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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대상

◦ �교육통계연보�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이외� 타법률을� 근거로� 설치한�고등교육기관� 포함

∙ 2013년(5교)�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학대학원�

∙ 2014년(7교)�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

국학대학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 2015년(7교)�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

국학대학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 2016년(8교)�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

국농수산대학,� 한국학대학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 2017년(8교)�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

국농수산대학,� 한국학대학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 �교육통계연보� 대상� 대학� 중� 원격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은� 제외함

※�지역별� 현황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대상으로� 함

■ 기준

◦ 본교� 기준� (분교� 제외)

■ 자료 출처

◦ 교육통계연보

◦ 대학교육연구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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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현황

◦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은 ｢고등교육법｣1)에 따라 설치되며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대학원대학으로 분류한다.

◦ 여기에 특수한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특별법을 기반으로 설립한 대학들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기반으로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1〉 2017년� 전체� 대학� 수

◦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총 408개다. 일반대학이 189교(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138교(33.8%)로 그 다음이다. 이 

두 유형의 대학이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다.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 고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 호의�학교를�둔다.

� �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전문대학

� � �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한다)

� � �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기� 위하여�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불구하

고�대학원만을�두는�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한다)을� 설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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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3~2017년� 전체� 대학� 수

(단위� :� 교(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대학 188(46.0%) 189(46.3%) 189(46.2%) 189(46.3%) 189(46.3%)

산업대학 2 2 2 2 2

교육대학 10 10 10 10 10

전문대학 140(34.2%) 139(34.1%) 138(33.7%) 138(33.8%) 138(33.8%) 

대학원대학 43 44 47 46 46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사이버대학 19 19 19 19 19

기술대학 1 1 1 1 1

각종학교 5 3 2 2 2

총계 409 408 409 408 408 

1)� 기준� :� 본교(분교� 제외)

2)� (� � )�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 대학� 수� /� 총계’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대교연� DB

〈표2〉 2013년� 이후� 대학� 변동� 내역

구분 폐교 전환 통·폐합 신설

2013년
건동대 

선교청대

인천대(공립⇨국립)

창신대(전문⇨일반)
동우대* -

2014년
경북외대 

벽성대

한민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각종학교⇨타법률)

-
국제암대학원대

대구경북과기원

2015년 -

구세군사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

(각종학교⇨대학원대) 

신흥대**
능인불교대학원대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

2016년 인제대학원대

울산과기대⇨

울산과학기술원

(고등교육법⇨타법률)

- -

2017년 - - - -

1)� 전환� :� 대학� 설립주체나� 유형이� 변화한� 대학

2)� *� :� 동우대(전문)는� 경동대(일반)에� 통합됨.

3)� **� :� 신흥대(전문)+한북대(일반)� ⇒� 신한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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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3년~2017년� 설립별� 대학� 수

(단위� :� 교(校))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대학

국립 32(17.0%) 34(18.0%) 34(18.0%) 34(18.0%) 34(18.0%)

공립 1(0.5%) 1(0.5%) 1(0.5%) 1(0.5%) 1(0.5%)

사립 155(82.4%) 154(81.5%) 154(81.5%) 154(81.5%) 154(81.5%)

계 188(100.0%) 189(100.0%) 189(100.0%) 189(100.0%) 189(100.0%) 

산업대학 사립 2 2 2 2 2

교육대학 국립 10 10 10 10 10

전문대학
국립 2(1.4%) 2(1.4%) 2(1.4%) 2(1.4%) 2(1.4%)

공립 7(5.0%) 7(5.0%) 7(5.1%) 7(5.1%) 7(5.1%)

◦ 최근 5년 간 대학 수는 2013년 409교에서 2017년 408교로 변동이 거의 없었

다. 일반대학(1교)과 대학원대학(3교)은 증가했고, 전문대학(2교)과 각종학교(3교)

는 감소했다. 대학원대학이 4개 신설되고, 일반대학 3개, 전문대학, 각종학교, 대

학원대학이 각 1개씩 폐교된 결과다. 나머지 대학은 일반대학과 대학원대학으로 

전환 또는 통폐합됐다.(표2 참조)

2. 설립별 현황

◦ 2017년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14.3%, 사립 85.8%

로 사립대학 비중이 절대적이다. 최근 5년간 변동 또한 거의 없었다. 이처럼 사

립대학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우

리나라만의 특이한 대학 체제라 할 수 있다.

◦ 이는 대학 유형 중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대학 사립 비중이 80% 이상, 

전문대학은 무려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립대 중심 체제는 민간의 대

학 교육비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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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교(校))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문대학
사립 131(93.6%) 130(93.5%) 129(93.5%) 129(93.5%) 129(93.5%)

계 140(100.0%) 139(100.0%) 138(100.0%) 138(100.0%) 138(100.0%) 

대학원대학

국립 1 2 2 2 2

사립 42 42 45 44 44

계 43 44 47 46 46

방송통신대학 국립 1 1 1 1 1

사이버대학 사립 19 19 19 19 19

기술대학 사립 1 1 1 1 1

각종학교
국립 2 1 1 1 1

사립 3 2 1 1 1

총계

국립 47(11.5%) 48(11.8%) 48(11.7%) 48(11.8%) 50(12.3%)

공립 8(2.0%) 8(2.0%) 8(2.0%) 8(2.0%) 8(2.0%)

사립 354(86.6%) 352(86.3%) 353(86.3%) 352(86.3%) 350(85.8%)

계 409(100.0%) 408(100.0%) 409(100.0%) 408(100.0%) 408(100.0%)

1)� 기준� :� 본교(분교� 제외)

2)� (� � )�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 설립별� 대학� 수� /� 총계� 설립별� 대학� 수’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대교연� DB

3. 지역별 현황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현황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총 

339개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115교로 33.9%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전체 

대학의 3분의 1 가량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대학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

◦ 2013년과 비교하더라도 지역별 비중은 큰 변동이 없다. 수도권 대학이 2교 줄었

으나 전문대가 일반대와 통폐합한 것으로, 수도권 대학 밀집도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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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3년~2017년� 일반･산업･교육･전문대학� 지역별� 현황

(단위� :� 교(校))

유형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

수도권

서울 38(20.2%) 38(20.1%) 38(20.1%) 38(20.1%) 38(20.1%)

서울외 32(17.0%) 32(16.9%) 32(16.9%) 32(16.9%) 32(16.9%)

계 70(37.2%) 70(37.0%) 70(37.0%) 70(37.0%) 70(37.0%)

지� � 방

광역시 39(20.7%) 39(20.6%) 39(20.6%) 39(20.6%) 39(20.6%)

광역시외 79(42.0%) 80(42.3%) 80(42.3%) 80(42.3%) 80(42.3%)

계 118(62.8%) 119(63.0%) 119(63.0%) 119(63.0%) 119(63.0%)

소계 188(100.0%) 189(100.0%) 189(100.0%) 189(100.0%) 189(100.%)

전문

수도권

서울 9(6.4%) 9(6.5%) 9(6.5%) 9(6.5%) 9(6.5%)

서울외 36(25.7%) 36(25.9%) 35(25.4%) 34(24.6%) 34(24.6%)

계 45(32.1%) 45(32.4%) 44(31.9%) 43(31.2%) 43(31.2%)

지� � 방

광역시 29(20.7%) 29(20.9%) 29(21.0%) 29(21.0%) 29(21.0%)

광역시외 66(47.1%) 65(46.8%) 65(47.1%) 66(47.8%) 66(47.8%)

계 95(67.9%) 94(67.6%) 94(68.1%) 95(68.8%) 95(68.8%)

소계 140(100.0%) 139(100.0%) 138(100.0%) 138(100.0%) 138(100.0%)

일반

전문

교육

산업

수도권

서울 48(14.1%) 48(14.1%) 48(14.2%) 48(14.2%) 48(14.2%)

서울외 69(20.3%) 69(20.3%) 67(19.8%) 67(19.8%) 67(19.8%)

계 117(34.4%) 117(34.4%) 115(33.9%) 115(33.9%) 115(33.9%)

◦ 지방 대학 또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광역시외’ 지역에서 1교 증가했으나, 대학 

신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신대와 한국전통문화대 일반대학 전환 결과다.

◦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학 비중이 약 37%로 전체 평균(약34%)

이나 전문대학(약31%)보다 높다. 또한, 서울지역 비중은 약 20%로 전체 평균(약

14%)과 전문대학(약6%)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 전문대학 또한 수도권 대학 비중이 높았으나, 일반대학과 달리 ‘서울 외’ 지역(34

교, 24.6%) 대학이 ‘서울’ 지역 대학(9교, 6.5%)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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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교(校))

유형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

전문

교육

산업

지� � 방

광역시 71(20.9%) 71(20.9%) 71(20.9%) 71(20.9%) 71(20.9%)

광역시외 152(44.7%) 152(44.7%) 153(45.1%) 153(45.1%) 153(45.1%)

계 223(65.6%) 223(65.6%) 224(66.1%) 224(66.1%) 224(66.1%)

소계 340(100.0%) 340(100.0%) 339(100.0%) 339(100.0%) 339(100.0%)

1)� 기준� :� 본교(분교� 제외)

2)� (� � )�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 지역별� 대학� 수� /� 일반･전문･교육･산업대학� 지역별� 대학� 수’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대교연�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