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30.(금) 조간

(인터넷․온라인 : 8. 29.(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8. 29.(목) 대변인실 044-203-6581

담 당 과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담당과장 최화식 (044-203-6020)
담 당 자 사무관 정예영 (044-203-6928)

교육통계과
담당과장 하유경 (044-203-6325)
담 당 자 사무관 신태연 (044-203-6320)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소장 박근영 (043-530-9438)

담 당 자
고등교육통계팀장 오지연 

(043-530-9639)

교육부, ’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7,834명(-13.4%)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4,704명(-15.6%)

 시간강사연구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강좌 개설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분석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하였다.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개요

(대상) 총 399개교(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초자료)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 조사 데이터(성명,생년월일,성별,소속대학 등)

(기간) ’18년 1학기(’18.4.1. 기준) 대비 ’19년 1학기(’19.4.1. 기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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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원직(전임교원, 겸․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하여,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에 발표된 분석 결과는 고용 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강사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 ’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ㅇ ’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6,925명으로 ’18년 1학기 58,546명

대비 11,621명(19.8%) 감소하였으나, 이 중 3,787명은 ‘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18년 

1학기 대비 6,681명(22.1%) 감소하였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구분

강사 재직 인원
감소인원 중 ’19.1학기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증감율)
18.1학기 19.1학기 증감 전임 초빙 겸임 기타 소계

총괄 58,546 46,925 -11,621 732 444 1,829 782 3,787 -7,834 (-13.4%)

전업 30,204 23,523 -6,681 412 305 720 540 1,977 -4,704 (-15.6%)

비전업 28,342 23,402 -4,940 320 139 1,109 242 1,810 -3,130 (-11.0%)

(단위 : 명)

ㅇ 일반대의 강사는 ’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하였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5,497명(1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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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구분

강사 재직 인원
감소인원 중 ’19.1학기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증감율)
18.1학기 19.1학기 증감 전임 초빙 겸임 기타 소계

일반대 43,803 35,868 -7,935 515 348 833 742 2,438 -5,497 (-12.6%)

전업 25,418 20,184 -5,234 303 254 417 521 1495 -3,739 (-14.7%)

비전업 18,385 15,684 -2,701 212 94 416 221 943 -1,758 (-9.6%)

전문대 13,068 9,321 -3,747 206 95 992 33 1,326 -2,421 (-18.5%)

전업 4,384 3,001 -1,383 98 50 299 12 459 -924 (-21.1%)

비전업 8,684 6,320 -2,364 108 45 693 21 867 -1,497 (-17.2%)

(단위 : 명)

□ ’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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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대학 강사

제도 안착방안」(‘19.6.4.)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ㅇ ‘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 지원(2,000명(과제) x 14백만원)

ㅇ ‘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

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 (’20년 정부안) 540억 원,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20년 정부안) 49억 원(정부-대학 50%매칭), 1,800명 지원 (1,800명 x 약 5.3백만원)

 강사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 반영

ㅇ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한다.

*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발표(8.14.)

ㅇ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6.27.)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안)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7.15.)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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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 대교협총장하계세미나(6.27.) 및 BK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6.28.)에서 안내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ㅇ ‘19년 확보한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을 대학별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여 배부한다.

ㅇ ‘20년 정부안에도 방학 중 임금(4주분, 577억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퇴직금 예산(232억원)을 반영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

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강사의 겸직․중복출강 현황

2. ‘16년~’19년 대학 재학생 및 교원 수 변동 추이

3. 주요 항목별 강사 통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정예영 사무관(☎ 044-203-6928), 교육통계과 신태연 

사무관(☎ 044-203-6320),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오지연 팀장(☎043-530-96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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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강사의 겸직 ․ 중복 출강 현황

□ 동일인의 타 교원직 겸직

◦ 강사의 평균 15.9%는 대학에서 강사 외 타 교원직을 겸직하며,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강사도 평균 약 4.8% 존재

구분
강사의 다른 교원직 겸직 현황(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간강사만 출강 52,240 (84.89%) 50,153 (84.52%) 49,459 (84.48%) 38,465 (81.97%)

1개 종류 

교원직 겸직
9,049 (14.70%) 8,899 (15.00%) 8,785 (15.00%) 8,022 (17.10%)

2개 이상 종류 

교원직 겸직
250 (0.41%) 286 (0.48%) 302 (0.52%) 438 (0.93%)

합  계 61,539 (100%) 59,338 (100%) 58,546 (100%) 46,925 (100%)

(단위 : 명) 

※ 강사가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비율

(’16) 4.93% → (’17) 4.84% → (’18) 4.56% → (’19) 5.03%

□ 중복 출강 현황

년도 합계

1개교 2개교 3개교 이상

전업 비전업 소계 전업 비전업 소계 전업 비전업 소계

2016
61,539 22,212 27,360 49,572 6,755 2,332 9,087 2,552 328 2,880

(100.0%) (36.1%) (44.5%) (80.6%) (11.0%) (3.8%) (14.8%) (4.1%) (0.5%) (4.7%)

2017
59,338 21,915 26,246 48,161 6,272 2,198 8,470 2,386 321 2,707

(100.0%) (36.9%) (44.2%) (81.2%) (10.6%) (3.7%) (14.3%) (4.0%) (0.5%) (4.6%)

2018
58,546 21,552 25,975 47,527 6,309 2,074 8,383 2,343 293 2,636

(100.0%) (36.8%) (44.4%) (81.2%) (10.8%) (3.5%) (14.3%) (4.0%) (0.5%) (4.5%)

2019
46,925 17,891 21,743 39,634 4,310 1,481 5,791 1,322 178 1,500

(100.0%) (38.1%) (46.3%) (84.5%) (9.2%) (3.2%) (12.3%) (2.8%) (0.4%) (3.2%)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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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6년~’19년 대학 재학생 및 교원 수 변동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학생 

2,472,811 2,421,959 2,406,593 2,394,475

　 (-50,852) (-15,366) (-12,118)

　 (-2.1%) (-0.6%) (-0.5%)

편제정원

2,415,872 2,379,680 2,339,791 2,313,707

　 (-36,192) (-39,889) (-26,085)

　 (-1.5%) (-1.7%) (-1.1%)

전체교원

216,654 215,956 217,614 208,317

　 (-698) (1,658) (-9,297)

　 (-0.3%) (0.8%) (-4.3%)

전임교원

87,141 87,517 86,984 85,804

　 (376) (-533) (-1,180)

　 (0.4%) (-0.6%) (-1.4%)

비전임

교원

소계

113,790 113,762 116,150 113,345

　 (-28) (2,388) (-2,805)

　 (-0.02%) (2.10%) (-2.41%)

시간강사

(재직인원)

61,539 59,338 58,546 46,925

　 (-2,201) (-792) (-11,621)

　 (-3.6%) (-1.3%) (-19.8%)

전업

31,519 30,573 30,204 23,523

(-946) (-369) (-6,681)

(-3.0%) (-1.2%) (-22.1%)

비전업

30,020 28,765 28,342 23,402

(-1,255) (-423) (-4,940)

(-4.2%) (-1.5%) (-17.4%)

강

사 

外

비

전

임

기타비전임

26,708 28,912 31,771 35,652

　 (2,204) (2,859) (3,881)

　 (8.3%) (9.9%) (12.2%)

겸임교원

18,528 17,962 18,393 22,817

　 (-566) (431) (4,424)

　 (-3.1%) (2.4%) (24.1%)

초빙교원

7,015 7,550 7,440 7,951

　 (535) (-110) (511)

　 (7.6%) (-1.5%) (6.9%)

※ 단위 : 명,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비율

※ 강사 外 비전임교원은 출강학교 수대로 반영(동일인이 2개 학교 출강시 2명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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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주요 항목별 강사 통계

○ 계열(강사의 학위 취득 기준)

년도 합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2016
61,539 28,567 8,375 7,025 947 16,625
(100.0%) (46.4%) (13.6%) (11.4%) (1.5%) (27.0%)

2017
59,338 27,809 8,174 6,675 994 15,686
(100.0%) (46.9%) (13.8%) (11.2%) (1.7%) (26.4%)

2018
58,546 28,091 8,002 6,449 1,024 14,980
(100.0%) (48.0%) (13.7%) (11.0%) (1.7%) (25.6%)

2019
46,925 23,258 6,281 5,033 772 11,581
(100.0%) (49.6%) (13.4%) (10.7%) (1.6%) (24.7%)

(단위 : 명)

○ 최종학위

년도 합계 학사미만 학사 석사 박사

2016
61,539 314 6,241 28,976 26,008

(100.0%) (0.5%) (10.1%) (47.1%) (42.3%)

2017
59,338 303 5,980 26,941 26,114

(100.0%) (0.5%) (10.1%) (45.4%) (44.0%)

2018
58,546 496 5,551 26,279 26,220

(100.0%) (0.8%) (9.5%) (44.9%) (44.8%)

2019
46,925 438 4,104 20,012 22,371

(100.0%) (0.9%) (8.7%) (42.6%) (47.7%)

(단위 : 명) 

○ 최종학위(박사) 취득 후 경과 기간

년도 합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2016
26,008 5,481 4,114 7,179 4,370 2,723 2,141

(100.0%) (21.1%) (15.8%) (27.6%) (16.8%) (10.5%) (8.2%)

2017
26,114 5,195 3,990 7,378 4,423 2,703 2,425

(100.0%) (19.9%) (15.3%) (28.3%) (16.9%) (10.4%) (9.3%)

2018
26,220 4,913 4,002 7,464 4,517 2,667 2,657

(100.0%) (18.7%) (15.3%) (28.5%) (17.2%) (10.2%) (10.1%)

2019
22,371 3,929 3,299 6,375 3,921 2,356 2,491

(100.0%) (17.6%) (14.7%) (28.5%) (17.5%) (10.5%) (11.1%)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