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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사배경
우리나라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10년 전 24만명에서 꾸준히 늘어
나,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30만명을 돌파하였고, 현재 대학원생 33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2030청년들이 깊이 있는 학문탐구를 위해 밤늦
도록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었습니다. 대
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2030정책참여단은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연구실 생활을 하
고 있는 KAIST와 POSTECH의 ‘연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24시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청년들은 우리사회가 자세히
관심 갖고 들여다보지 못한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전국 13개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최초의
전국 단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
원생들이 체감하는 환경은 양호한 수준(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를 토로한 일부 대학원생들의 사례는 놀랄 만큼 절실하고
깊었습니다.
‘이 곳(설문조사)에서라도 말하고 싶다’ 라며 경험한 사례를 빼곡하게 적은 대학원
생 704명(설문응답자 2,354명의 30%)의 응답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민낯을 그대
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
가?’라는 냉소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았던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문
제를 꺼내놓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하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대학원생들에게 당연히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
다.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언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식공동체의 팽배한 문제로 오해되거나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fact)임
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와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이 지적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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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방법
1

조사개요

》 전국 만19~39세 청년 중 대학원 재적생(在籍生, 재학생+휴학생) 2,354명
(표본오차 ±2.01%, 95%신뢰수준)
▪ 조사기관

전국 13개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 조사방법

온라인

▪ 응답자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오픈서베이)

모바일

1,857명 (13개 대학교)

모바일
497명 (전국)

총 2,354명 (전국)
▪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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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5. ~ 6.10일

응답자 특성
[ 성별 ]

[ 연령 ]

[ 학위과정 ]

[ 전공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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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사내용
1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대학원생의 소속
》 대학원생 중 76.9%가 실험실‧연구실(Lab)에 소속 (조교는 65.1%)
》 직장 등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학생이 89.7%로 비전업에 비해 9배
[ 조교 여부 ]

[ 실험실‧연구실 소속 ]

[ 전업학생 여부 ]

대학원생의 신분 : 학생 + 근로자
》 연구실‧실험실 소속인 전업학생(1,731명) 중 58.2%는 스스로를 학생도 근로자
도 아닌 ‘학생근로자’로 인식
》 연구실‧실험실 소속인 전업학생 2명 중 1명은 경제적 처우에 불만족(52.6%)
[정체성 인식]

[경제적 처우 만족도]

대상 : 연구실‧실험실 소속인 전업학생, n=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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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처우 경험

부당처우 경험 여부
》 대학원생 45.5%는 언어‧신체‧성적 폭력, 차별, 사적노동, 저작권 편취 등 부당
한 처우를 경험
》 유형별로는, 언어‧신체‧성적 폭력 등 개인존엄권 침해 경험이 31.8%로 높고,
사생활 자유, 사적노동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침해가 25.8%,
물질적 대가 요구 등의 학업연구권 침해가 20.2%, 저작권 침해는 9.5%가 경험
[ 부당처우 경험 여부 ]

[ 유형별 경험 여부 ]

대상 : 전체 대학원생 2,354명

대상 : 전체 대학원생 2,354명

개인존엄권

자기결정권

학업연구권

저작권

신분별 부당처우 경험
》 부당처우 경험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석사보다 박사생이, 실험실‧연구실 소
속인 경우가 높음

(전업‧비전업 여부는 큰 차이가 없음)
[ 신분별 부당처우 경험여부 ]

남성 여성

석사 박사

연구실 연구실
비소속 소속

비전업 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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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계열별 부당처우 경험
》 종합적으로, 예체능계열의 부당 처우 수준이 가장 높음. 개인존엄권은 자연계열,
학업연구권은 예체능 계열, 자기결정권과 저작권 침해은 공학계열이 높음
[ 전공계열별 부당처우 실태 ]
부당처우 경험자 수 비율 (%)
침해 유형

개인존엄권

자기결정권

학업연구권

저작권

계 (%)

자연

29
26
33
32
37

17
17
18
33
26

21
23
34
19
20

7
3
2
12
9

43
42
51
47
45

의약

29

25

18

11

44

전체

32

26

20

10

46

계열
인문/사회
교육
예체능
공학

* 계 : 침해 유형별 복수응답을 포함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
》 부당처우 경험시 65.3%가 참고 넘어갔으며, 9.9%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참고 넘어간 이유는 학점, 졸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48.9%),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등으로 나타남
[ 부당처우 경험시 대처 방법 ]

[ 참고 넘어간 이유 ]

대상 : 부당처우를 경험한 1,354명
4대 유형별 부당처우 경험자(1,071명) 이외의 경우도 포함

대상 : 부당처우를 경험하고 참고 넘어간 8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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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연구환경 성적표

[ 부당처우 경험자의 연구환경 평가]

》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2,354명)가
평가한 연구환경 학점은 B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다만, 부당처우 有경험자(1,071명, 45.5%)가
평가한 연구환경 학점은 C
》 자기결정권이 가장 낮은 C-학점,
개인존엄권 C+, 학업연구권&저작권 C

전공계열별 연구환경
》 이과계열(공학, 자연, 의약계열)이 문과계열(인문‧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에 비
해 연구환경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이는 이과계통이 연구실‧실험실 소속 비율(84.1%)이 높아, 사생활 등의 자기결
정권 침해 빈도가 높음
[이과계열 연구환경 학점평가]

[문과계열 연구환경 학점평가]

※ 사각형 면적이 작을수록 연구환경 수준이 낮음, A(4.0점), B(3.0점), C(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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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형별 부당처우 실태 및 평가
유형 1

개인존엄권

C+

》 대학원생 31.8%가 개인존엄권 침해를 경험, 이들의 개인존엄권 평가는 C

+

》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한 대학원생은 4.8%
신체‧언어적 폭력, 위협을 경험한 대학원생은 22.8%
[ 유형별 부당처우 경험 여부 ]

성희롱
성추행

조롱‧모욕 신체‧언어적
성적 비유
폭력

종강모임, 연구실 회식, 논문(졸업작품)지도나 프로젝트 수행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성별, 신체, 외모에 대해 조롱, 모욕, 성적 비유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신체‧언어적 폭력 :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위협을 받았다(폭언, 욕설, 모욕감을 느끼는 언행, 구타 등)

※ 성희롱‧성추행 :

조롱‧모욕‧성적 비유 :

》 개인존엄권 침해 전체 빈도는 자연계(36.6%)가 가장 높음
》 개인존엄권 침해 세부유형별로는 성희롱‧성추행은 의약계(6.5%), 조롱‧모욕‧성
적비유 등은 예체능계(24.7%),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자연계(28.9%)가 높게 발생
[ 전공계열별 개인존엄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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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 “논문 심사 날 다과를 준비하였는데 ‘이런 싸구려를 가져오냐, 넌 논문 두 번
다시 못 쓸 줄 알아’라며 저에게 집어던지면서 폭언과 폭행 위협까지 가하였
습니다.” - 31세, 남, 의약계열
》 “여자를 공부시킨 경험이 몇 번 없다며 성 차별성 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 26세, 여, 예체능계열

》 “졸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승인 안 해주면 너는 졸업 못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협박을 하시고 다양한 폭언들을 합니다.”
- 25세, 여, 자연계열

》 “여학생의 석사 디펜스 자리에서 정장을 입고 온 여학생을 보고, 교수님이 "너
는 그렇게 입으니까 도우미 같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연구실
의 남학생이지만, 옆에서 듣는 것도 불쾌합니다

- 23세, 남, 공학계열

》 “술자리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외모로 등급을 매긴 후 놀려서 모욕감을 받았습
니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 26세, 여, 공학계열
》 “늘 그래왔던 분위기 속에서 인권침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29세, 여, 예체능계열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
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
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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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자기결정권

》 대학원생 25.8%가 자기결정권 침해를 경험, 이들의 자기결정권 평가는 C

-

》 사적 업무지시, 부당한 과업지시 등 부당한 일을 한 경험자가 12.9%,
개인 건강‧결혼‧양육‧가족생활에 우선하여 연구‧학업을 강요받은 사람은 14.3%
학업‧연구 수행 시간외의 시간에 사생활 침해 경험자가 18.3%
[ 유형별 부당처우 경험 여부 ]

부당한
일강요

건강‧결혼‧양육
가족생활 등 침해

사생활
침해

※ 부당한 일 강요: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건강‧결혼‧양육 가족생활 등 침해 : 건강, 결혼, 양육, 가족생활 등 개인의 존엄과 관련된 기본권 보다 연구‧학업을 부당하게 강요받은 적이 있다
사생활 침해 : 학업‧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 외에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

》 자기결정권 침해 전체빈도는 공학계(32.6%) 가장 높음
》 자기결정권 침해 세부유형별로는 부당한 일 강요(15.6%), 개인 생활에 우선하여
연구‧학업 강요(18.7%), 사생활 침해(24.2%) 모두 공학계열이 높게 발생
[ 전공계열별 부당처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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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 “자녀의 과외를 무료로 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교수님) 이사하는데 대학원생들
이 이삿짐을 나른 적이 있습니다.” - 31세, 남, 자연계열
》 “운전, 설거지, 쇼핑 등 자잘한 심부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시하십니다”
- 26세, 남, 공학계열

》 “교수님 자녀들의 학교 숙제, 과제, 에세이 등을 대필해 준적이 있고, 개인적인
종교행사에 동원되어 참석한 적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 29세, 여, 자연계열
》 “저를 자신의 악세사리처럼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특정한 모임에 데리고 다니
며, 교수 본인의 과시를 위해 학생을 도구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25세, 여, 인문·사회계열
》 “주말이나 국가지정 공휴일에도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로
자는 주40시간이라는 권장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이 있지만 대학원내에는
이런 규범도 없고 월차는 물론이고 휴가도 거의 없습니다.” - 27세, 남, 공학계열
》 “일요일에 참여하는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강요하였고 종교 활동을 계속하
면 학업을 계속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26세, 남, 자연계열
》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심하게 간섭하시고 결혼할거라면 학업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 26세, 남, 공학계열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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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학업연구권

》 대학원생 20.2% 학업연구권 침해를 경험, 이들의 학업연구권 평가는 C
》 물질적 대가제공 압력을 받은 경우는 4.6%, 실제로 대가를 제공한 경험은 6.8%
시설이용 차별은 7.1%, 연구주제‧지도교수 선정 강요는 10.2%
[ 유형별 부당처우 경험 여부 ]

물질적 대가 실제 대가 시설이용 연구주제/지도교수
제공 압력
제공
차별
선정 강요
※ 물질적 대가 제공 압력 : 논문, 졸업작품, 학점, 장학금 등을 빌미로 선물이나 접대, 금품, 노력 제공 등 물질적인 대가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은적이 있다
실제 대가 제공 : 논문, 졸업작품, 학점, 장학금 등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선물이나 접대, 금품 등 물질적인 대가를 제공한 적이 있다
시설 이용 차별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연구주제/지도교수 선정 강요 : 연구주제 혹은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서 부당하게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

》 학업연구권 침해 전체 빈도는 예체능계(34.1%)가 가장 높음
》 학업연구권 세부유형별로는 물질적 대가제공 압력(9.4%)과 실제 대가제공
(16.5%) 및 시설 이용 차별(16.5%)은 예체능계가 높게 발생.
연구주제‧지도교수 선정 강요는 공학계와 자연계(각 12.0%)가 높게 발생
[ 전공계열별 부당처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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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 “교수님이 버거울 정도의 많은 프로젝트를 가져오셔서 개인연구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논문지도는 해주지 않으면서 잘 써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 23세, 여, 예체능계열

》 ”학위논문 심사거마비 명목으로 심사위원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 발급도 되지 않
습니다. 더욱이, 심사 중 한우나 고급일식당 급의 식사를 여러 차례 제공하도록
강요받으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심사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32세, 남, 인문·사회계열

》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나오지만 그 인건비가 나오는 통장과 도장
을 강제로 걷어 갑니다. 그래서 용돈수준(30만원)의 돈만 받아 생활이 어렵습
니다” - 25세, 남, 공학계열
》 “명절마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27세, 남, 공학계열
》 "연구실의 상황‧분위기 및 교수님이 처음에 알고 들어온 분과는 너무 달라 학
교의 교칙에 어긋나지 않게 박사 지원을 다른 곳에 한다고 (지도교수에게) 간
곡히 말했지만 2일 도합 7시간가량 폭언과 협박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구
실을 나온 상태이이지만 휴학조차 허락을 해주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지도교
수가 그대로입니다." - 22세, 남, 공학계열

대학원생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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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
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
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
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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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저작권

》 대학원생의 9.5%가 저작권 침해를 경험, 이들의 저작권 평가는 C
》 출판물 도용을 경험한 대학원생은 3.4%, 저작자 배제를 경험한 대학원생 5.1%
공저자 강요를 받은 대학원생은 7.2%
[ 유형별 부당처우 경험 여부 ]

출판물
도용

저작자로서의
배제

공저자
강요

※ 출판물 도용 : 학생이 수행한 연구(출판)물이 부당하게 Steal 혹은 도용된 적이 있다
저작자로서의 배제 :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를 침해받은 적이 있다
공저자 강요 : 학생이 독창적‧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출판)물이지만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 저작권 침해 전체 빈도는 공학계(12.1%)가 가장 높음
》 저작권 침해 세부유형별로는 출판물 도용(5.4%)과 저작자로서 배제(6.5%)는
의약계열, 공저자 강요는 공학계(9.7%)가 높게 발생
[ 전공계열별 부당처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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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 “공동연구로 시작한 논문을 제가 모두 완성하였으나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자에서 배제되었고, 그 다음에도 논문을 공동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26세, 여, 인문·사회계열

》 “교수님께서 저의 논문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목차, 내용을 추가하라고 하셔
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교수님의 연구에 사용하시고, 제 논문에서 다시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 23세, 남, 인문사회계열
》 “학위과정에서 자르겠다고 잦은 협박을 하시더니 교수님 부인의 이름을 공저
자로 기재하라고 하셨습니다.” - 27세, 여, 자연계열
》 “연구 과제를 하는데 급급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
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쓴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교수님들이 다
가지고 가셔서 유일한 성과인 논문실적도 쌓지 못해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28세, 남, 공학계열
》 “등록금만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졸업시키기 위한 논문에 참여했습
니다. 하지만 저자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 주저자가 되었습니다.”
- 27세, 여, 자연계열

》 “같이 일하는 외부 연구원이 저와 상의도 없이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를 보고 베껴서 좋은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나
법적인 복잡한 문제가 얽힐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 27세, 여, 공학계열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
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
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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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더 나은 연구환경을 위한 제언

우리는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도 여러 유형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거부
할 수 없는 이중적 위치에서, 표면적으로는 부족할 것 없지만 대학원 내에서는 고
충을 토로할 수 없는 실질적 약자로 존재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들은 한번쯤은 들
어왔던 누군가의, 혹은 우리 속에 깊숙이 담아왔던 은밀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
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지성인이자 연구자
로서, 또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로서, 눈감아왔던 현실에 마주하고,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중앙대학교 대학원 35대 총학생회 회장 이구, 사회계열 대표 유희
대학원생은 학생이자 예비 연구자로서 또한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지만 지금까지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는 없었고 관련된 논의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원생권리장전은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권리장전의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실적인 대책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63대 총학생회 회장 조수민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인권침해 실태가 비단 다른 학교, 다른 학과의 이야기
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된 문화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대학원생들 스스로가 변화를 시작하며, 학
교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모두의 권익이 존중해 주는 날이 오
기를 희망합니다.
-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진석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이 되길 바랍니다.
- 한양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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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리장전 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 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권리장전은 전국 만명 대학원생의 지성과 염원을 담아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
희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의 대학원 총학생회가 참여하여 선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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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
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
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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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
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
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
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자기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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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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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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적
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 저자
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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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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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
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 육체적 근
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 전공 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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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대학원 학과 전공 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

,

.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
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
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 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 학과장 등 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
차를 생략하고 학생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
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
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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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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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각 대학은 권리장전을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조(수정‧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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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대학원생 권리장전 참고문헌

1. 미국 주요 대학원생 권리장전(American 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1) Purdue University Bill of Student Rights(April 30, 1970)
2) UC Davis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Nov 7, 1990)
3) UCSB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Spring, 1995)
4) UCLA Graduate Student Academ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May 30, 2003)
5)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Rights, Responsibilities, and Best Practices
of Graduate students and Trainees. (June, 2009)
6) UCSA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May 8, 2011)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 UC버클리, UCSD, UCI 등)
7) University of Michigan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2. 2011~2013 KAIST 연구환경 실태조사
3. 2013 POSTECH 연구환경 실태조사
4. 2013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5. 2014 고려대학교 연구환경 실태조사
6. 서울대학교 교수윤리강령 (2006.03.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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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전국 대학원생 규모
출처 : 교육통계연구센터(‘13.4.1일 기준)

□ 대학원 재학생 : 29만명 (재적생 기준 33만명)
(명)

석사

박사

▪재학생(A)
▪휴학생(B)
▪재적생(A+B)

227,581
36,303
263,884

□ 재학생 성별 :

男 147,357명 (51.7%)

57,494
8,444
65,938

계

285,075
44,747
329,822

女 137,718명 (48.3%)

□ 재학생 전공계열별 학위과정, 성별 분포

계열

학위과정별
석사

박사

성별
남

여

계

인문

32,585

6,517

18,044

21,058

39,102 (13.7%)

사회

62,721

10,927

41,993

31,655

73,648 (25.8%)

교육

45,120

4,019

12,732

36,407

49,139 (17.2%)

공학

31,877

14,963

39,400

7,440

46,840 (16.4%)

자연

15,077

9,769

13,619

11,227

24,846 (8.7%)

의약

24,581

7,780

14,573

17,788

32,361 (11.4%)

예체능

15,620

3,519

6,996

12,143

19,139 (6.7%)

계

227,581

57,494

147,357

137,718

285,0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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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해외의 대학원생 권리장전(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1960년대 미국은 교육시설법(Education Facilities Act) 등의 대학교육 육성을 위한 법안
을 봇물처럼 발의하며, 대학교육을 보편화 시켰다. 이는 대학생 스스로에 대한 인
식과 학교-학생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학
생을 돌보고, 규율과 규칙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으나, 고등교육을 받
는 학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며, 그 동안 학교와 교사에
게 맹목적으로 강요받던 규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학교의 역할을 기존의 수직적인 관리자(controller)에서 수평적인 교육자(educator)로
바꾸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학생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교직원, 교수 등과 함께 동
등한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1967년 발표된 ‘학생권리 및 자유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Rights and Freedoms of Students)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성명은 미국대학

교수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미국학생협회(National Student
Association)

외 3개 협회가 함께 발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담고 있다.
이로부터 약 30년 후인 1999년, ‘학생권리 공동성명’을 발표한 미국대학교수협회,
미국학생협회 등은 대학원생이 처한 특수한 환경에 주목한다. 대학원생은 학생임
과 동시에 조교이자, 연구자이므로 기존 대학생의 권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권리
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은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대학원생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담은
‘대학원생 선언문’(Statement on Graduate Students)을 발표하게 된다.
선언문의 서문에서는 ‘학생권리 및 자유에 관한 공동성명’이 담아내지 못하는 대학
원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가져야 할 권리를 명시하기 위해 이 선언문을 발표했다
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학원생 선언문’은 학생의 권리에 대학원생의 권리를 담은
표준안으로서, 현재 미국 대부분의 대학은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대학원생 권
리장전’(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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