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13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성별 구성비는 1965년에는 남자 교원이 83.9%였으나 1995
년부터 여자 교원이 남자 교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7년
에는 전체 중학교 교원 가운데 여성이 69.2%를 차지했다.
1965년 60.7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8.0명,
2002년 36.7명, 2004년 35.1명, 2008년 34.7명, 2011년 33.0명,
2012년 32.4명, 2013년 31.7명, 2014년 30.5명, 2015년 28.9명,
2016년 27.4명, 2017년 26.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39.4명에서 1980년 45.1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2000년 20.1명, 2001년 19.6명, 2008년 18.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7명, 2013년 16명, 2014년 15.2명, 2015
년 14.3명, 2016년 12.9명, 2017년 12.4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 고
 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1965년 389개교에서 계속 증가해 1990
년 1천 개를 넘어선 뒤, 2010년 1천561개교를 기록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1965년 312개교에서 2010년 692개교로 늘었다.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 구분이 다양해졌다. 2017년 기준으
로 일반고 1천556개, 특수목적고 155개, 특성화고 491개, 자율
고 158개교가 있다.
학생 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1965년 25만4천95명에서
1990년 147만3천155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했다. 전문계고는 1965년 17만2천436명에서 2010
년 46만6천129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학생 수는 일반고
119만3천562명, 특목고 6만7천960명, 특성화고 27만4천281명,
자율고 13만3천896명이다.
일반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7천894명에서 2010년 9만
735명으로 늘었고 전문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6천214명에
서 2010년 3만5천688명으로 늘었다. 2017년 현재 교원 수는
일반고 9만1천64명, 특목고 7천674명, 특성화고 2만5천853명,
자율고 1만163명이 있다.

고등교육
■ 전
 문대학

전문대학 수는 1965년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교로 증가
했다. 이후 199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2년부터 증가하
기 시작해 1999년에 161개까지 늘었다. 이어 다시 감소하기 시
작해 2017년 현재 138개교로 1990년 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수는 1965년 2만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 16만5
천51명, 2003년 92만5천963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등락을 거
듭하다 4년제 대학 진학 선호 등의 이유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67만7천721명으로 떨어졌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57.5%였다가 1970년
72.6%로 높아졌다.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엔 감소 추세를 보
이며 50~60%를 기록했다. 1990년부터 다시 상승해 2009년
86.5%까지 높아졌다가 2016년에는 70.6%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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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4
 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80년 100개교로 늘었으며,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현재 189개교가 됐다. 국공립 대학교가 1965년
14개교에서 2017년 35개교로 늘었고, 사립대학교는 1965년
56개교에서 2017년 154개교로 증가해 전체의 81.5%를 차지
했다.
학생 수는 1965년 10만5천64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1990년
104만166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206만5천451명,
2012년 210만3천958명, 2013년 212만296명, 2014년 213만46명
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211만3천293명, 2016년 208만4천
807명, 2017년 205만61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05년 65%, 2006년 67.3%,
2008년 68.9% 등으로 높아지다가 2009년 68.2%로 주춤했다.
2013년 55.6%, 2014년 54.8%로 떨어지다가 2015년에는 64.4%
로 다시 올랐고 2016년에는 64.3%로 약간 떨어졌다.

교육계 동향
■ 초
 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은폐 · 축소 의혹

6월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
혹이 불거졌다. 학생 4명이 4월 학교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
한 명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과 특별감사를 벌여 7월 학교폭력
사건 은폐·축소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
부장,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의 해임·정직을 요구하는 감사결
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이 문제가 된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장·교감이나 교육감에게 바로 보
고하지 않았고, 관련 교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
위) 회의록 등을 유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가해
자와 목격자 진술서 6장을 분실한 것도 법률위반이라고 보고
학폭위 회의록 유출과 진술서 분실에 관련된 교원 전원을 경
찰에 수사의뢰했다.
숭의초등학교는 교육청 감사결과와 교원징계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청구했다. 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숭의초는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이 학교 학폭위 결론에 대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에서는 폭력에 가담했는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회장 손자인 학생을 뺀 나머지 가해자 3
명만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2018년 2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했다. 학폭위 회의록을 학부형에게 제공한 혐의(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