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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 9일 오후 12시, 오찬간담회 갖은 뒤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 논의

□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
련됐다.

□ 9일 오후 12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
곤 교육부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갖
고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
에 존치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쟁점 논
의였다.

□ 유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 49명은 애초부
터 전북도에 배정한 만큼 서남대학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 존치하는 것
이 당연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또한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경우 서남대학
폐쇄로 인한 남원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을 우선 대상자
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서남대학교
폐교가 예정된 2월 28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 정세균 의장은 “서남대학 문제는 전북 최대 현안이고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
을 마련하지 못하니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방향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은 “서남대 폐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크고 정부당국
의 사후대책 또한 지역내 분열을 야기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의대
정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해 공공
보건의료대학과 농생명 분야를 설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남원 분교 설립 계획
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2월 28일
폐교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