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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변 기 용 교수

■ 교수 소개 

변기용 교수는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Oregon에서 
고등교육 정책 및 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에 
수석 합격(교육직렬)한 이후 교육부 기획담당관, 대학원 개선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고려대 부임 이후에도 2013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OECD 사무국(프랑스 파리)의 고등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에서 
상근 컨설턴트(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관점에서 선진 각국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으며, 2004년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Contribu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Regional 
Development)”이라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운영한 바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및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교육학회 학회지 편집위원 및 한국교육행정학회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고등교육 국제화, 조직 혁신의 관점에서 보는 
학부교육 체제 혁신 방안 및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이며, 최근에는 주로 현장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학 력

2000년 6월 미국 University of Oregon 박사 (고등교육정책 및 행정)

199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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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2012년 9월~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2015~현재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 편집위원

2013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2008년 9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부임

2002~2005년 OECD 사무국(교육국) 상근 컨설턴트(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E, 프랑스 파리)

1992~2008년 교육부 기획담당관, 대학원개선팀장, 정책기획위원회 교육부 담당 과장 
등 역임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수석 합격(교육 직렬) 

■ 대표 연구업적

Neo-Racism and Neo-Nationalism Within East Asia: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016)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 학부교육 우수대학 성공사례 보고서 1 (학지사, 
2015)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의 비판적 성찰과 발전방향(아시아교육연구, 14-1, 
2013)

English-medium Teaching in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Debates and 
Reality (Higher Education, 62. 2011) 

고등교육의 학문적 성격과 지식기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교육문제연구, 33, 2009)

New Public Management in Korea Higher Education: Is it reality or another 
fad?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9-2. 2008) 

※ 첨부: 영문 CV (https://www.dropbox.com/s/bbb5t7hei99gl8s/CV___BYUN__20161106.pdf?dl=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