노동의 근로소득 유무 (단위: 명, %)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있다
208 182 214 17 42 9 29 5 89

(57.0) (55.2) (57.4) (48.6) (41.2) (47.4) (56.9) (13.5) (51.1)

없다
157 148 159 18 60 10 22 32 85

(43.0) (44.8) (42.6) (51.4) (58.8) (52.6) (43.1) (86.5) (48.9)

<표 1-3-17> 전공별 노동의 근로소득 유무 (단위: 명, %)

3.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 유무

○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20대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하는 반면, 30대 

이상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는 의견이 반 이상임이 확인됨

○ 학위 과정별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업 형태에서는 전업 학생의 경우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응답이 약 56%인 반면, 비전업 학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약 74%임

○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자연과학 협동과정, 전문대학원에서 응답자의 

50%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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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TA

RA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극소수의 학생들만 TA/RA를 

할 수 있다

106 90 86 11 46 11 21 18 70

(29.0) (27.3) (23.1) (31.4) (45.1) (57.9) (41.2) (48.6) (40.2)

TA/RA 정원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 모두가 업무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205 121 160 18 29 6 19 6 65

(56.2) (36.7) (42.9) (51.4) (28.4) (31.6) (37.3) (16.2) (37.4)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데 어려움이 없다

39 71 106 2 16 2 9 7 23

(10.7) (21.5) (28.4) (5.7) (15.7) (10.5) (17.6) (18.9) (13.2)

기타
15 48 21 4 11 0 2 6 16

(4.1) (14.5) (5.6) (11.4) (10.8) (0.0) (3.9) (16.2) (9.2)

연구

프로

젝트

이번 학기 프로젝트가 없다
144 77 44 13 22 9 11 19 43

(39.5) (23.3) (11.8) (37.1) (21.6) (47.4) (21.6) (51.4) (24.7)

연구프로젝트가 있지만 정원

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없다

161 98 107 16 31 5 20 8 70

(44.1) (29.7) (28.7) (45.7) (30.4) (26.3) (39.2) (21.6) (40.2)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데 어려움이 있다

42 125 203 1 35 5 17 6 46

(11.5) (37.9) (54.4) (2.9) (34.3) (26.3) (33.3) (16.2) (26.4)

기타
18 30 19 5 14 0 3 4 15

(4.9) (9.1) (5.1) (14.3) (13.7) (0.0) (5.9) (10.8) (8.6)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18> 전공별 전공 내 할당된 업무 정원 (단위: 명, %)

나. 전공 내 할당된 업무 정원

○ 전공 내 할당된 업무 중 TA, RA 업무의 정원과 관련하여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열의 경우 TA/RA 정원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 모두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함을 

지적함. 의학, 협동과정, 전문대학원의 경우 정원이 없거나 적어서 극소수의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함

○ 전공 내 할당된 업무 중 연구 프로젝트의 정원과 관련하여 공학 계열을 제외한 대부분

의 전공 계열에서 연구 프로젝트가 없거나 정원이 너무 적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응

답함

다. 담당 업무의 특성 및 근로조건

○ 전공별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인문사회 계열은 TA,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자

연과학 협동 과정 및 전문대학원은 연구원, 인문사회 협동과정은 학내 기관 소속 직원

의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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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담

당 

업

무

TA
72 49 33 4 7 0 4 1 11

(34.6) (26.9) (15.4) (23.5) (16.7) (0.0) (13.8) (20.0) (12.4)

RA
33 13 5 0 1 1 4 0 8

(15.9) (7.1) (2.3) (0.0) (2.4) (11.1) (13.8) (0.0) (9.0)

연구원
41 86 147 7 25 3 18 2 53

(19.7) (47.3) (68.7) (41.2) (59.5) (33.3) (62.1) (40.0) (59.6)

학과 행정 조교
7 1 1 0 1 1 0 1 6

(3.4) (0.5) (0.5) (0.0) (2.4) (11.1) (0.0) (20.0) (6.7)

학내 기관 소속 직원
15 0 1 2 2 4 0 0 4

(7.2) (0.0) (0.5) (11.8) (4.8) (44.4) (0.0) (0.0) (4.5)

이상 중 두 개 이상
33 31 26 2 6 0 3 1 6

(15.9) (17.0) (12.1) (11.8) (14.3) (0.0) (10.3) (20.0) (6.7)

기타
7 2 1 2 0 0 0 0 1

(3.4) (1.1) (0.5) (11.8) (0.0) (0.0) (0.0) (0.0) (1.1)

임

금

수

준

임금 없음
4 8 13 0 3 0 0 1 2

(1.9) (4.4) (6.1) (0.0) (7.1) (0.0) (0.0) (20.0) (2.2)

월 30만원 미만
53 31 31 4 7 2 0 3 13

(25.5) (17.1) (14.5) (23.5) (16.7) (22.2) (0.0) (60.0) (14.6)

30-60만원
67 29 36 4 10 2 10 1 23

(32.2) (16.0) (16.8) (23.5) (23.8) (22.2) (34.5) (20.0) (25.8)

60-90만원
35 53 46 2 7 3 5 0 32

(16.8) (29.3) (21.5) (11.8) (16.7) (33.3) (17.2) (0.0) (36.0)

90-20만원
19 33 48 3 7 0 7 0 14

(9.1) (18.2) (22.4) (17.6) (16.7) (0.0) (24.1) (0.0) (15.7)

120만원 이상 
28 23 35 3 8 2 7 0 5

(13.5) (12.7) (16.4) (17.6) (19.0) (22.2) (24.1) (0.0) (5.6)

기타
2 4 5 1 0 0 0 0 0

(1.0) (2.2) (2.3) (5.9) (0.0) (0.0) (0.0) (0.0) (0.0)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19> 전공별 담당 업무 및 임금 (단위: 명, %)

○ 임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월 9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은 업무에 따라 임금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근로조건의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 전공 계열에서 근로조건을 

들은 적 없거나 구두로만 제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명시된 근로시간 및 실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자연과학, 공학 및 의학 계열에서의 근

로시간이 많음을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1년 미만으로 근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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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근로

조건

인지

여부

들은 바 없음
45 57 79 5 10 1 11 1 25

(21.6) (31.3) (36.9) (29.4) (23.8) (11.1) (37.9) (20.0) (28.1)

구두로만 들었음
104 58 83 4 17 7 11 3 34

(50.0) (31.9) (38.8) (23.5) (40.5) (77.8) (37.9) (60.0) (38.2)

서면으로 명시
53 64 51 8 13 1 7 1 27

(25.5) (35.2) (23.8) (47.1) (31.0) (11.1) (24.1) (20.0) (30.3)

기타
6 3 1 0 2 0 0 0 3

(2.9) (1.6) (0.5) (0.0) (4.8) (0.0) (0.0) (0.0) (3.4)

명시된

근로

시간

공지 받은 바 

없음

92 122 140 14 24 3 19 2 52

(44.2) (67.0) (65.4) (82.4) (57.1) (33.3) (65.5) (40.0) (58.4)

월 20시간 미만
25 12 13 1 3 1 1 1 4

(12.0) (6.6) (6.1) (5.9) (7.1) (11.1) (3.4) (20.0) (4.5)

20-40시간
37 11 16 0 2 1 1 0 9

(17.8) (6.0) (7.5) (0.0) (4.8) (11.1) (3.4) (0.0) (10.1)

40-60시간
32 10 16 2 4 1 3 0 13

(15.4) (5.5) (7.5) (11.8) (9.5) (11.1) (10.3) (0.0) (14.6)

60-80시간
6 3 2 0 2 0 0 1 3

(2.9) (1.6) (0.9) (0.0) (4.8) (0.0) (0.0) (20.0) (3.4)

80-120시간
6 2 2 0 2 1 2 0 1

(2.9) (1.1) (0.9) (0.0) (4.8) (11.1) (6.9) (0.0) (1.1)

120-160시간
1 4 8 0 0 0 2 1 4

(0.5) (2.2) (3.7) (0.0) (0.0) (0.0) (6.9) (20.0) (4.5)

160시간 이상
9 18 17 0 5 2 1 0 3

(4.3) (9.9) (7.9) (0.0) (11.9) (22.2) (3.4) (0.0) (3.4)

실제

근로

시간

월 20시간 미만
56 33 30 2 5 2 4 2 8

(26.9) (18.1) (14.0) (11.8) (11.9) (22.2) (13.8) (40.0) (9.0)

20-40시간
55 24 33 7 5 2 4 1 18

(26.4) (13.2) (15.4) (41.2) (11.9) (22.2) (13.8) (20.0) (20.2)

40-60시간
42 25 38 2 5 2 4 1 14

(20.2) (13.7) (17.8) (11.8) (11.9) (22.2) (13.8) (20.0) (15.7)

60-80시간
20 8 16 3 2 0 2 1 8

(9.6) (4.4) (7.5) (17.6) (4.8) (0.0) (6.9) (20.0) (9.0)

80-120시간
11 11 12 0 1 1 1 0 8

(5.3) (6.0) (5.6) (0.0) (2.4) (11.1) (3.4) (0.0) (9.0)

120-160시간
4 14 18 1 3 0 5 0 10

(1.9) (7.7) (8.4) (5.9) (7.1) (0.0) (17.2) (0.0) (11.2)

160시간 이상
17 58 65 2 19 1 8 0 21

(8.2) (31.9) (30.4) (11.8) (45.2) (11.1) (27.6) (0.0) (23.6)

기타
3 9 2 0 2 1 1 0 2

(1.4) (4.9) (0.9) (0.0) (4.8) (11.1) (3.4) (0.0) (2.2)

명시된

근로

기간

6개월 이하
98 72 52 7 11 0 10 3 26

(49.0) (42.9) (27.5) (50.0) (26.8) (0.0) (34.5) (60.0) (30.2)

6개월-1년
61 34 58 5 11 6 11 1 38

(30.5) (20.2) (30.7) (35.7) (26.8) (75.0) (37.9) (20.0) (44.2)

3개 학기-수료
7 15 20 2 7 1 2 0 7

(3.5) (8.9) (10.6) (14.3) (17.1) (12.5) (6.9) (0.0) (8.1)

2년
8 9 10 0 2 0 3 0 8

(4.0) (5.4) (5.3) (0.0) (4.9) (0.0) (10.3) (0.0) (9.3)

2년 초과
12 19 35 0 7 1 0 1 0

(6.0) (11.3) (18.5) (0.0) (17.1) (12.5) (0.0) (20.0) (0.0)

기타
14 19 14 0 3 0 3 0 7

(7.0) (11.3) (7.4) (0.0) (7.3) (0.0) (10.3) (0.0) (8.1)

<표 1-3-20> 전공별 근로조건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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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매우 미흡하다 14 (6.7) 43 (23.6) 37 (17.3) 3 (17.6) 11 (26.2) 0 (0.0) 5 (17.2) 0 (0.0) 12 (13.5)

다소 미흡하다 58 (27.9) 56 (30.8) 76 (35.5) 5 (29.4) 14 (33.3) 5 (55.6) 9 (31.0) 2 (40.0) 38 (42.7)

적정한 수준이다 134 (64.4) 73 (40.1) 96 (44.9) 9 (52.9) 17 (40.5) 4 (44.4) 13 (44.8) 3 (60.0) 37 (41.6)

다소 과도하다 1 (0.5) 10 (5.5) 3 (1.4) 0 (0.0) 0 (0.0) 0 (0.0) 2 (6.9) 0 (0.0) 1 (1.1)

매우 과도하다 1 (0.5) 0 (0.0) 2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21> 전공별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 (단위: 명, %)

○ 특히 근무조건의 인지 여부 및 실제 근무시간에 있어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열의 차

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됨

<그림 1-3-1> 인문사회계열의 근무조건 인지 여부 (좌측) 및 실제 근무시간 (우측)

<그림 1-3-2> 자연공학계열의 근무조건 인지 여부 (좌측) 및 실제 근무시간 (우측)

○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자신의 업무량에 비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

다고 응답

○ 특히 엄무량 대비 적정 임금 수준에 있어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 계열의 차이가 두르러

지는데 인문사회 계열은 약 97만원 이공 계열은 약 120만원을 적절한 임금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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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TA

RA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5 9 1 3 3 1 0 5

(4.2) (1.9) (2.9) (4.3) (4.3) (27.3) (2.5) (0.0) (4.3)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58 36 60 2 12 1 8 3 17

(20.3) (13.7) (19.6) (8.7) (17.4) (9.1) (20.0) (14.3) (14.5)

보통 112 108 131 6 28 4 13 12 50

<표 1-3-23> 전공별 근로 활동의 학업 방해 (단위: 명, %)

N M S.D. t-value

전공계열

2.166*  인문‧사회 계열 43 96.86 53.095

  이공계열 140 120.00 63.532

주: * p<.05

<표 1-3-22> 전공 계열별 업무량 대비 적정 임금수준

<그림 1-3-3> 전공 계열별 업무량 대비 적정 임금수준

  

라. 근로 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 학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TA/RA, 학내 유급 노동, 외부 

유급 노동 및 시간 강사 활동이 학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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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41.2) (42.8) (26.1) (40.6) (36.4) (32.5) (57.1) (42.7)

상당히 영향을

미침

72 85 75 8 13 2 13 4 30

(25.2) (32.4) (24.5) (34.8) (18.8) (18.2) (32.5) (19.0) (25.6)

매우 영향을

미침

32 28 31 6 13 1 5 2 15

(11.2) (10.7) (10.1) (26.1) (18.8) (9.1) (12.5) (9.5) (12.8)

학

내

유

급

노

동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9 15 10 0 3 3 2 0 8

(4.5) (9.3) (5.0) (0.0) (6.1) (25.0) (7.4) (0.0) (8.0)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5 23 35 2 7 0 1 3 12

(12.5) (14.2) (17.5) (11.1) (14.3) (0.0) (3.7) (15.8) (12.0)

보통
53 53 105 5 22 3 13 9 33

(26.5) (32.7) (52.5) (27.8) (44.9) (25.0) (48.1) (47.4) (33.0)

상당히 영향을

미침

66 48 41 5 12 3 6 4 32

(33.0) (29.6) (20.5) (27.8) (24.5) (25.0) (22.2) (21.1) (32.0)

매우 영향을

미침

47 23 29 6 5 3 5 3 15

(23.5) (14.2) (14.5) (33.3) (10.2) (25.0) (18.5) (15.8) (15.0)

외

부

유

급

노

동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8 14 12 0 2 2 2 0 11

(3.1) (7.1) (4.9) (0.0) (3.7) (12.5) (6.3) (0.0) (9.0)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6 23 29 3 5 0 2 2 9

(6.2) (11.7) (11.7) (10.3) (9.3) (0.0) (6.3) (8.7) (7.4)

보통
55 61 84 8 22 5 14 8 36

(21.2) (31.1) (34.0) (27.6) (40.7) (31.3) (43.8) (34.8) (29.5)

상당히 영향을

미침

102 56 76 11 18 4 8 6 34

(39.4) (28.6) (30.8) (37.9) (33.3) (25.0) (25.0) (26.1) (27.9)

매우 영향을

미침

78 42 46 7 7 5 6 7 32

(30.1) (21.4) (18.6) (24.1) (13.0) (31.3) (18.8) (30.4) (26.2)

시

간

강

사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6 19 13 0 3 3 2 0 13

(10.1) (12.8) (6.5) (0.0) (6.7) (33.3) (8.0) (0.0) (16.0)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15 16 4 2 0 1 1 3

(7.6) (10.1) (8.0) (21.1) (4.4) (0.0) (4.0) (5.6) (3.7)

보통
59 55 97 8 21 1 11 8 35

(37.3) (37.2) (48.5) (42.1) (46.7) (11.1) (44.0) (44.4) (43.2)

상당히 영향을

미침

45 37 40 5 14 4 8 4 17

(28.5) (25.0) (20.0) (26.3) (31.1) (44.4) (32.0) (22.2) (21.0)

매우 영향을

미침

26 22 34 2 5 1 3 5 13

(16.5) (14.9) (17.0) (10.5) (11.1) (11.1) (12.0) (27.8) (16.0)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격차가 거의 없다
31 13 10 4 3 1 2 5 8

(8.5) (3.9) (2.7) (11.4) (2.9) (5.3) (3.9) (13.5) (4.6)

격차가 적은 편이다
57 34 44 5 6 2 8 3 30

(15.7) (10.3) (11.8) (14.3) (5.9) (10.5) (15.7) (8.1) (17.2)

<표 1-3-24> 전공별 단과대 내 지원되는 자원의 경제적 격차 (단위: 명, %)

 
마. 단과대 내 지원되는 자원의 경제적 격차

○ 단과대 내에 지원되는 자원의 경제적 격차에 대해 자연과학, 공학, 의학, 자연과학 협

동과정의 응답자들이 경제적 격차가 큰 편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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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136 107 122 16 32 7 11 19 73

(37.4) (32.4) (32.7) (45.7) (31.4) (36.8) (21.6) (51.4) (42.0)

격차가 큰 편이다
113 134 157 6 47 6 23 5 54

(31.0) (40.6) (42.1) (17.1) (46.1) (31.6) (45.1) (13.5) (31.0)

격차가 매우 심하다
27 42 40 4 14 3 7 5 9

(7.4) (12.7) (10.7) (11.4) (13.7) (15.8) (13.7) (13.5) (5.2)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장학금

증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0.3) 0 (0.0) 1 (0.1) 2 (0.3) 3 (0.2) 0 (0.0)

동의하지 않는다 12 (1.0) 3 (0.9) 9 (1.0) 6 (1.0) 15 (1.1) 0 (0.0)

보통이다 63 (5.5) 28 (8.3) 52 (5.8) 39 (6.7) 78 (5.7) 13 (10.2)

동의한다 370 (32.3) 123 (36.4) 292 (32.3) 201 (34.6) 444 (32.7) 49 (38.6)

매우 동의한다 699 (60.9) 184 (54.4) 550 (60.8) 333 (57.3) 818 (60.2) 65 (51.2)

학비

감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0.8) 1 (0.3) 8 (0.9) 2 (0.3) 10 (0.7) 0 (0.0)

동의하지 않는다 23 (2.0) 6 (1.8) 15 (1.7) 14 (2.4) 27 (2.0) 2 (1.6)

보통이다 120 (10.5) 41 (12.1) 87 (9.6) 74 (12.7) 145 (10.7) 16 (12.6)

동의한다 398 (34.7) 124 (36.7) 313 (34.6) 209 (36.0) 475 (35.0) 47 (37.0)

매우 동의한다 597 (52.0) 166 (49.1) 481 (53.2) 282 (48.5) 701 (51.6) 62 (48.8)

정원

감축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8 (5.1) 16 (4.7) 42 (4.6) 32 (5.5) 67 (4.9) 7 (5.5)

동의하지 않는다 227 (19.8) 75 (22.2) 183 (20.2) 119 (20.5) 279 (20.5) 23 (18.1)

보통이다 278 (24.2) 79 (23.4) 227 (25.1) 130 (22.4) 326 (24.0) 31 (24.4)

동의한다 390 (34.0) 82 (24.3) 293 (32.4) 179 (30.8) 436 (32.1) 36 (28.3)

매우 동의한다 194 (16.9) 86 (25.4) 159 (17.6) 121 (20.8) 250 (18.4) 30 (23.6)

전공별

자원

재분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20 (19.2) 55 (16.3) 142 (15.7) 133 (22.9) 261 (19.2) 14 (11.0)

동의하지 않는다 424 (37.0) 110 (32.5) 317 (35.1) 217 (37.3) 504 (37.1) 30 (23.6)

보통이다 248 (21.6) 84 (24.9) 218 (24.1) 114 (19.6) 300 (22.1) 32 (25.2)

동의한다 182 (15.9) 58 (17.2) 158 (17.5) 82 (14.1) 209 (15.4) 31 (24.4)

매우 동의한다 73 (6.4) 31 (9.2) 69 (7.6) 35 (6.0) 84 (6.2) 20 (15.7)

TA

RA

인력

확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5 (1.3) 9 (2.7) 8 (0.9) 16 (2.8) 22 (1.6) 2 (1.6)

동의하지 않는다 108 (9.4) 29 (8.6) 77 (8.5) 60 (10.3) 130 (9.6) 7 (5.5)

보통이다 376 (32.8) 103 (30.5) 293 (32.4) 186 (32.0) 440 (32.4) 39 (30.7)

동의한다 435 (37.9) 122 (36.1) 348 (38.5) 209 (36.0) 502 (37.0) 55 (43.3)

매우 동의한다 213 (18.6) 75 (22.2) 178 (19.7) 110 (18.9) 264 (19.4) 24 (18.9)

<표 1-3-25> 연령, 학위과정 및 학업형태별 경제적 환경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4. 경제적 환경의 개선방향

○ 경제적 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

에서 장학금 증가, 학비 감면, 정원 감축을 통한 소수 정예 운영, TA/RA 인력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경향은 전공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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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장학금

증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 0 1 0 0 0 0 0 2

(0.0) (0.0) (0.3) (0.0) (0.0) (0.0) (0.0) (0.0) (1.1)

동의하지 않는다
2 2 4 1 0 1 0 0 5

(0.5) (0.6) (1.1) (2.9) (0.0) (5.3) (0.0) (0.0) (2.9)

보통이다
19 24 23 1 6 0 3 3 12

(5.2) (7.3) (6.2) (2.9) (5.9) (0.0) (5.9) (8.1) (6.9)

동의한다
116 99 133 10 29 6 20 18 62

(31.9) (30.0) (35.7) (28.6) (28.4) (31.6) (39.2) (48.6) (35.6)

매우 동의한다
227 205 212 23 67 12 28 16 93

(62.4) (62.1) (56.8) (65.7) (65.7) (63.2) (54.9) (43.2) (53.4)

학비

감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5 2 0 0 1 0 1 0

(0.3) (1.5) (0.5) (0.0) (0.0) (5.3) (0.0) (2.7) (0.0)

동의하지 않는다
7 4 8 0 0 1 0 0 9

(1.9) (1.2) (2.1) (0.0) (0.0) (5.3) (0.0) (0.0) (5.2)

보통이다
39 29 48 4 5 3 7 5 21

(10.7) (8.8) (12.9) (11.4) (4.9) (15.8) (13.7) (13.5) (12.1)

동의한다
127 119 133 7 37 6 19 16 58

(34.9) (36.1) (35.7) (20.0) (36.3) (31.6) (37.3) (43.2) (33.3)

매우 동의한다
190 173 182 24 60 8 25 15 86

(52.2) (52.4) (48.8) (68.6) (58.8) (42.1) (49.0) (40.5) (49.4)

정원

감축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5 20 16 0 4 2 3 1 3

(6.9) (6.1) (4.3) (0.0) (3.9) (10.5) (5.9) (2.7) (1.7)

동의하지 않는다
72 70 89 8 26 1 10 7 19

(19.8) (21.2) (23.9) (22.9) (25.5) (5.3) (19.6) (18.9) (10.9)

보통이다
82 80 82 8 27 6 14 9 49

(22.5) (24.2) (22.0) (22.9) (26.5) (31.6) (27.5) (24.3) (28.2)

동의한다
107 98 131 11 25 8 16 13 63

(29.4) (29.7) (35.1) (31.4) (24.5) (42.1) (31.4) (35.1) (36.2)

매우 동의한다
78 62 55 8 20 2 8 7 40

(21.4) (18.8) (14.7) (22.9) (19.6) (10.5) (15.7) (18.9) (23.0)

전공별

자원

재분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6 66 105 2 20 3 6 4 33

(9.9) (20.0) (28.2) (5.7) (19.6) (15.8) (11.8) (10.8) (19.0)

동의하지 않는다
123 125 154 12 32 2 20 11 55

(33.8) (37.9) (41.3) (34.3) (31.4) (10.5) (39.2) (29.7) (31.6)

보통이다
97 70 67 9 23 6 11 10 39

(26.6) (21.2) (18.0) (25.7) (22.5) (31.6) (21.6) (27.0) (22.4)

동의한다
74 45 37 7 18 6 11 7 35

(20.3) (13.6) (9.9) (20.0) (17.6) (31.6) (21.6) (18.9) (20.1)

매우 동의한다
34 24 10 5 9 2 3 5 12

(9.3) (7.3) (2.7) (14.3) (8.8) (10.5) (5.9) (13.5) (6.9)

TA

RA

인력

확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10 3 0 1 1 0 0 5

(1.1) (3.0) (0.8) (0.0) (1.0) (5.3) (0.0) (0.0) (2.9)

동의하지 않는다
23 33 40 1 15 2 0 3 20

(6.3) (10.0) (10.7) (2.9) (14.7) (10.5) (0.0) (8.1) (11.5)

보통이다
92 118 152 7 28 4 13 10 55

(25.3) (35.8) (40.8) (20.0) (27.5) (21.1) (25.5) (27.0) (31.6)

동의한다
154 107 135 15 35 6 27 17 61

(42.3) (32.4) (36.2) (42.9) (34.3) (31.6) (52.9) (45.9) (35.1)

매우 동의한다
91 62 43 12 23 6 11 7 33

(25.0) (18.8) (11.5) (34.3) (22.5) (31.6) (21.6) (18.9) (19.0)

<표 1-3-26> 전공별 경제적 환경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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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희망

진로

석사 졸업 후 

연구직 취직

53 56 54 4 17 6 7 7 54

(9.0) (10.2) (8.3) (5.9) (11.6) (12.2) (9.0) (14.6) (18.2)

석사 졸업 후 

사무직 취직

45 32 41 9 7 3 7 11 49

(7.7) (5.9) (6.3) (13.2) (4.8) (6.1) (9.0) (22.9) (16.6)

석사 졸업 후 

해외대학원 진학

117 34 36 7 8 7 10 5 44

(20.0) (6.2) (5.6) (10.3) (5.5) (14.3) (12.8) (10.4) (14.9)

박사 졸업 후 

교수 임용

151 127 122 9 49 8 15 10 35

(25.8) (23.2) (18.8) (13.2) (33.6) (16.3) (19.2) (20.8) (11.8)

박사 졸업 후 

연구직 취직

131 180 240 8 41 9 27 4 61

(22.4) (32.9) (37.0) (11.8) (28.1) (18.4) (34.6) (8.3) (20.6)

박사 졸업 후 

사무직 취직

13 59 100 18 1 13 3 0 18

(2.2) (10.8) (15.4) (26.5) (0.7) (26.5) (3.8) (0.0) (6.1)

미정
45 40 37 7 13 3 5 5 20

(7.7) (7.3) (5.7) (10.3) (8.9) (6.1) (6.4) (10.4) (6.8)

졸업하지 않고 

과정 중단

13 7 7 0 1 0 2 0 8

(2.2) (1.3) (1.1) (0.0) (0.7) (0.0) (2.6) (0.0) (2.7)

전문대학원 진학
4 2 4 0 0 0 1 3 2

(0.7) (0.4) (0.6) (0.0) (0.0) (0.0) (1.3) (6.3) (0.7)

기타
14 10 7 6 9 0 1 3 5

(2.4) (1.8) (1.1) (8.8) (6.2) (0.0) (1.3) (6.3) (1.7)

전공

과의

관련

해당 전공에 속함
237 186 205 20 63 7 20 19 61

(65.7) (56.7) (56.0) (57.1) (62.4) (36.8) (41.7) (55.9) (36.1)

전공과 관계 있음
116 130 148 12 36 12 25 15 98

(32.1) (39.6) (40.4) (34.3) (35.6) (63.2) (52.1) (44.1) (58.0)

전공과 관계 없음
6 10 10 2 1 0 1 0 8

(1.7) (3.0) (2.7) (5.7) (1.0) (0.0) (2.1) (0.0) (4.7)

기타
2 2 3 1 1 0 2 0 2

(0.6) (0.6) (0.8) (2.9) (1.0) (0.0) (4.2) (0.0) (1.2)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27> 전공별 희망 진로 및 전공과의 관련 정도 (단위: 명, %)

5. 진로 및 정보 접근성

가. 희망 진로 및 전공과의 관련 정도

○ 전공별로 졸업 후 희망진로를 살펴보면 인문사회 및 의학 계열은 박사 졸업 후 교수 

임용,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은 박사 졸업 후 연구직 취직, 예체능 계열은 박사 졸업 후 

사무직 취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희망 진로와 전공과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전공과 일정 정도 이상 관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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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경제적 어려움 787 (26.3) 217 (25.9) 621 (27.1) 383 (24.9) 927 (26.2) 77 (26.4)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 602 (20.1) 181 (21.6) 489 (21.3) 294 (19.1) 711 (20.1) 72 (24.7)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476 (15.9) 140 (16.7) 346 (15.1) 270 (17.5) 571 (16.1) 45 (15.4)

본인의 학업 및 연구성과 부족 472 (15.8) 145 (17.3) 351 (15.3) 266 (17.3) 568 (16.0) 49 (16.8)

열악한 연구조건 278 (9.3) 64 (7.6) 205 (8.9) 137 (8.9) 319 (9.0) 23 (7.9)

인간관계 301 (10.0) 70 (8.4) 214 (9.3) 157 (10.2) 352 (9.9) 19 (6.5)

딱히 없음 29 (1.0) 8 (1.0) 32 (1.4) 5 (0.3) 35 (1.0) 2 (0.7)

기타 51 (1.7) 12 (1.4) 34 (1.5) 29 (1.9) 58 (1.6) 5 (1.7)

<표 1-3-28> 연령, 학위과정 및 학업형태별 중도 이탈 사유 (단위: 명, %)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경제적 어려움
278 219 232 24 71 15 34 19 112

(28.1) (25.1) (24.6) (28.2) (27.5) (26.3) (26.4) (23.8) (26.7)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

247 168 126 27 47 12 30 22 104

(25.0) (19.2) (13.4) (31.8) (18.2) (21.1) (23.3) (27.5) (24.8)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121 145 188 12 39 9 18 12 72

(12.2) (16.6) (19.9) (14.1) (15.1) (15.8) (14.0) (15.0) (17.1)

본인의 학업 및

연구성과 부족

173 137 167 8 39 10 14 12 57

(17.5) (15.7) (17.7) (9.4) (15.1) (17.5) (10.9) (15.0) (13.6)

열악한 연구조건
78 92 86 4 24 4 17 7 30

(7.9) (10.5) (9.1) (4.7) (9.3) (7.0) (13.2) (8.8) (7.1)

인간관계
77 86 112 7 30 5 15 7 32

(7.8) (9.9) (11.9) (8.2) (11.6) (8.8) (11.6) (8.8) (7.6)

딱히 없음
7 9 12 0 4 0 0 0 5

(0.7) (1.0) (1.3) (0.0) (1.6) (0.0) (0.0) (0.0) (1.2)

기타
7 17 20 3 4 2 1 1 8

(0.7) (1.9) (2.1) (3.5) (1.6) (3.5) (0.8) (1.3) (1.9)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29> 전공별 중도 이탈 사유 (단위: 명, %)

나. 중도 이탈 사유

○ 중도 이탈 사유와 관련하여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전공별로는 예체능 및 전문대학원에서는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을 중도 이탈의 사유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전공 계열에서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중도 이탈의 

사유로 보고 있음 

다. 어려움을 겪은 경험

○ 대학원 재학 중 겪은 어려움으로는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연구, 휴게 및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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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연구, 휴게,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199 149 168 19 52 8 26 24 74

(30.7) (30.5) (30.3) (24.7) (26.4) (21.1) (33.3) (35.3) (28.2)

실험실/연구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해롭다

90 98 130 13 43 4 14 9 35

(13.9) (20.1) (23.4) (16.9) (21.8) (10.5) (17.9) (13.2) (13.4)

실험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

7 29 46 3 9 1 1 4 8

(1.1) (5.9) (8.3) (3.9) (4.6) (2.6) (1.3) (5.9) (3.1)

캠퍼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

28 13 22 4 7 2 2 3 16

(4.3) (2.7) (4.0) (5.2) (3.6) (5.3) (2.6) (4.4) (6.1)

캠퍼스 내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

122 68 64 14 29 9 14 7 44

(18.8) (13.9) (11.5) (18.2) (14.7) (23.7) (17.9) (10.3) (16.8)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힘들다

122 68 64 14 29 9 14 7 44

(18.8) (13.9) (11.5) (18.2) (14.7) (23.7) (17.9) (10.3) (16.8)

보육지원이 부족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

34 23 22 5 13 3 1 5 17

(5.2) (4.7) (4.0) (6.5) (6.6) (7.9) (1.3) (7.4) (6.5)

교육과정이 임의로 

변경된 적이 있다

26 21 21 3 5 2 4 6 13

(4.0) (4.3) (3.8) (3.9) (2.5) (5.3) (5.1) (8.8) (5.0)

기타
21 19 18 2 10 0 2 3 11

(3.2) (3.9) (3.2) (2.6) (5.1) (0.0) (2.6) (4.4) (4.2)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표 1-3-30> 전공별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단위: 명, %)

N (%)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협동

과정a

협동

과정b

전문

대학원c

전문

대학원d

졸업 

평균 

연한

안내받은 적이 없음
103 108 119 10 38 4 24 7 54

(21.1) (24.8) (25.2) (19.6) (29.7) (16.0) (37.5) (15.9) (23.9)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44 38 38 5 8 5 2 7 25

(9.0) (8.7) (8.0) (9.8) (6.3) (20.0) (3.1) (15.9) (11.1)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26 31 30 5 11 1 5 3 20

(5.3) (7.1) (6.3) (9.8) (8.6) (4.0) (7.8) (6.8) (8.8)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

를 찾아보았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51 48 61 6 12 5 5 7 27

(10.4) (11.0) (12.9) (11.8) (9.4) (20.0) (7.8) (15.9) (11.9)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

를 찾아보았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72 61 54 4 28 3 8 6 30

(14.7) (14.0) (11.4) (7.8) (21.9) (12.0) (12.5) (13.6) (13.3)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해 

전해 들었음

186 137 163 20 27 7 18 13 66

(38.0) (31.5) (34.5) (39.2) (21.1) (28.0) (28.1) (29.5) (29.2)

기타
7 12 8 1 4 0 2 1 4

(1.4) (2.8) (1.7) (2.0) (3.1) (0.0) (3.1) (2.3) (1.8)

장학금

일자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173 224 266 25 72 10 31 19 87

(39.2) (61.4) (65.0) (67.6) (64.3) (47.6) (55.4) (51.4) (44.4)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26 16 19 1 4 0 2 4 12

<표 1-3-31> 전공별 정보 접근성 (단위: 명, %)

라. 정보 접근성

○ 졸업평균연한, 장학금 및 일자리, 선배들의 진로 등 정보 접근성에 관한 3개 항목에서 

전공 구분 없이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거나, 학과 구성원의 모임에서 정보를 얻었다

는 응답이 가장 빈번하게 파악됨 



- 50 -

(5.9) (4.4) (4.6) (2.7) (3.6) (0.0) (3.6) (10.8) (6.1)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66 48 57 2 17 1 6 9 47

(15.0) (13.2) (13.9) (5.4) (15.2) (4.8) (10.7) (24.3) (24.0)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169 68 62 8 17 10 17 5 45

(38.3) (18.6) (15.2) (21.6) (15.2) (47.6) (30.4) (13.5) (23.0)

기타
7 9 5 1 2 0 0 0 5

(1.6) (2.5) (1.2) (2.7) (1.8) (0.0) (0.0) (0.0) (2.6)

선배

진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137 141 113 12 56 5 22 9 82

(32.9) (38.1) (27.2) (30.8) (51.9) (25.0) (37.9) (22.0) (42.3)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9 8 14 4 1 1 5 6 11

(2.2) (2.2) (3.4) (10.3) (0.9) (5.0) (8.6) (14.6) (5.7)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11 15 33 0 3 1 4 5 10

(2.6) (4.1) (8.0) (0.0) (2.8) (5.0) (6.9) (12.2) (5.2)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257 199 250 22 46 13 26 21 89

(61.6) (53.8) (60.2) (56.4) (42.6) (65.0) (44.8) (51.2) (45.9)

기타
3 7 5 1 2 0 1 0 2

(0.7) (1.9) (1.2) (2.6) (1.9) (0.0) (1.7) (0.0) (1.0)

주: a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b 협동과정(자연과학, 공학계열); 
c 전문대학원(치의학, 법학, 경영); d 전문대학원(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N (%)

연령 학위 과정 학업 형태

20대 30대+ 석사 박사 전업 비전업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권리보장

지침 마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2 4 3 6 1

(0.4) (0.6) (0.4) (0.5) (0.4) (0.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7 9 21 15 34 2

(2.4) (2.7) (2.3) (2.6) (2.5) (1.6)

보통이다
195 51 158 88 220 26

(17.0) (15.1) (17.5) (15.1) (16.2) (20.5)

동의하는 편이다
502 154 413 243 592 64

(43.8) (45.6) (45.7) (41.8) (43.6) (50.4)

매우 동의한다
418 122  308 232 506 34

(36.4) (36.1) (34.1) (39.9) (37.3) (26.8)

권익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기능

활성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 2 5 5 10 0

(0.7) (0.6) (0.6) (0.9) (0.7) (0.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7 6 12 11 21 2

(1.5) (1.8) (1.3) (1.9) (1.5) (1.6)

보통이다
198 59 165 92 232 25

(17.3) (17.5) (18.3) (15.8) (17.1) (19.7)

동의하는 편이다 554 141 443 252 632 63

<표 1-3-32> 연령, 학위과정 및 학업형태별 생활 및 연구환경의 개선방향 (단위: 명, %)

6. 생활 및 연구환경의 개선 방향

○ 연령, 학위 과정 및 학업 형태를 막론하고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권리보장 지침 마련, 
권익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기능 활성화,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 설치, 대학원생 자치

기구, 학과 및 단과대학별 자치회 구성, 가사 및 육아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모두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음

○ 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거나 존재하는 것만 

아는 정도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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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41.7) (49.0) (43.4) (46.5) (49.6)

매우 동의한다
370 130 279 221 463 37

(32.3) (38.5) (30.9) (38.0) (34.1) (29.1)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

설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5 4 10 13 1

(0.8) (1.5) (0.4) (1.7) (1.0) (0.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0 6 22 14 35 1

(2.6) (1.8) (2.4) (2.4) (2.6) (0.8)

보통이다
236 57 196 97 269 24

(20.6) (16.9) (21.7) (16.7) (19.8) (18.9)

동의하는 편이다
541 157 426 272 634 64

(47.2) (46.4) (47.1) (46.8) (46.7) (50.4)

매우 동의한다
331 113 256 188 407 37

(28.9) (33.4) (28.3) (32.4) (30.0) (29.1)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753 196 611 338 865 84

(65.6) (58.0) (67.6) (58.2) (63.7) (66.1)

존재하는 것만 아는 정도
347 118 257 208 427 38

(30.3) (34.9) (28.4) (35.8) (31.4) (29.9)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일정 이상 관심을 갖고 있음

42 23 31 34 60 5

(3.7) (6.8) (3.4) (5.9) (4.4) (3.9)

기타
5 1 5 1 6 0

(0.4) (0.3) (0.6) (0.2) (0.4) (0.0)

대학원생

자치기구

필요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 4 9 8 16 1

(1.1) (1.2) (1.0) (1.4) (1.2) (0.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4 13 45 22 62 5

(4.7) (3.8) (5.0) (3.8) (4.6) (3.9)

보통이다
243 61 190 114 283 21

(21.2) (18.0) (21.0) (19.6) (20.8) (16.5)

동의하는 편이다
537 159 428 268 628 68

(46.8) (47.0) (47.3) (46.1) (46.2) (53.5)

매우 동의한다
300 101 232 169 369 32

(26.2) (29.9) (25.7) (29.1) (27.2) (25.2)

학과 및

단과대학별

자치회 구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5 4 8 11 18 1

(1.3) (1.2) (0.9) (1.9) (1.3) (0.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77 21 68 30 89 9

(6.7) (6.2) (7.5) (5.2) (6.6) (7.1)

보통이다
344 87 266 165 400 31

(30.0) (25.7) (29.4) (28.4) (29.5) (24.4)

동의하는 편이다
488 147 390 245 575 60

(42.5) (43.5) (43.1) (42.2) (42.3) (47.2)

매우 동의한다
223 79 172 130 276 26

(19.4) (23.4) (19.0) (22.4) (20.3) (20.5)

가사/

육아에 대한

지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3 6 6 11 1

(0.8) (0.9) (0.7) (1.0) (0.8) (0.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7 4 11 10 19 2

(1.5) (1.2) (1.2) (1.7) (1.4) (1.6)

보통이다
139 24 111 52 153 10

(12.1) (7.1) (12.3) (9.0) (11.3) (7.9)

동의하는 편이다
479 125 392 212 550 54

(41.8) (37.0) (43.4) (36.5) (40.5) (42.5)

매우 동의한다
503 182 384 301 625 60

(43.9) (53.8) (42.5) (51.8) (46.0)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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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4

N % N %

성별a 남자 683 50.5

여자 669 49.5

연령
30세 미만 901 66.6 1,150 77.3

30세 이상 450 33.3 338 22.7

소속

대학

인문사회계b 339 25.1 436 29.3

자연과학/공학c 636 47.1 703 47.2

예체능계d 5 0.4 35 2.4

의학계e 123 9.1 103 6.9

전문대학원 (치의학, 의학, 법학, 경영) 80 5.9 37 2.5

전문대학원 (보건, 행정, 국제, 융합과학, 환경) 122 9.0 174 11.7

과정
석사과정 748 55.3 1,207 81.1

박사과정 604 44.7 281 18.9

전체 1,352 100.0 1,488 100.0

주: a 2014년의 경우, 성별이 조사되지 않음 
b 2012년: 인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사범대학원; 2014년: 인문사회계열, 협동과정(인문사회) 
c 2012년: 자연과학대학원, 공과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원; 2014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협동과정

(자연과학/공학) 
d 2012년: 미술대학원, 음악대학원; 2014년: 예체능계열
e 2012년: 간호대학원, 수의과대학원, 의학대학원; 2014년: 의학계열.

<표 1-4-1> 응답자 특성,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2012 2014

N % N %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a

매우 열약하다 48 3.6 78 5.3

열악한 편이다 349 25.8 306 20.6

보통이다 725 48.8

좋은 편이다 908 67.2 353 23.8

매우 좋다 47 3.5 23 1.5

자신의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61 4.5 58 4.0

<표 1-4-2> 학내 인권 상황,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Ⅳ. 2012년 인권 실태 조사와의 비교

1. 응답자 특성

2. 학내 인권 상황 비교

○ 서울대학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26%가 매우 열악하거

나 열악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약 25%의 응답자들이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

함. 2014년의 조사 항목에 ‘보통이다’(48.8%)의 선택이 가능하여 2012년과의 단순비교는 

불가능함

○ 학내에서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는 정도에 대해 72.8%의 응답자들이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7.3%의 대학원생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는 2012년의 조

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대학원생들이 체감하는 인권의 보장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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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정도

보당받지 못하는 편이다 293 21.7 341 23.3

보장받는 편이다 903 66.8 988 67.5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95 7.0 77 5.3
주: a 2012년의 경우 해당 문항이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의 4점 척

도로 측정되어 있음

2012 2014

N % N %

특정 성별 비하 267 19.7 49 3.3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194 14.3 31 2.1

성소수자 비하 149 11.0 16 1.1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 강요 260 19.2 38 2.6

불쾌한 신체접촉 88 6.5 24 1.6

성폭행 2 0.1 1 0.1

<표 1-4-3> 교수와의 관계에서 성희롱/성폭행,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2012 2014

N % N %

성역할 강요 246 18.2 112 7.5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 255 18.9 24 1.6

음주 강요 244 18.0 65 4.4

강제집합, 행사동원 380 28.1 37 2.5

<표 1-4-4> 교수와의 관계에서 폭력,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3. 교수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 상황 비교

○ 교수와의 관계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대학원생들의 인

권 상황이 다소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 교수와의 관계에서 성희롱/성폭력

○ 성희롱,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 비하, 언어적 성희롱 및 음담패설, 성소수

자 비하,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 강요, 불쾌한 신체접촉 및 성폭행 등 6개 항목에서 이를 

경험한 대학원생의 비율이 2012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 확인됨

나. 교수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폭력

○ 넓은 의미의 폭력과 관련해서도 성역할 강요,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 음주 강요, 강제

집합 및 행사동원, 동의 없는 신상정보 공개, 구타 및 위협, 두발, 복장 등의 자유 침해 

등 7개 항목에서는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인권상황이 보다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넓은 의미의 폭력의 세부 항목 중 교수와의 관계에서 왕따를 경험했다는 응답에

서는 2012년(3.3%)에 비해 2014년(3.8%)에서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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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45 3.3 56 3.8

동의 없는 신상정보 공개 140 10.4 4 0.3

구타, 위협 33 2.4 16 1.1

두발, 복장 등의 자유 침해 125 9.2 6 0.4

2012 2014

N % N %

출신학교를 이유로 166 12.3 76 5.1

소속 또는 출신학과를 이유로 123 9.1 55 3.7

장애를 이유로 3 0.2 2 0.1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a 10 0.7

출신지역을 이유로 31 2.3 10 0.7

나이를 이유로 97 7.2 29 1.9

성별을 이유로 134 9.9 45 3.0

외모를 이유로 45 3.3 16 1.1

사상, 정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73 5.4 23 1.5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10 0.7 4 0.3
주: a 2014년의 경우 해당 문항이 조사되지 않음

<표 1-4-5> 교수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차별,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2012 2014

N % N %

지나치게 준비되지 않은 수업 562 41.6 202 13.6

교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시간 변경 362 26.8 117 7.9

졸업 논문을 빌미로 물질적 대가 제공 강요 29 2.1 7 0.5

졸업 논문을 빌미로 성적 접촉 강요 5 0.4 1 0.1

부실한 논문지도 203 15.0 95 6.4

특정 수업 수강 제한 232 17.2 90 6.0

<표 1-4-6> 교수와의 관계에서 교육/연구 상의 권한 남용,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다. 교수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차별

○ 교수와의 관계에서 겪은 넓은 의미의 차별 경험과 관련된 9개 항목 모두에서 2012년에 

비해 2014년도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항목 중에서 출신국

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은 2014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라. 교수와의 관계에서 교육/연구 상의 권한 남용 및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 교수와의 교육/연구 상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9개 항목 모두에서 2012년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인권상황이 보다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항목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요약하자면, 2012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4년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은 교수와

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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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논문작성, 연구 대신 수행 118 8.7 55 3.7

업무로 인한 수업 불참 249 18.4 107 7.2

직간접적으로 선물, 접대 제공 강요 120 8.9 30 2.0

2012 2014

N % N %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함 376 27.8 184 12.4

교수 개인 목적을 위한 연구비 유용 지시 142 10.5 57 3.8

과도한 업무 440 32.5 216 14.5

부적절한 업무 지시 244 18.0 79 5.3

<표 1-4-7> 교수와의 관계에서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2012 2014

N % N %

특정 성별 비하 277 20.5 26 1.7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296 21.9 37 2.5

성소수자 비하 203 15.0 13 0.9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 강요a 249 18.4

불쾌한 신체접촉 96 7.1 24 1.6

성폭행 5 0.4 1 0.1
주: a 2014년의 경우 해당 문항이 조사되지 않음

<표 1-4-8>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성희롱/성폭행,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2012 2014

N % N %

성역할 강요 264 19.5 21 1.4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 218 16.1 60 4.0

음주 강요 264 19.5 37 2.5

강제집합, 행사동원 232 17.2 33 2.2

왕따 76 5.6 23 1.5

동의 없는 신상정보 공개 65 4.8 12 0.8

구타, 위협 38 2.8 8 0.5

<표 1-4-9>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폭력,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4.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 상황 비교

○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대학

원생들의 인권 상황이 2012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성희롱, 성폭행 관련된 6개 문항 모두에서 2012년 보다 적은 비율로 해당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폭력(8개 문항), 넓은 의미의 차별(10개 문항) 및 교육/연구상 횡포(5개 

문항) 등 모든 응답 범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요약하자면,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동료 및 선후배 관계에서의 인권문제가 더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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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복장 등의 자유 침해 73 5.4 16 1.1

2012 2014

N % N %

출신학교를 이유로 153 11.3 54 3.6

소속 또는 출신학과를 이유로 102 7.5 40 2.7

장애를 이유로 7 0.5 1 0.1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11 0.8 5 0.3

출신지역을 이유로 39 2.9 11 0.7

나이를 이유로 126 9.3 52 3.5

성별을 이유로 93 6.9 28 1.9

외모를 이유로 58 4.3 13 0.9

사상, 정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63 4.7 16 1.1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12 0.9 4 0.3

<표 1-4-10>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넓은 의미의 차별,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2012 2014

N % N %

연구에 필요한 자원 접근 제한 113 8.4 42 2.8

특정 수업 수강 제한 89 6.6 34 2.3

선배/동료의 논문 작성, 연구 대신 수행 99 7.3 45 3.0

업무로 인한 수업 불참 128 9.5 46 3.1

부적절한 개인 업무 지시 150 11.1 74 5.0

<표 1-4-11>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교육/연구 상 횡포,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2012 2014

N % N %

연구, 휴게,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800 59.2 719 48.3

실험실/연구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해롭다 464 34.3 436 29.3

실험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 156 11.5 108 7.3

<표 1-4-12> 어려움을 겪은 경험, 2012년 및 2014년 (단위: 명, %)

  

5. 기타 어려움을 겪은 경험 비교

○ 기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2012년에 비

해 2014년의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어렵다’의 문항에 2012년에는 48.2%의 응답

자들이 이에 응답한 반면, 2014년에는 49.0%의 응답자들이 이에 응답하여 0.8%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조사결과는 효과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 본 보고서의 내용

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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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나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 176 13.0 97 6.5

캠퍼스 내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 616 45.6 371 24.9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힘들다 651 48.2 729 49.0

보육지원이 부족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 138 10.2 123 8.3

교육과정이 임의로 변경된 적이 있다 130 9.6 101 6.8

기타 182 13.5 8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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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

1. 조사의 한계

가. 설문지 내용 및 구성의 한계

○ 조사하고자 하는 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음

○ 설문 문항의 배치

 - 2012년 실태조사는 인권 실태 및 인권 문제와 관련된 문항만을 조사함

 - 2014년 실태조사의 경우 전반부에 경제 상황, 장학금, 근로 소득 등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항이 배치되어 있으며, 후반부에 인권 실태 및 인권 문제와 관련된 

문항이 배치되어 있음

 - 설문지 상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내용의 예시가 인권문제 유형을 분류하는 용어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인권문제를 실제상황에 보다 적합하게 서술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설문결과 분석시의 유형분류와 부록2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가안)에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

 - 인권문제 경험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

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다양한 예시문항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응답인지를 구분

할 수 없어 결과 분석에서 제외함

 -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문항이 거듭될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따라서 2012년과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인권 실태 및 인권 문제 관련 문항에서 응답률

이 낮은 한계가 나타남 

나. 설문 문항에서의 한계

○ 2014년 조사에서는 성별이 조사되지 않아 남/녀의 차이에 의한 인권 실태 인식 및 인

권문제상황 경험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음

○ 인권문제상황 경험과 관련하여 2012년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4년 조사에 추

가된 항목들이 존재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 대부분의 문항이 ‘보통이다’의 응답지를 포함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응답이 중간의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발견됨

다. 조사 방법의 한계

○ 2012년과 2014년 조사는 최대한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대학원생들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한 후, 이에 회신한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인터넷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전자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은 대학

원생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전자메일에 회신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원생들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전체

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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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인문대 303 98 205 194 75 119 497 

사회대 400 167 233 141 61 80 541 

자연대 584 378 206 369 269 100 953 

간호대 93 3 90 45 1 44 138 

경영대 187 83 104 38 17 21 225 

공과대 1,535 1,222 313 851 742 109 2,386 

농생대 376 174 202 182 120 62 558 

미술대 132 28 104 43 15 28 175 

법과대 239 132 107 137 89 48 376 

사범대 540 177 363 245 85 160 785 

생활대 131 15 116 56 8 48 187 

수의대 83 40 43 33 17 16 116 

약학대 171 72 99 82 39 43 253 

음악대 87 23 64 57 10 47 144 

의과대 502 251 251 342 185 157 844 

치과대 68 29 39 184 106 78 252 

보건대학원 199 51 148 56 13 43 255 

2. 보완점

가. 설문지 구성의 수정을 통한 문항별 응답률 제고

○ 인권실태 및 인권문제상황 경험에 대한 문항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대학원 생활에서의 

경험 및 인식에 관한 문항을 후반부에 배치하여 연도별 비교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

음

○ 설문 문항을 간소화해 항목 결측값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상의 보완점을 반영한 결과는 ‘[부록2] 2016년 서울대학교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에
서 확인할 수 있음

나. 조사 방법의 변화를 통해 응답률 및 대표성 보완

○ 전자메일을 통한 인터넷조사는 최대한의 사례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층화표본추출 및 집락표본추출 등 확률적 표집 방법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대학

원생의 구성과 유사한 표본을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음

 ※ 조사 표본의 구성 – 「2013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를 활용한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

출 사례

   1) 모집단(population)인 서울대학교 전체 대학원생 수를 각 단과대학 및 학위과정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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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475 289 186 57 19 38 532 

환경대학원 173 71 102 66 32 34 239 

국제대학원 255 67 188 12 4 8 267 

치의학대학원 352 235 117 2 1 1 354 

경영전문대학원 271 224 47 0 271 

의학대학원 270 132 138 4 2 2 274 

법학전문대학원 444 231 213 18 16 2 462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33 78 55 69 53 16 202 

합계 8,003 4,270 3,733 3,283 1,979 1,304 11,286 

단과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수 집락 수 학생 수 집락 수

인문대 303 1 194 1

사회대 400 1 141 1

자연대 584 2 369 1

간호대 93 1 45 1

경영대 187 1 38 1

공과대 1,535 5 851 3

농생대 376 1 182 1

미술대 132 1 43 1

법과대 239 1 137 1

사범대 540 2 245 1

생활대 131 1 56 1

수의대 83 1 33 1

약학대 171 1 82 1

음악대 87 1 57 1

의과대 502 2 342 1

치과대 68 1 184 1

보건대학원 199 1 56 1

행정대학원 475 2 57 1

환경대학원 173 1 66 1

국제대학원 255 1 12 1

치의학대학원 352 1 2 1

경영전문대학원 271 1 0 0

의학대학원 270 1 4 1

법학전문대학원 444 1 18 1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33 1 69 1

합계 8,003 31 3,283 25

단과대학 전공 및 과정 인원 수 목표 표본 수 조사 표본 수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 ‘ ‘

국사학과 (박사) ‘ ‘ ‘

사회대
사회학과 (석사) ‘ ‘ ‘

인류학과 (박사) ‘ ‘ ‘

   2) 모집단인 전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단과대학 및 학위 과정을 기준으로 층화한 

후, 층화표집(stratified sample) 을 통해 1차 표본 선정

   3) 특정 전공의 학위과정을 최종 집락(cluster)으로 하여 무작위추출을 통해 최종 조사 

표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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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

수리과학부 (석사) ‘ ‘ ‘

통계학과 (석사) ‘ ‘ ‘

지구환경과학부 (박사) ‘ ‘ ‘

간호대
간호학과 (석사) ‘ ‘ ‘

간호학과 (석사) ‘ ‘ ‘

경영대
경영학과 (석사) 187 20 ‘

경영학과 (박사) 38 20 ‘

공과대

재료공학부 (석사) ‘ ‘ ‘

컴퓨터공학부 (석사) ‘ ‘ ‘

산업공학과 (석사) ‘ ‘ ‘

원자핵공학과 (석사) ‘ ‘ ‘

건축학과 (석사) ‘ ‘ ‘

조선해양공학과 (박사) ‘ ‘ ‘

원자핵공학과 (박사) ‘ ‘ ‘

재료공학부 (박사) ‘ ‘ ‘

농생대
산림과학부 (석사) ‘ ‘ ‘

응용생물화학부 (박사) ‘ ‘ ‘

미술대
조소과 (석사) ‘ ‘ ‘

서양화과 (박사) ‘ ‘ ‘

법과대
법학과 (석사) 239 20 ‘

법학과 (박사) 137 20 ‘

사범대

교육학과 (석사) ‘ ‘ ‘

영어교육과 (석사) ‘ ‘ ‘

화학교육과 (박사) ‘ ‘ ‘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석사) ‘ ‘ ‘

의류학과 (박사) ‘ ‘ ‘

수의대
수의예과 (석사) ‘ ‘ ‘

수의학과 (박사) ‘ ‘ ‘

약학대
제약학과 (석사) ‘ ‘ ‘

약학과 (박사) ‘ ‘ ‘

음악대
성악과 (석사) ‘ ‘ ‘

기악과 (박사) ‘ ‘ ‘

의과대

의예과 (석사) ‘ ‘ ‘

의학과 (석사) ‘ ‘ ‘

의학과 (박사) ‘ ‘ ‘

치과대
치의학과 (석사) ‘ ‘ ‘

치의학과 (박사) ‘ ‘ ‘

보건대학원
석사 과정 199 20 ‘

박사 과정 56 20 ‘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 475 20 ‘

박사 과정 57 20 ‘

환경대학원
석사 과정 173 20 ‘

박사 과정 66 20 ‘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 255 20 ‘

박사 과정 12 12 ‘

치의학대학원
석사 과정 352 20 ‘

박사 과정 2 2 ‘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과정 271 20 ‘

의학대학원
석사 과정 270 20 ‘

박사 과정 4 4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 444 20 ‘

박사 과정 18 18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 과정 13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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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과정 69 20 ‘

합계 ‘ ‘ ‘

구분 항목
2012

(1차)

2014

(2차)

2016

(3차)

학내 

인권상황

학내 

인권상황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 ●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는 정도 ● ● ●

인권문제 

경험

인권문제상

황

(교수)

인권문제상황 경험 ● ● ●

성희롱, 성폭력 ● ● ●

폭력 ● ● ●

넓은 의미의 차별 ● ● ●

권한 남용 ● ● ●

   * 「서울대학교 통계연보」는 단과대학 및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별 인원수는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학과 혹은 세부 전공별 학생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서울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중에 패널을 구축하여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인권 실태 및 인권문제상황 경험의 시계열적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조사 표본의 구성 – 조사 패널의 구축을 통한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

태조사(가칭)」 설계

   - 조사 목적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의 학내 인권상황 인식에 대한 변화를 추적 조사

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인권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개선 

도모 

   - 자료 구성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 수료생 및 연구

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인터넷으로 조사

     ․ 2012년 조사(1차년도) 및 2014년 조사(2차년도)의 경우, 단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결과를 파악하는 횡단조사의 형태로 설계됨 

     ․ 2014년 조사(2차년도) 응답자 중 2016년 조사(3차년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

생 중 패널을 구축, 2년 후 1회에 한하여 추적조사하는 별도의 단기패널조사로 조사 

설계 변경

   - 조사 내용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1차 조사(2012년)의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의 학내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항목 구성

     ‧ 2차 조사(2014)의 설문지는 서울대학교의 학내 인권 상황에 더해 응답자의 전반적

인 경제상황, 근로소득,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포함함

     ‧ 2차 조사(2014)의 설문지는 서울대학교의 학내 인권 상황에 더해 응답자의 전반적

인 경제상황, 근로소득,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포함함

     ‧ 3차 조사(2016)의 경우에는 기존 조사에 포함된 서울대학교 학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항과 더불어 2차 조사의 문항 중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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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 ● ●

인권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 ● ●

인권문제상

황

(동료 및 

선후배)

인권문제상황 경험 ● ● ●

성희롱, 성폭력 ● ● ●

폭력 ● ● ●

넓은 의미의 차별 ● ● ●

교육, 연구 상의 횡포 ● ● ●

인권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 ● ●

당사자에게

문제제기

당사자에게 문제제기 못한 이유 ● ● ●

당사자에게 문제제기한 결과 ● ● ●

전반적 

경제 상황

등록금 액수 및 마련 경로 ● ●

부양가족 및 기타 생활비, 마련 경로 ● ●

경제적 어려움 ● ●

장학금

장학금 수혜 여부 ● ●

수혜받는 장학금 특성 ● ●

만족도 및 이유 ● ●

근로소득

근로소득 유무 ● ●

전공 내 업무 정원 ● ●

담당 업무의 특성 및 근로조건 ● ●

담당 업무의 학업 방해 정도 ● ●

경제적 환경 

개선방향

단과대별 자원의 경제적 격차 ●

경제적 환경의 개선방향 ●

장학금 증가에 대한 인식 ●

학비 감면에 대한 인식 ●

정원 감축에 대한 인식 ●

전공별 경제적 겸차 감소 필요성 ●

TA/RA 인력 확대 ●

건강 상태

신체적 건강 상태 ●

학내 보건소 이용 및 혜택 인지 ●

정신적 건강 상태 ●

정신적 건강 관련 상담서비스 경험 ●

진로 및 

접보 접근성

졸업 후 희망진로 및 전공과의 연계 ● ●

중도이탈 사유 ● ●

경험한 어려움 ● ●

졸업 평균 연한에 관한 안내 ● ●

장학금 및 교내 일자리에 관한 안내 ● ●

선배들의 진로에 관한 안내 ● ●

생활 및 

연구 환경의

개선방향

대학원생 권리장전 마련 ●

권익 고충처리 전담기능 활성화 ●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 마련 ●

대학원생 총협의회 존재 인식 ●

대학원생 자치기구 필요성 ●

학과/단과대학별 자치회 구성 ●

가사/육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 이상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인터넷조사에 비해 시간, 비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 적용

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

3. 조사의 의의 및 정례적 조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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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는 다소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넓은 설

문조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상황 경험 및 어려움에 대

해 논의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또한 2012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과거 인권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

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활용도를 예상할 수 있음

○ 단년의 조사 결과로는 인권 실태의 파악이 힘들 뿐 만이 아니라, 개선 혹은 악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움

○ 단년의 조사 결과로는 인권 실태의 파악이 힘들 뿐 만이 아니라, 개선 혹은 악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실태

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요구되며, 특히 2년 주기의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가 정례

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 대학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학 간 비교, 혹은 국가 간 비교 연구 

연구 역시 진행될 필요가 있음

4. 소결

대학원생의 인권실태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대학신문은 2012년 각기 사적노동

의 강요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 직접적인 인권문제상황 상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설문조사를 위하여 대학신문과 인권센터가 의견을 교환하며 

작성한 설문지에는, 경제적 실태 및 소위 Training Labor, 교육을 과정 중의 작업임을 이유로 

대가를 적게 받는 노동과 관련한 질문들이 추가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 인간의 권리

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더불어 경제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연구와 교

육과정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질문들이 근로

기준법 상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의 최종분석 및 

평가를 보면, 현황파악과 더불어 보다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목소리들이 많은 응답 속에 들어 있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응답들에 근거하여, 크게 네 가지 범주의 제도개선안을 토론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그 후 연구팀 간 추가적인 논의

를 통하여 제도개선안을 수정하였다. 이를 다음 장부터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이미 

학내 규정과 외부 법령의 개정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도 있다. 
대학원생이 그 속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제도 및 환경의 여러 부분들은 단지 기존의 

‘틀’로 머무르기보다 더욱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들이 공백상태로 존재

할 때 실제 대학원생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개개인의 인식과 사회전체

의 위기의식이 축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인 개인의 고민들을 외부 환경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지식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아 나가는 작업은 실태조사 이외에도 여

러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2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제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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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부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인권실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면, 2부 ‘서울대학교 대

학원 제도개선안’에서는 대학원생들이 겪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완화 및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장 대학원생 기본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는 대학원생의 기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표준지침, 인권가이드라인, 권리장전 등을 제시한다. 이때 기본권

은 단순히 대학원생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연구

교육환경이란 대학원생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재

생산과정 및 고등지식생산과정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연구와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비제도적 환경의 총체를 의미한다. 연구교육환경이 정상적으로 조성되

어 있지 않을 때 대학원생은 제도적인 보살핌 바깥으로 내팽개쳐져 개인적인 역량에 의지해

서만 자신의 학업연구를 지속하도록 강요받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체 지식생산 및 고등교

육재생산과정의 기능부전으로 이어진다. 본고에서는 대학원생의 다양한 인권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을 분류하여 경제적 여건과 연구환경을 교육권 및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범주로 선정하고, 이를 연구교육환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했다.
  경제적 여건의 경우 대학원생의 경제적 삶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가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받기 쉬운 한국사회의 조건상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물질적 생존을 영

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이 화폐교환시장에 전면적으로 편입된 오늘날의 한국사회

에서 대학원생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학원생은 한 학기 간 학업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를 지불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시민의 생존을 영위하

기 위한 공적 지원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대학원생은 이 비용 중 상당

수를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며, 이는 장학금 혹은 가족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교내근무 혹은 교외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

다. 결과적으로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많을수록 근무 및 노동시간은 상승하며, 이

에 반비례하여 학업 및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락한다. 이처럼 연구환경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학원생의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는 대학원 

제도개선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질문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는 경제적 여건을 개인의 역량 및 윤리적 문제로 치부하는 구조맹(構造盲)적 시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원생의 경제적 여건을 세 가지 기준에서 파악한다. 먼저 대학원생 

최소생활비 조사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도서구입 등 기타 학업관련 비용

이 얼마나 요구되는가를 다룬다. 본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비용이 각자의 경제력 및 기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면, 해당 항목에서는 각 전공 당 정상적인 학업연구

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생활비를 산정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최소생활

비에서 평균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액수가 대학원생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평균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상의 양 및 제도개선과의 연관이라는 문

제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조사가 실행되었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설문범위를 넓히고 조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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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시간적 축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될 때 본격적으로 장학금 현실화 및 조교근무수당과의 

연계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근무조건 항목에서는 현재 임금의 적절도, 근무시간

의 자의적 연장가능성과 함께 교수-학생 간 권력이 개입되는 사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등을 다루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상세하게 문서화된 근무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다룬 근무계약 실태에 대한 조사로 이어진다. 명확한 조건

이 상호간에 인지되어 문서화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현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무조

건 항목에서 다룬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연구환경 항목에서는 대학원생이 학업연구를 불필요한 장애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공간이 제공되고 있는지, 시설의 안전성은 어떠한지, 휴게공간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지 등을 다룬다. 교육권 항목은 대학원생 지도형태를 분류하고 명확한 논문지도지침 마련 

및 준수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경제적 여건과 연구환경 및 교육권 관련 실태조사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에 대해 곧바로 실

현가능한 대안으로 본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당국이 학업/연구/근무에 관한 지침, 인권가이드

라인, 대학원생 권리장전 등과 같이 반(半) 제도적 성격을 지닌 규범안을 마련하고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학업/연구/근무에 관한 표준지침의 가안 2건을 제시하며, 서울대

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시안 및 국내외 타 대학에서 이미 반포된 대학원생 권리장전 사례들을 

소개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규범의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아쉬움이 표명될 수 있

겠으나, 장기적으로 규범들이 법적인 처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행정적·문화적 표준

으로 자리잡아갈 가능성에 주목하기를 권한다.

  2부 2장에서 4장까지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소개한다. 정보공개 및 전달문제를 다룬 

2장에서는 대학원생의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제도적 지원 및 진로 정보)가 실제로 대

학원생들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다룬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평균

적인 정보접근성은 상대적인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낮은 편이다. 수많

은 학과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바꿔 말해 이미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보접근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3장에서는 교수-학생 간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고충처리시스템으로 단과

대별 조정위원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경우 

주어진 인력이 전체 대학원의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갈등상황이 공식적인 절차

로 넘어가기 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기구가 요구된다. 본 보고

서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조정위원/옴부즈퍼슨 제도를 주목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 제

도 도입을 위한 가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기타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다. 대학원생을 위한 TA/RA직의 확충, 대학원생의 

거버넌스 참여 기회의 점진적인 확대, 수료생 관련규정 개선, 심각한 인권문제상황을 일으킨 

구성원의 징계사유시효 연장, 대학원 중도이탈현황 실태조사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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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81 5.4

만족하는 편이다 173 11.6

보통이다 143 9.6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12 7.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47 3.2

비해당 및 무응답 932 62.6

만족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음 197 57.6

정원이 적어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움 79 23.1

선정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음 12 3.5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36 10.5

기타 18 5.3

<표 2-1-1> 장학금 만족도 및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Ⅱ. 대학원생 기본권 실태 및 개선방안

 

  1. 경제적 여건

         
   가. 최소생활비

    
     1) 2014 설문조사와 사전 인터뷰 조사 

  본 연구팀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최소생활비용 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식비 해결, 생

필품 조달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금과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월 65만

원을 요한다.8) 2014년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0%가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대학원생이 최소한의 생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제외하고 매월 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9) 그러나 현재의 장학제도는 이와 같은 수요를 대체로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응답자의 38.6%, 받고 

있는 장학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학생은 17.7%에 불과하다. 장학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 주로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해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액수가 

부족하며 장학금 정원 자체가 적어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기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점했

다.10)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장학금을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을 획득하

는 응답자가 53.5%에 달한다는 사실은 필연적이다. 이중에서 TA/RA 등 학내에서 업무를 하

는 경우 근로기간 및 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따른다고 응답한 학생은 소수로, 

8) 8월-9월 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여 자료 정리.

9) 설문조사 1번 문항

10) 2014년 서울대 인권실태 조사의 응답자들 중 37% 정도만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표2-6a>) 

장학금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액수가 적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2-8b>). 실제로 등록금 마련 경로(<표1-3>) 및 등록금을 제외하고 생활 및 학업에 소모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경로(<표1-6>)에 대한 문항에서 장학금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각각 17%, 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실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장학금 지원현황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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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생활비

월 20만원 미만 32 2.5

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68 5.3

월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60 12.4

월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6 16.0

월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211 16.4

월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13 8.8

월 7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407 31.6

월 110만원 이상 91 7.1

최소 

생활비

월 30만원 미만 18 1.4

월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43 11.1

월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40 18.6

월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397 30.8

월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490 38.0

<표 2-1-2a>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월 생활비 및 최소 생활비 규모 (단위: 명, %)

N %

생활비

월 30만원 미만 5 2.5

월 30만원 이상 50만원 5 2.5

월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8 4.0

월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16 8.0

월 9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26 13.0

월 11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5 22.5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3 21.5

월 200만원 이상 52 26.0

최소 

생활비

월 100만원 미만 7 3.5

월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29 14.5

월 13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42 21.0

월 160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 42 21.0

월 190만원 이상 80 40.0

<표 2-1-2b>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생활비 및 최소 생활비 규모 (단위: 명, %)

N %

주거
월 19만원 183 12.3

20-30만원 300 20.2

<표 2-1-3> 주거비용 및 학업 관련 비용 (단위: 명, %)

학내근로 대학원생 중 71,6%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11) 이는 높은 

업무강도와 이에 수반하는 학업연구시간의 박탈을 초래한다.

     2) 최소생활비 인터뷰 조사 및 대학원생 인권실태 설문 조사 비교

       가)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1488명 응답)
 
월 생활비 및 최소 생활비 규모 

 주거비용 및 학업 관련 비용

11) 설문조사 3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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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30-40만원 165 11.1

40-50만원 140 9.4

50-60만원 74 5.0

60만원 이상 93 6.3

주거비 지출 없음 533 35.8

학업

관련

비용

월 10만원 미만 854 57.4

10-20만원 423 28.4

20-30만원 107 7.2

30-40만원 40 2.7

40-50만원 21 1.4

50만원 이상 43 2.9

단과대 및 

학과지원

제반 비용 지원 없음 1140 76.6

청구식으로 지불 195 13.1

월정액 지급 89 6.0

기타 및 무응답 64 4.3

N %

장학금 178 8.1

교내 임금 866 39.5

교외에서 받는 임금 415 18.9

부모님, 배우자 등의 지원 607 27.7

대출 69 3.1

기타 58 2.6

<표 2-1-4> 등록금 제외 제반 비용 마련 경로 (단위: 명, %)

N %

경제적

어려움

의식주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92 6.2

기초생활은 가능하나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355 23.9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나 연구 제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97 6.5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369 24.8

학업과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 보험을 준비할 여력은 없다 480 32.3

학업과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95 6.4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그렇다 528 35.5

그렇지 않다 888 59.7

무응답 72 4.8

<표 2-1-5> 경제적 어려움 (단위: 명, %)

   등록금 제외 제반 비용 마련 경로 (복수응답)

  경제적 어려움

      나) 인권센터 연구팀 주관 서울대 대학원생 최소생활비 인터뷰 조사

        (1) 조사목적 및 방법

  본 조사는 대학원생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대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 

37인을 대상으로 2014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각자가 체감하는 월/연 최소생활비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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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전공에 따른 등록금 및 도서/연구비 지출(월 지출로 계산)

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는 전공, 과정, 주거형태, 성별, 혼인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으

며, 만원 단위로 조사한 각종 비용에 대한 항목과 각각의 계산방식은 아래 <표-인터뷰조사>
와 같다.

주거비
기숙사비 혹은 월세(관리비 포함). 부모 자택에서 통학하는 자는 0 원으로 
간주

식비 교내와 대학가 식당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공급

교통/통신 장거리 여행을 배제한 통학, 부업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비용

도서/연구 학업와 연구를 위해 사비에서 지출되는 금액(프로젝트 연구비 제외)

등록금 학부/학과 별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연간 등록금을 월 단위로 계산

인간관계 정상적인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의복/생필
품

각종 사치품을 제외하고 학생의 품위와 위생 유지에 소모되는 비용

병원/보험 결혼, 육아, 노후 등의 준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목적

가족부양 기혼자에서 발생하는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비용

<표 2-1-6> 인터뷰 조사 항목

        (2) 전공에 따른 등록금 및 연구비용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료생을 제외한 석박사 과정 중 주거 및 생활비용을 제

외하고 오직 학업만을 위해 필요한 지출은 전공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인문사회학 

계열의 단과대학 소속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은 월 53만원, 도서/연구비는 8만원으로 매월 

61만원이 필요했다.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학생들은 등록금이 더 높은 대신 연구실 설비

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구를 위한 사비 지출액이 적었다. 표준편차는 모두 1만원 이내로 

개인에 따른 지출 패턴의 차이가 크지 않고 어떤 전공에 속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여타 일반대학원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최소생활비

용 산정은 일반대학원 중심으로 계산했다). 종합하면 인문사회학과 이공학을 막론하고 오직 

학업만을 위해 매월 60만 원 이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최소한 이공대학의 평균등록금인 

월 64만 원 이상이 수입이 보장되어야만 대학원생의 정상적인 학업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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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형태 별 주거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주거형태는 기숙사, 자취(독신), 자취(기혼), 통학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그림2-1-2). 평균적으로 기숙사생은 월 24만원, 월세나 고시원 등에

서 혼자 사는 학생은 37만원을 주거비용으로 소모하며, 표준편차는 두 경우 모두 1만원 이

내의 범위로 응답자의 주거비가 비교적 균일한 편이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

할 추가공간이 필요한 기혼자는 평균적으로 월 46만원을 필요로 했다. 현재 기숙사 공급량

의 부족으로 학교 인근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위해서는 주거비로 월 37만 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1-2>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주거형태 별 비용

        (4) 기타 공통 생활비용

  표1에서 명시한 엄격한 최소기준에 따라 식비와 교통/통신비 등 각종 부가비용에 대한 월 

지출을 계산하였다. 식비는 매 끼니를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생식당의 한 끼 금액인) 3천원 

내외에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비탄력적인 지출항목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교통/통신, 인적 교류, 건강 및 위생 유지 등에 각각 10만원 내외가 필요했다. 결

론적으로 소속 단과대학이나 주거형태, 수료 여부 등에 무관하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은 

공통적으로 생명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를 위하여 매월 약 총 65만원을 필요로 한다.

        (5) 대학원생의 단계별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청사진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최소생활비용을 등록금, 주거비, 기타생활비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당 총 166만원에 달하는 월간생활비를 단번에 전원에게 

보장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순차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 중 등록금이나 주거비는 감면이

나 면제, 기숙사 거주로로 해결될 수 있는 항목이며, 식사와 생필품 등에서 매달 발생하는 

65만원의 생활비는 직접적인 화폐소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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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소생활비 보장과 업무를 통한 소득의 연계 

  대학원생의 불필요한 노동을 경감시키고 보다 연구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앞서 조사한 최소생활비 혹은 그에 준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기숙사를 확

충하는 한편 기숙사 입주금을 대폭 낮추어 대학원생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등록금 역

시 실질적인 학생 개인 부담액이 낮아지도록 장학금과 유급노동을 통한 감면을 도모할 수 

있다. 학생 개인당 월 166만원 지급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

만, 학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37만원과 월 단위 등록금 64만원 중 

많은 부분을 감축하는 일은 것은 상대적으로 더 쉬운 일이다. 즉 생활에 필요한 비용 월 65
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101만원에 해당하는 주거비와 등록금은 선지급후복지의 방식으로 점

차 비용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개선안의 궁극적인 방향은 대학원생이 경제적 여

건 때문에 소득을 위한 부업에 의존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12) 이후에도 지속적인 최소생활비 조사

를 통해 생활비 및 주거, 학비를 조사하고 이에 소모되는 비용을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에

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학금 및 학내 근로임금

수준을 최소생활비 변동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나. 근무조건 정상화: 근무시간, 근무기간, 합당한 보상 지급

 근무조건의 명확한 인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명시된 계약서

가 아닌 구두로 근무조건이 전달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연과학 및 공학 

협동과정(37.9%), 공학 계열(36.9%) 및 자연과학계열(31.3%) 등 실험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

는 전공 계열에서는 근무조건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조

건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이를 사전에 공지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가장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전공은 

자연과학 및 공학 협동과정, 의학 계열,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이며, 실제 근무시간의 경우 

자연과학 및 공학 협동과정, 의학 계열,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이 다른 전공 계열에 비해 확

연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대부분의 전공 계열에서 6개월 이하 혹은 6개월-1년

의 기간으로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근무 안정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12) “우리 대학원생들을 놓고 ‘학문후속세대’라고 부르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일종의 ‘유피미

즘’(euphemism)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략) 능력 있는 대학원생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 대학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교수들이 스스로 연구자로서 모범을 보이

고 학생들을 성심껏 가르쳐야 되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

민하고 합리적 정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법인화 이후 기초학문 전공의 박사과

정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생긴 것으로 알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과연 의미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모든 박사과정 학생이 등록금과 일정 기간 생활

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을 정말로 학문후속세대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의

미 있는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들을 정책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부끄러워해야 한

다.” (유종태, ｢대학원생은 학문후속세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5년 5월 3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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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 임금형태의 근로소득이 있다 795 53.4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 임금형태의 근로소득이 없다 691 46.4

<표 2-1-7> 근로소득 유무 (단위: 명, %)

N %

TA

RA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TA/RA를 할 수 있다 459 30.8

TA/RA 정원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 모두가 업무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629 42.3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데 어려움이 없다 275 18.5

기타 123 8.3

무응답 2 0.1

연구

프로

젝트

이번 학기 연구 프로젝트가 없다 382 25.7

연구프로젝트가 있지만 선발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없다 516 34.7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데 어려움이 있다 480 32.3

기타 108 7.3

무응답 2 0.1

<표 2-1-8> 전공 내 할당된 업무 정원 (단위: 명, %)

N %

담당 업무

(복수응답)

TA (수업조교) 181 22.8

RA (연구조교) 65 8.2

연구원 382 48.1

학과 행정 조교 18 2.3

학내 기관 소속 자체직원 28 3.5

보기에 제시된 업무 중 두 개 이상의 업무 담당 108 13.6

기타 13 1.6

임금

TA, RA 등을 하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않음 31 3.9

월 30만원 미만 144 18.1

월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82 22.9

월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183 23.0

월 9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131 16.5

월 120만원 이상 111 14.0

기타 12 1.5

<표 2-1-9> 담당 업무 및 임금 (단위: 명, %)

N %

매우 미흡하다 125 15.7

다소 미흡하다 263 33.1

적정한 수준이다 386 48.6

<표 2-1-10>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 (단위: 명, %)

     1) 근로소득 실태: 1부 보고서 관련항목 참조

      가) 근로소득 유무

      나) 전공 내 할당된 업무 정원

      다) 담당 업무 및 임금

 
      라)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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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과도하다 17 2.1

매우 과도하다 4 0.5

N %

월 50만원 미만 27 9.1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1 20.5

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71 23.9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7 15.8

월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2 7.4

월 250만원 이상 13 4.3

<표 2-1-11> 적정 임금 수준 (단위: 명, %)

      마) 적정 임금 수준

    2) 연구/근무시간

       가)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무조건의 명시가 구두를 통해 불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과잉근무의 

가능성 역시 상존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2-1-3> 인문사회계열의 근무조건 인지 여부 (좌측) 및 실제 근무시간 (우측)

       나) 자연이공계

  자연이공계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관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야간 및 초

과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의 문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녁과 야간

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것이 일상적 관행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작업의 강도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험과학의 성격 상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생을 포함한 연구자의 건강을 해치고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적인 근로시간조차 박탈함으로서)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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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산지경에 이르거나 기혼자의 경우에는 가족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심각한 문

제가 있다. 이는 박사 후 연구원 및 대학원생과 같은 추가 전문 인력을 투입하거나 저효율

의 구식 장비를 고효율의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그림 2-1-4> 자연공학계열의 근무조건 인지 여부 (좌측) 및 실제 근무시간 (우측)

     

     3) 조교노동 사례 인터뷰: 교수-학생 권력관계의 침투

        가) 특히나 대학원생을 학과 조교로 채용하는 경우 교수-학생 권력관계가 조교업무

에 그대로 반영된다. 조교들은 교수 수만큼의 상사를 모시는 셈이 되며 각 교수의 인격에 

따라 업무내용과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한 마디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안 하

는지에 대한 규정 및 인식이 매우 모호한 상황에서 교수들의 자의적인 노동부과가 가능해진

다. 대표적인 문제가 학과 조교가 본래 할 이유가 없는 개인적인 일들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교수 자녀의 수행평가부터 책 배달 심부름, 교수의 개인적인 식당예약을 대행하는 업무까지 

포함해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를 콜센터 직원처럼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교수들

이 직원과 함께 일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대학원생에게 일을 시킨다는 식으로 명령하기 때문

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학업과 진로 때문에 교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이기도 함을 항상 의식하게 된다.

        나) 대학원생들에게 강제로 조교노동이 부과되는 상황 또한 문제다. 인문대, 사회

대, 음미대 등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따로 직원채용을 하지 않고 대학원생을 조교로 임

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금전적인 필요가 있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잠시 일을 하

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과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조

교업무를 떠맡아야 한다. 특히 과사무실 조교의 경우 조교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학기를 

쉴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만큼 학위취득 소요시간이 강제로 길어지게 된다. 자

신이 소속된 학과는 평균적으로 석사과정 입학 시점부터 학위논문통과까지 5-6학기 정도 소

요되는 곳이었는데, 조교직을 맡게 되면 업무로 인한 휴학 때문에 보통 8-9학기가 걸린다. 
당연히 대부분은 조교직을 맡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부담을 떠맡느냐 등을 두고 학

생들 간에 갈등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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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근로조건

인지

여부

서면이나 구두로 들은 바 없음 234 29.4

구두로만 들었음 321 40.4

신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 225 28.3

기타 15 1.9

명시된 공지 받은 바 없음 468 58.9

<표 2-1-12> 근로조건 (단위: 명, %)

     4)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유형

  본 항목에서는 대학원생의 근로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유형을 제시한다. 이하의 

유형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본부의 제도적/비제도적 개입 및 관련주체들의 지

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⓵대학원생들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의 경우 학생 신분에 의해 누

리는 학업의 기회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학외에서 비슷한 강도나 역량이 요구되는 작업을 했

을 때와 비교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색인 정리 등의 작업에 무상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⓶세미나 등을 통한 공동저작권

이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소유주체는 대학원생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 등의 주체가 되

어 보장받지 못한다. ⓷일부 학과의 경우 학과내규에서 수업조교로 2개 학기 이상 ‘봉사’하
도록 정하고 있어13) 무급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 근무계약 실태: 계약서, 신청서 등을 통한 근무조건의 인지 부족

 
  서울대학교 내 행해지는 조교업무(TA/RA 포함) 및 근무조건은 그 다양함으로 인해 일괄

적으로 논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유형을 거론할 수는 있다. 대학

원생들의 학내근무에서 근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근무량, 근무강도의 한계선 또한 

불명확한 상황은 대학원생 근무의 제반요소가 상급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양한 형태의 조교 또는 연구원의 업무가 계약서라기보다는 간단한 서식의 신청서 한 장

을 통해 시작되고는 한다. 그 외에도 업무량과 내용 및 시간에 관한 사후보고양식의 작성과 

관련하여, 한 대학원생14)의 인터뷰에 따르면, 업무보고양식에 근무시간을 한 달에 40시간이 

초과하지 않게 쓰도록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014년 인권실태조사에서 교내근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 

중 근무조건이 신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해당항목 응답자의 30%
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서면이나 구두로조차도 들은 바가 없다고 답한 경우가 29%에 달한

다. 

13) 모 자연이공계열 학부 대학원 학위취득요건 내규 제4조를 보면, 학위취득을 위해 무급으로 수업

조교로 봉사하는 것이 강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하 인용.

“4. (박사학위 취득 추가요건)

가. 재학기간 중 2개 학기 이상 수업조교(TA)로 봉사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화학

생물공학부 석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중 수업조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석사

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첫 2개 학기 내의 수업조교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4) 모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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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월 20시간 미만 61 7.7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7 9.7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81 10.2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17 2.1

월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16 2.0

월 12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20 2.5

월 160시간 이상 55 6.9

실제

근로시간

월 20시간 미만 142 17.9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49 18.7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133 16.7

월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60 7.5

월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45 5.7

월 12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55 6.9

월 160시간 이상 191 24.0

기타 20 2.5

명시된

근로기간

6개월 이하 279 37.7

6개월 이상 1년 미만 225 30.4

3개 학기 이상 수료할 때까지 61 8.2

2년 40 5.4

2년 초과 75 10.1

기타 60 8.1

N %

매우 미흡하다 125 15.7

다소 미흡하다 263 33.1

적정한 수준이다 386 48.6

다소 과도하다 17 2.1

매우 과도하다 4 0.5

<표 2-1-13>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 (단위: 명, %)

  조금 거칠게 말해 교내 TA/RA/프로젝트 근무의 경우 근무량이 명시되지 않거나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오히려 흔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 <표2-1-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제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응답자 수는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공지 받았다는 응답자 수의 4배에 근접하며, 월 120시간-160시간, 80시간-120시간을 포함한 

기타 구간 또한 실제로 해당 시간 동안 근무했다는 응답자의 수가 명시적으로 근무량을 공

지 받았다는 응답자의 수의 2~3배에 달한다. 더불어 업무량 대비 임금이 미흡하다고 응답하

다고 답변한 수가 해당 항목 응답자 수 전체의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답변으로부터 우리는 서울대 교내에 정해진 규정 이상의 과도한 근무가 일반적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업무량 대비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에는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다.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지정된 실험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이 긴 이공계열의 경우, 
현재 업무량 대비 적정한 월 임금 수준이 12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업무량 대비 적정 

임금수준을 96.86만원으로 응답한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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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 S.D. t-value

전공계열 2.166*

  인문‧사회 계열 43 96.86 53.095

  이공계열 140 120.00 63.532

주: * p<.05

<표 2-1-14> 전공 계열별 업무량 대비 적정 임금수준

<그림 2-1-5> 전공 계열별 업무량 대비 적정 임금수준

  근무량과 근무강도의 한계선 부재는 연구 및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의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와 함께 학업 및 연구와 무관한 교수의 사적인 업무가 대학원생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허용하는 조건이 된다. 중도이탈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험실 운영을 위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근무강도를 강요하는 연구실이 존재하며, GSI 장학금에 수반

하는 근무의 경우 애초에 근무시간 및 업무규정이 사실상의 과잉노동을 허용할 여지를 남기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연구실 소속 

학생 및 GSI 장학금 수령자에게 교수자녀의 학업보조와 같은 사적 업무가 자의적으로 부과

된 결과 중도이탈을 결정한 대학원생 역시 존재한다.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에도 과다한 업

무량 및 교수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휴식 혹은 학업연구활동시간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실

태조사의 자유기술 란에서는 과잉근무 및 사적노동에 대한 수당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학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교외에서 따로 시간제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

다. 이러한 사안을 종합할 때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정상적인 연구학업을 위한 

제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TA/RA노동이 비교적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대학원 내에서 학생의 근무가 과도해지지 않

도록 제약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비제도적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 학생회(University of California Student Association)에서 발표한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



- 80 -

전｣("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은 “대학원생은 정당한 노동행위 또

는 학과 기준에 정해진 바 이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Students will not be 
expected to work more hours than is consistent with fair labor practices or standards of the 
department", Article II, Section C, i)와 같은 문구를 수록하고 있으며, 위스콘신 주립대 매디

슨 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의 TAA(Teaching Assistants' Association)를 포함한 

대학원생/조교 대표집단은 근무량 및 임금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의 경우 애초에 조교활동을 레벨 별로 구획한 뒤 해당 레벨에 정해진 

근무시간의 양을 지정하고 엄수한다[유학생인터뷰(정보공개)]. 조교가 그 시간 이상으로 근

무할 경우 해당 조교를 이용하는 교수가 노동착취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 기준

은 엄격하게 지켜진다.
  한국 역시 2014년 10월 1일 한국 대학원 최초로 선언된 ｢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에

서 학업 및 연구와 무관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8조),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9
조), 근로시간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10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10월 

29일 대통령직속 청년위 및 전국 13개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선언한 ｢대학원생 권리

장전｣ 또한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8조 2항) 및 “자
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10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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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4

N % N %

연구, 휴게,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800 59.2 719 48.3

실험실/연구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해롭다 464 34.3 436 29.3

실험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 156 11.5 108 7.3

캠퍼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나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 176 13.0 97 6.5

캠퍼스 내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 616 45.6 371 24.9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힘들다 651 48.2 729 49.0

보육지원이 부족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 138 10.2 123 8.3

교육과정이 임의로 변경된 적이 있다 130 9.6 101 6.8

기타 182 13.5 86 5.8

<표 2-1-15>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단위: 명, %)

  2. 연구환경

   

   가. 연구공간의 확보 

  만성적인 연구공간 부족 문제는 주로 인문사회계 대학원에서 나타난다. 실험과학을 위한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공계 대학원과 달리 최소한의 공간만 주어져도 충분하다는 인

식으로 인해 별도의 연구공간 마련에 소홀해왔던 것이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이공대 모 학

부 대학원의 경우에는 실험공간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원생 1인이 개인 책상과 책장을 놓고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2.16m2씩 주어진다. 이는 이공대 대학원이라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최소한의 수치일 뿐이다. 이에 비해 인문사회계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활

동을 위한 공간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학원생에게 배정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기존 건물에 있어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자치공간이나 교내 노동자 휴게공간 등 연

구 및 학술활동에 1차적으로 필요하다 여겨지지 않은 목적의 공간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치, 복지 차원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서

울대학교가 가장 중시하는 연구를 위한 공간이 제외되었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향후의 

건물 신축이나 내부 리모델링에 있어서 대학원생의 연구공간 확보는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지원

 
    1) 시설안전

  연구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이 인문사회계 대학원 내 연구환경의 문제라면, 이공대의 경우 

시설의 안전성 여부가 더 중시된다. 화학, 생물학 및 공학 연구에 있어 많은 기구와 시약은 

인체에 유해하며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루는 경우에는 특히 더 큰 주의와 관리를 요한다. 서

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 환경안전원은 물

론 미래창조과학부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다고는 하나 교내의 지속적인 

사고발생은 여전히 시설안전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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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

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략)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

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

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

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

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2) 휴게시설

  노동이든 연구나 학업이든 정상적인 구조의 주간 일과시간이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전

제로 한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계약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

런데 이처럼 휴게시간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정작 그 시간을 소비할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좀처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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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들은 일과 시간의 많은 부분을 교내에서 보내며 연구실 기반의 이공대 대학원의 

경우에는 특히 다수의 학생이 거의 교내에서 생활하다시피 한다. 그런데 이들의 정상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을 공적인 학교 행정에서 다루는 대신 각 연구실별로 자

체적으로 마련하는 실정이다 보니 해당 공간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

다. 대학원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어 최소한 임산부의 건강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임산부나 환자와 같이 휴게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학원

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휴게공간의 부족은 비단 대학원생만이 아니라 학부생, 교직원, 하청노동자 등 서울대학교 

상주인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다만 다른 집단에 비해 대학원생들의 학내 생활시간이 

유독 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신축건물의 공간배정에 있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휴게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설지원

   2015년 4월 21일 서울대학교 학생부모조합(맘인스누)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개최된 “대학

의 부모학생 학업-가정 양립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설문조

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중 대학교 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로 일시보육시설, 
아이동반 연구공간, 어린이집, 가까운 유축공간, 수유공간, 기저귀교환대 등의 필요성이 순서

대로 강조되었다.15) 사회적인 삶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사회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대학 공간의 시설지원은 그러한 흐름에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 "차
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이며, 특히 간접차별에 관하여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

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

우’로 동 규정의 괄호 안에 정의하고 있다.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생부

모들의 학업과 연구수행에 있어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학내공간의 확보와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다. 소결론 

 적합한 연구환경의 조성은 개별구성원이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밀한 실태조사와 제도의 확충

을 위한 노력은 누군가의 안녕이 심각히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후에야 그에 대한 사후조

치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응하는 일회성 대책 대신 

보다 체계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건물 등 물리적 시설

확충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 그 공간을 누리게 되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

하여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학업-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조

15) <대학의 부모학생 학업-가정 양립 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연구

재단 주최, 201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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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비롯하여 실효적인 연구환경 보장 방안의 모색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촉구한다.

  3. 교육권

   가. 대학원생 지도의 두 가지 형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이한 학생지도 형태들은 그 형식에 따라 랩

(laboratory) 식과 도제식 체제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랩 체제가 주로 실험실 운

영과 대학원생교육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이공계에서 발견된다면, 도제식 체제는 여러 학

생들이 교수가 지도하는 하나의 조직에 묶일 요인이 드문 인문사회계에서 주로 채택된다(물
론 국문과에서 때때로 나타나듯 한 명의 지도교수 밑의 여러 제자들이 선후배 관계를 맺는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이와 같은 분류는 실제로는 이념형(ideal type)에 가까우며, 실제의 

교수-학생 지도관계는 랩 체제와 도제식 체제를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

치한다. 심지어 철저히 도제식 체제가 행해지는 학과의 경우에도 지도교수의 성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랩처럼 위계질서를 갖는 선후배집단이 형성되는 경우가 관찰되기도 한다.

  도제식 교육의 핵심은 수업을 제외한 교육 및 지도가 교수-학생 간 일대일 관계로 수행된

다는 것이다. 즉 교수 1인 당 지도학생 수가 얼마나 되든 간에 교수는 각각의 학생을 독립

적으로 지도한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다른 동기가 없는 이상 철저히 우연적인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세미나 등을 통한 동료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서

로 간에 어떠한 인간관계조차 맺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연구

실은 학생들이 개별적인 연구학습을 수행하는 ‘독서실’에 가깝게 된다.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논문지도와 같은 경우에서 교수와 학생의 보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이 도제식 관계의 강점이다. 특히나 직접적으로 글쓰기 및 사고능력을 육성해야 하는 인문

학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교수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의 직접적

인 지도관계는 동시에 이 관계의 불안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교수가 논문 및 기타 교

육행위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학생은 자신의 불확실한 노력 이외에 스스로의 

수준을 향상시킬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앞서 말했듯 도제식 체제에서 학생들의 관계 또

한 약화되기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다른 학

생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어렵다. 즉 교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학생들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위한 유인이 낮다는 게 도제식 체제의 특징이다.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제식 체제 하의 학생들은 적어도 선후배간 위계질서에서 

비롯되는 권력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된다(물론 이는 일단 권력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를 

제어할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수에 대한 종속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

지된다. 이는 장학금을 포함해 학생생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반 행위에서 지도교수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이후의 진로결정에서 지도교수가 끼치

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랩 체제 하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려는 동기를 적게 갖는 대신 지도학생 각자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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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면, 도제식의 경우 (교수 개인이 신경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학생의 경제적인 삶에 특별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무관한 구조다. 어떤 면

에서 노동과 임금의 교환으로 성립된다고까지 할 수 있는 랩 체제와 달리 도제식 체제에서

는 때때로 교수가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노동을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험과학 중심의 연구를 하는 이공계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교수 1인당 한 개 연구실을 중

심으로 운영된다. 여건에 따라 연구실 당 대학원생 인원은 1명에서부터 20명 내외까지 다양

하다. 또한 교수가 특정한 연구사업(WCU 프로그램, 뇌과학협동과정 등)에 관여하거나 융합

기술대학원,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과 등 학제적 연구를 위해 신설한 서울대 내 모집단위 

혹은 아예 다른 대학교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연구실을 운영하기도 한

다. 갓 부임하여 연구실을 새로 꾸리는 단계인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연구실에서 대학

원생을 상시 지도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의 경우 

2014년 2월 기준 1개 이상의 연구실을 소유한 교수 1인당 평균 지도학생 수는 7.14명이다. 
연구와 논문에 대한 큰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험을 기획하여 수행하는 전 과정

을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대학원 내 선배나 박사 후 연구원, 혹은 정교수 1인당 

한 명씩 배정할 수 있는 연구교수 등의 인력이 학생 지도 역할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상시 실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연구실은 출퇴근시간에 대한 내규가 엄격하

다. 출근시간은 오전 9시경으로 비교적 비슷한 반면 퇴근시간은 오후 6시 이후 시간대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이공계 인건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BK사업에 선정된 학부의 대학원

생들이 쓰는 참여서약서에 명시된 전일근무를 전제로 한다). 오후 9~10시 혹은 그 이후 퇴

근을 강제하는 연구실들도 다수 존재하여 퇴근 후 부업을 통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

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 보니 연구실 생활을 하는 대다수 학생은 경제적으

로는 거의 전적으로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수당 역

시도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연구실별로 30만원~200만원 내외까지 편차가 매우 심

하다. BK사업이나 특정 연구 프로젝트 등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거나 조교수당을 받는 학생

이라 해도 최소생활수준 이상의 임금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기관으로부

터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실 차원에서 모두 수집하여 월정액으로 재분배

하는 곳이 많으며 그마저도 최저보장이 안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나. 단과대학별 논문지도지침의 마련 

  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활동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교수의 책임은 단순히 지도학생

과 연구환경에 있어 수동적으로 인권제한/침해 등의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생이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를 취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지

도, 감독해야 하는 능동적인 층위의 것이다. 
  이공계의 경우 논문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통한 논문작성과정 시스템이 상당히 잘 마련되

어 있고 논문계획서를 내는 경우 지도교수 외에도 연구실 선배 등이 함께 검토하는 관행이 

있다. 인문사회계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가 있으나 학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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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또는 학과별로 이미 논문지도지침이 만들어지고 공개된 학과도 있으나, 여전히 많은 대

학원생들이 그러한 규정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과대학

별로 보다 구체화된 논문지도지침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기본권 보장과 연구환경개선을 위한 지침마련: 학업/연구/근무에 관한 

지침, 인권가이드라인, 권리장전

   가. 학업/연구/근무에 관한 지침(표준지침)의 두 가지 형태

        - 대학원생의 학내 업무는 학업/연구/근무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및 작업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기

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존엄과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적/비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대학원생의 업무 또는 근무에 관한 표준지침에는 구체적

인 근무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들 스스로의 근무조건

의 인지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의 명칭을 이하 ‘학업/연
구/근무지침’ 또는 줄여서 ‘표준지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주당 근무시간이나 임금과 함께 

중요한 지점은 업무내용의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다. 특히 대학원생의 근무 중 학업과 기타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많은 경우에 양

자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각각 분명히 하여 사적 노

동의 강요 등 부당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6)

  대학원생의 학내 근무는 가능한 표준지침의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한다. 학내 근로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71.6%가 근무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채로 교수나 교직원의 구두지시 

16)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명시된 조건들에 대한 준수의무

를 강조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에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노조법 제81조 

제5호와 같이, 근무관계와 관련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학생들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노조법 81조 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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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례에 따라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은 다분히 비정상적인 노동형태의 단면을 보여준

다. 이처럼 불명확한 근무조건은 대학원생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거나 교수가 요구하는 

부당한 동원노동에 대해 반박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 때문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 초과근무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두어야 한다. 학내 근무는 정상적인 연

구활동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교육과 연구활동에 우선

하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내 대학원생의 다양한 업무에 관한 모든 계약이나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전적으

로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과 노동이 중첩되는 대학원생의 업무의 성격상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중 다수의 내용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참고할 만하다. 즉 대학원생의 근무조건

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수준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대학원생이 일반 사회에서의 노동과 근로관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난이도가 높은 작업

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당사자를 정의한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에 대학원생을 대입

시켜 대학원생의 대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7)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학업/연구/근무지침을 마

1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

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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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학업연구근무지침 권고안

2015. 7.  

서울대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사업 연구팀

※ 권고안의 명칭은 잠정적인 것으로, 본 연구팀은 ‘권리장전’, ‘학업연구근무지침’, ‘프

로토콜’,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명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서

울대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추

진 중인 대학원생 권리장전과 세부지침의 마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 등 학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자치적 움직임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팀의 보고서는 그 초석을 쌓고자 하였다. 본 대학원생 지침 권고안은 2014년 12월 

인권센터에서 진행된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참조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권리장전/지침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규정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원 

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권리장전/지침에서 ‘대학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전

공, 학제전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대학원생’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 여

기에는 휴학생 및 수료생이 포함된다. 

③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 ‘근무’라 함은 대학원생으로서의 학업과 연구 및 대학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련하여 각 단과대학별 사정에 비추어 변용할 수 있되 표준계약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와 근무과정에서 연구나 업무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적 조건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이들 지침의 목적이다. 표준지침 가안 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시안, 대학원생 권리장전, 외국 대학원의 권리책임장전, 고

용노동부가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취업규칙18) 등을 참조하여 학업/연구/근무의 조건

을 가능한 구체화하여 명시한다.

    

    1) 표준지침의 2가지 형태 중 자세한 서식 가안

18)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정보공개/자주찾는자료실에 표준취업규칙 2013. 1. 22.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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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헌법과 법률 

및 사회 통념에 따르는 정의에 따른다.

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 및 의무 

제3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대학원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9) 대학원생의 기본적 인권은 연구 및 학업성과에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제4조 (평등권) 모든 대학원생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

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

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

다. 20)

제5조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

속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대학원 및 지도교수와 기타 학내 

인적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

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 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 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공,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

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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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원생이 참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과 인격권 포함)은 그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

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기타 공동저작권의 행사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른다.21)

④ 대학원생의 공동연구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지

적재산권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른다.22)

제8조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근무 외에 타인의 관여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

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

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 (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적시에 충

분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근무 등의 활동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 및 관련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 관리자로부터 근

무시간, 근무기간, 근무내용, 대가금의 지급시기와 방식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위 근무조건에 관하여 가능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대학원생에게 근무를 부과하는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조교 등의 근무를 담당하는 대학원생을 선정하여야 한

다.

③ 대학원생은 조교근무 등을 담당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조교근무등에 대해 학내근무대학원생과의 협의 없이 사전에 

제공한 근무시간, 근무내용, 임금의 금액을 근무기간 중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현의 자유) 대학원생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하여 학내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알 권리) 

① 대학원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결정과 그 세부사항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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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과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되는 대학원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➂ 대학원생은 이 규정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구성원으로서의 참여권) 

①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거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업·연

구·근무와 관련된 대학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서 명기된 권리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 주도적으

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

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15조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

야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모든 대학원생은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

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근무조건

제 1 절 근무계약

제16조(근무조건의 명시)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각 단과대학은 근무계약을 체결할 때 학

내근무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무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 근무시간

제 2 절 근무시간

제17조(근무시간) 학내근무대학원생의 근무시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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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무시간

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3)

   

제18조(휴게시간 및 휴일보장) 

➀ 휴게시간은 근무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

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

야 한다. 다만, 근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휴게시간은 학내근무대학원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법정공휴일을 준수하며, 대학원생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의 대가가 지급되는 휴일을 보장한다.

제19조(근무시간의 산정)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업무시간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관련법을 참조하여 대학원생과 

협의한다.

제20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의 가산 근무대가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 대학원생과 협의하여 미리 

정하도록 한다.

제 3 절 근무대가 (임금)

제21조(근무대가의 결정) 근무대가는 근무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근무

대가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최저생활비24)와 최저임금 및 교육내용

을 고려하여 정한다.25)26)

제22조(근무대가와 장학금의 분리 원칙) 

① 대학원생의 근무에 대한 대가와 장학금은 명목과 사유를 구별하여 분리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➁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사유로 한 근무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 4 장 침해구제 

제23조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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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모든 대학원생은 이 규정에 명시된, 또는 열거되지 아니한 대학원생의 권리를 침해받

는 경우 또는 근무조건에 관한 본 규정의 위반에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과 대학원 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시스템, 또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고발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

다.

➁ 모든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되

며, 구제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해야하고 대학원생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19)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

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0)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

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

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

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

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21)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

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

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

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

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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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준지침의 2가지 형태 중 간단한 서식 가안

  대학원생이 실제 학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정기적인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미리 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 계약서에 준

하는 지침의 내용을 상호 확인하는 관행의 정립이 필요하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

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 각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원)과 연구실 등 소속단위나 산학협력체 등

의 기구가 구성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체결한 계약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

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4) 2014년 인권실태조사결과 상 최저생활비는 평균 65만원으로 산정된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5)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

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

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6) (2015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행 2015.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9호, 2014.8.4., 제정]

1. 최저임금액   ※ 매년 변동되며, 최저임금 상승 경향이 있음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5. 1. 1. ~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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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27)를 학업/연구/근무 지침의 성격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바꿈.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연구 및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무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급  여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28)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29)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휴 일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30)

8. 업무/근무계약서 교부

  - 업무/근무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대학원생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대학원

생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31)에 의함

 
  나.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시안 및 타 대학 대학원생 권리장전 사례

     1)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시안 일부

  2012년 말부터 준비한 인권가이드라인 시안 중, 대학원생의 연구/학업/근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안) 및 근거규범 (2015년 2월 기준)32)

□ 제7조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무]
① 구성원은 수업, 논문 지도 등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성원은 심사 또는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한다. 

27)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자주찾는자료실 2013. 1. 21. 게시물

28)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장

29) 정당한 사유에 의해 초과근로, 야간근로시 증빙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대가 지급

30) 유급/무급은 학교 단과대학별, 연구실별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을 존중하되, 휴일은 보장

31)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가이드라인 시안 제11조는 국제노동기준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규

정까지, 근무기준의 근거가 되는 규범의 범위를 넓힘.

32)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안 및 근거규범 (2015년 2월 기준, 이혜원 인권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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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장애, 언어, 문화, 양육, 빈곤,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

도록 배려한다.
④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

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

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

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

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

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서울대학교 교수윤리규범 I의 2)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학생의 학문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살려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을 지적 탐구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존중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

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

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구성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권리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2항)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

할 권리가 인정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2항) 임산부에게는 분만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

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

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

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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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구성원은 대학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10조 [근로의 권리]
구성원은 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

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

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

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

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

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

조건의 보장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

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

여야 한다.
○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내 타 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2014년 10월 6일 카이스트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참조하여 카이스

트 포함 14개 대학원 및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협동하여 2014년 10월 29일 대학원생 권

리장전을 발표하였다(전문은 본고 부록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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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정보공개 – 대학원생 지원에 관한 현재 제도의 활용현황

  1. 현재 정보공개실태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가. 현 실태

  서울대학교 학부과정과 비교할 때 서울대학교 대학원과정의 관련 정보제공 실태는 평균적

으로 전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학부과정을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비교적 잘 구축된 학부

나 학과의 경우에도 대학원과정에 대해서는 그저 연관 탭이 있을 뿐 실질적인 정보는 전무

한 경우가 있으며, 아예 아무런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학원 모집단위들의 

전체적인 온라인 정보공개 현황은 <표 2-2-1>과 같다.

  온라인 정보공개는 단과대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농생명과학

대학의 모집단위 중에는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은 

정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의 정보를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편이다. 최신의 연구 성과를 전공자는 물론 아직 관련분야를 깊게 공부하

지 않은 진학희망자나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쉽게 설명하는 물리천문학부

(천문학과)나 졸업 후 취업자들의 현재 재직정보를 사진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너지자원공학과)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단위들이 드물게 존재한다.
  여러 단위 중에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곳은 단연 물리천문학부(물리학과)이다(<그림 

2-2-1>). 물리학과 홈페이지는 일단 대학원 정보제공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가장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메

인화면에서부터 최신 정보나 대학원 세미나 정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전면에 배치

했을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아이콘들이 있어 각 게시판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과과정 

역시 독해하기 어려운 표를 마구잡이로 업로드하고 세부적인 수업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

는 여러 다른 단위들과 차별화된다. 학기별로 나누어 배치된 강좌들 목록에서 강좌명을 클

릭하면 상세교과 페이지로 이동한다. 여기에는 단지 교과내용만이 사무적으로 적혀있는 것

이 아니라 평가방식, 심지어 과제 제출 횟수까지 명시하고 있다.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원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상한 소개를 하는 단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다른 단위들에서도 하고 있는 대학원 재학생 정보공개를 물리학과 역시 하고 있는

데, 각자의 소속 연구실과 전자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재학생 정보공개는 특히 대학원

생간의 연락, 혹은 진학을 염두에 두고 해당 연구실 대학원생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학금 관련내용을 공개하는 다른 단위들도 있기는 하나, 다수가 단순

히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의 장학금 게시판으로의 링크를 걸어놓거나 제때에 신청정보를 업로

드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보기는 어렵다. 물리학과는 대학원 장학금 게시판이 

따로 두어, 여러 종류의 장학금들을 나열, 지급인원이나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역시 다른 단위들에서 보기 힘든 기능인데 학생들에게는 가장 절

실할 수 있는 장학정보를 관리하는 고유한 체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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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서울대학교 대학원 단위별 온라인 정보공개 현황. 
o: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 단 접근성에 있어서는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에서 링크되어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o 취급, 교과과정 역시 소개되어있다면 o으로 간

주하고 상세교과에서 세분화.
oo: 온라인으로 획득할 수 있는 비교적 다양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공개.
ooo: 꾸준한 관리와 업데이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운영으로 정보를 최대한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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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모범적인 웹페이지 구축은 당연히 초기제작 및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

과 자원의 투입을 요구한다. 하지만 온라인 페이지는 일단 효과적으로 구축된다면 관리여하

에 따라 수년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수한 진학예정자들을 유인하고 재학생들의 대

학원 과정 이수 역시 용이하게 하는 데에 온라인 정보제공은 필수적이다. 장학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각 대학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대학원을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대학원으로 크게 양분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학업정보와 인적정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그림 2-2-2>와 같다. 양자에

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업정보와 인적정보 각각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5점 이하인 단위가 다수라는 점이다. 이중 인문사회계의 경우 인적정보에 대한 공개 수

준이 이공계 대학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에 반해 학업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 단위에서부터 완벽하게 공개하는 단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은 학업정보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단위가 많은 반면 인적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우세하다. 또한 인적정보 공개정도가 대체로 낮으면서 학업정보에 있어 서로간의 

편차를 보이는 인문사회계와 달리 두 종류의 정보공개 정도 사이에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학업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단위일수록 인적정보 역시 충실히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물리학과와 같이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단위가 있는 

반면, 총체적으로 미흡한 단위들 역시 존재한다.
  학업정보 공개내역이 모범적인 단위들이 인문사회계에 집중되어있는 현상은 대학원의 교

육, 연구 방식과 직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 특히 대학원에서의 이론교

육이 유명무실하며 실험과학적 연구 활동이 중시되는 분과들에서는 교과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경시하기 쉽다. 반면 수업활동을 통한 교육이 중시되는 인문사회계 대학원에서는 교

과과정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단위들을 일부 볼 

수 있다.
  

<그림 2-2-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물리학과) 홈페이지(좌측 상단부터 

메인화면, 교과정보, 대학원 재학생 정보, 장학금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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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서울대학교 대학원 웹사이트의 계열별 정보공개 정도

(계열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을 포함하는 인문사회계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의 

이공계로 양분하였다. 학업정보는 <표 2-2-1>의 상세교과, 입학정보, 졸업정보를 지수화한 

값의 산술평균이며, 인적정보는 교수정보, 문의직원, 학생정보에 대한 산술평균이다)

  결론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온라인 정보공개는 전반적으로 아직 개선의 필요성이 크

다. 대학이나 단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경로로 찾아가기 힘들거나,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처럼 접근성의 측면에서조차 미흡한 단위들이 많다. 일차적

인 접근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학업정보와 인적정보를 두루 소개하는 

단위는 역시 많지 않다. 최종적으로 장학정보, 취업정보 등을 알차면서도 보기 쉽게 제시하

는 단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 정보공개의 필요성 – 알 권리의 보장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에서 교육받게 될 내용과 학위를 취득받

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롯해 대학원 진학 후 재정을 조달할 방법, 나아가 졸업 후의 진로 

등에 관련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의 미비로 인해 대학원 생

활 및 추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결과 대학원생은 대학원 생활 중 불

만을 겪게 되기 쉬우며 극단적인 경우 중도이탈로 이어지기도 한다. 진학을 위해 선수 과목

이 있거나 시험을 보게 되는 등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이 있어 학생들은 진학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 과에서 교육받을 내용에 대해 최소한으로는 접근하게 되지만, 학부와 달리 좀 더 

심화된 과정을 공부하는 대학원이라는 학문 공간의 특성상 학부생들이 정규 커리큘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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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얻고 준비하기는 어렵다. 이는 서울대 학부 같

은 학과 출신 학생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

는 타과나 타 학교 출신 학생들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학위취득까지 계열, 과 

특성에 따라 같은 과에서도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편차가 큰 사실을 감안할 때 

진학 후 학위취득소요시간 관련 정보는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알고 사려 깊게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나아가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는 알 권리를 가진다. 알 권리는 진로와 밀접한 교육 방면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비

롯한 인간의 조건을 보장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상 정책적으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

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많은 정보들이 중등교육기관보다 폐쇄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경향은 대학원 제도 전반의 밀실화를 초래하였고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조차 그 존재

의 인식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분류하여 그 정보

를 공개함으로써 각 대학원생의 자율적 결정에 대한 신뢰감을 대학 안팎에서 확보할 수 있

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업 대학원생은 대학원 재학 중 다른 직업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므로 재정 조달은 

중요하다. 등록금 이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장학금이 아닌 경

우 대부분 장학금이 있더라도 생활비는 별개의 문제이며, 학교 안에서 TA, RA 등의 일자리

를 얻지 못하면 학교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봐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득원에 대한 정보

전달이 미비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도 재정 조달 가능성을 어렵게 해 대학원생의 삶 자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의 예측 가능성과 함께 작용해 학업 및 연

구 이외 대학원생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진로에 대

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진로에 대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학생이 대비하기 어려워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로 과정을 수료하게 되거나 미래가 불투명해 과정을 중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정보의 부족은 학생들의 진학 중 만족도와 이후의 삶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

뜨려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등 학생들 본인에게도 불만족과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

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와 사회에도 문제가 된다. 학문 후속 

세대의 불만족과 감소는 학문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며 그로 인해 사회는 교육, 연구, 고등지

식생산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소요 시간, 재원 조달 방법, 향

후 진로 등의 핵심적 정보제공수준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2. 정보부족으로 인한 파생문제

   가. 현황 – 낮은 정보접근성

  1부 인권실태조사를 참고할 때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진학 후 배우게 되는 내용과 걸리는 

시간, 진학 이후의 재정 조달 방법,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적인 통로를 통해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업과 논문지도, 학위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연한에 대한 정보는 학과 구성원

들의 모임을 통해 전해들은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지만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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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졸업 

평균 

연한

안내받은 적이 없음 467 31.4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172 11.6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132 8.9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222 14.9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266 17.9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해 전해 들었음 637 42.8

기타 39 2.6

장학금

일자리 

정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907 61.0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84 5.6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253 17.0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401 26.9

기타 29 1.9

선배들의

진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577 38.8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59 4.0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82 5.5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923 62.0

기타 21 1.4

<표 2-2-2> 정보 접근성 (단위: 명, %)

31.4%에 달했다.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찾아본 경우나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

된 정보를 찾아본 경우는 각각 20.5%와 32.8%로 적지 않았으나 이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도 각각 8.9%, 17.9%로 드러나 공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 정

도를 맴돌았다. 
  또한 입학 후의 장학금 혜택 및 교내 유급 일자리 기회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 경우가 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난망한 것이다.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나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각각 5.6%, 17.0%으로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들은 경우인 26.9%보다도 적었

다. 
  해당학과의 대학원 졸업 후 선배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

을 통하여 전해들은 경우가 62.0%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 경우가 38.8%로 

그 뒤를 이었다.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나 홈페이지의 공시 자료 등 공적인 통로를 통해 정

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각각 4.0%와 5.5%로 응답자의 10%도 되지 않았다. 

  대학원 생활과 그 이후에 대해 공적인 통로를 통해 제공된 정보들 중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학업, 논문 지도 및 학위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도 절반 정도만이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이용자의 절반은 정보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즉 공

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그 질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 또한 대학원생

들은 부족한 정보를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메우고 있지만, 장학금이나 교내 유급 일자리 기

회 등에 대해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 또한 부족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재학 중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학금 

관련 정보 및 졸업한 후의 선배들의 진로에 대해 공적인 정보 제공경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대학원생의 경제적 여건 및 진로를 위해 쏟는 관심이 평균적으로 저조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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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터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중도이탈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례

<인터뷰 1>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A는 본교 출신으로 학부 전공과 

동일한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A는 자과 출신이지만 대학원에 아는 선배가 별로 없어 

대학원의 연구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상당히 개방적

이며 다양한 주제를 다룬 학부 커리큘럼과 달리 대학원 커리큘럼은 제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자신의 관심사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 분야 연구에 한계를 느꼈다. 또한 

교수 중에는 A가 관심 있는 주제의 전공자가 없어 A는 관심 분야와 큰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전공한 교수를 지도 교수로 택했으나 이는 교수의 수가 적은, A가 속한 과의 특성 상 비단 

A 뿐 아니라 많은 대학원생들도 비슷하게 겪는 상황이었다.
  A는 4학기에 걸쳐 대학원을 수료한 후 수료 이후부터 곧장 논문 준비에 들어갔는데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지도 교수는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에 준비 과정 동안 지도를 

받지 못했으며 수료 2년 후에도 논문을 심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A는 자신의 원래 관심 분야와 약간의 관련이 있는 분야에 취업하였고 향후 논문을 쓰고 석

사 학위를 취득할 계획은 없다.

<인터뷰 2>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B는 타교 출신으로,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의 대학원에 연구 과정이나 논문 지도 과정, 학위 취득에 걸리는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채로 입학하였다.
  B는 학부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지 않아 관심사를 매우 좁게 한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원의 연구를 통해 관심 분야를 좁혀 나가 연구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에 대해서는 큰 문

제를 겪지 않았으나 논문 지도 과정과 학위 취득에 걸리는 기간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이후 

큰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B는 4학기로 석사 코스워크를 수료한 후 논문을 쓸 생각으로 연구

생 생활을 하였으나, B의 지도 교수는 지도 학생 중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인원수를 매우 

적은 수로 제한해 놓았으며 지도 학생도 많은 편이라 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학생의 적체가 

심한 수준이어서 B는 수료 후 3년이 지나도록 논문 제출 기회를 얻지 못했다. B는 지도 교

수의 사적 잡무에 동원되는데다 논문 준비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

를 받고 학위 취득을 포기하였다.

<인터뷰 3>

  서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C는 본교 출신으로 학부 전공과 동일

한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C가 이후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된 데에

는 대학원 내에서의 불합리한 사정과 대학원에서의 재정 조달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이 복

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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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의 연구실에서는 관행적으로 이공계 연구실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

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등록금을 제외하고, 식비와 기숙사비를 합친 금액보다도 

한참 적은 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지만 장학금도 대학원생 대상이 많지 않고 단과대학

과 분야 제한으로 인해 C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학금의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

다. 소득증명이 없으므로 대출도 어려워 결국 부모님을 통해 대출을 받고 석사를 마친 후 2
천만원 정도의 빚이 생겼는데, C의 연구실에서는 박사 역시 석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임

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C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았다.

<인터뷰 4>

  서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D는 박사과정 입학 당시 

지도교수로부터 월간 100만원의 생활비를 구두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실제 지원액은 매달 

50만원에 그쳤고 이에 대해 지도 교수는 ‘본국에서 일정 액수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0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했지 1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적

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국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은 일절 없었고, 통상 21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구실 근무 시간과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부업을 하기 마땅치 않아 D는 생

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D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다행히 같은 학부 내 다른 교수

의 지도하에 박사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재정 조달 액수에 대한 공식적인 창구를 통

한 대화가 없어 겪은 문제이기도 하다.

<인터뷰 5>

  서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E는 학부부터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부 유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언어나 연구실 생활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리라 여겨 외국인 교수와 

접촉하여 해당 교수의 학과에 석사 과정으로 입학했다.
  그런데 해당 교수는 WCU (World Class University: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으로 

초청된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연중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의 원래 연구실에서 보내고 서

울대학교의 새 연구실에는 잠깐씩만 들러 관리하므로 E는 제대로 연구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 체제에서 장학금이나 프로젝트 연구수당이 어떻게 신청이 가능하고 어떻게 지

도학생들에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도교수는 아는 바가 없었다. 결국 E는 대학원 학

점을 채우고자 강의만 듣고 연구나 학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도교수 변

경이나 타 학과로의 재입학을 고려하는 와중에도 대학 내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한 현 

지도교수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외국대학의 정보공개현황

    가. 각 대학의 현황

  정보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참조할 수 있는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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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를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의 ｢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UC Davis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첫 조항은 대학원생들이 학위 취득까지의 표준 및 평균 소요시간, 학생 중도이탈율 및 그 

사유, 학위종료 후 채용기록을 포함한 학위취득요건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는 

진술로 시작한다.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박사과정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성명｣("Statement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h.D. Students at Johns Hopkins 
University")은 지도교수 선택권 및 재정지원조건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을 두 번째 항에 배치

하고 있다. 유학경험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권리장전과 같은 문서로만 명시된 

것이 아니다. 예일 대학(Yale University)의 경우 어드미션 결정 시점에서 장학금 및 생활비 

관련 정보를 담은 학과장 및 부학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학생에게 발송하며, 현 재학생 및 

재직교수 중 원하는 이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재정지원 및 생활복지관련 정보는 아

예 공식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다.33) 남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역시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공식적인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대학원생을 위한 장

학금 및 학위취득과정, 졸업자들의 진로와 중도이탈율 및 사유를 포함한 정보를 공개한다. 
UWM(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캠퍼스,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또한 각 학과/과정 홈

페이지에서 졸업생, 커리큘럼, 장학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FOIA34)를 통해 정부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손쉽게 공개요청

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미국과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와 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정

보공개를 요청하고 원하는 정보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 기관 중에서도 특히 

대학원생 부문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조차 학부생과 달리 단과대학별로 정리된 자세한 정보

가 별도로 요청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2014. 11. 20. 서울대학교 학사과 확인].
 온라인 정보공개와 함께 미국 대학에서 수행되는 또 다른 정보공개창구는 신입생 및 재학

생들을 위한 각종 오리엔테이션이다. 위스컨신-매디슨 대학원의 경우 각 학과 및 과정에서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오리엔테이션에서 재학생들과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대학 자체에 속한 다양한 기관 및 기구들이 스스로를 홍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박람회’("Information Fair")가 

일주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열린다. 이 기구들에는 인권센터나 외국인 학생회, 교수법 세미

나 기관, TAA, 퀴어 학생회 등이 포함되며 건강보험, 장학금, TA/RA 관련 오리엔테이션도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주어진 내용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

체적인 관심사에 맞추어 적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나. 외국유학생 인터뷰

인터뷰 대상: 미국 A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유학생

인터뷰 매체/일시: 페이스북/2014년 11월 9일-11일(인터뷰어 기준)

33) 재정지원관련 웹페이지는 <http://www.yale.edu/graduateschool/financial/>, 학생 생활관련 웹페

이지는 <http://studentlife.yale.edu/> 참고. 후자는 학업부터 시작해서 학생 건강, 공동체 활동, 

생활비 취득을 위한 일자리, 예술관련 서비스, 학생 집단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34) http://www.foi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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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은 편집자가 정리 및 요약정리 함. 개인정보는 삭제.

  *질문: 미국 대학원은 입학 전부터 이런 저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많고 또 입학 후에도 

진로 선택에 이르기까지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예일 같

은 경우는 입학 전후에 어떤 경로(예를 들어 재학생과의 연락, 학장 혹은 담당 교수와의 연

락, 홈페이지 공지 등등)를 통해 대학원 생활 및 이후의 진로 결정 등에 필수적인 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미국같은 경우도 조금씩 바뀌어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주립대와 사립대가 경향이 

좀 갈리긴 한다. 사립대같은 경우는, 특히 큰 학교들은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full package로 

등록금, 생활비, 보험비를 4-5년간 약속을 한다. 그때 어떤 경우에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

는다는 최소금액을 지정한다.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이하 “예일”]의 경우 등록금 전액 

학과에서 내주고 보험비 전액 학교에서 보장하고(보험은 출산 포함) 생활비는 5년간 보장. 
대신 2년만 한 학기에 한 과목 TA를 하면 된다. 6년차부터는 각자 조교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하는데 원하면 거의 할 수 있다. 생활비는 최소 27300달러(연간) 보장, 이후 조금씩 

오르긴 했다.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영문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인류학과가 바닥이고 

경제학과는 32000달러정도 받는다. 대학원생이 아이를 낳게 되면 한 학기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 추가로 동일한 생활비가 나온다. 즉 연간 30000달러라고 한다면 약속된 5년과 별개로 

한 학기 150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물론 남편의 경우도 포함). 이런 정보는 어드미션

Admission 결정과 함께 학과장과 부학장 명의의 공식 서한으로 입학예정자에게 발송된다.

  그리고 윗 학년 학생들과 입학예정자/신입생을 연결해서 대학원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밥도 같이 먹는다. 학과장 면담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있다. 예일은 아예 어드

미션이 결정되면 재학/재직 중인 학생이나 교수 중 원하는 사람과 연결해준다. 그래서 (유학

생의 경우) 스카이프를 통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특히나 외국학생들은 그 나라에서 

온 학생 있으면 연결해준다. 그때 궁금한 것들을 정말 노골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다. 실제

로 대학원생 노조가 있는 학교도 많고, 예일대학교도 지금 노조 만들려고 학생들이 계속 투

쟁 중이다. 얼마 전에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는 노조가 생겼다. 미국 주립대 노조

는 엄청 세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같은 곳의 노조는 조교 처우문제 이런 것도 많이 해결한다. 예일은 노

조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학생이 이의제기하면 학교에서 그냥 들어주는 경우도 많다. 그

리고 조교 관련해서 레벨이 있다. 사실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는 별 상관없는 문제인데, TF 
Level이라고 1에서 4인가 5까지 있는데 그 레벨에 따라 받는 돈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TF2 다 그럼 한 학기에 대략 7000달러, 한 주일에 10시간, 티칭은 1시간, 채점 

5시간과 같은 식이다. 노동 시간에서 이 기준을 절대로 넘기면 안 된다. 그럼 (노동 착취로 

간주되어) 교수도 문제가 생긴다. 딱 준만큼만 시키는 시스템. 조교들은 공식적으로 고용

employed된 것이기에 교수도 엄청 신경 쓴다. 채점 너무 오랜 시간 한 거 같으면 너 이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보고 10시간 넘겼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한다. 이 문제에 민감하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쪽은 http://www.yale.edu/graduateschool/financial/ 을 참고가능.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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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departments and programs, doctoral students are guaranteed five years of twelve-month 
stipend support. Applicants for admission to Ph.D. programs will automatically be considered for 
all University fellowship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These awards of financial aid, as well as 
full tuition fellowships and comprehensive healthcare coverage, are announced at the time of 
admission. Over the course of graduate study, the typical doctoral student's financial aid 
commitment from Yale totals more than $290,000. (한국에서 받은 장학금은 어드미션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예일이 미국에서 조건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쪽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립대인 USC(남캘리포니아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의 종류가 웹페이지에 적혀 있고, 학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철학이나 역사 등등의 경우 연차별로 어떤 과제들을 마무리해야하는지 나와 있다. 
또 졸업한 사람들은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지, 중도 하차율은 얼마인지, 왜 관뒀는지, 졸업까

지 걸리는 평균연한은 언제인지도 나와 있다. 

  보통 미국 학교들의 경우 졸업 후에 어찌되었는지는 모두가 민감한 사항이라 웹페이지마

다 개시를 해놓곤 한다. 앞의 USC와 마찬가지로 예일 같은 경우도 매해마다 해야 하는 일

(논자시, 논문 등...)이 정해져있고, 그게 웹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다. 공동학위제도에 대한 것

도 포함한다. 조교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5년차 이후에 조교를 하면 시간별로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무는 무엇인지도 나와 있다. 학업이나 공부 외에도 삶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는 더 그렇다. http://studentlife.yale.edu/ 참고 가

능. 링크에 들어가보면 학업 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미리 알

려준다. 대게 외국 학교들의 경우 'prospective students'라는 항목이 있어 학생들이 입학 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

  4. 개선안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의 다양한 혜택 및 권리를 학생들에게 알

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앞서 언급한 미국 대학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먼저 각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매년 조사 및 갱신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등록금과 생

활비 보장을 위한 장학금 및 조교 일자리 정보, 학위취득을 위한 표준커리큘럼, 학위취득까

지의 평균 재학연한 등은 지원자 및 재학생의 학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중도이탈을 선택하는 사례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졸업생들의 진로, 중도이탈율 및 중도이탈 사유의 공개는 재학생들

의 진로설정과 함께 각 전공 및 단과대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가 된다. 다음으

로 입학결정 후 교수 및 재학생과의 사전 연계는 입학예정자에게 대학원 생활을 위해 구체

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일찍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점차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

서 요구되는 지식량 사이의 지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대학교 혹은 한국 외의 지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초기적응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정보공개는 각 학과 및 전공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대학원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책임감을 제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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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 및 과정 외에도 학교 내의 다양한 기구들은 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적

극적인 정보전달을 꾀함으로서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되지 못했던 서비스들의 활용도를 높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와 같이 유용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이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

가 전체의 85%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히 기존의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도

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표 

1-2-18>). 만약 여러 기구들이 각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서울대학교 대학

원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비제도적 혜택을 종합하여 만든 자료를 매 학기 입학

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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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충처리시스템마련 – 단과대학별 조정위원 도입

  1. 현황: 인권센터의 기능

   1) 문제 상황

  
  1부 인권실태조사에서 학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다’가 절반에 가까운 48.8%
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25.3%, 부정적인 평가는 25.9%로 엇비슷했다.35) 한

편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보장받는 편이다’가 67.5%로 2/3를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부정적인 답변도 27.3%에 달했다.
 

<그림 2-3-1> 학내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좌측) 및 자신의 인권 보장 정도 (우측)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인권 상황은 대학원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나 주

변을 포함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정도 모두 보통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경우가 높다

고 볼 수 있으나, 학내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들 역시 전체 응답자의 1/4을 넘을 정도로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의 인

권 보장 정도를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가 2012년에도 29.4%, 26.2% 정도로36) 다소 변화는 있

으나 서울대학교의 전반적 인권 수준과 당사자의 인권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

답자가 2년의 시간차를 두고도 여전히 전체 응답자 중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대 내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 및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교수나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 적극적으

로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관계에서든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든 

대처 방식은 비슷하게 나타나서, 주변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는 경우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37)을 보였고, 제도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35) <표 1-4-2>

36) 다만 2012년 설문조사에서 ‘보통이다’는 선지에서 배제되어 측정되었다. 

37) <표 1-2-28>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의 대처에 대해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

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22.5%,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는 20.8%, 부당한 일을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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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욱 낮은, 최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서울대 내

에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실제 인권문제상황 발생하는 수

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이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학업이나 진로에 불

이익이 있을까봐’에 비슷한 정도로 높은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38) 즉, 원활한 해결 가능성

에 대한 회의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점 역시 원활한 해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문제 해결 과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2-3-2> 부당한 일을 겪은 후의 대처방안 및 직접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

 

    

   2) 현 제도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39)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인권센터의 부서 중 고충처리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인권상담

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특히 성희롱·성폭력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

제, 예방을, 인권상담소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권익침해행위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을 담당한다.40) 
  최근 2년의 결과를 보면 인권센터에 인권문제상황 또는 고충민원을 이유로 상담을 신청한 

구성원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학생이며 그 중 대학원

생이 2012년에는 전체 학생 중 82%, 2013년에는 68.6%으로, 학부생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41)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청인 유형에서도 학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1.8%, 제도적 대응을 한 경우는 0.7%로 나타났다. 23번 동

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의 대처에 대해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15.5%,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는 10.6%, 부당한 일을 지시한 교수에

게 직접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3.6%, 제도적 대응을 한 경우는 0.3%로 나타났다.

38) <표1-2-32>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25.9%,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

로’ 24.3%,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24.3%로 15%대의 응답률을 보인 ‘공공연히 이

뤄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교수나 선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질까봐’ 등과 응

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3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1장 1조

40)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1장 4조

41) 2013년 인권센터 연간보고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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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료 및 선후배

N % N %

성희롱/성폭행 58 3.9 49 3.3

폭력 59 4.0 76 5.1

차별 166 11.2 146 9.8

교육/연구 상의 권한 남용 및 횡포 294 19.8 155 10.4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310 20.8

기타 137 9.2 97 6.5

<표 2-3-1> 교수,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의 부당한 경험 (단위: 명, %)

2012년에는 학생 중 대학원생 비율이 18.2%였으나, 2013년 통계에서는 대학원생 비율이 

43.6%로 늘어났다.42) 
  이렇듯 인권센터는 대학원생들의 인권문제상황 및 고충에 대해 구제에 조력하고 있으나 

2014년 설문조사에 응답한 1488명 중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399
명에 달하는 데 비해 대학원생이 신고사건이나 상담사건으로 접수한 인권문제상황 및 고충

민원사건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이렇

게 권리 구제 기관을 찾는 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를 인권센터가 주로 담당하는 사건들이 

성희롱·성폭력행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
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반해 대학원생들이 겪는 부

당한 경험이 성희롱·성폭력이나 폭력, 차별 등의 인권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대학원생들은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와 교육/연구 상의 권한 남

용을 성희롱·성폭력, 차별, 폭력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동료 및 선후배

와의 관계에서는 교육/연구 상의 횡포와 차별을 성희롱·성폭력, 폭력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나 교육/연구 상의 권한 남용 및 횡포도 인권

센터 인권상담소를 통해 상담과 조사,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권문제상황사실의 확인

과 사과 및 시정조치 권고 이상의 강제력이 있는 조치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내부

의 자율적인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인권센터를 비롯한 유사기관의 설립취지

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구제에 있어 갈등이 있는 구성원 간에 의견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중재와 조정을 통해 도모하는 것이 빈번한 실정이다.

  
2014년 설문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현 제도를 통해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보완되

는 방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연구 및 업무환경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포함된 

대학원생 권리 장전이나 권리보장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80.6%의 대학원생이 

동의했고, 인권센터의 기능 중 행정제도로 인한 불이익과 같이 권익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80.5%의 대학원생이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특

히 대학원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안내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조정

하고자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고충처리 혹은 소청 및 신고절차로 인계하는, 독립

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인 대학원생 옴부즈퍼슨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도 76.9%의 대학원생이 

동의하였다.

4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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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권리보장지침

마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0.5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6 2.4

보통이다 246 16.6

동의하는 편이다 656 44.2

매우 동의한다 540 36.4

권익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기능

활성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0.7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3 1.5

보통이다 257 17.3

동의하는 편이다 695 46.8

매우 동의한다 500 33.7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

설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4 0.9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6 2.4

보통이다 293 19.7

동의하는 편이다 698 47.0

매우 동의한다 444 29.9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 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949 63.9

존재하는 것만 아는 정도 465 31.3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일정 이상 관심을 갖고 있음 65 4.4

기타 6 0.4

대학원생

자치기구

필요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7 1.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67 4.5

보통이다 304 20.5

동의하는 편이다 696 46.9

매우 동의한다 401 27.0

학과/단과대학별

자치회 구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 1.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98 6.6

보통이다 431 29.0

동의하는 편이다 635 42.8

매우 동의한다 302 20.3

가사/육아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 0.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1 1.4

보통이다 163 11.0

동의하는 편이다 604 40.7

매우 동의한다 685 46.1

<표 2-3-2> 생활 및 연구 환경의 개선방향 (단위: 명, %)

  

  2. 타대학 사례: 옴부즈퍼슨 사무소

    가. 옴부즈퍼슨의 개념 및 연혁43)

  옴부즈맨(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

으며, 오늘날 옴부즈맨이라고 하면 각국에서 불평처리관(Grievance Man), 중개조정인

(Mediator), 의회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국민상담관(Public Counsel), 법의 수호자

(Defender of the Law), 시민보호관(Citizen's Defender)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

다.
  옴부즈맨이라는 개념은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

하기 힘드나, 여러 가지 개념적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옴부즈맨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

4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스웨덴 옴부즈맨 제도 현황>, 200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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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옴부즈맨은 처음에는 공적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공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적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사적 영역의 옴부즈맨은 입법 및 행정 옴부즈맨들과 달리 정부

가 아니라 사적 집단들에 대한 고충을 조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공중과 관련을 

맺는 업무에 대한 고충이나 하나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충돌할 때 빚어지는 고충을 처리하

기 위해 특히 대학, 신문, 은행, 기업체 등에 옴부즈맨을 설치하여 공중의 불만을 처리하도

록 촉진한다.

나. 해외 대학 사례

  최초의 대학 옴부즈맨은 1966년에 미국의 Eastern Montana College에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67년에는 미국의 Michigan University에도 대학 옴부즈맨이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

과 캐나다에는 약 200여 개 이상의 대학 옴부즈맨들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스페인에도 

약 30여 개의 대학 옴부즈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특히 대학원생에 특화된 대학원

생 옴부즈맨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로는 Georgetown University44), University of 
Maryland45), Virginia Tech46), Purdue University47) 등이 있다. 이들 대학의 대학원생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전통적으로 옴부즈만이 본질적으로 갖는 독립성, 불편부당성, 신뢰성, 비밀보장

성의 특징을 갖는다. 
  그 중 University of Maryland의 대학원 옴부즈퍼슨 사무소의 경우에는 불만과 고충 상담 

및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커뮤니케이션 통로 마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관으로의 연

계 뿐 아니라 대학 정책에 대한 해석을 얻어내거나 정책과 절차의 변화 방향에 대해 권고하

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Georgetown University의 대학원 옴부즈퍼슨 사무소의 경우에도 학술

적 정책과 관행 및 교육이나 조교직에서의 고충부터 부적절한 행동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분

쟁과 갈등까지 폭넓은 영역에 대해 다루며 고충 상담부터 사안에 적용되는 대학 정책 설명, 
문제 해결 전략 상담 뿐 아니라 학내 관련 인사와의 접촉이나 공식적 고충처리 및 소청 절

차로의 인계를 돕는다.
  이렇듯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대체로 제한적이지 않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문제를 다루

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권리 구제 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는 경우 쌍방이 대립하는 문제를 일방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며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에 보다 초점을 두어 비-대립적인 

해법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방식이 아닌 공식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직접 한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적절한 처리 과정으로 연계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이는 옴부즈맨의 전통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옴부즈맨 제도는 전통적으로 일반국민을 

대리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분쟁을 알선․조정․중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 법규에 얽매인 행정기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림으로써 행정의 적극성

44) http://grad.georgetown.edu/academics/grad-ombuds

45) http://www.gradschool.umd.edu/Ombuds/

46) http://www.graduate.ombudsman.vt.edu/

47) http://www.purdue.edu/gradschool/student/ombudsman/what.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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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는 기능 및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특히 옴부즈만의 

민원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알선․조정․중재기능이다. 법을 매개로 형성된 행정과 국민간의 

관계에서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양자 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이 

조성되는 경우 옴부즈만제도는 행정과 국민 간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법구제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응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

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성격으로 미루어 서울대에 개설될 경우 현

재 인권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것보다 포괄적인 사건들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권익에 침

해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공식적 경로 뿐 아니라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도 문제 해

결 방식을 찾아보는 데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옴부즈퍼슨이 본질적으로 갖는 독립성, 불편부당성, 신뢰성, 비밀보장성 등의 성격은 

현재 제도적 문제 해결 기관인 인권센터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센터는 

다른 학내 기구와 독립성을 가지며, 학내에 광범위한 관할권과 효과적인 조사권한을 가져 

신뢰성이 있으며,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고충 처리에 도움

이 되면서도 현재의 인권센터와 기능이 중첩되는 가외의 조직으로보다는 현재 인권센터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으로써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도입하거나, 단과대학별로 조정위

원을 선정하여 각 소속대학별 세부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다. MIT 대학과 카이스트 대학 사례 비교분석

  MIT 대학과 카이스트 대학은 옴부즈퍼슨/옴부즈만 오피스와 인권문제상황사안 처리 기구

를 별도로 두고 있다.

    1) 카이스트(KAIST)48)

  
  카이스트 기구표 상 2013년 시행한 옴부즈퍼슨을 총장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교육 부총

장의 관할 하에 2014년 11월 인권윤리센터를 신설하여 별개의 기구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

한 조직변경은 2012년 설립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

스트 인권윤리센터는 학교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

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으며, 인권/성희롱 사안에서의 권리 보호·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관

련분야에 대한 구성원의 고충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또한 인권·윤리 및 성폭력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한 예방교육, 정책수립, 사건처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가) MIT 옴부즈 오피스(Ombuds Office)49)

48) 카이스트 기구표,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소개 자료 참조

49) MIT OMBUDS OFFICE/ MIT Policies & Procedures/ MIT Guidelines for Raising Complaints 

about Harassme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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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대학이 설치한 옴부즈 오피스의 목적은 자신의 신원이나 상담 내용 노출에 대한 걱

정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으로, 교원, 직원, 학생, 연구원 등 모든 MIT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다. 옴부즈 오

피스의 관할 범위는 MIT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고충으로, 연구윤리, 지도교수-학생 간 관계, 
학점, 학업성적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괴롭힘, 차별, 권력남용, 부당대우, 업적 평가, 징

계조치, 정책 사안, 안전에 관한 사안,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다. 
  MIT 옴부즈 오피스의 조직 체계는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의 행정조직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권한 상 MIT의 행정적 결정이나 정책을 제정, 수정, 폐지할 

수는 없고, 학내 혹은 외부 절차에서 공식적인 조사 기능이나 심의 및 중재 등의 기능을 수

행하지는 않는다. 만약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나) 인권문제상황에 속하는 괴롭힘(Harassment) 사안의 구제절차 별도 마련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Harassment) 사건의 당사자는 신청(complaint)을 통해 구제절차 개

시를 신청하고 중재 또는 조사를 진행하며, 인사관리부서에서 조사절차에 대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괴롭힘 등 인권문제상황 사안과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창구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옴부즈퍼슨은 그 중 일부이다.50)

• Anyone in the line of supervision, an administrative officer, or the head of a unit.
• The Vice President for Human Resources
• Dean for Undergraduate Education; the Dean for Student Life (DSL) and the Dean for 

Graduate Education (DGE)
• Office of Student Support Services 
• A Human Resources Officer
• Social workers in the Personal Assistance Office of the Medical Department
• Psychologists, psychiatrists, physicians, or other health care practitioners in the Medical 

Department
• Faculty Internal Mediators (FIMS) Designated faculty mediators. 
• Religious counselors
• Ombudspersons
• Office of Student Citizenship
• Mediation@MIT
• MIT Police: A form for anonymous reporting of a sexual assault is located at Note: 

MIT Police involvement is generally limited to complaints of harassment that are of 
potentially criminal nature, such as sexual assault.

•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 Resources to Ease Friction and Stress (REFS): Graduate student students trained by 

MIT are available in a number of departments; for example, see REFS websites in 
Physics, and EECS 

• 기타 

50) http://web.mit.edu/communications/hg/#mit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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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과대학별 조정위원 도입 가안

   가. 단과대학별 고충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 도입의 필요성

  
  우선 현재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 및 비구성원들이 겪는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포함한 인

권 문제에 있어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권센터가 담당한 사건의 수와 대학

원생들이 설문에서 부당함을 겪었다고 답변한 경우의 차이나 대학원생들이 제도적 해결 방

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원생들에게 제도적 문제 해결 과정이 보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대학원생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조직이 생길 경우, 학교 내 유일한 고충 처리 기구를 찾는 것보다 심리적 장벽을 낮추어 대

학원생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단과 대학별로 옴부즈퍼슨의 성격을 지니고 고충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조정위원 제도를 마

련하여 보다 내부사정을 잘 아는 단과대학 교수나 대학원생이 상담과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

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문제해결역할을 이

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생들의 고충과 문제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의 실효성에서도 단과대학별 고충상담을 위한 조정위원제도는 의미를 가진

다. 해외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폭넓은 범위의 문제들을 다루며 해결

하기 위해 조력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학원생들이 좁은 의미의 인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중의 연구, 노동, 생활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조력하여 

대학원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바람직한 연구환경을 제공해야 할 대학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므로 대학

원생이 어떤 문제를 겪었지만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 상담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전략적 차원의 문제인지, 대학의 정책 해

석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 절차까지 나아가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선택지를 확인한 후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도 있다. 또한 인권센터는 상담·조정·조사·심의를 통하여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학과 내부적 문제가 접수된 경우, 인권센터 전문위원인 상담조사자와 단과대학별 조정위원

이 각 문제사안별로 최선의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을 도입할 경우 조정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 문제가 있다. 해외의 경우 옴부즈퍼슨으로 지명된 자가 대학당국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

계가 되거나, 학생들의 편을 지나치게 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학생회가 합동

위원회를 열어 옴부즈퍼슨을 뽑기도 한다.51) 국내 대학 카이스트의 경우, 2013년 9월 옴부즈

퍼슨제도를 도입하여 명예교수 2명이 옴부즈퍼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처리절차에 있어 비

밀유지와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52) 그러나 대학원생의 의견과 입장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조직과 별도의 중립성을 강조하되 학생들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대학원생

이 이러한 옴부즈퍼슨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조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수 1
명과 학생 1명이 고충삼담과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되, 당사자가 바라는 경우 철저한 비밀유

51) 유일상, 『언론정보윤리론』, 시간의 물레, 2013.

52) 카이스트 옴부즈퍼슨 홈페이지 http://www.kaist.ac.kr/html/kr/campus/campus_0509.html 및 매

일경제 2013. 9. 9. 자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26568 참고.



- 120 -

지를 대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의 조사 및 심의절차와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대학본부와 단과대별 학생 모임이 협의하여 단과대학별 조정위원/옴부즈퍼슨을 선정하고, 
1~2년 단위의 임기를 두며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과대학별 교수 1~2
인 및 그와 동수의 대학원생의 규모로 선정된 조정위원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더 

가까이서 학과별 내부사정을 더 잘 알고 고충을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과대학 차원에

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보다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문제 사안이어서 징계요청이 필요하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인권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 거리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

지조차도 못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기능은 중요하다. 물론 인권센터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정·조사·심의과정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학교 전체의 조정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모임을 통해 해결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등을 통해(문제사안 당사자의 

익명화를 전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문제해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각 단과대학별로 선정된 심리상담전문가가 단과대학별 상담소 기능을 하고 있는 경

우도 있다. 학교전체차원에서는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각

종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나, 다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갈

등과 분쟁해결에 참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단과대학별 상담소와 대학생활문화

원에서 심리상담을 통해 인지된 인권문제 사안이나 고충상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

하여 인권센터의 상담·조정·조사·심의절차로 연계하거나 단과대학별 조정위원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위원회 등 학생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접근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는(단과대별 위원

회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의 고충을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다) 성격의 위원회를 단

과대학별로 상시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각 학과별 사정이 다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과대학별로 조정위원을 도입할 경우 대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

과 문제들에 대한 구제 혹은 문제 해결 방법이 그물망처럼 학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침해 발생가능성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인권센터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심의

하고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잠재적인 상설위원 풀로도 기능할 수 있다.53) 또한 

반드시 징계 등의 강제성을 지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한 경우, 
인권센터의 중재와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보다 나은 방안들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54)

  옴부즈맨 제도는 문제를 징계, 사법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평화적인 조

정, 중재, 화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우선은 마음껏 상

담을 하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마

53)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상담소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54)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30조(조정절차) ① 상담소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

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상담소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상담소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

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32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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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껏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조정과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나가는 형태를 

가지도록 기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장식적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와의 연결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대학원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 기구에 학생 참여는 필요

하나 학생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단과대학의 

학생이 옴부즈맨 사무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비밀 유지에 의

심을 품게 된다면 옴부즈맨 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자 하는 대학원생이 참여 이전에 관련 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비밀 엄수가 요구되는 직

무에서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비밀 엄수 서약 등을 통해 대학원생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비밀 보

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참여에 대한 보상 체계 역시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정위원회가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침해된 상황에서 보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

고 학내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대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대학원생들에게 

있어 대학원은 평생 머무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치 활동이 자리잡기는 어려우나 

교수 혹은 학교 측의 시혜에만 의존할 경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학원생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원생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조정위원회도 이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며 설계

될 필요가 있다.

   나. 제도적 권리 구제 방법의 홍보 필요성

  Georgetown University의 경우 대학원생 옴부즈퍼슨 사무소 안내에서 자신들이 다루는 문

제의 영역과 자신들의 문제 해결 절차로서의 특징 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해 택할 수 있

는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55) 또한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도 홈페이지에

서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56) 대학원생들이 문제를 겪을 경우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고충처리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홍보하여 대학원생들이 권익구제 절차가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별첨 1

조지타운 대학원 고충처리과정

http://grad.georgetown.edu/academics/grad-ombuds

WELCOME

The Graduate Student Ombuds Office provides an informal, impartial, neutral, and confidential environment 

55) 별첨 1

56)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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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Main Campus and Medical Center graduate students can discuss University-related concerns and 
disputes. The Ombuds officer can listen, help students achieve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d 
possible solutions, and look for information applicable to the situation. The Ombuds office does not 
advocate for any individual point of view, and does not participate in any formal grievance process, but 
works to promote a fair process for all. The function of the Graduate Student Ombuds Officer is to listen 
thoughtfully and sympathetically to the concerns of graduate students and to assist them in identifying 
options for addressing their concerns.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는 메인 캠퍼스와 메디컬 센터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과 관련된 문제와 분쟁

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비공식적이며, 불편부당하며, 중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을 마련한다. 
옴부즈맨은 학생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경청하고 도우며, 
해당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정보를 찾는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어떤 개인의 시각도 대변하지 않으며, 어

떤 공식적 고충 처리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지만, 모두를 위한 공정한 과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 대학원생 옴부즈맨 센터의 기능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려 깊게 대학원생의 문제를 경청하며 대학

원생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를 찾는 데 조력하는 것이다.

ISSUES AND CONCERNS

A graduate student might bring to our office issues such as:
대학원생은 우리 사무소에 이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Perceived irregularities with academic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s about fairness of process
Disrespectful or inappropriate behavior
Interpersonal disputes or conflicts
Stressful academic/assistantship conditions
학술적 정책과 관행에 관해 이상을 발견한 경우

공정한 과정에 대한 우려

무례하고 부적절한 행동

대인관계에서의 분쟁과 갈등

스트레스를 주는 학술적/조교직의 조건

The Graduate School Ombuds Office can: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Listen to graduate student concerns
Explain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 to specific cases
Help graduate students identify and consider op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colleagues and 
advisors at the University
Strategize about a conversation with a colleague or supervisor
Facilitate a difficult conversation
Facilitate contact with human resources or dean’s offices
Refer graduate students to formal complaint or appeal procedures when warranted
Refer graduate students to other resources available on campus.
대학원생의 고민을 경청할 수 있다

정책을 설명하고 특정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동료 및 advisor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을 도울 수 있

다

동료나 담당교수와의 대화 전략을 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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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학장실 인사와의 접촉을 중개할 수 있다

타당한 경우 대학원생을 공식적 고충처리 혹은 소청 절차로 인계할 수 있다

대학원생을 학내 다른 절차로 인계할 수 있다.

OUR PRACTICE

The Graduate Student Ombuds Officer assists the visitor in identifying options that might bring resolution 
to a problem, suggests appropriate referrals, or might offer to mediate in a dispute.
대학원생 옴부즈맨은 방문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파악하는 것을 조력하고, 적절하게 인

계 가능한 곳을 제안하고, 분쟁의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The Ombuds Officer is guided and informed by the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 and by the principles and policies regarding graduate stu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numerated in the Graduate Student Handbook.
옴부즈맨은 국제 옴부즈맨 협회의 윤리 규정과 실무 기준을 따르며, 대학원생 핸드북에 열거되어 있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원칙과 정책을 따른다.

CONFIDENTIALITY
비밀보장

The Graduate Student Ombuds Office will not identify you or any information concerning your visit 
without your permission, except in certain situations where disclosure is required by law (e.g. a court order, 
potential risk to self or others, unlawful harassment, etc.). Speaking to the Graduate Student Ombuds Office 
about a concern does not constitute legal notice to Georgetown University. Anyone wishing to put the 
University on notice, that is, to make the University formally aware of a particular problem, may contact a 
supervisor or administrator or invoke formal grievance procedures. The Graduate Student Ombuds Office 
can provide referral information about who to contact for anyone seeking to use administrative or formal 
grievance options.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는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 발표가 요구되는 특정한 경우(법정 명령,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잠재적 위험, 불법적 괴롭힘 등)를 제외하고는 당신이나 당신의 방문과 관련된 어떤 정보

도 당신의 허가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에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조지

타운 대학에 대한 법적 통지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학에 통고를 하고 싶다면, 즉, 대학이 공식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해 알게 하고 싶다면, 담당 교수나 administrator를 찾을 수 있고 공식적 고충 처리 과정

을 밟을 수 있다.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는 행정적이거나 공식적인 고충처리 선택지를 찾는 분들에

게는 연락해야 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THER RESOURCES
기타 수단

Graduate students may come to the Ombuds Office because they have concerns about their academic 
environment that they want to discuss in an informal and confidential setting. However, there are a variety 
of other resources available to graduate students for other issues and needs:
대학원생은 학술적 환경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논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면 옴부즈맨 사무소에 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수단 역시 있다. 

ACADEMIC MATTERS 학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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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mbuds Officer cannot become involved in any way in cases of academic evaluation, 
including grades or examinations such as oral exams and dissertation defenses. In all cases involving 
academic evaluation, the role of the Graduate Student Ombuds Officer will be limited to explaining policy, 
and referring the student to a formal appeals process, when warranted. The procedures for graduate students 
with grievances regarding grades and/or termination of a degree are described in the Graduate School's 
"Graduate Bulletin" under the Policies section of this site.
대학원생 옴부즈맨은 학점이나 구술과 논문 디펜스를 비롯한 학업 평가에 관련된 경우에는 어떤 방식

으로든 개입할 수 없다. 학업 평가의 경우, 대학원생 옴부즈맨의 역할은 정책을 설명하고, 타당한 경우 

학생을 공식적 소청 절차로 인계하는 것에 제한된다. 대학원생이 학점과/혹은 학위와 관련해 갖는 고

충을 처리하는 절차는 이 사이트의 정책 섹션의 대학원의 “대학원 게시판”에 기술되어 있다.

DISCRIMINATION 차별

Cases in which a graduate student feels that he or she has been discriminated against by a faculty member 
or university administrator or harassed by a faculty member, university administrator, or colleague should be 
taken to the Office of Institutional Diversity, Equity and Affirmative Action (IDEAA)  
(http://ideaa.georgetown.edu).
대학원생이 교수, 대학 행정직원에 의해 차별받았거나, 교수, 행정직원, 혹은 동료에 의해 괴롭힘당했

다고 느낀다면 이 경우는 Office of Institutional Diversity, Equity and Affirmative Action (IDEAA)에서 담

당한다.
Graduate students with concerns about compliance or ethics in their University workplace can consult with 
the Office of Compliance and Ethics (http://ideaa.georgetown.edu).
대학원생이 대학 작업장에서 규정 준수나 윤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Office of Compliance and Ethics
와 상담할 수 있다.

ACADEMIC INTEGRITY 학문적 정직성

Graduate students with concerns about possible violations of academic integrity should consult the Graduate 
School Bulletin (available under the Policies section of our website) and talk to a member of the Graduate 
School staff.
학문적 정직성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가 있다면 대학원생은 대학원 게시판(이 웹사이트의 

정책 섹션 하에 있습니다)에서 상담하고 대학원 스태프와 상의할 수 있다.

PROFESSIONAL CONDUCT 전문적 수행

Complaints about serious unprofessional behavior in an academic context on the part of either faculty or 
academic administrators should be addressed first to the relevant Director of Graduate Studies, Program 
Director, or administrative head for informal resolution. Procedures for submitting a formal complaint, if 
informal resolution is not reached, are described on our Other University Polices page.
교수나 학업 관리자가 저지른, 학술적 맥락에서 심각하게 비전문적인 행동은 비공식적 해결을 위해 우

선 관련 대학원 연구 장, 프로그램 장, 혹은 관리장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비공식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공식적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는 우리 대학 절차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

별첨 2 

텍사스 오스틴 대학원 고충처리과정



- 125 -

http://www.utexas.edu/ogs/student_services/grievances.html

Graduate students have the right to seek redress of any grievance related to academic or nonacademic 
matters.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resolve grievances informally between the student and the faculty 
member involved or with the assistance of the graduate adviser, Graduate Studies Committee chair, or 
department chair. If the grievance cannot be resolved informally, students have recourse to the formal 
grievance procedures listed below:
대학원생은 학술적 혹은 비학술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고충에 대한 시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충

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학생 및 연루된 교수 간에, 혹은 대학원 고문, Graduate Studies Committee 의

장, 혹은 학과장의 조력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충이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생

은 이하의 공식적 고충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Academic grievances of graduate students are handled by the Graduate School.
대학원생의 학술적 고충은 대학원에서 처리한다.

For nonacademic issues that deal primarily with misconduct, contact Student Judicial Services in the Office 
of the Dean of Students. Student Judicial Services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lleged violations of 
institutional rules and for implementing the discipline process.
주로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비학술적 사안은 학생처 관할 학생 준사법 서비스기관에 연계한다. 학생

들을 관할하는 준사법기구는 제도적 규칙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의 실행을 책임진다.57)

Employment grievances for Teaching Assistants and Assistant Instructors are outlined in Chapter 4,Section 
4.03 of the Handbook of Operating Procedures.
TA와 Assistant Instructor의 노동 관련 고충에 관해서는 운용규정 핸드북의 Chapter 4, Section 4.03에 서

술되어 있다.

There is also a process for handling employment disputes involving Graduate Research Assistants. There is 
no formal grievance process for other academic and non-academic positions. However, students in those 
positions should try to resolve any employment issues within their department, first with their supervisor 
and then with their department director or chair, vice president, or dean, as appropriate
연구조교의 노동 관련 분쟁 해결 과정 또한 존재한다. 다른 학술적이거나 비학술적 지위에 대해서는 

공식적 고충 처리 과정이 없다.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자신의 과내에서, 
우선 지도교수와, 그 이후에는 학과장....등과 해결해야 한다.

The Office of the Ombudsman provides services to the university's student body by assisting students who 
have "university-related complaints of a non-legal nature." Such assistan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conducting an impartial investigation of concerns, offering neutral advice, and providing mediation.
옴부즈맨 사무소는 “대학과 관련되어 법적 성격을 띠지 않는 불만”이 있는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여 조력한다. 이러한 조력은 불편부당한 조사의 실행, 중립적 조언 제공, 조정/중재 제공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57)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문제행위의 경우, 조정위원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연계하는 방향의 조정위원제도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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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정책적 제언 – 대학원생 참여기회 확대, 수료생 관련규정 개선, 
징계사유시효 연장, 중도이탈현황 실태조사

 1. 대학원생 참여기회 확대

    

   가. TA/RA 자리 확보 

  2014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에서 TA/RA 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7%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표1-2-17>). 다른 무엇보다도 TA/RA는 대학

원생들이 대학 내에서 활동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다. 그러나 현재 임용되고 있는 TA/RA 직의 수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비할 때 턱없이 부

족해 보인다. 인권실태조사 설문에 따르면 TA/RA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다고 답한 응답자

와 정원이 있는 경우에도 (자리 부족으로 인해) 희망자들이 모두 TA/RA직을 수행하지 못한

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3%를 차지한다(<표 1-2-11>). 이와 같은 자리부족은 

필연적으로 각 조교근무량의 증대를 초래한다. 적지 않은 수의 근무자들이 최초에 명시된 

근무량 이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업무량 대비 임금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은(<표1-2-13>, <표 1-2-14>)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체 근무량에 

비해 적은 수의 근무자가 운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 TA/RA직의 추가배치는 현

재 대학원생이 처해져 있는 근무조건 상의 제반 문제를 줄이는 하나의 중요한 해법이다.
  TA/RA직의 교육적 효과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읽기/쓰기 관련 수업을 포함해 수업보조

조교가 배정되는 수업의 경우 적정한 수만큼의 조교를 배치하는 것이 학생들이 듣는 수업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수업 및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조교직의 경우 그 자

체가 조교직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훈련과정이기도 하다. 미국 대학

의 경우 TA경험 자체가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되며 대학원생들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훈련기회로 간주된다(UC Davis 권리장전 5조; 물론 이처럼 경력 및 훈련경력으로 간주된다

고 해서 해당 업무가 근로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과정의 질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는가 또한 

TA/RA 추가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현재의 예산 운용과정을 고려할 때 즉각 TA/RA 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나. 자치조직 활성화 – 대학원 총학생회(前 대학원생 총협의회)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가 본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다. 2015년 초,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새롭게 활동을 개시하여 대학원

생의 권리 신장과 여러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근거자료

인 2014년 대학원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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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조항) 현행 

제4조(신분)

대학원연구생은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

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연구생

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등록)
대학원연구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제6조(자격상실)

대학원생들의 실제 참여의사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원 총 학생회 측의 서울대학

교 거버넌스 전체에 대한 참여를 점차적으로 활성화해나가며,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인권센터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58)

 2. 수료생 관련 규정개선 권고안 59)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 학생 신분 부여 및 징계절차 규정 구체화 필요성 검토>

    

  가. 수료생 관련 규정 현황과 제언

   1)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은 사실상 학생 신분이면서도 학칙 등 관계규정상으로는 재학

생 범주에 포섭되지 않아, 학생으로서의 충분한 권익 보호에 미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징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료생이라는 이유에서 적절한 징계처분

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한 생길 수 있다.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에 대하여 학생 신분 또는 학생에 준하는 신분 부여하여 서울대

학교 구성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학위과정 수료생이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도 연구생에 대한 자격상실 등 

처분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위과정 수료생의 권익보호수준을 보다 강화하고, 징계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여 관계규정을 구체화하는 데에 주안을 두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

구생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규정]

58) 서울대학교 학생자치단체 공동연구보고서. ｢대학 거버넌스 구조에의 학생 참여의 필요성 - 학생 

평의원회 의결권과 총장 선거권을 중심으로｣. 2015. 3.

59) 2015. 3. 24. 기준 가안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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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연구생 자격을 상실

한다. 

1.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규정(조항) 개선안

제4조(등록)

①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5조(신분)
대학원연구생은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며, 대학원연구

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6조(징계)

대학원연구생의 징계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

107조 및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선안

제5조(등록)

대학원연구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신분)

대학원연구생은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

제5조(신분)

대학원연구생은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을 

 

[규정 개선안]

[현행 규정 및 규정 개선안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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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연구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지며, 대학원연구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연

구생 자격을 상실한다.

1.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6조(징계)

대학원연구생의 징계에 관하여는 「서울대

학교 학칙」 제107조 및 「서울대학교 학

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60)

   3) 현행 규정은 제4조에서 신분에 관하여, 제5조에서 등록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순서상 먼저 제4조에서 등록에 관하여 정한 후 제5조에서 그 신분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4) 현행 규정에서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도교수의 추천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하나, 개선안에서는 제4조 제1항에서 그 추천권한이 지도교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61) 예외적인 경우에 지도교수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을 거부한다면 해당 수료

생은 인권센터 등에 사안의 판단을 요청하는 등 불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한다.

 

  나. 대학원 수료생에 대한 권익보호 근거 마련

   1) 현행 서울대학교 학칙 제89조는 학위과정(course-work)을 마친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과는 구분되는 수료생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62) 

   2) 서울대학교 학칙 제98조는 대학원연구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한편, 서울대학교 대

60) 「서울대학교 학칙」 제107조 및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이하에 [별

첨 1]로 첨부함.

61) 추천의 철회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

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등 참조) 

62)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학칙 제1963호, 2014. 6. 25.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89조 제1항은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2조 및 제78조에 따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

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2조 및 제

78조에 따라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 통합과정이나 의학대학원 또는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

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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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구생 규정(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869호, 2012. 7. 12.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은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 중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연구생으로 별도 규율하고 있으나, 연구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

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논문제출학기에 한하여 연구생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음. 따라서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제출학기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의 수료생은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모호한 상태에 있다. 즉, 사실상으로는 학생이나 규정상으로는 ‘학생’이 

아닌 신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대학원 수료생의 상당수는 전일제로 학내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등, 교내에서 

상당 시간 및 상당 기간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의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자기 정체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들 수료생

들은 여전히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위과정 수료생의 경우에

도 재학생에 준하는 학생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63) 

   다. 현행 규정으로 인한 규율 미비점 개선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사실이 인지되면 서울대학교 학칙 및 서울대학교 학생 징

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사과정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재학생에 대하여

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64) 다만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의 경우 서울대학교 구성원으로

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료생이 가해당사자인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징계

처분의 가능성에 대하여 현행 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 현행 규정에 따르면, 

63) 충북대학교 대학원수료후 등록생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는 “재학생에 상응하는 

각종 상해보험 등의 가입”을 명문화하고 있어, 대학원 수료생의 지위를 재학생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상 인정하는 것이 학위과정 수료생의 권익보호 문제와도 직결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 

   부경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도 연구생의 신분에 관하여 “입학에 따른 절차 완료시 재학

생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음. 
64)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 5. 

16.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조 등 명문규정을 확인해보더라도, 위 학생 징

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학사과정 재학생 이외에도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을 그 규

율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음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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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교) 연구생 등록의무 부과 기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필수 연구생 등록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필수 연구생 등록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필수 연구생 등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필수 연구생 등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직후 연속으로 4개 학기. 다만, 4학기 경과 전에 

       가) 연구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료생은 재학생이 아니며, 이들의 신분을 규율하는 

학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생 아닌 수료생인 한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지되더라도 학교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징계처분을 내릴 방

도가 없다.  학생징계처분이 성희롱·성폭력을 위시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중요한 피해자 

구제수단이라는 점과, 인권침해 사안을 발생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학위취득 가능성 자체를 재고해 보아

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현행 규정의 중대하고 심각한 흠결이 있는 부

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 제6조 제

1호에서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에 당해 학기의 연구생 자격을 상실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 연구생 규정만으로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

가능하며,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이를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적부 상으로도 아

무런 기재내용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연구생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절차 없이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에 자동적으로 연구생 지위

를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 제6조), 대학원 연구생의 정

당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연구생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학위를 취득

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생 자격상실 규정은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그 판단주체 및 절차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개선안의 주요 내용

    1) 수료생에 대하여 학생 신분 또는 학생에 준하는 신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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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함

명지대학교 대학원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학기

대학원(학교) 자격상실(또는 징계) 근거 

가야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사과정 재학생의 경우와 동일함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저해

하는 행위를 한 때

대학원(학교)

자격상실(또는 징계) 

결정 주체

자격상실(또는 징계) 

결정 절차

(※ 부경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 연구생 ‘입학’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연구

생의 신분에 관하여 “입학에 따른 절차 완료시 재학생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함을 명시한 

사례도 있음)

위와 같은 국내 여러 대학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학위과정을 모두 이

수한 자(수료생) 전원에게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필수적으로 연구생 신분을 취득하

게 함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에서 연구생이 학생에 준하는 신분임을 명

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65)

    2) 수료생에 대하여 재학생에 준하는 징계처분 규정 마련 및 자격상실 등 판단주체와 

절차 구체화

65) 현재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논문제출학기에 한하여 연구생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한

편,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구생으로 등록하게 하면서 학기당 15만원을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수료생 전원에게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생 신분을 의무적으로 취

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학기별 부담금 액수를 현재 수준보다 감액하여 수료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음. 학교로서는 1인당 부담금 자체를 감액하더라도 기존에는 학교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수료생들로부터도 일정액의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전체 

수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연구생에 대하여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는

데, 충북대학교 대학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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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 의결
부경대학교 대학원 상동 상동
안동대학교 대학원 상동 상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상동 상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동 대학원위원회 심의
충북대학교 대학원 상동 대학원위원회 의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연

구생 자격을 상실한다. 

1.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6조(등록불허·자격상실 및 불복 등)

① 총장은 대학원연구생에게 요구되는 본

분을 갖추지 않거나 연구생 등록 후 그 본

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연

구생 등록을 허가하지 않거나 연구생 자격

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구생등록 불허처분 및 연구생

자격 상실처분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107조66) 및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도교수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추천을 

하지 않거나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을 거부 또는 철회당한 자는 소

속 대학원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음을 소명

하여 불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여러 대학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별첨] 타대학원 연구생 관련규정 정리표

66) 「서울대학교 학칙」 

  제107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

계할 수 있다.

  ②총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④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

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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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생 등록방법 연구생 등록 의무
자격상실(또는 징계) 규정 

유무와 그 조건

서울 부담금 납부

○ (논문제출학기, 연구생 등

록을 하지 않으면 논문제출 불

가)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

긋난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한 때)

가야 신청서 제출 

○ (대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

는 학기 및 논문발표 신청학

기)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강남 등록금 납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 

논문 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

기)

-

경기

○ (논문진행을 원하는 학기를 

기준으로 연속으로 2학기 이상 

연구등록 해야)

경북

지도교수의 추천

을 받은 후 신청

서를 학과장에게 

제출

○ (대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

는 학기 및 논문발표 신청학

기, 논문 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아

니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

는 행위를 할 때)

경희 등록금 납부
○ (학위 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 필수)
-

고려 등록금 납부

○(대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

는 학기 및 논문발표 신청학

기, 논문 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기)

○(학부생들과 동일)

공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

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면, 주임교

수가 이를 심사한 

후 총장에게 제출

○(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동국

○(연속하여 2학기까지 연구등

록하여야 함,연구등록을 필하

지 않으면 학위논문지도, 자격

시험응시 등 불가)

명지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

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학

기)

-

부경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허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

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

는 행위를 할 때)

서강 등록금 납부
○(석사학위과정- 당해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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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당해학기와 직전학기)

서경 등록금 납부 ○ -

서울

시립

등록금납부 및 

소정의 등록절차

이행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학교의 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

성균관

○(수료 직후 연속으로 4학기. 

다만, 4학기 경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

-

숙명 -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

기)
-

아주 등록금 납부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

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기)
-

안동

매학기 본교 소정

의 신청서를 등록 

기간 내에 지도교

수를 거쳐 학과 주

임교수에게 제출

○

연세 등록금 납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

기 필수)
-

인하 등록금 납부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한 후

에도 연구실험이 진행중이거나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학

기)

-

전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등록

을 필한 자

○(논문 연구생의 본분에 어

긋난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수료연구생으

로 등록한 자. 학

과주임교수가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대학원장에게 신청

서를 제출

○(수료 연구생의 본분에 어

긋난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조선

학위과정의 수료자

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수료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학과주임교수

가 신청자격을 심

사한 후 대학원장

○(수료 연구생의 본분에 어

긋난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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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청서를 제

출

충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

출

○(수료후 등록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거나, 지

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

을 때)

한국외

국어

등록금 납부, 신청

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

한림 등록금 납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거나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

-

한양 등록금 납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

기 필수)
-

 3.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징계절차에 있어 준용되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 

제1항은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67) 

동 조항은 현재 조사결과에 기반해 징계를 요청할 권한이 인정되는 학내 기관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기간 6년과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의 길

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68)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또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위 사립학교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년’으로 정하고 있다.69)

67)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29., 2011.7.21.>

② 제6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

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

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68)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6조(신고)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74호, 2014.10.21., 전부개

정]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해당 상담소

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9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상담소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69)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징계사유의 시효)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

호, 2014.5.16., 일부개정] 

   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처장의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

학(원)장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의 재심의·의결 요구의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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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의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5. 3. 16.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에 대

해서는 징계사유의 시효 2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5. 3. 

27. 부터 시행되었다.70) 2015. 3. 27. 자 기준으로 아직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행

위사실의 경우, 5년의 연장된 징계사유의 시효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2015. 4. 9. 개정된 교

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강화

되어 다른 사안에도 준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 2015.3.27.] [법률 제13224호, 2015.3.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

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

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하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66조의4(종전의 제66조의3)의 제목 "(징계사유의 시효)"를 "(징계사유의 시효)"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5.3.27.] [법률 제13221호, 2015.3.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졸업 후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러하지 아니한다.

70)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신설)



- 138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
도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
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라.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
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
각한 신체적 폭력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4.9.] [교육부령 제175호, 2015.4.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세분화하면서 그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오던 연구비 관련 비위에 관하여 그 징계의 근

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일부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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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간 6년

보다 이전의 사안도 상담은 물론 조사와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제

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가해당사자의 행위시점

을 기준으로 징계사유의 시효에 속하는 범위 외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의 내역 또한 징계처분

의 판단에 충분히 참작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징계절차에 있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의 시효가 

2~5년인 이상, 조사된 피해사실이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데에 분명한 시간적 한

계가 지워지게 된다. 인권센터규정 상 신고기간 6년과 불일치하는 시점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 피해사실이 조사와 심의과정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징계가 불가능한 경

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신고의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학내 각종 유형의 인권문제가 사건발생 직후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권력구조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할 

필요성이 높다. 대학교의 경우 학부생이 졸업하는 데에 8학기 즉 4년보다 더욱 많이 걸리며 

6년이 될 수 있는 점, 학부 과정에 이어서 대학원 과정으로 학업의 기간과 소속이 연장될 

수 있는 점,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평생 학맥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학업

과 연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법률과 학칙

상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연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와 책임귀

속이 가능한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학내 실정상 바람직하다.

 4. 대학원생 중도이탈현황 파악 및 관리

  본 연구 1부에서 언급한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포함해, 
지금까지 대학원생 관련조사는 주로 재학생들의 인식 및 상황에 기초하여 행해져왔다. 그러

나 실제로 대학원에서 심각한 문제와 직면하는 대학원생들은 종종 중도이탈을 선택하며 결

과적으로 조사대상에서 누락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사는 필연적으로 사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확히 그렇게 조사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사례들에 내포된 문제들이야말로 대학

원에서 정상적인 연구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도이탈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는 작업은 정기실태조사와 함께 

서울대학교의 제도개선과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각 학과의 중도

탈락현황에 대한 통계적 조사와 함께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대학원

생들에 대한 사려 깊은 인터뷰 작업을 포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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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입니다 『대학신문』에서는 본교 대

학원생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및 연구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설문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응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

다 본 설문지의 개발은 『대학신문』과 ‘서울대 대학원생 총협의회’와 ‘서울대 인권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2012년에 보도된 『대학신문』의 기획에서는 ‘돈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답

한 대학원생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단과대별 사례 수집을 통해 보다 정성적인 방법으로 개별 

대학원생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주위의 사례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

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취재 방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아도 되

고, 느끼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한해 집중적으로 답해주셔도 좋습니다 

이하의 모든 답변 내용은 당사자의 허가 없이 무단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록1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SQ1 1. 귀하의 나이를 기재해주십시오

        만                   세                                                                                    

SQ2 2. 귀하가 소속된 단과대학을 선택해주십시오

1) 인문사회계

2) 자연과학계

3) 공학계

4) 예체능계

5) 의학계

6)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7) 협동과정(자연과학/공학계열)

8) 전문대학원(의․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9) 전문대학원(보건대학원, 행저대학원, 국제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환경대학원)

SQ3 3. 대학원 진학 후 귀하의 등록 학기를 선택해주십시오

1) 석사 1학기 2) 석사 2학기 3) 석사 3학기 4) 석사 4학기

5) 석사수료 6) 박사 1학기 7) 박사 2학기 8) 박사 3학기

9) 박사 4학기 이상 10)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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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4 4. 귀하의 학업형태를 선택해주십시오 (전업학생이란 학업을 주(主)로, 그 외 경제활동을 부(副)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전업학생은 그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1) 전업학생 2) 비전업학생

I. 전반적인 경제 상황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1 1. 현재 귀하의 학비(등록금, 연구생등록비)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3) 300~350만원

4) 350~400만원 5) 400~450만원 6) 450~500만원

7) 500~550만원 8) 550~600만원 9) 600~700만원

10) 700만원 이상

2.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 마련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2-1 1) 장학금 (학업 외에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원금)
Q2-2 2) 교내 임금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 TA/RA 임금, 본부/학과 소속 자체직원 등)
Q2-3 3) 교외에서 받는 임금 (과외, 아르바이트 등)
Q2-4 4) 부모님, 배우자 등의 지원
Q2-5 5) 대출
Q2-6 6) 기타

Q3 3. 현재 귀하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부양가족이 있습니까?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성원이 

본인을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1) 피부양가족 없음 (☞ 4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 1명 (☞ 6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3) 2명 (☞ 6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4) 3명 (☞ 6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5) 4명 이상 (☞ 6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Q4 4.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매월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총 지출액(주거비, 등록금, 학업을 위한 지

출액을 제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비는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1) 월 20만원 미만 2) 월 20~30만원  3) 월 30~40만원 

4) 월 40~50만원 5) 월 50~60만원 6) 월 60~70만원

7) 월 70~100만원 8) 월 110만원 이상

Q5 5.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학습과 연구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매 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 주거비 제외)

1) 월 30만원 미만 2) 월 30~40만원  3) 월 40~50만원 

4) 월 50~60만원 5) 월 60~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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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6.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월 가족 전체의 생활을 위한 총 지출액(주거비, 등록금, 학업을 위한 

지출액을 제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비는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1) 월 30만원 미만 2) 월 30~50만원  3) 월 50~70만원 

4) 월 70~90만원 5) 월 90~110만원 6) 월 110~150만원

7) 월 150~200만원 8) 월 200만원 이상

Q7 7.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학습과 연구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매 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과 주거비를 제외하며 가족 부양에 소요되는 비

용은 포함함)

1) 월 100만원 미만 2) 월 100~130만원  3) 월 130~160만원 

4) 월 160~190만원 5) 월 190만원

Q8 8. 매월 주거비용을 위해 지출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월 19만원 (대학원 생활관 2인실 비용 기준) 2) 월 20~30만원 

3) 월 30~40만원 4) 월 40~50만원

5) 월 50~60만원 6) 월 60만원 이상

7) 주거비 지출 없음(부모, 배우자 등이 소유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주택에서 통학)

Q9 9. 매월 학업에 수반하는 비용(예컨대 수업 material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등록금을 제외함)으

로 얼마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까?

1) 월 10만원 미만 2) 월 10~20만원  3) 월 20~30만원 

4) 월 30~40만원 5) 월 40~50만원 6) 월 50만원 이상

Q10 10. 이 같은 제반 비용에 대한 단과대/학과 차원의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제반 비용 지원 없음 2) 청구식으로 지불

3) 월정액 지급 4) 기타

11. 등록비 제외 제반 비용(생활비, 주거비, 자료구입비 등)은 어떤 경로를 통해 마련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Q11-1 1) 장학금 (학업 외에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원금)
Q11-2 2) 교내 임금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 TA/RA 임금, 본부/학과 소속 자체직원 등)
Q11-3 3) 교외에서 받는 임금 (과외, 아르바이트 등)
Q11-4 4) 부모님, 배우자 등의 지원
Q11-5 5) 대출
Q11-6 6) 기타

Q12 12.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래 설명을 참고해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식주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2)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3)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나 연구 제반 비용(자료 구입비, 학회 참가비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4)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5)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으나 미래(주거, 결혼, 건강)를 위해 저축, 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

할 여력은 없다

6)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건강, 주거, 결혼 등)를 대비하기 위한 저

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 143 -

Q13 13.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II. 장학금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14 14. 현재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1) 있다 (☞ 15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 없다 (☞ 22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Q15 15. 이번 학기에 교내 장학금(이공계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 등 노동을 조건으로 받는 임금 및 

장학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업 장려를 목적으로 받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달 수령

액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1) 해당사항 없음 2) 30만원 미만  3) 30~60만원

4) 60~90만원 5) 90~120만원 6) 월 120만원 이상

Q16 16. 귀하가 받는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혜택을 포함합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기타 (등록금 부분 감면 혹은 다른 장학혜택 제공시)

Q17 17. 이번 학기에 한국연구재단이나 기업을 포함한 교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달 수령액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1) 해당사항 없음 2) 30만원 미만  3) 30~60만원

4) 60~90만원 5) 90~120만원 6) 월 120만원 이상

Q18 18. 귀하가 수령하는 장학금의 정원은 어떠합니까?

1) 학과당 1인 2) 지도교수당 1인 3) 학과당 2~5인

4) 지도교수당 2인 이상 5) 학과당 5인 이상 6) 기타

Q19 19. 귀하가 수령하는 장학금은 어떤 선정 절차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합니까?

1) 성적 및 가정 형편 고려해 학과나 본부(교내), 재단(교외)에서 선발

2) 지도교수의 재량

3) 논문 등 연구 실적을 학과나 본부(교내), 재단(교외)에서 선발

4) 기타

Q20 20. 현재 귀하가 수령하는 장학금 혹은 장학혜택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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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21.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학 지원 액수가 적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장학금 정원이 적어 모든 원생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3) 장학생 선정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4) 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5) 기타

III. 근로 소득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22 22. 장학금이 아닌,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TA/RA, 연구원 등) 그에 대한 임금 형태의 근로 소득을 

받고 있습니까?

1) 있다 (☞ 23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 없다 (☞ 33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Q23 23. 귀하의 전공 내에 할당된 TA/RA 업무의 정원은 어떠합니까?

1)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1명 혹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TA/RA 등을 할 수 있다

2) TA/RA 정원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 모두가 TA/RA 등의 업무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3) 본인이 지원할 경우 TA/RA 등의 업무를 맡는 데 어려움이 없다

4) 기타

Q24 24. 이번 학기 귀하의 전공 내에서 연구 프로젝트 업무에 할당된 정원은 어떠합니까?

1) 이번 학기 연구 프로젝트가 없다

2) 연구 프로젝트가 있지만 선발 정원이 한정돼 있어 원하는 사람 모두가 참여하지는 못한다

3)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 데 어려움이 없다

4) 기타

25. 어떤 형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25-1 1) TA (수업조교 등)
Q25-2 2) RA (연구조교 등)
Q25-3 3) 연구원 (연구 프로젝트 참여)
Q25-4 4) 학과 행정조교
Q25-5 5) 학내 기관 소속 자체 직원
Q25-6 6) 보기에 제시된 업무 중 두 개 이상의 업무 담당
Q25-7 7) 기타

Q26 26. 이번 학기에 TA/RA, 연구원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이공계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를 포함하여 노동을 조건으로 받는 임금 및 장학금), 한 달 수령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TA/RA 등을 하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않음 2) 월 30만원 미만

3) 30~60만원 4) 60~90만원

5) 90~120만원 6) 120만원 이상

7) 비금전적 보상 (학점 이수 인정 등)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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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27. TA/RA, 연구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간‧근로시간‧임금액수 등 근로조건을 신청

서, 계약서 등의 서면이나 담당자의 말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1) 서면이나 구두로 들은 바 없음 2) 구두로만 들었음

3) 신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 4) 기타

Q28 28. 담당업무(강의보조와 준비를 위한 시간 등 포함)나 연구를 수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

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공지 받은 바 없음 2) 월 20시간 미만

3) 월 20~40시간 4) 월 40~60시간

5) 월 60~80시간 6) 월 80~120시간

7) 월 120~160시간 8) 기타

Q28 29. 실제로 담당업무나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월 20시간 미만 2) 월 20~40시간

3) 월 40~60시간 4) 월 60~80시간

5) 월 80~120시간 6) 월 120~160시간

7) 월 160시간 이상 8) 기타

Q30 30. 구두(담당자의 설명) 혹은 서면(신청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근로기간은 어느 정도 입

니까?

1) 6개월 (1개 학기) 이하 2) 6개월 (1개 학기) ~ 1년

3) 3개 학기 이상 수료할 때까지 4) 2년

5) 2년 초과 6) 기타

Q31 31. 현재 수행하고 있는 TA/RA 등 근로의 노동강도 기타 업무량을 감안할 때, 현재 그 대가로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미흡하다 2) 다소 미흡하다 3) 적정한 수준이다

4) 다소 과다하다 5) 매우 과도하다

Q32 32. 위 질문에서 ‘매우 미흡하다’ 혹은 ‘다소 미흡하다’로 답변한 경우, 현재 노동강도를 감안할 때 

적정한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 이하는 학내외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이 같은 근로 활동이 귀하의 학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33 33. 소속 학과/전공에서 TA/RA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귀하의 학업을 어느 정도 방해하고 있습니

까?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보통

4) 상당히 영향을 미침 5) 매우 영향을 미침 6)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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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34. 학내 행정 기관에 고용된 유급노동(자체 직원, 동조교 등)을 하는 경우, 이는 귀하의 학업을 어

느 정도 방해하고 있습니까?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보통

4) 상당히 영향을 미침 5) 매우 영향을 미침 6) 해당사항 없음

Q35 35. 학교와 무관한 외부 유급노동(과외,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이는 귀하의 학업을 어느 정

도 방해하고 있습니까?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보통

4) 상당히 영향을 미침 5) 매우 영향을 미침 6) 해당사항 없음

Q36 36. 시간강사 일을 하는 경우, 이는 귀하의 학업을 어느 정도 방해하고 있습니까?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보통

4) 상당히 영향을 미침 5) 매우 영향을 미침 6) 해당사항 없음

Q37 37. 귀하가 소속된 단과대 내 전공 간 연구실/지도교수에게 지원되는 연구비나 사업비 등의 총 자

원, 즉 경제적 격차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격차가 거의 없다 2) 격차가 적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격차가 큰 편이다 5) 격차가 매우 심하다

Ⅳ. 경제적 환경의 개선방향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38 38.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제보하고자 하는 사례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Q39 39. 본부 및 국가적 지원 예산이 확대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이 늘어나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40 40. 대학원생에게 부과하는 학비(등록금 및 연구제반비용)를 감면해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41 41. 한정된 재원 내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개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진입장벽을 높이

고 정원을 줄여 소수정예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42 42.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높은 소득을 거두는 연구실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그렇지 않은 연구실에 

분배함으로써 전공별 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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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 43. 학교 차원에서 TA/RA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44 44. 본인의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체감 정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쁜편이다

Q45 45. 신체적인 건강문제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보건소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보건소의 존재를 알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

2)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3)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4)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5) 기타

46. 서울대학교 보건소는 재학생에게 매년 1회 무료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의료보

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학생에 한하여 진료 및 치료가 끝난 뒤 학생의

료공제를 신청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건강검진을 받았

거나 의료보험혜택 또는 진료비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46-1 1) 이용한 적이 없다
Q46-2 2) 무료건강검진을 받았다
Q46-3 3)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았다
Q46-4 4) 등록금 납부시 의료공제회에 가입하여 진료비 환급을 받았다
Q46-5 5) 서비스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Q47 47. 본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체감 정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쁜편이다

Q48 48. 심리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과 보건소 정신과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대학생활문화원 또는 보건소의 존재를 알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

2)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3)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4)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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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49.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과 보건소 정신과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더라도 학외의 유

관기관 등(신경정신과 병원 등)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상담, 기타 진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Ⅵ. 진로 및 정보 접근성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50. 귀하의 졸업 후의 희망진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Q50-1 1) 석사졸업 후 연구직으로 취직
Q50-2 2) 석사졸업 후 일반 기업체 등 사무직으로 취직
Q50-3 3) 석사졸업 후 해외 대학원 진학
Q50-4 4) 박사졸업 후 교수 임용
Q50-5 5) 박사졸업 후 연구직으로 취직
Q50-6 6) 박사졸업 후 일반 기업체 등 사무직으로 취직
Q50-7 7) 미정
Q50-8 8) 졸업을 하지 않고 과정을 중단 
Q50-9 9) 전문대학원 진학
Q50-10 10) 기타

Q51 51. 졸업 후의 희망진로는 대학원에서의 전공에 속하거나 관계있는 것입니까?

1) 해당 전공에 속함 2) 전공과 관계 있음

3) 전공과 무관함 4) 기타

52. 대학원생이 학위를 마치지 않고 과정을 그만두는 경우(중도이탈 혹은 무기한 연기), 그 주된 이

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Q52-1 1) 경제적 어려움
Q52-2 2)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
Q52-3 3)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Q52-4 4) 본인의 학업 및 연구 성과 부족
Q52-5 5) 열악한 연구조건 (연구공간 및 도서, 시설 등)
Q52-6 6) 인간관계 (성차별, 학력차별 등)
Q52-7 7) 딱히 없음
Q52-8 8) 기타

5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3-1 1) 연구, 휴게, 자치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Q53-2 2) 실험실/연구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해롭다
Q53-3 3) 실험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
Q53-4 4) 캠퍼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Q53-5 5) 캠퍼스 내 공사로 인해 불편(소음발생, 이동·시설이용 제한 등)을 겪는다
Q53-6 6)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힘들다
Q53-7 7) 보육지원이 부족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
Q53-8 8) 교육과정이 임의로 변경된 적이 있다
Q53-9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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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학원 입학시 학업과 논문지도, 해당학과의 학위를 마치는 데 소용되는 평균 연한에 대한 정보

에 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4-1 1) 안내받은 적이 없음 
Q54-2 2)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Q54-3 3)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Q54-4 4)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Q54-5 5)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Q54-6 6)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Q54-7 7) 기타

55. 대학원 입학시 장학금 혜택 및 교내 유급 일자리 기회 등의 정보에 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

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5-1 1)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Q55-2 2)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Q55-3 3)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Q55-4 4)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Q55-5 5) 기타

56. 해당학과의 대학원 졸업 후 선배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

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6-1 1)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Q56-2 2)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Q56-3 3)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Q56-4 4)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Q56-5 5) 기타

Ⅶ. 생활 및 연구 환경의 개선방향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57 57. 학업, 연구 및 업무환경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포함된 대학원생 권리 장전이나 권리보장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58 58. 대학원생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상담·조사·조정·심의 및 연구·교육을 하는 인권센터의 기능 중 행

정제도로 인한 불이익과 같이 권익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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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59. 학부와 별개로 대학원생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가 해

외 유수 대학에 설치된 바가 있다. 대학원생 옴부즈맨 사무소의 담당자는 어떤 개인의 시각도 

대변하지 않는 중립성과 어떤 공식적 고충 처리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독립성을 강조하되, 대

학원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안내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조정하고자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고충처리 혹은 소청 및 신고절차로 인계할 수도 있다. 학교전

체차원에서 혹은 단과대학별로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을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담자가 필요하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60 60.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위한 자치기구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협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2) 메일이나 현수막, 지인 등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정도

3)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일정 이상 관심을 갖고 있음

4) 기타

Q61 61. 학내 대학원생을 포괄하는 대학원생 자치기구는 필요하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62 62. 전체 대학원 차원에서와 별도로 학과/단과대학 별 자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63 63. 대학원생의 가사/육아에 대비한 학교 차원의 환경적, 경제적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Ⅷ. 학내 인권 상황 및 인권문제 경험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64 64. 귀하는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열악하다 2) 열악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Q65 65. 귀하 자신의 인권이 서울대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3) 보장받는 편이다 4)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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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수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66-1 1) 성희롱/성폭력
Q66-2 2) 폭력
Q66-3 3) 차별
Q66-4 4) 교육/연구상의 직권 남용
Q66-5 5) 반강제적 노동의 강요
Q66-6 6) 기타

67. 이하 문항은 66번 문항 중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67-1 1)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67-2 2)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Q67-3 3)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67-4 4)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춤, 노래, 술따르기 등)를 강요당했다
Q67-5 5) 불쾌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
Q67-6 6) 성폭행을 당했다
Q67-7 7)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68. 이하 문항은 66번 문항 중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68-1 1) 성역할(식사준비, 무거운 짐들기 등)을 강요당했다
Q68-2 2)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Q68-3 3) 음주를 강요당했다
Q68-4 4) 강제집합이나 행사동원 등을 당했다(강제로 어디가기)
Q68-5 5) 왕따를 당했다
Q68-6 6) 성적, 가정형편 등 신상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
Q68-7 7)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
Q68-8 8) 두발, 복장 등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Q68-9 9)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69. 이하 문항은 66번 문항 중 ‘차별’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69-1 1) 출신학교(학부, 고등학교 등)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9-2 2) 소속 또는 출신 학과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9-3 3)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9-4 4) 출신지역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9-5 5)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8-6 6)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8-7 7)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8-8 8) 사상,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8-9 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8-10 10)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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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문항은 66번 문항 중 ‘교육/연구 상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70-1 1) 지나치게 준비가 안 된 수업을 들었다
Q70-2 2)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수업시간이 자주 변경되었다
Q70-3 3) 졸업 논문을 빌미로 물질적 대가(금품, 논문 대필 등) 제공을 강요받았다
Q70-4 4) 졸업 논문을 빌미로 성적 접촉 및 행위를 강요받았다
Q70-5 5) 졸업 논문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Q70-6 6) 특정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다
Q70-7 7)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논문 대필, 가로채기 등)
Q70-8 8) 조교/프로젝트/실험실의 업무로 인해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Q70-9 9) 직접 또는 간접적(관행)으로 선물이나 접대 제공을 강요당했다
Q70-10 10)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71. 이하 문항은 66번 문항 중 ‘반강제적 노동의 강요’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71-1 1)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Q71-2 2) 교수의 개인 목적을 위한 연구비 유용을 지시받았다
Q71-3 3)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Q71-4 4) 부적절한(개인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술자리 대동, 집안 대소사, 불필요한 운전 등)
Q71-5 5)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72.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

능)
Q72-1 1)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Q72-2 2)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이 이상의 조처는 취하지 않음)
Q72-3 3) 부당한 일을 지시한 교수 혹은 선후배에게 직접 문제제기
Q72-4 4) 제도적 대응 (학내외 기구에 민원제기, 상담, 고발 등)
Q72-5 5) 기타

73. 선배나 동료 또는 후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73-1 1) 성희롱/성폭력
Q73-2 2) 폭력
Q73-3 3) 차별
Q73-4 4) 교육/연구상의 횡포
Q73-5 5) 기타

74. 이하 문항은 73번 문항 중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74-1 1)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74-2 2)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Q74-3 3)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74-4 4) 불쾌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
Q74-5 5) 성폭행을 당했다
Q74-6 6)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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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문항은 73번 문항 중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75-1 1) 성역할(식사준비, 무거운 짐들기 등)을 강요당했다
Q75-2 2)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Q75-3 3) 음주를 강요당했다
Q75-4 4) 강제집합이나 행사동원 등을 당했다(강제로 어디가기)
Q75-5 5) 왕따를 당했다
Q75-6 6) 성적, 가정형편 등 신상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
Q75-7 7)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
Q75-8 8) 두발, 복장 등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Q75-9 9)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76. 이하 문항은 73번 문항 중 ‘차별’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76-1 1) 출신학교(학부, 고등학교 등)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2 2) 소속 또는 출신 학과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3 3)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4 4) 출신국가 및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5 5) 출신지역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6 6)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7 7)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8 8)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9 9) 사상,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10 10)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76-11 11)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77. 이하 문항은 73번 문항 중 ‘교육/연구 상의 횡포’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77-1 1) 연구에 필요한 자원(데이터, 기구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했다
Q77-2 2) 특정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다
Q77-3 3) 선배/동료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논문 대필, 가로채기 등)
Q77-4 4) 프로젝트/실험실 등의 업무로 인해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Q77-5 5) 부적절한(개인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
Q77-5 6) 다른 사람이 이상 중 하나를 겪은 일을 보거나 직접 들은 적이 있다

78.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78-1 1)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Q78-2 2)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이 이상의 조처는 취하지 않음)
Q78-3 3) 부당한 일을 지시한 교수 혹은 선후배에게 직접 문제제기
Q78-4 4) 제도적 대응 (학내외 기구에 민원제기, 상담, 고발 등)
Q78-5 5) 기타

79. 교수나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하지 못하

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79-1 1)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Q79-2 2)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Q79-3 3)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Q79-4 4) 교수나 선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질까봐
Q79-5 5) 다른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Q79-6 6) 공공연히 이뤄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Q79-7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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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하신 경우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80-1 1) 무시당함 (아무 응답 없었음)
Q80-2 2) 개인적인 사과
Q80-3 3) 학업/연구를 통한 보상 (졸업, 제2저자나 공동연구자로의 공식 인정 등)
Q80-4 4) 경제적 보상
Q80-5 5) 불이익 (왕따 등)
Q80-6 6) 법적 분쟁
Q80-7 7) 아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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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가안)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가 주관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제

도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울

대학교의 인권 실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학업과 연구에 바쁘시더라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인권 및 제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조사의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

하고 성의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자 및 응답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조사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월

              조사담당자: ○○○                연락처:      

                                                        전자메일:

--------------------------------------------------------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➀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➁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ID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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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내 인권 상황 및 인권문제 경험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1 1. 귀하는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열악하다 2) 열악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Q2 2. 귀하 자신의 인권이 서울대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3) 보장받는 편이다 4)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3. 교수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3-1 1) 성희롱/성폭력
Q3-2 2) 넒은 의미의 폭력
Q3-3 3) 넒은 의미의 차별
Q3-4 4) 교육/연구상의 권한 남용
Q3-5 5)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Q3-6 6) 기타

4. 이하 문항은 3번 문항 중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4-1 1)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4-2 2)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Q4-3 3)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4-4 4) 분위기를 띄우는 행위(춤, 노래, 술따르기 등)를 강요당했다
Q4-5 5) 불쾌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
Q4-6 6) 성폭행을 당했다

5. 이하 문항은 3번 문항 중 ‘넒은 의미의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5-1 1) 성역할(식사준비, 무거운 짐들기 등)을 강요당했다
Q5-2 2)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Q5-3 3) 음주를 강요당했다
Q5-4 4) 강제집합이나 행사동원 등을 당했다(강제로 어디가기)
Q5-5 5) 왕따를 당했다
Q5-6 6) 성적, 가정형편 등 신상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
Q5-7 7)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
Q5-8 8) 두발, 복장 등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6. 이하 문항은 3번 문항 중 ‘넒은 의미의 차별’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6-1 1) 출신학교(학부, 고등학교 등)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2 2) 소속 또는 출신 학과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3 3)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4 4) 출신지역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5 5)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6 6)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7 7)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8 8) 사상,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6-9 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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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하 문항은 3번 문항 중 ‘교육/연구 상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7-1 1) 지나치게 준비가 안 된 수업을 들었다
Q7-2 2)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수업시간이 자주 변경되었다
Q7-3 3) 졸업 논문을 빌미로 물질적 대가(금품, 논문 대필 등) 제공을 강요받았다
Q7-4 4) 졸업 논문을 빌미로 성적 접촉 및 행위를 강요받았다
Q7-5 5) 졸업 논문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Q7-6 6) 특정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다
Q7-7 7)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논문 대필, 가로채기 등)
Q7-8 8) 조교/프로젝트/실험실의 업무로 인해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Q7-9 9) 직접 또는 간접적(관행)으로 선물이나 접대 제공을 강요당했다

8. 이하 문항은 3번 문항 중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8-1 1)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Q8-2 2) 교수의 개인 목적을 위한 연구비 유용을 지시받았다
Q8-3 3)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Q8-4 4) 부적절한(개인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술자리 대동, 집안 대소사, 불필요한 운전 등)

9.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

능)
Q9-1 1)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Q9-2 2)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이 이상의 조처는 취하지 않음)
Q9-3 3) 부당한 일을 지시한 교수 혹은 선후배에게 직접 문제제기
Q9-4 4) 제도적 대응 (학내외 기구에 민원제기, 상담, 고발 등)
Q9-5 5) 기타

10. 선배나 동료 또는 후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10-1 1) 성희롱/성폭력
Q10-2 2) 넒은 의미의 폭력
Q10-3 3) 넒은 의미의 차별
Q10-4 4) 교육/연구상의 횡포
Q10-5 5) 기타

11. 이하 문항은 10번 문항 중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11-1 1)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11-2 2)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Q11-3 3)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Q11-4 4) 불쾌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
Q11-5 5) 성폭행을 당했다

12. 이하 문항은 10번 문항 중 ‘넒은 의미의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12-1 1) 성역할(식사준비, 무거운 짐들기 등)을 강요당했다
Q12-2 2)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Q12-3 3) 음주를 강요당했다
Q12-4 4) 강제집합이나 행사동원 등을 당했다(강제로 어디가기)
Q12-5 5) 왕따를 당했다
Q12-6 6) 성적, 가정형편 등 신상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었다
Q12-7 7)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
Q12-8 8) 두발, 복장 등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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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하 문항은 10번 문항 중 ‘넒은 의미의 차별’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13-1 1) 출신학교(학부, 고등학교 등)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2 2) 소속 또는 출신 학과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3 3)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4 4) 출신국가 및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5 5) 출신지역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6 6)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7 7)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8 8)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9 9) 사상,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Q13-10 10)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4. 이하 문항은 10번 문항 중 ‘교육/연구 상의 횡포’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복수응답 가능)
Q14-1 1) 연구에 필요한 자원(데이터, 기구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했다
Q14-2 2) 특정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다
Q14-3 3) 선배/동료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논문 대필, 가로채기 등)
Q14-4 4) 프로젝트/실험실 등의 업무로 인해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Q14-5 5) 부적절한(개인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

15.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15-1 1)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Q15-2 2) 주변지인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을 받음 (이 이상의 조처는 취하지 않음)
Q15-3 3) 부당한 일을 지시한 교수 혹은 선후배에게 직접 문제제기
Q15-4 4) 제도적 대응 (학내외 기구에 민원제기, 상담, 고발 등)
Q15-5 5) 기타

16. 교수나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하지 못하

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16-1 1)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Q16-2 2)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Q16-3 3)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Q16-4 4) 교수나 선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질까봐
Q16-5 5) 다른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Q16-6 6) 공공연히 이뤄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Q16-7 7) 기타

17.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하신 경우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17-1 1) 무시당함 (아무 응답 없었음)
Q17-2 2) 개인적인 사과
Q17-3 3) 학업/연구를 통한 보상 (졸업, 제2저자나 공동연구자로의 공식 인정 등)
Q17-4 4) 경제적 보상
Q17-5 5) 불이익 (왕따 등)
Q17-6 6) 법적 분쟁
Q17-7 7) 아직 진행 중

Ⅱ. 전반적인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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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8 18. 현재 귀하의 학비(등록금, 연구생등록비)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3) 300~350만원

4) 350~400만원 5) 400~450만원 6) 450~500만원

7) 500~550만원 8) 550~600만원 9) 600~700만원

10) 700만원 이상

19.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 마련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19-1 1) 장학금 (학업 외에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원금)
Q19-2 2) 교내 임금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 TA/RA 임금, 본부/학과 소속 자체직원 등)
Q19-3 3) 교외에서 받는 임금 (과외, 아르바이트 등)
Q19-4 4) 부모님, 배우자 등의 지원
Q19-5 5) 대출
Q19-6 6) 기타

Q20 20. 현재 귀하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부양가족이 있습니까?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성원

이 본인을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1) 피부양가족 없음 (☞ 21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 1명 (☞ 23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3) 2명 (☞ 23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4) 3명 (☞ 23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5) 4명 이상 (☞ 23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Q21 21.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매월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총 지출액(주거비, 등록금, 학업을 위한 

지출액을 제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비는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1) 월 20만원 미만 2) 월 20~30만원  3) 월 30~40만원 

4) 월 40~50만원 5) 월 50~60만원 6) 월 60~70만원

7) 월 70~100만원 8) 월 110만원 이상

Q22 22. 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학습과 연구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매 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 주거비 제외)

1) 월 30만원 미만 2) 월 30~40만원  3) 월 40~50만원 

4) 월 50~60만원 5) 월 60~70만원

Q23 23.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월 가족 전체의 생활을 위한 총 지출액(주거비, 등록금, 학업을 위

한 지출액을 제외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비는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1) 월 30만원 미만 2) 월 30~50만원  3) 월 50~70만원 

4) 월 70~90만원 5) 월 90~110만원 6) 월 110~150만원

7) 월 150~200만원 8) 월 200만원 이상

Q24 24.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학습과 연구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매 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과 주거비를 제외하며 가족 부양에 소요되는 비

용은 포함함)

1) 월 100만원 미만 2) 월 100~130만원  3) 월 130~160만원 

4) 월 160~190만원 5) 월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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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25. 매월 주거비용을 위해 지출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월 19만원 (대학원 생활관 2인실 비용 기준) 2) 월 20~30만원 

3) 월 30~40만원 4) 월 40~50만원

5) 월 50~60만원 6) 월 60만원 이상

7) 주거비 지출 없음(부모, 배우자 등이 소유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주택에서 통학)

Q26 26. 매월 학업에 수반하는 비용(예컨대 수업 material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등록금을 제외함)으

로 얼마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까?

1) 월 10만원 미만 2) 월 10~20만원  3) 월 20~30만원 

4) 월 30~40만원 5) 월 40~50만원 6) 월 50만원 이상

Q27 27. 이 같은 제반 비용에 대한 단과대/학과 차원의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제반 비용 지원 없음 2) 청구식으로 지불

3) 월정액 지급 4) 기타

28. 등록비 제외 제반 비용(생활비, 주거비, 자료구입비 등)은 어떤 경로를 통해 마련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Q28-1 1) 장학금 (학업 외에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원금)
Q28-2 2) 교내 임금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 TA/RA 임금, 본부/학과 소속 자체직원 등)
Q28-3 3) 교외에서 받는 임금 (과외, 아르바이트 등)
Q28-4 4) 부모님, 배우자 등의 지원
Q28-5 5) 대출
Q28-6 6) 기타

Q29 29.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래 설명을 참고해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식주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2)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3) 등록금 납부는 가능하나 연구 제반 비용(자료 구입비, 학회 참가비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4)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5) 학업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으나 미래(주거, 결혼, 건강)를 위해 저축, 보험 등을 별도로 준비

할 여력은 없다

6) 학업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건강, 주거, 결혼 등)를 대비하기 위한 저

축이나 보험 등을 신청하여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Q30 30.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Ⅲ. 장학금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31 31. 현재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1) 있다 (☞ 32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 없다 (☞ 3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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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32. 이번 학기에 교내 장학금(이공계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 등 노동을 조건으로 받는 임금 및 

장학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업 장려를 목적으로 받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달 수령

액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1) 해당사항 없음 2) 30만원 미만  3) 30~60만원

4) 60~90만원 5) 90~120만원 6) 월 120만원 이상

Q33 33. 귀하가 받는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혜택을 포함합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기타 (등록금 부분 감면 혹은 다른 장학혜택 제공시)

Q34 34. 이번 학기에 한국연구재단이나 기업을 포함한 교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달 수령액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1) 해당사항 없음 2) 30만원 미만  3) 30~60만원

4) 60~90만원 5) 90~120만원 6) 월 120만원 이상

Q35 35. 귀하가 수령하는 장학금의 정원은 어떠합니까?

1) 학과당 1인 2) 지도교수당 1인 3) 학과당 2~5인

4) 지도교수당 2인 이상 5) 학과당 5인 이상 6) 기타

Q36 36. 귀하가 수령하는 장학금은 어떤 선정 절차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합니까?

1) 성적 및 가정 형편 고려해 학과나 본부(교내), 재단(교외)에서 선발

2) 지도교수의 재량

3) 논문 등 연구 실적을 학과나 본부(교내), 재단(교외)에서 선발

4) 기타

Q37 37. 현재 귀하가 수령하는 장학금 혹은 장학혜택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Q38 38.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학 지원 액수가 적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장학금 정원이 적어 모든 원생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3) 장학생 선정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4) 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5) 기타

Ⅳ. 근로 소득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Q39 39. 장학금이 아닌,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TA/RA, 연구원 등) 그에 대한 임금 형태의 근로 소득을 

받고 있습니까?

1) 있다 (☞ 40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 없다 (☞ 51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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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 40. 귀하의 전공 내에 할당된 TA/RA 업무의 정원은 어떠합니까?

1)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1명 혹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TA/RA 등을 할 수 있다

2) TA/RA 정원이 있지만 원하는 사람 모두가 TA/RA 등의 업무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3) 본인이 지원할 경우 TA/RA 등의 업무를 맡는 데 어려움이 없다

4) 기타

Q41 41. 이번 학기 귀하의 전공 내에서 연구 프로젝트 업무에 할당된 정원은 어떠합니까?

1) 이번 학기 연구 프로젝트가 없다

2) 연구 프로젝트가 있지만 선발 정원이 한정돼 있어 원하는 사람 모두가 참여하지는 못한다

3) 본인이 지원할 경우 업무를 맡는 데 어려움이 없다

4) 기타

42. 어떤 형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42-1 1) TA (수업조교 등)
Q42-2 2) RA (연구조교 등)
Q42-3 3) 연구원 (연구 프로젝트 참여)
Q42-4 4) 학과 행정조교
Q42-5 5) 학내 기관 소속 자체 직원
Q42-6 6) 보기에 제시된 업무 중 두 개 이상의 업무 담당
Q42-7 7) 기타

Q43 43. 이번 학기에 TA/RA, 연구원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이공계 실험실에서 

지급받는 연구비를 포함하여 노동을 조건으로 받는 임금 및 장학금), 한 달 수령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TA/RA 등을 하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않음 2) 월 30만원 미만

3) 30~60만원 4) 60~90만원

5) 90~120만원 6) 120만원 이상

7) 비금전적 보상 (학점 이수 인정 등) 8) 기타

Q44 44. TA/RA, 연구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간‧근로시간‧임금액수 등 근로조건을 신청

서, 계약서 등의 서면이나 담당자의 말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1) 서면이나 구두로 들은 바 없음 2) 구두로만 들었음

3) 신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 4) 기타

Q45 45. 담당업무(강의보조와 준비를 위한 시간 등 포함)나 연구를 수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

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공지 받은 바 없음 2) 월 20시간 미만

3) 월 20~40시간 4) 월 40~60시간

5) 월 60~80시간 6) 월 80~120시간

7) 월 120~160시간 8) 기타

Q46 46. 실제로 담당업무나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월 20시간 미만 2) 월 20~40시간

3) 월 40~60시간 4) 월 60~80시간

5) 월 80~120시간 6) 월 120~160시간

7) 월 160시간 이상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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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 47. 구두(담당자의 설명) 혹은 서면(신청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근로기간은 어느 정도 입

니까?

1) 6개월 (1개 학기) 이하 2) 6개월 (1개 학기) ~ 1년

3) 3개 학기 이상 수료할 때까지 4) 2년

5) 2년 초과 6) 기타

Q48 48. 현재 수행하고 있는 TA/RA 등 근로의 노동강도 기타 업무량을 감안할 때, 현재 그 대가로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미흡하다 2) 다소 미흡하다 3) 적정한 수준이다

4) 다소 과다하다 5) 매우 과도하다

Q49 49. 위 질문에서 ‘매우 미흡하다’ 혹은 ‘다소 미흡하다’로 답변한 경우, 현재 노동강도를 감안할 때 

적정한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50. 이하는 학내외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이 같은 근로 활동이 귀하의 학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내용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보통
④ 상당히 

영향을 미침

⑤ 매우 

영향을 미침

⑥ 해당사항 

없음

Q50-1 1) 소속 학과/전공 내 TA/RA 업무 
Q50-2 2) 학내 유급노동
Q50-3 3) 외부 유급노동
Q50-3 4) 시간강사

Q51 51. 귀하가 소속된 단과대 내 전공 간 연구실/지도교수에게 지원되는 연구비나 사업비 등의 총 자

원, 즉 경제적 격차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격차가 거의 없다 2) 격차가 적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격차가 큰 편이다 5) 격차가 매우 심하다

Ⅴ. 진로 및 정보 접근성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52. 귀하의 졸업 후의 희망진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Q52-1 1) 석사졸업 후 연구직으로 취직
Q52-2 2) 석사졸업 후 일반 기업체 등 사무직으로 취직
Q52-3 3) 석사졸업 후 해외 대학원 진학
Q52-4 4) 박사졸업 후 교수 임용
Q52-5 5) 박사졸업 후 연구직으로 취직
Q52-6 6) 박사졸업 후 일반 기업체 등 사무직으로 취직
Q52-7 7) 미정
Q52-8 8) 졸업을 하지 않고 과정을 중단 
Q52-9 9) 전문대학원 진학
Q52-10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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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3 53. 졸업 후의 희망진로는 대학원에서의 전공에 속하거나 관계있는 것입니까?

1) 해당 전공에 속함 2) 전공과 관계 있음

3) 전공과 무관함 4) 기타

54. 대학원생이 학위를 마치지 않고 과정을 그만두는 경우(중도이탈 혹은 무기한 연기), 그 주된 이

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Q54-1 1) 경제적 어려움
Q54-2 2) 진로 및 취직의 어려움
Q54-3 3) 교과과정 및 지도에 대한 불만
Q54-4 4) 본인의 학업 및 연구 성과 부족
Q54-5 5) 열악한 연구조건 (연구공간 및 도서, 시설 등)
Q54-6 6) 인간관계 (성차별, 학력차별 등)
Q54-7 7) 딱히 없음
Q54-8 8) 기타

5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5-1 1) 연구, 휴게, 자치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Q55-2 2) 실험실/연구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해롭다
Q55-3 3) 실험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
Q55-4 4) 캠퍼스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Q55-5 5) 캠퍼스 내 공사로 인해 불편(소음발생, 이동·시설이용 제한 등)을 겪는다
Q55-6 6)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몰두하기 힘들다
Q55-7 7) 보육지원이 부족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
Q55-8 8) 교육과정이 임의로 변경된 적이 있다
Q55-9 9) 기타

56. 대학원 입학시 학업과 논문지도, 해당학과의 학위를 마치는 데 소용되는 평균 연한에 대한 정보

에 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6-1 1) 안내받은 적이 없음 
Q56-2 2)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Q56-3 3)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Q56-4 4)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함
Q56-5 5)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를 찾아보았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함
Q56-6 6)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Q56-7 7) 기타

57. 대학원 입학시 장학금 혜택 및 교내 유급 일자리 기회 등의 정보에 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

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7-1 1)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Q57-2 2)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Q57-3 3)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Q57-4 4)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Q57-5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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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해당학과의 대학원 졸업 후 선배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

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Q58-1 1)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음 
Q58-2 2)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가 있음
Q58-3 3)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있음
Q58-4 4) 학과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해 들었음
Q58-5 5) 기타

VI.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번호에 √ 표를 해주시

거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SQ1 1. 귀하의 나이를 기재해주십시오

        만                   세                                                                                    

SQ2 2.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주십시오

1) 남자 2) 여자

SQ3 3. 귀하가 소속된 단과대학을 선택해주십시오

1) 인문사회계

2) 자연과학계

3) 공학계

4) 예체능계

5) 의학계

6)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7) 협동과정(자연과학/공학계열)

8) 전문대학원(의․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9) 전문대학원(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국제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환경대학원)

SQ4 4. 대학원 진학 후 귀하의 등록 학기를 선택해주십시오

1) 석사 1학기 2) 석사 2학기 3) 석사 3학기 4) 석사 4학기

5) 석사수료 6) 박사 1학기 7) 박사 2학기 8) 박사 3학기

9) 박사 4학기 이상 10) 박사 수료

SQ5 5. 귀하의 학업형태를 선택해주십시오 (전업학생이란 학업을 주(主)로, 그 외 경제활동을 부(副)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전업학생은 그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1) 전업학생 2) 비전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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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6 6. 귀하는 지난 2014에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014년 조사는 전자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1) 있다 2)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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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제도개선 토론회 녹취록 

대학원 제도개선 중간 토론회 (발표 후) 녹취

발언자(abc 순): A (연구원1) / B (연구원2) / C (연구원3) / D (연구원4) / E (교수, 서울대) / F (본부 관계자, 
서울대) / G (교수, 서울대) / H (교수, 타 대학) / I (대학원생 자치기구 관계자1, 서울대) / J (대
학원생 자치기구 관계자2, 서울대) / K (학생 자치기구 관계자1, 서울대) / L (학생 자치기구 관계

자2, 서울대) / M (대학원생, 서울대) / N (대학원생, 서울대) / O (방청객, 대학원생, 서울대) 및 

사회자

E: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위치에서 제도개선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

견을 내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바도 있고 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학

원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인식이 그

런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혼동되는 사안이 있는데, 대학원생이 학생인지, 본인 스스로 자신이 학생이라고 얘

기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권리장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외국 대학의 어느 예를 들어도 노동labor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

는 없어요. 무언가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받는 거지 이게 노동의 대가로 뭘 지불받는다고 쓰인 경우는 

없거든요? 심지어 KAIST에서 만든 장전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로 외국대학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서울대에서 준비하는 안을 보면 근로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대학에 대한 우리의 vision을 생각해야 하는 건데, 대학이 일반기업이나 이

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고용자와 피고용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라는 것

은 학생을 키우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으로 되어 있고 대학원생은 그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만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 하는 입장, 대학이란 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하고 그 연구를 같이 수행하는 대학원생이고 동

시에 교육수혜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대학원생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물론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 그에 따른 compensation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노동이라고 딱 정하

고 나서 생각을 하면 이야기의 초점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진행되는 

조교장학금, TA장학금이라 부르는, 그걸 급여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장학금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 외에 학생들이 받는 급여 중에는 연구프로젝트

에 참여해서 받는 급여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연구재단이나 정부기관에서 받는 거고, 이건 공공재의 성격

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 공개하고 논문으로 제출하고 그렇게 그런 결과, 학문적인 진흥을 추구하는 것이

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비교한다면 이런 건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학교 안에 일부 교수님

들이나 일부 대학에서는 벤처기업 같이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IMF 위기 후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

들어서 학교 벤처기업을 둘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 안에 

물론 선생님, 교수가 벤처 기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소속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정식계약과 노동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렇게 프로

젝트가 아니고 벤처에 고용이 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마치 학교에서 이제 TA나 RA의 역할과 우리가 섞어

서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학문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냐, 
대학신문 기사의 부제subtitle로 나온 게 그건데 대학원생 지원을 충분하게 해야 하느냐, 얼마나 충분한 거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황당했는지 모를 거예요. 15년, 
불과 15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30만원이 안 됐고요, 그건 이제 5년차든 10
년차든 마찬가지였고, 1999년 정부에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BK, Brain Korea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충분한 최소 생활비를 제공해야한다는 게 교수님들이 

정부에 대고 이야기한 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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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5년 전, 옛날 제가 학생이던 시절 생각하면 30년 전과 비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지금도 

훨씬 더 조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충 생각해봐야 할 게 이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반드시 최소생활비로 월 65만원이 그렇고 나머지 합쳐서 월 백 몇 십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

짜 우리가 학생으로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가 노동의 대가로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거냐, 이걸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대 선생님 계시지만, 법학전문 대학원 등록금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

런데 학생들이 그걸 내고 가요, 거기도 똑같은 대학원생인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졸업 후 그만큼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대학원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만큼 보수의 기대치가 적죠. 그렇지만 대학을 바

로 졸업하고 회사에 가는 것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만큼 compensation을 받는 것을 학

교에 돌려줄 것이냐, 돌려줘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accept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

슈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원생이 자기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학문하는 데는 학문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게 각자 자기 흥미에 대해 끌려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의 기여도 있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특정 분야가 나중

에 졸업하고 박사 되고 나서도 그만큼 여전히 배고프게 산다, 저는 전공이 ◇◇◇◇인데, 대표적으로 배고

프게 사는 분야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건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이 발표자료에서 미국의 여

러 대학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미국에서도 모든 대학원생에게 다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필

요한 분야는 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요. 그래서 외국 학생이 유학을 가서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장학금 받는 학생만 보고 저기는 다 대학원생 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공대 학생들 보면 대부분 자기 돈 대고 대학원 다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작은 

분야의 예를 일반화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분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마다 특성

을 고려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이슈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

신 걸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정보 공개에 대해 둔감하거나 잘 몰라서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이 보이

는데, 그렇다면 대학원생 회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한다든지, 사실은 학생이 대학원생 정도 되면 자기가 필요

한 정보를 다 찾아서 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자꾸 드는데 미국에 가면 아무도 

대학원 가서 뭐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가 찾지 못해서 모르면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엄마가 다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대학에서 뭐든 알려줘야 한다

고 입장을 취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수료생 제도개선 문제를 제기하셨는

데 그건 참 좋은 얘기라고 봐요.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을 하면서 대학원생의 지휘를 갖게 되는 것은 지금도 

구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규정상으로 너무 간략하게 쓰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등록을 하면 대

학원생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BK에 참여하는 학생은 수료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도. 단과대학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도 계

속 고려를 하면서 진행해 왔지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G 선생님

께서 코멘트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G: 아주 좋은 연구를 해 주셔서 기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민과 정황을 지금 대학원생들도 느끼고, 많이 나아지고 있겠지만, 여전히 나아진 만큼 새로운 문제

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 개인의 인품이나 특성, 성격에 따라 대학원생

의 처지가 결정되는 것은 반대고요, 제도적인 해결책을 통해서만 인품과 품성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안

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환경개선안

이나 권리장전이나 표준지침, 가이드라인 등, 우리 학교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하거나 학업을 하면서 전형적

으로 부딪히는 침해상황, 위협상황, 이런 걸 비정상으로 놓고 그게 권리 침해라는 인식을 교수님들이나 대

학원생들이나 공유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디딤

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E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이냐 노동자냐를 생각해보면 [대학원생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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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학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지는 학생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의 내용이나 범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게 대학원생들의 불만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노동이든 근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표준근무지침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

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이 문제는 E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유된 인식을 기반으로 작용할 순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제도개선, 또는 이런 독립기구, 이건 그냥 저의 이상적인 생각인데요, 모

종의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아마 대학원생 대표가 참석해서 교수님들과 당당하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변호사들이 대변하는 대등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모종의 이

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마 그건 대학원생들이 논의를 통해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때도 대학원 자치기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잠깐 만들어졌지만 결국 사라졌죠, 왜냐하면 대학원

생들이 수동적이고 체념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결국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원생들이 [소음] 그런 것이 없으

면,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런 논의는 역시 또 교수님들의 

시혜에 좌우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결국은 대학원생들에게 이 상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공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게 굉

장히 중요한 관건일 텐데 그건 아마 준비하는 대학원생 협의회, 자치기구 관련자들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수님들도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의견도 결집을 해서 본

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환경을 논의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든 위원회든 뭐든 요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발적으로가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대학신문이나 대학원생 

협의회에서 [?]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해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자기 문제를 각자도생하는, 그래서 혼자 애쓰다 중도이탈하거

나 포기하거나 굴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공식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중

요성도 갖고 의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하지 않을

까, 이상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저희 논의에 오히려 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 교수님

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데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H: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최근에 인권제도나 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왔고요, 우연찮게 한국에서 최근에 인

권이나 학생인권, 시민인권 이런 제도들이, 또 최근에는 군 인권 옴부즈만 이런 것들이 죽 논의가 돼서 현

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듯하고, 일단은 제도개선 토론회 회의

자료를 죽 보면서 연구결과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걸 짚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구에 오래된 대학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합리성

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통이 형성되어 있고 지도교수는 뭘 해야 하는가, 학생

을 뭘 하고 조교는 뭘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름 잘 구축되어 있고 나라별로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그 

고유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대학도 고도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의 합리성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독일식의 연구조교

Mitarbeiter 같은 개념이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식의 Teaching Assistant 개념이 한국에 딱 맞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 행정을 이렇게 많이 조교들이 하는 그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좋게 얘기하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

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외국의 나쁜 것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 만든 이상한 제도다, 이렇게 비판

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수마다 또 학교마다, 학과마다 굉장히 다르고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대학원생의 권리는 무엇이고 교수는 또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왔던 것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이 

전부 참고 지내는 그런 형태였다가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원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문제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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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여러 대학들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만, 
이 규범은 일종의 중간규범 같은 형태입니다. 어겨도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무슨 

강제력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guide-line이죠. 한국에서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해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규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규범이 만

들어지기 굉장히 어렵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강제규범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이렇게 일도양

단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런 규범을 만들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강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강제규범화 되었을 때는 대학

이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고 특히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라는 것도 특히 대학원에서의 지도 및 교수와 학생

과의 관계라는 것은 변수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률적인 규범이 강제적으로 들어간다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신중하게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형성되면

서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건 대학원생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추상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할 때도 제가 자문

위원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인권 가이드라인 정도만 갖고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고, 그거보다 구체

적인 지침들이 마련이 돼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옴부즈맨과 고충처리절차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로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대학원생 만나서, 교수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해보면 전 90%의 문제는 교수들이 인

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너무 교수 입장인가요?(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0%는 교수가 정말 나

쁜 사람인 경우고, 90%는 교수는 나쁘고 대학원생이 착한 게 아닌 오해에서, 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학생들

에게 이렇게 비춰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사법절차로 간다거나, 전부 징계를 때린다거나, 이런 해법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고 또 교수사회의 불필요한 반발만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이고

요, 그래서 이걸 징계라거나 사법절차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종의 중간기구들, 원래 옴부즈맨이나 고충처리

절차 이야기할 때 이 절차 자체를 grievance, 혹은 conciliation process 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일종의 중재

절차입니다. 누굴 혼내고 처벌하고 이런 건 2차적인 것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상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사안이 있을 때 마음 놓고 가서 일단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구, 그리고 

그 기구에서는 일단 어떤 문제의식을 다양한 형태로 교수에게 전달한다거나 학교의 지침으로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소화하면서 그 갈등을 일단 해소하는, 실제로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 교수를 잘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좀 아닌데 

뭔가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교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대부분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행정학에서 보통 good 
governance 라고 그래서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후진적인 

조직에서, 너무 조직이 후져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하는 조직에서, 좀 더 잘하는 조직

을 만들려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이런 조직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면 서울대 인권상황

이, 교수들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웬만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빈틈없이 인권문제를 접근하려고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출발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또 

옴부즈맨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평화적인 조정자,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

분들이 좀 학교 전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은, 이 역할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대 인권센터 조직을 보면 전문위원 6명, 상담인력은 그중 4명이 있는데 그 어떤 학교보다도 많고 큰 조

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3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부족한 기능이고요, 어

떻게 보면 재판 하나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재판은 양 당사자 얘기 들어보고 결단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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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되는 거지만 이건 당사자 얘길 들어보고 조정도 하고 화해도 시키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 있어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 도입할 

때 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 여기에 무슨 4명씩이나 들어가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안 생기려면, 그러니까 얼치기 조직이 안 되려면 

오히려 굉장히 강하고 크고 충분한 여력과 자원을 가진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안되고 있

는 것 중에 단과대 조정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조정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과연 이런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인권센터

가 어떻게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권센터가 

더 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하지만 그렇다고 50명이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인권센터

가 지금보다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상담인력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과대 별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링크라든가, 과연 전문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고

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학교에서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항상 서울대가 이런 거 

먼저 해야지 다른 학교로 퍼져 나가거든요(웃음). 서울대에도 하던데, 이런 게 정말 비 서울대 학교의 입장

에서는 엄청난 논거로 제시가 되는, 여기서 어떻게 세팅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다른 학교 대학원생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장학금도 

제일 많고 등록금도 가장 싸고 이런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전체 우리나라 대학, 다른 대학에도 좋은 파급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의 말

씀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회자: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특히 조정위원 제도에 대해서 단과대까지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조금은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

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어렵게 구하였고 또 서울대학교가 항상 시설과 연구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고충을 맡아주고 계시는 F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 다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연구시설부분, 환경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주

신 토론 자료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공간 확보에 대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의 만성적인 요구,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저희 서울대학교 전체의 시설공간은 과거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기

준에 따르면 굉장히 보유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에서 각 단과대학 공간조정을 할 수 없는 정황이 

있고, 일단 공간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신축되는 부분에는 해당 대학의 평면계획구성을 일임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에 대한 일종

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이 되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나마 의견이 설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지원, 특히 이공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005년에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법이 제정되었고 그 동안 법만 제정이 되었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재원 같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을 한 것이 없는 점에 대해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00억 정도의 국립대학 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약속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휴게시설은 저희들이 어떤 가이

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고, 각 대학이나 학과, 학부 등에서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편의 시설을 마

련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대학 본부 차원에서는 교육기본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만 휴게시설까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안전관리에 있어서 그

동안 학내의 도난사건이라든지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바바리맨 사건도 있어서 저희들이 학내 교통관리위원

회,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각 대학이나 특별한 기관에서 요청

이 있을 경우 그것을 내용에 담아서 매년 안전관리대책안을 마련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는 CCTV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인권문제 때문에 [설치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만 그래도 오히려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14대, 내년에도 15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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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곽지역으로 각 대학이나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

다.
사회자: 저도 서울대학교를 오래 다녔지만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공간이 많이 확대되

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서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제정이 되고 있고 세부지침들도 많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

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시 J 가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다른 분들께서 먼저 코멘트 해주시겠

습니다.
M: 지금 ○○○○ ○○○○○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생 신분으로 9학기 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M 

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토론패널로 초청받았을 때 망설였던 이유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서는 연

구자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인데 저는 별로 대표성이 없는 것 같아서였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대표성 없는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웃음) 그래서 굉장히 개

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오늘 토론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관악을 

떠난 친구들에 대한 추억”입니다. 학부시절 함께 과학자의 꿈을 꾸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임

을 알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른 길을 선택해 나갔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선배, 동기, 
후배들 단 몇 명이라도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대학원에 입학하고 또 실험실에서 학부생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어두워진 낯빛

을 저에게 종종 비추더니 결국 한 명씩 관악을 떠나갔습니다. 똑똑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친구들

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좋거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쳐

서 이곳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능력과 열정이 넘치던 친구들조차 벽에 부딪혀 포기

하는 것을 바라본 다른 친구, 후배들 역시 마음을 돌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오

늘 진행된 이런 논의들이 조금 일찍 이루어지고, 또 오늘 논의된 것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고 여러 가지 조

건과 환경이 개선되었다면 어쩌면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제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일이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꿈을 함께 꾸고 길을 함께 걷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그 힘

든 여정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을 보내고 여기 이렇게 관악에 남아 운 좋

게 제 길을 이어 가고 있지만,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더 발전되고 또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 꿈과 열정

이 넘치는 후배들이 학문의 길을 걸어가면서 든든한 친구들을 잃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꾸게 될 꿈

과 학문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 이루게 될 반짝이는 결과들도 함께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낭독 

끝]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인권센터 및 여기 연구해주셨던 연구원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어디 가면 불만은 많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때 8월에 모여 회의했을 때 말을 많이 하면서도 되게 뭐가 될

까 싶었는데 이 회의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사research를 하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안

들을 내놓아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교수님들도, 본부에서 나온 선생님들과 저희 

대학원생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

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제일 문제는 사실은 대학원생 내부에서도 권력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문제가 많은데 이 둘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기 때

문에 서로 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대화가 잘 

안 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더라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했으

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H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악의를 품고 대학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잘 모르고 학생들이 이런 것에 대해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한다는 것

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교수님께 말할 수 없는 여

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부터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학원생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대학원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균질적인 집단이라는 게 문제가 큰 것 같거든요. 인문, 사회, 예술, 자연, 공학 연구하는 사람

들이 대학원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석사, 
박사 연구생들은 또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문대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었는

데, 그때의 소감이 뭐였냐면, 제가 그 인문대 대학원생보다 돈은 많이 받지만, 훨씬 더 팍팍한 삶을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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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친구는 가난하지만 훨씬 더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웃음).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어떻게 됐든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분야별 차이가 있고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해결이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왔고 조심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이 안

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가는 학과별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혀 아무 것도 안 되

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차라리 뭐라도, 표준지침이 되었든 뭐라도, 마련이 된 다음에 거기서 수정 개선이 

되는 식으로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 좀 최대한 많은 논의가 되어 물론 부족하겠지만 거기서 뭐라도 마련이 

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공계기 때문에 이공계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의 선배 교수님들 세대와 지금 저희 세대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국내 

조건이 지금보다 더 열악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 전 세대보다 훨씬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참고 버티면 그래도 교수가 되거나 잡job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그래 이것만 이겨내자고 할 텐데, 어차피 우리 교수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제가 지난번에 정부기관에서 

낸 통계를 듣기에는 현재 박사 배출자 대 교수임용자리 비율이 200 대 1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 대 1이라

고 하니,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선배들, 미국에서 학위 받아도 국내에 자리가 없

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선배들 많이 보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 보장도 안 되고 현실도 엉망진창이니까 점점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학생 문제에 대해서 한 가

지만 말씀드리자면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원생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약간 뭐랄까, 자신이 노동자라고 말하는 걸 스스로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

는 말들을 보면 나 출근해, 퇴근해, 그 다음에 휴가 갔다 올 게(웃음). 방학 보내고 올 게가 아니라 다 결국

엔, 사실은 회사를 다니는 것과,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 다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학생과 노동자성 둘 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그

런 지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으로서의 성격과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의

무는 이중으로 지고 있는데 권리에 대해서는 이중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절반, 50% 씩이

라도 권리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권리장전에 대해서 이 표준지침에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게 이번 연구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의를 준비해주신 인권센터 및 연구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사회자: 현장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여름에 정말 

발동걸 때 한 번 회의에 와 주셨는데, 저희도 이만큼 한 건 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진행할수록 부족한 

점도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가감없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J: 제가 짧게 준비한 발제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이번 토론회를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기 위한 중간점검의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인권센터에

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의 목적이 대학원생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

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이 겪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복합적이기도 하고 단대별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것이 대학원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14개 대학원생 총학생회가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언한 것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에 앞서서 이를 접근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나는 대학원생이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 그 자체입니다. 인권센터에서 이번에 조사해주신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신의 연구 진도에 있

어서의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부당한 처우, 이런 것들이 그 문제 자체이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원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부재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직면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서울대학교 내부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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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오는 문제가 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을 전업으로 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대학원으로 진

로를 선택한 이유가 연구인건비, 연구보조비나 혹은 강의조교비, 또는 연구조교비, 장학금을 얻기 위해 대학

원을 선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학원생이라면 연구와 조교 업무 그리고 학업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진

학을 하지, 이를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이 전업대학원생에게 기

초생활비를 따로 보장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 또는 조교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

과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기 위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문조

사 결과를 보듯이 대학이 대부분의 대학원생에게 기초생활비를 보장해주지 못하며, 기초생활비가 없는 학생

들이 조교나 교외 임금노동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연구와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대답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 기초생활비 보장이야말로 대학원생이 직면하고 있는 근원

적인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연구 및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 전반적인 휴게시설이 부족한 것, 논문지도를 포함한 연구지도의 미흡 

등 인권센터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에서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측면 중에 후자에 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대학원생의 중도 이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인

권센터에서 연구 발표한 것과 같이 대학원생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중도 이탈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예방의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중도 이탈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뽑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체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의 스

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한지 자신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원생의 삶이 경제적 어려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적어도 최악의 경우만이 아니기를 고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계속이어가기 위해 대학원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대학원생의 삶이 어려운 것이 다 알려져 있는데 이를 알고도 대학원을 

진학했으니 너희들 선택한 개인이 감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듣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생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진로 선택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학업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그런 학업

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구 및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제도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를 바라보면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진로선택 시 

고려한 최악의 경우에, 당사자가 되었을 때 대학원을 떠나는 것 이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생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연차가 

가면 갈수록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까닭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학원생으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지만, 실제로 곧바로 학업을 포기하지는 않습니

다. 학업을 중단하는 순간은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

다. 적어도 대인관계 및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인권센터가 상담소를 운영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라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엔 제도적 개선을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학내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대학원생 총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나와 있는 제가 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이런 부

분에 있어서 자치기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고 자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꾸려진지도 2년이 채 안 

되었고, 물론 저희가 그것을 목적에 두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희 자치기구에 대해서 마저 논의하도

록 하고, 이번에 인권센터에서 제시하신 두 가지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각 문제에 대해 표준지침을 마

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충민원을 통합하여 처리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표준지침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구조교 업무 

자체를 근로계약서와 같은 형태로 표준지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와 업무, 혹은 연구와 노동에 관해

서 복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질 수가 있겠지만, 불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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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당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센터의 취지에는 다들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

다. 이런 표준지침이나 인권가이드가 만들어지고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앞서 H 교수님께

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의 선언들이 선언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고 이번 인권가이드

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즉, 표준지침이나 인권가이드와 같은 권리장전이 대학에서 규

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표준지침이나 권리장전이 대학 거버넌스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인권센터에서 [앞으로] 함께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표준지침이나 권리장전이 학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갖고 동시에 대학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희롱, 성폭력교육이나 실험실안전교

육 등과 같이 연구 학업 근무에 관한 지침 또한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으로 옴부즈만 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조정위원회의 설립을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의 설문조사를 보면 대학원생 생활 전반의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공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함

께 있습니다. 물론 두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상담으로 요청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인관계의 문제 경우는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적으로 제도를 마련해달라 이런 것은 공적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조정위의 역할이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자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

는 적합한 절차로 안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그리고 있는 조정위의 역할이 사적 

문제 해결과 공적 문제 해결의 중간 정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이미 지금 인권센터에서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고 인권문제상황 상담도 하고 있고 본교의 잘못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

해서 고충민원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조정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가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것인지, 인권센터와 조정위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과대 별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보자라는 아

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단대 내부를 잘 아는 인사로 조정위원을 구성해 단대별 조정위원

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는 조정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

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과대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대가 굉장히 좁은 사

회 망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소문이 날 

개연성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사회 망에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자칫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을 띄기 쉽다고 생각합니

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서는 일이지만 이전에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있었을 때 서울

대학교에서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부분들,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 사실 이런 비공식적인 단대 별로 해결하는 

방식,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지금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인가라는 점에서 조금 회의가 듭니

다.  마지막으로는 걱정되는 지점은 조정위원회에 학생들이 공식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요구를 했을 때, 조

정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로 안내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면 현재 대학원생이 대학 거버넌스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서 조정위원회가 대학원생들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 총협의회 입장으로서 대학원생 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제언해주신 것처럼 대학원생 자치기구가 건실하게 조직되어 있다면 현재 대학

원생이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의 이해관계를 모아

서 대학 내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나, 아니면 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해주셨지만 단대 별로 만약 

자치기구가 잘 조성이 되어있다면 자치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대학원생

들이 이런 자치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지지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총협의회에 대해서도, 단대 별로 

자치기구가 세워지는 데 대해서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학원생들 스스로도 삶의 문제를 자치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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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고 또 그러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총협의회를 통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치조직을 구성하는 입장에서도 실제로 물적,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생 자치에 대해 대학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또 없지 않게 있습니다, 학부생에 비교

를 하자면요. 그래서 대학원생 자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말

씀을 드리면, 대학 거버넌스에서 대학원생이 활동하고 발언할 수 있는 자리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듭

니다. 예컨대 인권센터에서 제안한 조정위원에도 만약 대학원생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다면 매우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학업 이외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사실상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사실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대학원생들이 오히려 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사회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팀 쪽에서도 조정위원회 제도와 자치조직의 관계에 대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라는 게 어찌 보면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

도 지원 문제라든가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중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보겠습니다. 일단 인권

센터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멉니다. 물론 찾아오는 학생들은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가지만 여기에 연락

을 할 생각조차 못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과대 내부에 있

는 학생들과 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중재자로서 공식적이든 비공

식적이든 그 역할을 해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도개선안의 바탕에는 10월 말 대학신문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1,48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자료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해주신 D 연구원님의 말씀을 잠깐 듣

도록 하겠습니다.
D: 안녕하세요, 저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2014년 실태조사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했던 D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외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만 잠

시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큰 1,5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한 결과, 생각보다 인권상황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는 제가 있는 학교가 공대 위주로 돌아가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에 비해서는 인권상황이 열악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서울대 상황을 접했던 내용에 비해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놀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아했다기 보다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 저는 다만 [설문

조사에는] 몇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례 중심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

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례들이 주로 매체를 통해서 접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에서는, 경제적 여건 노동권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무엇이 문제라고 답변을 해주셨는

데, 지금 서울대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라든지 교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응답하는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설문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설문지의 양이 지나치게 많

아서가 아니었나하고 생각합니다. 양을 조절하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무

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조사는 대표성에 문제는 있지만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응답자 수가 1,5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결과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를 보완해주는 작업, 예를 들어서 패널을 선정해서 추후에 덧붙이거나 아니면 성별, 연령 소속대학 

별로 대상을 계층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단 이런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H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실시를 

해야 사립대학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2012년, 2014년 조사처럼 2년을 주기로 실시

하는 방향으로 가서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제가 미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발표순서가 표준

지침, 정보공개 문제, 옴부즈맨 제도가 차례대로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침에 관해서 10분 정도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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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대한 발표자의 답

변, 그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먼저 표준지침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는 대학원생들의 신분이 전적으로 학생이냐, 혹은 노동자냐

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원생의 정체성을 노동 대 교육이라든가 노동 대 연구라는 이항대립적 구도 하에서 

이해하는 대신, M 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대학원생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이때 학생이기 때문

에 여기까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또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대학원생들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

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 사람이 노동자다 또는 학생이다라는 논의를 넘어서는 층위에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즉 [노동자냐 학생이냐는 관념적인] 이항대립의 성격을 덧씌우는 대신 정상

적인 연구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E 교수님의 논평에 대한] 답변

입니다. 최소생활비 조사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이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먹고 살면서 연구

활동을 하려면 이 정도의 액수가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학내에서의 유급노동

액 혹은 장학금에 이런 현실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자: 답변에 대한 토론자분의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E: 제가 아까 한 이야기를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이걸 마치 고용자와 피고용자처럼 보는 관점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M 학생이 주변에 친구들이 떠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대학원생이 받는 급여가 적어서인지에 대한 건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대학이지 

사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사기업에서 일하는 학생들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통상 이건 어느 

나라든지, 사실 일본은 [대학원생이] 급여를 못 받아요. 혹시 그 사실은 알고 있나요? 일본은 대학원생 지원

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대학원생들은 다 자기 돈 내고 다녀요. 등록금, 생활비 다. 그런데 그럼 선진국이라 

부르는 미국은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학생들이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받

는 급여의, 우리나라로 치면 1/4도 안 돼요. 비교를 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바로 대학 졸업하고 취

직한 친구에 비해서 얼마나 받느냐, 당연히 적게 받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슈로 따지는 건 굉장히 애

매한데, 저는 제가 이 이슈를 논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생으로서 중도

이탈, 물론 생길 수 있죠. 이 대학원생들의 인권장전, 이런 것 분명히 필요해요.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 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학업성취를 엄청나게 잘 빨리 낼 수 있

도록 해서 최단시간에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말이 먼저 있으면 ‘아 학생이 정말 좋은 학생

으로서 학업 성취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건데 지금 이 [발표문의] 말은 내가 좋은 급여를 받아서 대학

원생으로 평생 눌러 살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건 말의 작은 차이일 수도 있는데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가 정말 정착이 된다면 빨리 좋은 

업적으로 빨리 졸업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대학원은 transient state(일시적 상태)가 정상적인 것

이지, 여기에 이것을 급여를 많이 올려서 내가 이걸 확고한 job으로서 여기에 있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지도교수가 자기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지도할 때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카이스트에 가면 굉장히 많은 금액

을 받아요. 그러면 서울대 교수들은 그럼 그것만큼만 학생들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학원생 

지도비라는 건 거의 없어요. 논문지도비 몇 천원 나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정도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가 

금전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이 좋은 업적을 내고 잘 하도록 하는 사람들한테도 

힘을 빼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난 15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까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미국을 레퍼런스로 잡으면, 글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

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가 나쁘면 대학

원에 학생들이 많이 가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경기가 좋죠? 대학원 아무도 안 갑니다, 미국에서. 그럼 유학생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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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원생이 되면서까지 마치 초중고등학교에서 elevation해서 졸업시켜

주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대학원생은 반드시 박사로 끝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박사 될 만큼 

학업성취가 없으면 당연히 중간에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의 이유를 경제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조금 더 주는 것보다 졸업기간을 줄이는 것, 정말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더 못살게 굴어서 졸업 빨리 하고 좋은 월급 받아서 가게 하는 것이 대학원생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표준지침의 이름도 학업, 연구, 근무라는 순서로 정리를 해서 했고요, 그

런데 먼저 대학신문 설문조사도, 저희 개선안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강조되다 보니 그런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은 차후 고려하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K: 저는 서울대 부모학생 맘인스누의 대표인 K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고, 행사 포스터를 우

연히 보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E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희는 부모 대학원생의 모임인데 ‘우리가 학생인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

모들이 노동자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또 학생이라는 정체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모성

권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자의 모성권을 보장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고 학생으로 봤을 때

는 엄마의 교육권을 누군가에게 보장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체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노동자인 것도 확

실히 아니고 또 학생이라고 했을 때에는 학교가 이 부모학생, 엄마학생의 모성권을 주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저희는 대학원생 중에서 부모라는 특수한 역할도 하는 사람인데, 국가로부터는 계속 출산하라는 요

구만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연구실이 없어서 우리는 애기를 데리고 학교를 갈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저희의 모

성권 또는 가족구성권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할지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노동권과 교육권, 우리

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에 대한 이슈가, 미국 사례를 많이 드셨는데, 저희도 나름 이 과정을 한 3년 동안 

밟아오면서 고민한 이슈고 그런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합의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

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 같고요. 이따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면 표준지침과 권리장전 너무 인상 깊었고 정

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학원생의 가족형성권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20대, 30대가 생물학적 재생산이 제일 활발한 시기이고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애기 낳

아라 결혼해라 하는데, 여기 대학원에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아요. 아카데미 안에서는 대학원생이기도 하지

만 또 사회에서는 미래세대를 낳을 국민의 재생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학교 행정에서, 또 교수님들이 저희를 지도해주시는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그런 부분을 

차후에 반영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G: [K에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학교 내 자녀를 가진 대학원생들이 자치적으로 돌보거나 하는 그

런 공간이 있습니까? 제가 도쿄에서 유학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정말 애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참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자율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맡겨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서울대 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L: 저희가 지난 3년간 조그만 공간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공동보육을 하겠다고 해외사례도 찾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요청을 했는데 학내에 공간이 없다고 [서울대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사회대로 가

서 물어보라고 해서 사회대로 가면 맘인스누는 서울대 전체에 전공이 많은 데 왜 사회대로 왔느냐, 본부로 

가서 물어보라고 답하죠. 그러면 본부는 또 여기 공간이 없다고 답변하고. 이래서 이제 저희는 관악구에도 

가서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공간 중 학교 안에 남는 공간을 주면 저희가 다 수리해 쓰겠다고 해서 지금 또 

다시 학교에 요청을 올렸어요. 저희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문화위원회 계시는 △△△ 국회의원님께서 저희

에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당신도 지금 “의대에 첫째 딸이 있다.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다”며 여러 문제에 

공감을 해주셔서 총장님을 찾아뵙고 학내에 필요한 공간을 주면 경력단절이 예방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대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F 선생님.
사회자: 토론 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유롭게 질문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정보공개 쪽으로 

보면, 사실 1번 표준지침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도이탈이 정보공개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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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지만요.
B: 제가 여기서 정보공개 파트를 맡아 발표했지만 이 내용이 다른 파트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G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노동이냐 근로냐, 노동권이 있느냐와 같은 표현상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상적인 연

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한 번의 정책으로 단번

에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E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 해명하자면, 저희 

발표의 어디에도 회사 수준의 급여를 요구한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런 종류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대학원생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비제도적인 개선

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정상적인 연구환경 형성은 

필연적입니다. 단순히 저희들, 대학원생의 복지만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한국의 고

등교육 재생산 과정 및 고등지식 생산과정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대학교가 한국사회에 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원생들에게 정상적인 수준의 연구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공개 파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생들은, 특히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국 쪽의 대학에서 알아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

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각 대학들마다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수합해서 올려놓고 찾아볼 수 있는 곳

을 만들고 공개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접근을 우연한 상태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쉽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저희 정보공개 

파트의 핵심논지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대학원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달라는 미성숙한 요구를 하

려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O: (자기소개를 생략) 정보공개가 인기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웃음) 정보공개를 할 때 효율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B: 일단 아까 발표했듯 각 단과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 예컨대 우리 과는 표준 커리큘럼

이 어떻게 되고 있다든가 학위 취득까지의 평균연한이 어떻게 된다, 중도이탈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

람들이 그만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혹은 (과정을) 마친 다음에 진로를 어떠한 길로 가게 된다 등등의 

경우, 마지막 사안은 이미 한국에서도 이공계에선 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인문사회계 쪽에서는 

뭐랄까, 웹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알고 싶다 하더

라도 정말 대학원 일에 통달한 선배를 만나 일일이 찾아묻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정보를 떠먹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의지만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대학원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배를 통해 

알음알음 알게 된 잘못된 정보만 갖고 대학원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더 발생하지 않

도록 학과나 학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E: 제가 잠깐 보완을 하면, 지금 얘기를 참 잘 해 주셨는데,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공계 대

학 대부분 학과에 지금 얘기한 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얘기를 해서 업데이트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인문사회계 쪽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독일도 똑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학문적 성격 때문에 그

래요. 저는 ◇◇◇ 전공자지만, 예를 들면 역사나 철학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박사를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

리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개인차가 너무나 커서. 법학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거긴 정형화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경영대처럼 MBA는 딱 1년 반 코스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정보 자체는 사실은 개

인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것도 조금 인식의 차이인 건데 이걸 무슨 이런 권리장전에 넣어서 

표준 지침으로 학생들한테 꼭 줘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조금, 그것도 역시 관점의 차이

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딴지를 거는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

생은, 이건 전문 직업인이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부터 전문 직업인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의 semi-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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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든요. 이건 위치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칼라 노동자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고, 우리가 모든 걸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육체적] 노동을 했다고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대부분은 굉장히 고등한 정신적인 노동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조교를 내가 열 시간 했는데, 그러

면 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달라, 근데 다들 다시지만 조교 열 시간 하는데 그 뒤에서 뒷골 땡기면서 막 고

민하고 하는 시간은 20시간, 30시간이 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정말 

최악의 노동자’라고 해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갖고 온다 그러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 위치에 가서 내가 자리를 열 시간을 지키면 돈을 준다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고. 정보를 찾는 

것도 똑같다고 봐요. 내가 semi-profession으로, 내가 앞으로 진짜 전문 직업인이 되는 단계면 대학원에 들어

간 순간부터 사실은 자기가 다 찾아가는 법을 자기가 익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걸 하는 단계

가 지금 진짜 모자란 데가 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대학원생이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전문직업인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practice를 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미나나 심지어 강의 

시간에도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혼자 공부하겠어요. 어디 

학회에 가거나 이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학교에서조차 자기 지도해 주는 선생님 

앞에서도 질문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알아서 배우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실 우리 

학교가 잘못, 조금 모자란 점이 그겁니다 바로. 굉장히 빨리 팽창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문하는 자세나 진

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배워야, 이게 무슨 고매한 학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skill을 우리가 조금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거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학교에서 그런 걸 잘 만들어줘야죠. 그러니

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 다 따라서 하세요’ 이건 유치원에서 하는 거지, 어디 

대학원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으로서, 또 직업인이 되는 그 전 단계로서, 누구든지 이

거를 교수하고도 negotiate할 수 있어야 되고, 총장님 찾아가서도 negotiate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대학원

생이 정말 잘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치,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이걸, ‘표준이니까 이거 

한 번 따라서 해 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실망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가, 여러분이 논의한 것의 목적이 마

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status가 좀 정의가 잘 안 되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너무 오버해

서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지는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

다. 
B: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정정하면, 이 연구보고서에 들어간 인터뷰라던가, 추가로 들어간 조교 업무 관련 인터

뷰 같은 것들, 그리고 정보공개 파트 인터뷰 같은 것들은 인문사회계 대학원생들을 주로 인터뷰한 겁니다. 
UWM(위스컨신 주립대 매디슨 캠퍼스) 인터뷰이도 인문계열이고, 예일 인터뷰이 같은 경우도 인문사회쪽 

파트고. 인문사회 쪽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지원서를 

넣을 때 표준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선배들과 접촉,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학이나 철학 같은 

학과도 웹사이트에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는 좀 

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표준 지침, 표준안, 혹은 어느 정도의 합의라도 만들자는 이야기

는 어디까지나 모두가 이렇게만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최저선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소 이 정도 수준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자는 식의 합의안을 만들자는 이야기이지, 저도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칸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웃음), 그러한 것들을 누가 저한테 억지로 시키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습

니다.
M: 표준지침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사실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거기 맞춰야 된다는 느낌을 주는

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식의 표준화하려는 내용은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단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특히 경제적 여건 문제 중에 하나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게 양극화입니다. 지금 양적으로 연구비가 늘었는데 이게 균질하게 지원되는 대신 연구실 마다 실험, 
연구 성과에 따라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고, 또 스타 과학자 육성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도 위화감이 있거

든요. 어떤 연구실은 쉬쉬하면서 한 달에 1,2백 받고 보너스도 몰래 선생님이 나눠주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모두가 알죠. 어떤 데서는 한 달에 몇 십 만원 받는다고 [사전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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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상의도 없이 월급을 반으로 줄이거나 학생들을 돈 없다고 내쫓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

다. 학생들이 [생계지출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겠네’ 하고 월급에 맞춰 살아가

다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급이 반이야’ 라고 하는 식의 매우 폭력적인 상황 등은 최소한의 방지가 되어

야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이 되는 연구실이라면 학생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차피 표준화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뿐더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의 방향은 최소지침을 마련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H: 규정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네요. 그게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데,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에

도, 외국 대학의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런 정도는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저걸 어긴다고 해서 

교수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이죠. 원래 지침이라는 건 작동할 때 [탄력성이 있는

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 제일 맞는 거죠. E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문

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지도 교수가 학생을, 대학원생을 성실히 지도해야 한

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 대학원생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

문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몇 대학원에서 사례 조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인문사

회계 같은 경우는 개인 면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논문 지도 과정에서 1회 이상 만나야 된다’, 이런 지

침이 있는 대학도 있어요. 일일이 그렇게 만나야 되고, 1년차 때에는 2회 이상이 권장된다, 이렇게까지 구체

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게 작동하는 방식은 그걸 안 지키면 무슨 처벌이 나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 정도를 받아야 되고, 학생들도 그걸 보고 ‘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내가 교

수랑 만날 권리라는 게 있나보다’, 그런 게 안 되면 교수님한테 요구도 하고. 또 교수들도 ‘한 번 정도는 만

나야 되는구나’ 하는 식의 기본적인 지침들, 하지만 못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안 지킨다

고 해서 바로 뭔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작동을 하는 지침이 대학 사회에 가장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

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표준 지침이라는 게, 말이, 줄여서 부르다 보니까, 사실 지침이라는 말이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그 안

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는 한에서 자유롭게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권리

장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인권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권 가이드라인이나 권

리장전이나 헌법과 마찬가지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마

련해보자는 의미에서 한글로 바꿔서 지침이라고 한 번 불러봤구요. 명칭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정위원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C: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G 교수님과 H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가 보고서에서 준비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J 사무국장

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던가, 당사자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문

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굉장히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

죠. 그러니까 당사자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일단 잘 모르는 

상황이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쉽지 않을 때도 꽤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올해 설문조사에서 교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의 대처에 대해서, 교수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1.8%, 제도적 대응을 한 경우는 0.7%고,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후의 대처에 대해서,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3.6%, 제도적 대응을 한 경우는 0.3%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나 선후배라고 해도 1%도 안 되는 정도의 제도적 대응을 하고,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것 또

한 3% 대 정도인데, 이런 문제들은 당사자들 간에서도 해결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권센터가 

맡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명확한 차별이라거나 폭력 같은 인권문제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굳이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목적을 위

해서 설치되는 것인지, 확대개편을 염두에 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도 하셨는데, 물론 현재 인권센터가 성희

롱, 성폭력이라든가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 182 -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응답자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사례들 중에는 부당한 노동의 강요라든가 연구 

상의 직권 남용, 연구 상의 횡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권 센터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일이 침해 확인, 사과, 그 정도, 사과를 권고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에도 있지만, 이렇게 부당함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건수보다 상담한 건수는 훨씬 작은데, 훨씬 적은데, 그런

데 만약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물론 실효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똑같이 침해 확인과 사

과, 이 정도에 그칠지언정, 문제 제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

속 좀 더 쉬워진다면 자연히 문제 제기가 될 만한 부당한 상황들이 훨씬 줄어드는 문화적 차원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밀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H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학원생을 아무나 갖다가 

앉혀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실제로 보직 교수가 옴부

즈퍼슨을 하는 경우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사가 옴부즈퍼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과

정 중에 하는 게 어렵다면 수료 후에, 마치 희망에 따라 학과 조교를 하듯이, 어떤 소정의 절차, 연수 같은 

것을 밟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비밀 유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저희도 지금 인권센터 연구팀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는 대외비라든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

서 비밀 유지 서약을 하는 것처럼 비밀 유지를 깬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거나 등등의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비단 조정위원회

에 참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자치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령 케임브리지 대학 같

은 경우에는 대학원생 유니언에서 학생회가 자치,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학생 복지 측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학생 임원에게, 1년 동안 상임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 급여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

면 좋겠습니다.
I: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일종의 코멘트 내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생 총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I 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크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조정위원회까지 말씀을 해 주셔

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협의 일을 지금 맡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보태어 몇 가지만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발제는 아무래도 지금 토론회에서 마련된 세 가지 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그것과 별개로, 지금 마련된 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움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학원생 제도 환경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

적인 해결책인 거버넌스의 문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

인가, 라고 묻는다면, 결국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

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권센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구

조 바깥에서의 이야기라 할 것이고, 사실은 저희 총협 같이 학생회의 구조라는 것으로 학교 측과 그런 부분

의 개선을 논하는 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 거버넌스 바깥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도 바깥에서 학교에게 돌을 던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의 거버넌스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갈등 비용을 교수, 직원 분들과 함께 같이 줄여 나가는 식의 고민들이 필요합

니다. 지금 마련된 제도 개선안에서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

고, 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장님 발제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대학원생 자치기구에서 선임이 되어서 함께 활동하는 방식이 된다면 그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바깥에서 어

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의 어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

지로 가이드라인의 문제나 표준지침의 문제도 학내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느

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내지는 학생들이, 내지는 직

원분들이, 지금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면, 그런 데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들

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식의 고민들이 좀 덧대어진다면, H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가이드라인의, 어떤 강제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지침으로서의 영향력이란 걸 키우는 데 조금 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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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이 돼서 계속 좀 논의가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논

의 과정에 저희 대학원생 총협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E: 이것도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논된 건 다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런 

문제점이 제시되는 걸 해결하는 걸 인권센터에서 생각하시고, 제도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는 건 물론 많은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치

면,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계속, 이 논

의에서 빠졌다고 생각해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원생은 교수와의,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학부는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학위가 되면서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 되는 거

거든요. 즉 전문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디에 큰 일을 맡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 대학원생으로서 배우는 과정은 교수, 그 특정 몇몇 교수하고밖에 상대를 안 하게 

되어 있고, 주변에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것도, 조그만 집단하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강의를 여러 군데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분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대학원생으로서의 위치나 역할이 그렇게 

포커스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여러 이런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물론 제도적으로 성폭력이나, 전혀 무지해

서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일들도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설문조사에 나온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인 고민인 거거든요. 자기가 학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다 인권센터에서 그걸 상담하기 시작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요. 이거는 사실, 그 정도

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자기가 슬기롭게 배워나가야 되는 거거

든요. 그걸 조정하는 작업조차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대학원생이.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그

걸 ‘누가 와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이라면 그 정

도의 굉장한 복잡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충돌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긴 거를, 자기

가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지. 물론 우리 중에 그렇지 않고 교수

된 분도 꽤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반면교사로 삼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처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마치 누구한테 조정을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런 제도가 굉장히 implement
되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대학원생들의 입장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profession의 위치에 가야 되는 사람 아

녜요? 그럼 그 능력을 갖추도록 자기가 갈 방향을 만드는 거가 필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게, 물론, 극한 상황이면 당연히 moderator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학원생이 이런 

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세미나 같은 걸 자발적으로 열어서, 어떻게 하면 handling을 잘 하

느냐, 인간관계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이거 뭐, 권리장전이니 뭐 가이드라인

이니 준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보면 점점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 background가 부족해서 점점 누구하고 negotiation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저처럼 물리학하

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 이래도 뭐, 저한테 대들어서 얘기하는 분 없잖아. 얘기하셔야 

되는 건데.
G: [이 자리가 E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생이 슬기롭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

들기 위해서...
E: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쓴 걸 제가 한 번 쭉 봤을 때는, 여기에는 그런 spirit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틀

렸나요? 그거 고려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L: 저는 사범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L 입니다. 일단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

제에 맞닥트린 대학원생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혼자 뚫어볼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을 넘어서 누

군가에게 이걸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의 선택은 대학원생 본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spirit의 문제

와] 그런 선택지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고요. 학생들이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뚫고 갈 수 있도록 세미나나 이런 게 계속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

도 맞지만 그걸 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자치단체나 제도가 있어 도움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E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영원히 있고 싶어 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거든요. 최단기간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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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 하는 게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애기도 낳고 쉬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물론 저도 BK 두 학기나 받고 90만원씩 받고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재학기간 동안 계속 90만원씩 2년, 4학기, 5학기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새로 입학

한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넘겨주는 게 그 전에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의식이기도 하고. 제가 만

약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으면 아마 4천, 5천 이렇게 받고 있었겠죠. 그거랑 똑같은 대접을 학교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권적인 측면에서 내가 학업을 최단시간에 끝내고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적인 것들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삼성 다니는 친구처럼 여기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단 기간에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

고 나가는 것이 저희 모두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들이 마련이 되고, 서

포트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저도 막, 다 물어보

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지침을 통

해서 ‘아,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고, 조금 더 내 프로페셔널한 분야에다가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애 낳기 전에 졸업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거의 5년이 넘

게 학교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보니까, 그 때 조금 도움 주는 것들이 있었으면, 내가 

선택의 폭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빨리 마무리해서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는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반에, 그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까 E 교수님

이, [대학원생들이] 왜 얘기 안 하냐, 이러셔서(일동 웃음).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N: 저는 지금 ○○에서 ○○ 과정하고 있는 N 입니다. 오늘 논의 잘 들었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 봐야 돼서 

(일동 웃음) 짧게 두 가지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젠데, 사실 저

는 ○○법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얘기가 사실 법적으로도 무척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원생이 학생이냐 근로자냐 라고 일도양단식으로 결론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

분이 있고, 오늘 논의 자체도 발표나 토론 내용을 들었을 때, 조금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

하는데, 오늘 발표 자체는 대학원생의 일반적 생활 보장에 대한 문제와 대학원생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

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발표자와 토론, 모두에서도 그런 엄밀함은 

발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서, 약간 논의가 정리되기 힘들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로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법적으로도 무척 어려운 문제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의 생활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E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호한 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

험실에서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조교로 근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조교로 근로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학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론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 점에 있

어서는 그런 근로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떤 지침을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학생이 근로자로서 생활 보장을 해야 되는 문

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근로를 제공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대

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표준지

침을 만드실 때에도 생활 보장적 측면과 근로의 대가라는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H: 저는 E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조

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잘못 빗나가면 딱 그런 모습이 되는, 그 점을 아주 잘 지적해주신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그런, 일종의 조정 기구는, 사실 제가 박사논문을 썼던 주젠데, 제가 뭐라고 비

유적으로 정의를 했냐면 ‘제도로서의 친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니까 이건 저한테 

허락받고 인용을 (일동 웃음) 학위논문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이게 무

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유재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번쩍하면 가서 일러바치고, 이런 

식의 기구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구의 기본적인 역할은 일종의 empowerment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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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대학원생의] 역량을 대신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량을 좀 더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구여야 되고,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 자기가 되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

히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센터에 가서 그걸 물어보면 ‘내가 대신 해 줄게’ 이

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직접 교수님한테 얘기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조언을 해 준다거나 식으로요. 정말 친구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대등한 지위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문제가 더 

심각할 때는 사실상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에 넘기거나 이런 역할을 하

는 거죠. 그래서 전 이런 기구들이 하는 역할이 처음에 잘 세팅되는 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잘 받아 안아서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중요한 얘기가, 
사실 순서를 보면 자치기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조정위원회] 나온 거거든요. 노동자로 치면 노조가 먼

저고 노조로 안 풀리니까 그런 기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대학원 자

치기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버넌스가 잘 확립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게 잘 작동하지 못하

는 빈틈을 이런 것들이 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선후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역량이라는, empowerment라는 측면에서 봐도 당연히 자치기구를 통해서 뭔가 협의

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차적으로, 원칙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 문제에

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이 조정기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역량이 충분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형

태는 1차적으로는 전문적인 상담관이나 조사관이 있고요, 그 분들이 이제 스스로 조정까지 하는 그런 경우

도 있겠지만 대개 조정 자체는 비전문자인 이해 관계자들이 하는 구조로 이원화돼서 돌아가는 게 가장 기

본적이거든요. 역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담관, 조사관이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의 형태는 단과대 조정위원회가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긴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되게 사소한 문젠데, 대학원생이 이거는 단과대 조정위원회에 한 번 회부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사안 자체는 되게 별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근데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는 전 없을 것 같

거든요. 1차적인 상담 기능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정기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은, 물론 아주 이상적으로만 갈 수는 없겠지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K: 이어서 첨언하고 싶은 게, 맘 인 스누가 학교에 만들어진지 3년째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화가 되고, 계속

해서 저희의 욕구와 필요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내외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학교의 구성원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생이 있고, 중간에 행정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조직이 작동하

는 방식은 지침에 의해서, 학칙과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존재이유에는 공감하지만, 근거 지침이 없

기 때문에 저희의 요구는 3년 정도 계속 묵살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관악구에 조례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김앤장과 MOU를 맺

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제도가, 굳이 제도적으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제 전공이 역량 강화거든요. 근데 역량 강화란 단어를 들으니까. (웃음) 역량 강화에는 1차원, 2
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 4차원이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굳이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E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스하게 교수님과 커뮤니케이트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활

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 해 봤는데, 근거 자료가 없다고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교

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집단의 문제가 되어 명확한 문제로 드러났을 때, 이

것은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학교

의 행정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좀 공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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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타대학 권리장전 사례 모음:

 존스홉킨스대, 카이스트, 14개 대학 및 청년위원회 대학원생 권리장전

 Statement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h.D. Student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존스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권리 책임 성명

Preamble: Ph.D. education is fundamental to the University’s teaching and research mission. For an intellectual community of 
scholars to flourish,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principles that underlie the compact between Ph.D. students, the faculty, 
and other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서문: 박사과정교육은 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 사명에 있어 근본이 된다. 학자들의 지적 공동체가 번창하기 위해 

박사과정학생, 교수진 및 대학 공동체의 기타 구성원 간 협약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It is in this spirit that the Doctor of Philosophy Board, in collaboration with faculty and students from across the University, has 
articulated a statement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doctoral students at Johns Hopkins. The principles described in this 
document are to be realized in policies established by the various Schools of the University; the Schools will also develop 
mechanisms to monitor and enforce such policies.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박사과정 위원회는 대학 내 모든 교수진 및 학생들과 협력하여 존스홉킨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성명을 밝힌다. 이 문서에 기술된 원칙들은 대학 내 여러 단과대학에 의해 규정된 

정책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감독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RIGHTS 

1.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supervision and training. This includes access to the classroom, laboratory and 
teaching opportunities necessary for completion of degree requirements, appropriate and regular faculty supervision consistent with 
the norms of the discipline, as well as appropriate research and/or clinical experiences.

 박사과정 학생들은 교육, 지도 및 훈련의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요건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강의실, 실험실, 강의 

기회에의 접근, 그리고 각 학과의 기준에 맞는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수의 지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며 적절한 수준의 

연구 및 (혹은) 임상 경험을 포함한다.

2.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full and regular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This includes 
information regarding program requirements, assignment/selection/change of advisor, expected time to completion, graduation rates, 
and conditions of financial support.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조건, 지도교수 배정/ 선택/ 변경, 학위수료 예상기간, 졸업률, 재정지원조건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3.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conditions of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that are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their 
discipline. This include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ongoing consultation regarding their expected effort and specific dut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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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clearly stated criteria for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work and/or research. 

 
 박사과정 학생들은 해당 학과목에 적절하고 합당한 학습, 교수, 연구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그들에게 

기대되는 노력 수준과 구체적 업무, 그리고 협력 작업 및 (혹은) 연구에 참여하는 데 대해 명확히 규정된 규준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 협의를 포함한다.

4.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be treated in a respectful and professional manner by all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This includes freedom from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s well as assurance of reasonable confidentiality in their 
communications, as governed by university policy.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전문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대학 

정책에서 적용되듯이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 의사소통에서 합당한 수준의 비밀보장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5.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receive, on a regular basis, written evaluation of their progress and to be informed of the 
criteria upon which the evaluation is based. Students should als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discuss such evaluations with 
their advisor. Each program should make available their policies concerning academic probation, funding withdrawal, and 
dismissal; reasonable warning should be provided in advance of dismissal based on failure to make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박사과정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척상황에 대한 서면 평가를 받고 평가 기준을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지도교수와 논의할 기회 또한 제공받아야 한다. 각 과정은 학사 경고, 재정지원 회수, 퇴교 처분에 

관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학문적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에 근거한 퇴교 처분 이전에는 합당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6.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ppropriate recogni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o research and scholarship. This will require 
discussion between the student, advisor and other relevant parties regarding expectations for student contributions and the nature 
of the recognition.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와 학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적절히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기 위해 학생의 공헌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인정 방식에 대한 학생, 지도교수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7.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cademic freedom. This includes the right to express, without reprisal, independent opinions 
about scholarly issues (such as opinions regard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bates in their disciplines), opinions regarding 
matters of institutional policy, concerns about suspected research misconduct and personal opinions on public matters.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문적 사안에 대해 독립된 의견(학생의 학과에서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 등), 제도적 방책에 대한 의견, 의심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및 공적 사안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8.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have their views represented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govern the Ph.D. Student 
ideas and perspectives should be solicited and considered if substantiv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a Ph.D. program are 
anticipated.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를 규율하는 방침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박사과정 체계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생각과 관점을 구하여 고려해야 한다.

9.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clearly defined policies regarding benefits and non-academic issues pertinent to their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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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These policies should cover (but not be limited to) such things as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recognition of family 
responsibilities, leave, vacation and other absences. These policies should acknowledge that students can, without reprisal, form 
clubs,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around common interests, as long as these are consistent with general non-discrimination 
policies of the University.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생 신분과 관련된 복리후생 및 비학문적 사안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들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정책들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족부양의무의 인정, 휴가 및 기타 결근 등에 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보장 

내용은 상기 항목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학내의 일반적인 차별금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대학원생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동아리, 협회 또는 단체 등을 조직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ccessible procedures for redress of their grievances. Each School within the University must 
provide mechanisms to ensure that grievance procedures are fair and without reprisal. These procedures should include Ph.D. 
student representation, as appropriate. 

 박사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고충을 시정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각 단과대는 고충처리 과정이 

공정하며 보복 없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학원생 대표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RESPONSIBILITIES 

1.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inform themselves of the requirements of their programs. 

2.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dedicate appropriate effort and time to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ir programs. 

3.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their profession and discipline. This includes 
honesty in academic coursework and scholarship, integrity in the use of grant and fellowship funds, and the upholding of ethical 
norms in the conduct and reporting of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1.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책임을 가진다.
 2.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취득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을 가진다.
 3. 박사과정 학생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학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 이는 교과과정 및 학문에서의 정직성, 
장학금/보조금/연구비의 정직한 사용, 연구 수행 및 연구 방법과 결과의 보고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4.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treat all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in a respectful and professional 
manner. 

5.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intellectual life of the University and to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and scholarship. 

6.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understand and fulfill their role in developing and maintaining a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their faculty advisor(s). This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communicating regularly with advisors, maintaining a 
mutually agreed-upon schedule of meetings, and informing advisors of such things as: the current status of their degree work; 
any expected deviations from the agreed upon program of studies; and any unanticipated absences. 

 4.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정중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대우할 책임을 가진다. 
 5.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의 지적 활동 및 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가진다.
 6. 박사과정 학생들은 지도교수(들)과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책임을 가진다. 이는 지도교수와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상호 합의된 면담 일정 유지, 그리고 그들의 학위 과업에 대한 

최근의 진척 상황, 연구 과정에 대해 합의된 바에서 벗어나는 일, 예기치 못한 결석 등에 대해 지도교수에게 통보할 

책임을 포함한다.

7.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cognize the contributions to their research and scholarly publications made by their 
advisors and other colleagues. This will require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se individuals about the natu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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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8.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fulfill their teaching, research and/or clinical commitments and duties in a responsible 
manner. This includes the responsibility to inform themselves of the requirements of these positions, to maintain the established 
ethical standards of interaction with students, faculty, patients and/or research participants, and to respect the privacy of 
information shared with them. 

9.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ppropriate use of university resources and equipment. 

10. Ph.D. Stude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abide by the established rules and policies of their program, school and the 
University. 

 7. 박사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및 학문적 출판물에 대한 지도교수 및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을 가진다. 인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8. 박사과정 학생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수, 연구 및 임상적 책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이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의 요구사항 인지, 그리고 학생, 교수진, 환자 및 (혹은) 연구 참여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준수 및 

그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 보장에 유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의 자원 및 장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진다.

 10.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과정, 단과대학 및 대학의 규정 및 정책을 따를 책임을 가진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서 인정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이 지적(知的) 공동체인 카이스트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

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함께 카이스트 대학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지적(知的)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이스트 대학원총학생회는 2014년 10월 6일 본 권리장전을 제정, 선포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정의) ① 본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이라 함은 카이스트 대학원의 모든 전공, 학제전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

을 말한다.
② 대학원생이라 함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③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④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⑤ 구성원이라 함은 카이스트 학부생, 대학원생 등 카이스트에 재학하거나, 교수, 직원, 연구원 등 카이스트에 직‧간접적으

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⑥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시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② 교수 및 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카이스트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명확

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건강과 혼인 및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평등권) 모든 대학원생은 성별, 국적, 인종, 연령,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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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대학원 및 지도교수와 기타 학내 인적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시기에 충

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기

초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공,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제8조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과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적시에 충분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

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조교활동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대학원이 대학원생을 교육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의 근로

학생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학원으로부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장학금 등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조교 등의 근로장학생을 채용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은 근로활동에 대해 사전에 제공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장학금의 금액을 근로기간 중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현의 자유) 모든 대학원생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하여 학내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

현할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알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과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되는 대학원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결정과 그 세부사항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성원으로서의 참여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과 함께 카이스트 대학원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거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의

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서 명기된 권리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제14조 (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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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모든 대학원생은 카이스트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업 및 연구) ① 모든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의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의 핵심가치인 창의성과 

도전성을 고취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

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시설사용 및 안전)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조교활동) ① 교육조교는 조교활용지침에 지정된 일정 시간 이상 조교 업무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일정 시간 이상 연구 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보 칙 

제20조 (침해구제) ① 모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에 권리의 침해사실을 통지

하고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제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은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요구받은 경우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

우 구제절차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구운영) 대학원은 교수와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카이스트 대학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

고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원생 권리장전71)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대학

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

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

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권리장전은 전국 33만명 대학원생의 지성과 염원을 담아 2014년 10월 29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

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

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의 대학원 총학생회가 참여하여 선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

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1) 권리장전에 언급된 14개 대학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의해 작성, 2014년 10월 29일 선언. 
[https://pcyg.young.go.kr/m/Widget/Detail/254?tagId=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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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

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

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

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

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

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

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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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수정‧활용) 각 대학은 권리장전을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