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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조조정의 전주곡 -

기존 학과 정원 감축
즉각 철회하라
지난 28일, 이화여대 당국이 뇌•인지과학전공, 화학신
소재공학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이라는 3개의 특성화

대상은 이른바 ‘돈 안 되는’ 학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대에서도 머지않아 학과 통폐합이 있을

전공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학과 정원을 4.8%

수 있다. 이번 학교의 발표는 학과 구조조정으로 가는

(9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 이대 관계자

첫 발이다.

는 “추후에는 총 정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이대만의 일은 아니다. 여러 대학들이 올해 4
월 들어 서둘러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 마감되는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특성화 학과를 만들면 대학 경
쟁력이 높아져서 취업이 잘 된다며 학생들을 설득한다.
그러나 실제 수년간 여러 대학에서 기업의 입맛에 맞
춘 특성화 학과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졌지만, 연관 산업
전망이 어두워지면 금세 찬밥 신세가 되기도 했다.

정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학문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경제적 잣대를

‘돈 안 되는’ 학과

들이대고, 단기적 관점으로 마구 재편하는 것은 학문의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에 발탁된 대학들에게 평가에

안정적이고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비교육적 처사다.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 주된 평가 기준은 간단하
다. ‘돈 되는 학과를 신설해 집중 투자(특성화)하고, 돈
안 되는 학과는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통폐합하라’는 것
이다.
실제로 이번에 최경희 신임 총장은 후보 소견 발표
때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서서히 우리가 능동적으
로 대응해야”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정원 감축 철회하라!
이번에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불만을 고려해 여러 학
과에서 1~2명 씩 줄이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2차, 3차 구조조정을 거치면 언제 어떤 학과
들이 통폐합 될지 모른다. 4년 동안 몸 담은 학과가 하
루 아침에 사라지고 아무도 모르는 전공 출신이 될 수
도 있다니, 그 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

신임 총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구조
조정 안은 2023년까지 현재 대학생 정원을 28%를 감축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원을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된 감축

따라서 학교 당국은 학과 구조조정의 전주곡인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