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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 론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1.

대학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의 경영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강약점을 분석하, ․
고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입학정원의 역전 현상과 함께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학생이동 그리고 해외 유학파 증가 특히 최근 교육기회, ,
의 다양화 차원에서 사이버 대학의 설립 등으로 지방대학일수록 지방의 전문대,
학일수록 그 여파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전문대학 경영의 당면문제로서는 재단영세성 교육환경 미비 자율 및 특, ,

성 상실 사립전문대학 정책 부재 사립전문대학 재정 부족 학생모집의 어려움, , , ,
취업률의 저조 우수교원확보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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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

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변적인 재정확보에 관,
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장기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초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물,

론이지만 그 중에서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그 성격상 비교적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여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여건의 개선을. ,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운영.
부실 실험 실습 기자재의 절대 부족 및 노후화 대학도서관 미비 등 교육여건, · ,
은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국고로부.
터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은 요원한 것 같은 실정

이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재원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 발전은 제쳐두고 경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

고 있다.
사립대학이 대학재정의 구조 및 운영상에서 큰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단지 사립대학들,
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체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향

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도 직결되는 국가적 문제라고 하겠다.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없이는 극복하기가 거

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 문제가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들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대학교육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

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시장지향적 및 고객만족 대학들만이 생존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대학교육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설립 대학정원 학기조정 및 학생모집 체제 등에서 자율. , ,
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이 종래의 획일적 지원방식에서 차등지원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즉 재정확충을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과 대학 자체의 개혁 노력.
등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대학평가 및 특성화에 초점을 두고

차등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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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학설립 요건의 완화 대학지원 인구의 감소 그리고 외국 대학의 국내, , ,
진출 허용 등으로 인하여 국내 외 대학간 경쟁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ㆍ
있다.
다섯째 사이버 대학의 개설 시간제 등록학생의 모집 고등교육법에 따른 복, , ,

수전공 입학제의 시행 등으로 지금까지의 대학교간 및 학과간 구분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대학재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여금 및 법인전입금 등으, ,

로 충당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도 빈약하고 기여금도 미미

한 수준인 만큼 결국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대학.
교육 시장에서 등록금이나 법인전입금 수입만 가지고는 생존하기는 매우 어려

울 뿐 아니라 도시에 종래와 같은 경영방식으로는 현재 사립대학이 처한 경영,
상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다.
사립대학은 교육재정의 투명성 명료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ㆍ ㆍ ㆍ

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부족한 교육재정에 대하여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

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강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대학 재정의.
전반적 현황을 분석하여 대학운영 합리화 방향을 모색하며 특히 국고보조금 지,
원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원확보 방안.
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지원정책 개선에 의한 재원확보 등록금 책정의 개선에,
의한 재원확보 그리고 대학 내부적인 재원확보 등으로 나누어 안정적인 재원확,
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2.

본 연구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문헌들 및 각종 통계자료들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가장 기본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사립대학들의 재무보고서를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 관련 보고서 한, ,
국대학교육협의회의 관련 연구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관련 연구 한국교육개발, ,
원 및 기타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행연구자료들을 수집하여 비교·
검토 분석하였다.ㆍ
본 연구의 목적이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재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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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합리화 및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에 있는 만큼 실태분석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요소들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두었

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연, .ㆍ
구대상범위는 년제 년제 사립대학을 한정하였다2 4 .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연대학교육 및 교육재정의 이론적 배경 사립학교 재,

정의 현황 분석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점 재원확보에 관한 개선방안 등의 순서, ,
로 구성하였다 특히 사립대학 자체의 재원확보 방안에서는 실제 교육비의 소요.
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록금 책정방법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의 도입 문제에 초점을 두어 다루었다.
본 연구는 대학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변적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운영 합리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나 법인전입금 수입에만,

의존하는 종래와 같은 경영방식으로는 오늘날 사립대학 등이 처해 있는 경영상

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대학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확보방안 연구를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부족한 교육재정에 대하여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

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강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대학 경영 및.
재정의 전반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학운영 합리화 방안을 모

색하고 특히 다양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지원정책에 의한 재원확보 등록금 책정,

의 개선에 의한 재원확보 그리고 대학 내부적인 재원확보 등으로 나누어 안정,
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

고자 한다.

기대효과3.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둘째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셋째 정부의 바람직한 재정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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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민간부분 활용방안 제시할 수 있다 즉 대학과, . ,
산업계 사이의 연구개발 통합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다섯째 사립대학의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등록금 책정의, . ,

자율화 수탁연구 용역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 기부금 유치 및, ,
관리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 보유자산 활용을, ,
통한 재원 확보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Ⅱ 교육재정의 개념 및 운영원리.

교육재정의 개념1.

교육재정의 정의1.1
교육재정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지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 , ,
활동을 말한다 교육재정은 그 성격상 공공경제 활동으로 교육의 지원을 목적으.
로 하는 수단이며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교육재정의 특성1.2
교육재정은 일반재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외에도 교육의 특수성으로 비생

산성이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의 결과는 교육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
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는 국가재정의 일부로써 교육을 적극 지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재정은 가계나 민간기업과 같은 민간개별경제와는 달리 기업과 국,

민들의 소득의 일부를 조세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교육재정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활동과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국가 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 ,

한 비용을 산출한 후 수입을 확보하는 회계원칙이 적용되나 민간경제에서는 그

와 반대되는 회계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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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재정은 민간경제보다는 수명주기가 긴 영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
것은 교육재정의 존속기간은 민간경제인 가계와 기업보다 장기적일 뿐만 아니

라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재정의 영역1.3
넓은 의미에서 교육재정은 비정규적이거나 비형식적인 교육활동까지 포함하

여 교육수행에 필요한 모든 재정까지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 교육재정은 정.
규학교나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식적인 교육재정의 제한된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이란 교육조직에 사용되는 재정의 확보와 분배 및 분리

는 물론 단순한 재원의 투입과 분배 및 산출의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과 영역,
을 의미한다.
교육재정은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경제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

다.

교육재정의 운영원리2.

교육재정의 기본원리2.1
교육재정 운영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투입된 결과가 공공이익에 공헌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의 운영은 경제성이 고.
려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수입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져,
야 한다.
교육재정의 기본원리는 학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와 은 기회균등의 원리 적응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 사려성의 원More Reusser , , ,

리 등 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과 는 기회균등의 원4 . Rosenstengel Eastmond
리 사려성의 원리 적응성의 원리 및 민주성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 .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주요원리는 기회균등의 원리 적응성의 원리 민주성의, ,

원리 등이다.

교육재정의 사용영역2.2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비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시설설비비로 구, , , ․

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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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배분기준2.3
제한적인 교육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경비의 지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경비의 지출효과가 증대된다는 것은 바보 교육효과의 증대로 연결된.
다 그러므로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의 배분기준은 평등성 공정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

Ⅲ 대학 재정운영의 구조.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운영 구조1.

대학의 재무구조1.1
우리나라 대학의 일반적인 재정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과 같다< 1> .

그림 대학의 재무구조< 1>

대학의 재원은 학생등록금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 및 각종 기부금, , ,
학교법인의 재산조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법인의 전입금이.
매우 낮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인 실태이다, .
대학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 및 학생지원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대학의.

학생등록금

소비적 지출

인건비( ,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자본적 지출

시설비( )
법인 전입금

기부 및 보조금

기타

부담자 세입 세출 집행결과

학부모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정부 및

사회단체

교육연구․

교육용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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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기능인 교육 및 연구기능은 경상운영비로 지출된다.
경상운영비의 지출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 및 학생경비 등과 같은 소비, ,

적 지출과 시설비 등의 자본적 지출로서 구성되어 있다 소비적 지출은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지출되며 이와 같은 지출과 함께 교육서비스의 형태로 전환되지,
만 자본적 지출은 교육용 기본재산의 자산형태로 있다가 점차적으로 교육서비,
스로 변화된다.
대학을 공공성의 특성과 더불어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

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학재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앞서 언급

한 정부 학교법인 기업체 일반사회 학부모의 대학교육비 분담과 더불어 재정, , , ,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마련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수입과 지출구조1.2
대학의 재정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재정수입은 운영수입과 자본 및 부채수입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운영수입은 등록금 수입 전입금 기부금 교육부대. , , ,
수입 교육 외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 및 부채수입에는 투자와 기타, .
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유통부채입금 고정부채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 , .
적으로 교육재정 수입의 이상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전입60% ,
금 및 기부금 수입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 .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68% ,

전입금 및 기부금 금액은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국내 사립대학21 23%～
의 재정수입구조이다.
교육재정 지출부분은 운영비 지출과 자본 및 부채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육재,

정 지출에서 인건비와 학생경비가 전체 지출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52 53% ,～
영비 대비 지출비율은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0% .
사립대학 재무회계의 체계를 살펴보면 복식부기 원칙 신뢰성 및 객관성 원,

칙 이해가능성 원칙 비교가능성 원칙 그리고 중요성의 원칙을 기본적인 회계, , ,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학과 학교법인의 일반업무에 따른 모든 자금수지는 자금.
계산서에서 보고되고 이들 거래 중 그 성격이 자산 및 부채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수익과 비용에 관련되는 거래는 운영,
계산서에 보고된다.
사림대학의 학교회계 재무제표간 관계도를 살펴보면 그림 와 같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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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출 → 자금 계산서 ← 자금 수입

↑ ↓ ↑
지출과목( ) 운영계산서 수입과목( )
인건비 보수( ) 운영비용

운영수입
등록금 수입

관리 운영비 기본금 대체

연구학생경비․ 운영차액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외 비용 ↓ 교육부대 수입

전출금 대차대조표 교육외 수입

예비비 차변 대변 미사용전기이월자금

투자와 기타자산

자산

부채
투자와기타자산수입

고정자산매입지출 고정자산매각수입

유통부채 상환 기 본 금 유동부채 입금

고정부채 상환 기본금 대체
고정부채 입금

미사용차기이월금 운 영 차 액

그림 대학회계 재무제표간 관계도< 2>

학교법인의 재정운영 구조1.3
대학 학교법인의 교육재정수입 및 지출은 대학 수입 및 지출 구조와 비슷하

게 운영수입과 자본 및 부채수입 그리고 운영지출과 자본 및 부채지출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 재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 학교법.
인의 지출 중 전출금이다.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수익사업의 재투자에 있어서 재산

조성비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투자와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투자로 구분

되며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투자는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에 기부, ․
금을 통한 지원도 있으나 재산조성비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재정운영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과< 3>

같다.
학교법인의 재정운영구조를 보면 재정운영을 구성하는 요소는 수익용 기본재

산 교육용 기본재산 경상 운영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
사립대학은 학교예산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국고보조금 기, ,

부금 및 수익사업으로 인한 사학법인 전입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효율성

있고 경쟁력 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재무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현재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
무구조를 탈피하여 교육재정수입의 다원화를 위하여 각종 수입사업을 다양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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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사립대학.
에 대해 제도적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

학교법인 법인수입재원 법인지출재원 대학수입재원 대학지출과목

수익용기본재산 ➡
재산수입ㆍ
사업수입ㆍ
투자수입ㆍ
이월금ㆍ
기부금 및ㆍ
원조금

기타수입ㆍ

➡ 운영비지출ㆍ
감가상각비ㆍ
제세공과금ㆍ
법정부담금ㆍ

➡ 학교법인ㆍ
전입금

➡
운영지출( )
인건비ㆍ
시설관리비ㆍ
일반관리비ㆍ
운영비ㆍ
연구비ㆍ
학생경비ㆍ
입시관리비ㆍ
지급이자ㆍ
기타제비용ㆍ
자본 부채( )ㆍ
재산조성비ㆍ
고정자산매ㆍ
입비

부채상환ㆍ
차기이월( )

이월금ㆍ
기부금ㆍ
차입금ㆍ
기타수입ㆍ

➡

수익사업ㆍ
재투자금

교육시설ㆍ
확충자금 재산 및ㆍ

사업수입

이용료ㆍ
실습수입

재산조성비

➡
교육용기본재산 ➡

학 부 모 ➡ 등록금 및

수수료
➡

국 가 ➡ 국고보조금 ➡
ㆍ차기이월금

그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재정운영 구조< 3>

Ⅳ 외국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구조.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구조1.

미국의 고등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예산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와

직결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학생납입금이 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공립대. ,
학은 학생납입금과 재적학생수를 고려한 주정부의 지원금이 교육재정의 주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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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고등교육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으.
며 대학의 규모 기능과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의 질족 수준에 있어 매우 다, , , ,
양하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서 그 특징,
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교육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년 기준 전체교육비. 1998
는 약 억달러로 대비 수준에 이르는 규모이다6,186 GNP 7.3% .
또한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원

을 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
고 있다.

영국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구조2.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경상비와 자본 등을 지원 받았

다 특히 정부지원 연구프로젝트나 간접적으로 학생의 학비지원 등이 그 대표. ,
적인 사례이다 정부교부금에 의한 경상비의 비율은 차 세계대전 경 약 였. 2 30%
으나 년에는 로 상승하였다 년대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의1946 50% . 1980 75~90%
경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설립운영 면에서 교육재정 면에서는 공적재원 의존․

율이 가량을 차지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60% .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지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수준이 높아져 지역 거주학생EU
의 경우 전액이 지원되고 있어 고등교육 수준까지 교육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일본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구조3.

일본의 고등교육 재정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특별회계법에 의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공립대학의 경우 교육재정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에서 조달된,
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비중은 차이가 있다. .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진흥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대학운영 및 연구활동개

선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낮은 이율의 대출 역시 사립대.
학을 위해 지원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이외에도 국가에서는 고등.
교육기관의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과학연구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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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학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학생현황1.

정원내 학생1.1
정원내 학생 현황은 년 월 일 기준으로 현재 전문대학 편제 정원은2005 4 1

명 재적생 수 명 재학생 수 명 휴학생 수 명 복597,355 , 759,622 , 458,490 , 301,132 ,
학생 수 명 퇴학 및 제적생 명으로 조사되었다51,507 , 33,799 .

표 설립주체별 학년별 주야간별 학생 현황< 1> , , ․
단위 명( : , %)

학생수

구분
정원

재적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복학생수 퇴학및제적생수

학생수 % 학생수 % 학생수 % 학생수 % 학생수 %
설립

주체

별

국공립 21,800 29,980 3.9 18,136 4.0 11,844 3.9 1,385 2.7 1,424 4.2
사립 575,555 729,642 96.1 440,354 96.0 289,288 96.1 50,122 97.3 32,375 95.8
소계 597,355 759,622 100 458,490 100 301,132 100 51,507 100 33,799 100

학

년

별

1 266,090 365,636 48.1 219,158 47.8 146,478 48.6 3,603 7.0 18,981 56.2
2 276,103 358,833 47.2 207,265 45.2 151,568 50.3 47,212 91.7 14,525 43.0
3 55,162 35,153 4.6 32,067 7.0 3,086 1.0 692 1.3 293 0.9
소계 597,355 759,622 100 458,490 100 301,132 100 51,507 100 33,799 100

주

야

별

주간 483,832 614,671 80.9 368,061 80.3 246,610 81.9 41,995 81.5 27,171 80.4
야간 113,523 144,951 19.1 90,429 19.7 54,522 18.1 9,512 18.5 6,628 19.6
소계 597,355 759,622 100 458,490 100 301,132 100 51,507 100 33,799 100
년 월 일 기준임*2005 4 1 .

정원외 현황 위탁생1.2 ( )
위탁생은 군 산업체 각종기관에서 전문대학에 전문학사학위 취득과정의 교, ,

육을 위탁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위탁생 수는 명이. 46,424
고 이중에서 국공립대학이 명 사립대학이 명이다1,991 , 44,433 .․

표 설립주체별 위탁생 현황< 2>
단위 명( : )

구분

주체

군 위탁생 산업체 위탁생
합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국공립 3 22 25 33 1,933 1,966 1,991
사 립 110 803 913 1,427 42,093 43,520 44,433
소 계 113 825 938 1,460 44,026 45,486 46,424
년 월 일 기준임*200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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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현황2.

최근 년간 대학 수2.1 5
최근 년간 전문대학 수를 보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 공립대학5 , ㆍ

은 학년도에 개이던 것이 학년도에는 개로 감소하였고 사립대학은2001 15 2005 14
학년도에 개이던 것이 학년도에 개로 증가하였다2001 143 2005 144 .

표 최근 년간 대학 수< 3> 5
단위 개( : , %)

학년도

주체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공립 15(9.5) 16(9.5) 16(10.1) 15(9.5) 14(8.9)
사 립 143(90.5) 143(90.5) 142(89.9) 143(90.5) 144(91.1)
합계 158(100) 159(100) 158(100) 158(100) 158(100)

각 학년도 월 일 기준임 안의 수치는 구성비율임* 4 1 . ( ) .

최근 년간 재학생 수2.2 5
최근 년간 재학생 수의 변화를 보면 학년도 명에서 학년도5 , 2001 548,766 2003

명으로 감소하기 학년도에는 명으로서 학년도 대비 매년484,889 2005 458,490 2001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5% .

표 최근 년간 재학생 수< 4> 5
단위 명(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재학생수 548,766 521,795 484,889 473,707 458,490

재학생 수는 작성 기준일 현재 등록생과 복적자를 포함한 것임 정원내 기준* (4.1) .( )

사립대학 재정현황3. 1)

최근 년간 학생 인당 법인전입금 현황3.1 4 1
최근 년간 학생 인당 법인 전입금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4 1 ,

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립전문대학 결산자료 및 사학진흥재단의 산학협력단 결산자료를 인용
한 것이며 학생은 재학생 정원내외 기준임 집계 학교 수 년 개교 년 개교, ( , ) . ( : 2001 143 , 2002 143 ,

년 개교 년 개교2003 142 , 2004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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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며 회계연도에는 천원으로 나타났다2004 132 .

표 최근 년간 학생 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5> 4 1
단위 천원( : )

회계연도 2001 2002 2003 2004
학생 인당1
법인 전입금

63 86 98 132
각 회계연도 기준임 산학협력단 회계 포함* . ( )

최근 년간 학생 인당 국고보조금 현황3.2 4 1
최근 년간 학생 인당 국고보조금 변화를 살펴보면 회계연도까지 매년4 1 , 2004

증가하였다.

표 최근 년간 학생 인당 국고보조금 현황< 6> 4 1
단위 천원( : )

회계연도 2001 2002 2003 2004
학생 인당1
국고 보조금

338 361 400 411
각 회계연도 기준임* .
교육부지원금 타기관지원금 산학협력단 회계 포함* + . ( )

사립대학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4.
사립대학은 사학법인 주체에 의하여 운영되지만 교육과 연구하는 사회적 봉

사에 그 동기를 두며 비영리이면서 사회적 봉사동기의 종속적 위치에서 행하여

진다 사학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육 및 연구기능을 필연적으로 사학법인에.
의한 재정운영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년제 사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금재원. 2
대부분이 학생의 납입금에 의존하게 되고 부분적으로나마 국가나 공공단체의

보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학재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조직의 공익성이다, .
둘째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사적 주체에 의하여 담당된다는 점이다, .
셋째 성과 측정의 불가능성이다, .
넷째 사학 법인의 취약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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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한이다, .
여섯째 사회적 이해 관계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
일곱째 자산 운용상의 손실 특성이다, .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및 년제 사립대학의 전국 평균 학교 재정수입의 재2․

원별 비율을 보면 국공립 년제 대학은 세입총액 중 학생납입금이 차지하는, 2․
비중이 에 머문 반면 년제 사립대학은 나 되었다 년제 사립대학이40% 2 80% . 2
국공립 년제대학보다 학생납입금 의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2 .․

Ⅵ 대학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대학의 경영합리화 방안1.

대학운영의 합리화 방안1.1
대학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스스

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 틀을 새로 짜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세기의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 속의 대학들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21

고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로 다

시 거듭나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재정난 극복뿐만 아니라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
임의 형성을 의미한다.
대학의 행정관리 면에 있어서 질적통제의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① ②

적평가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며 공개적인 재무관리를 실현하고 대학의 모③ ④
든 것을 새롭게 하는 관리혁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영관리 면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영점기준의 계획기

획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학예산을 단.
과 대학별 또는 학부 및 학과중심으로 편성집행하여 교육의 질적 효과를 극․
대화시켜야 한다 경비팽창에 따른 지출증대를 최대한도로 억제하면서 재정수입.
면에서는 등록금을 대학별 학과별로 차등화하고 현실화하여야 하며 대학의 시, ,
설을 활용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기술혁신센터 또는 산학협력센터

등을 대학 내에 설치하여 사학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구노력으로서의 대학 경영합리화 방안은 그림 와 같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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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과 분석 교육질 관리 교수 업적분석

교육효과 평가

교육과정 평가

교육비용 평가

대학 조직강화

운영효율성제고

행정 혁신모색

강의실적 평가

연구실적 평가

봉사실적 평가

교육시스템

경쟁력 평가

대학경영

평 가

교수 경쟁력

평 가

대학경영

평 가

대학경영평가

대학발전 비전

방 향 제 시

그림 대학 경영합리화 방안< 4>

재정지출 영역

인건비
학생경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시설 설비비

구성비 현황분석 및 재조정*
영역별 증가요인 확인 삭감 보강* ․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추진에 의한 경비절감*
지출현황의 즉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총인건비 관리 연봉제 계약제 도입* ( / )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절차 심화*

대학위상 재고를 위한 지출규모 설계1.
자원배분 변동추이 예상2.
구조적 절감 시스템 구축3.
교육의 질향상 중심의 지출계획 수입4.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에 의한 대학경영5.

재정수입이 가능한 합리적 수입규모 설계1.
발전계획 기분 프로젝트2.
등록금 의존률 축소계획 수립3.
교내 수익사업 기구 확대 및 활성화4.
학교법인 자산 활용방안 강구5.

구성비 현황분석 및 재조정*
영역별 감소요인 확인 증액 보강* ․
타 대학 재무 벤치마킹 점검*
학내 수익사업 활성화 및 확대*
기부금 활성화로 발전기금 모금확대*
정부 국고지원금 사업 적극 참여*

재정운영

개선방안

재정운영

개선방안

재정수입 영역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수수료 기타
국고 보조금

그림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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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사업이 영리목적으로 흐르지 않게 투명성 확보방안을 먼저 강구해,
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도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
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그림 와 같다. < 5> .

대학의 자율화 방안1.2
사립대학의 교육재정이 자율적일 때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욕

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할 때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
사립대학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정책

을 지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의 결정권을.
사립대학에 위임함은 물론 기부금 찬조금 교육성금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등, , ,
재원확보와 관련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학재정의 효율화 방안1.3
교육에서의 효율성은 낭비요소를 줄이거나 기존의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킨다 대학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
째 전공계열 내지 학과와 등록학점단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산정한다, .
둘째 자원의 절약과 지출 효율화를 위하여 대학 회계에 기획예산제도 및 영기,
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재원확보 개선방안2.

지원정책의 개선방안2.1
재정 지원정책의 개선2.1.1

사립대학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고 있으며 헌법 제 조의 규정에, 31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운영주체는 정부와 학교.
법인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법리해석 측면에서 비록 공교육의.
체제는 정부와 학교법인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돼 있으나 이는 어디,
까지 교육운영의 주체를 둘로 구분했을 뿐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 책무는 국가에 있으므로 교육의 주체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재정은 사립대학이 공공성의 측면을 중요시하여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

는 것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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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재정지원의 대상과 규모에 관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중심,
으로 볼 때 형상형 수식형 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대학과 정부간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입법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규제가 요청된다, .
시장모형에 의한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구조는 그림 과 같다< 6> .
시장형 대학재정지원방식은 시장주체인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과 대학간경쟁

에 의해서 대학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
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대학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자유화 확대*

대학의 경쟁력강화

교육연구의 질 향상*

대학경영 합리화*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사립대학 재정난 완화*

대학시설 설비확충*

평등성

대학평가 경쟁력 유도 차등지원 선별지원* * * *

전문인력 양성지원*

대학 특성화 지원*

자구노력 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

사립대학 시설 확충*

국립대 기자재확충*

일반지원사업< >
특수목적지원사업< >

재정

지원

방식

재정

지원

사업

정

책

수

단

정책

목표

기본

원리

자료 나민주 교육재정경제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 7(2), ( , 1988), p.157

그림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구조< 6>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 확대방안2.1.2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원칙과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

교육연구여건 및 교육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재정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대학, . ,
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화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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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재정. ,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기본정책방향이다.

등록금 책정의 개선방안2.1.3
대학 등록금의 성격(1)

등록금의 성격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것으로 등

록금을 교육을 학생이 구매하는 비용이다 대학 등록금을 교육에 대한 가격이‘ ’ . ‘ ’
라고 규정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등교육이 시장재인가 공공재인,
가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 ․
공재에 가깝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
국민의 세금을 통한 국고에 의해 운영된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초중등. ․
교육과는 달리 시장재 관점에 의해서만 보거나 공공재 관점에 의해서만 볼 수

없으며 시장재와 공공재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 .
히 국공립대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사립대학은 시장재적 성격이 강하, ,․
다.

대학 등록금의 책정 방법(2)
등록금을 결정하는 방법과 과정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

어지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과 같다 대학이 전통적으로 비조직화된 무정부적 성.
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최종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
다면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첫째 수리모형이다 총교육비 인건비 장학금 교수학생직원수 학과수, . , , , , ,․ ․

물가지수 가계소득 정부예산 등의 등록금과 관련되나 다양한 내적 및 외적 변, ,
수들을 고려하여 등록금 결정수식을 통하여 등록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협의모형이다 대학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등록금의 성격을 협의비용으로 볼 경우 이 모형을. ,
따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비교모형이다 대학이 비교준거로 삼는 것은 다른 대학 특히 경쟁관계, . ,

에 있는 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상의 내용.
을 요약하면 표 과 같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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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학 등록금 책정모형의 상호 비교< 7>
책정모형 등록금 성격 결정 근거

수리모형
생산비용-
목적비용-

총교육비-
추가소요경비-

협의모형 협의비용- 계약-
대학 내부 합의-

비교모형
생산비용-
사용비용-

타 대학 수준-
정부 방침-

자료 송광용 외 대학 등록금 책정 및 결과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 ( : , 1997).

등록금의 책정의 기본원칙(3)
가 등록금 책정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철저한 교육비 분석 둘( ) . : , ,

째 납부당사자 수혜원칙 셋째 정보공개의 원칙 넷째 부과근거의 명확성원칙, , , , ,
등이 있다.
나 교육원가의 차이에 따른 등록금은 차등 부담하여야 한다( ) .
다 등록금 책정시 교육원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
교육원가 산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원가 수업원가 관리원가 시설원가 물가상승률 등록금= [ + + ] + =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방향(4)
사립대학은 안정적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비증가 요인을 자제하고 학,

교교육 연구 활동을 위해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등록금 인상의, .
합리적인 근거와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
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등록금 책정과정에는 다음의 원칙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 등록금 책정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

로 책정되어야 하며 책정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 ,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학 교육비의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건비 학생경비, . , ,

연구비 실험실습비 시설비 등의 산출 및 소요근거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과별 소요 경비가 과학적으로 연구적용되어야 한다, .․
셋째 대학등록금의 인상분은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되어야 하며 대학의 소, ,

모성 경비나 재산증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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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든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국립대학만 지원한다는 것은 조세,
의 형평 사용에 어긋난다.
다섯째 등록금 책정시 계열별 교육비 차이를 등록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학 자체의 추진방안2.1.4
대학 자체가 그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적절한 대학 내에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갖추고 있.
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나 기업에 봉사하고 그들,
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대학 내 각, ,
종 보조사업의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자체적 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학재원 확보는 정부 민간부문 그리고 개별학. , ,
교 등 모든 관련 주체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수탁연구 용역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1)
대학자체가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의 하나로 기업이나 정부기관과의 연구 용역

사업의 계약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들 수 있다.

기부금 유치 관리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2) ㆍ
가 기부금 조성의 개선 방안( )
기부금은 대학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재원이다 그 범위는 동창.

회 사회단체 기업가 독지가 등으로부터 기부금 유치이다 외부 기부금을 체계, , , .
적으로 모금하기 위해서는 기금 전담기구의 설치 다양한 보상제도 도입 전산, ,
화된 데이터베이스 등의 선진기법을 대학에서도 도입해야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원과정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 7>

인 기부와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기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기업이 내는 세. ,
금 중 일부는 국고보조금의 형태 또는 학술문화재단 등 기업의 기부형태로․
이는 다시 사립대학의 학술 및 문화연구활동과 장학재단의 장학회에 간접적으

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등록금 교수연구비와 재단전입금 기부금 을(1/3), (1/3), (1/3)

가장 이상적인 대학재원 조달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부금 모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 의 전개 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부자 보상Marketing , Target ,① ② ③

전략의 개발 다양한 기부방안 마련 차별화 전략,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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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국 가

가계

학부모
사립대학

국
고
보
조
금

지
원

인
력
양
성

지
원

장학재단

지식 ·기술

인력지원

연구비
장학금

직접

기부금

개인 자아실현 (지식인 교양인)

학술

문화재단

세금

기부 출연금

연
구
지
원
사
업

등록금

장학금

기
부
금

그림 사립대학의 기부금 경로< 7>

나 기부금 유치와 관련한 법적제도 개선사항( )
기부금 유치방안으로는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

적제도가 개선되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자연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서 사립대학에 기부하는 현금과 현물에 대해서 전액 소득금액에서 특별 공제함

으로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사업 확대 대학관련 사교육비 흡수 방안(3) ( )
대학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특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로 수

익사업을 확대하여 대학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정규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전통적인 교육 프로그램 외에 평생학습사회에 걸맞게 성인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유재산 활용에 대한 방안(4)
대학재원을 확보하고 위한 제일의 과제는 이미 대학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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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의 활용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은 그 대학 나름대로의 보유재산.
이 있다 현재보다도 보유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그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 도입에 의한 재원확충 방안3.

사립대학의 입장은 기여입학제가 열악한 대학경영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적지 않은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Ⅶ 결 론.

연구결과의 요약1.

각종 지표에 의하면 교육여건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국가적 사회적, ,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지역별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정원정책과 대학의 양적인 팽창으로 말미암아 신입생

모집의 미달사태가 속출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교육재,
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실험실습 위주의 현장실무중심, ․
교육 여건이 미흡한 점 등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사립전문대학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대학별 지역별로 학생정원을 재조정하고 고등학교졸업자를 대상으로, ,

하는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재교육 향상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
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양성교육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실질적인 수익이 발,

생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고 수익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재정확보에

있어서 등록금 및 국고지원금 의존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육비 투자율 및 전임교수 확보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실험실습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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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현장실무중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작용하는 시장을 상징한다면 초과

수요는 곧 가격이 균형수준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교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는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정,

책의 개선 재정운영의 합리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등으로 크게, ,
구분할 수 있다 재원을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두 번째 재정.
운영 합리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원을 만들어 내

는 것인 반면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자는 정부의,
지원정책 후자는 주로 민간차원에서의 외부 재원의 조달을 가리킨다, .
첫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지원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 교부.
금 또는 고등교육세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교육 연구여건 교육개혁 추진실적 자구노력 등의, , ,

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개별대학의 재,
정운용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경.
쟁에 의한 차등지원 방식과 병행하여 대학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에, ,
바탕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 ,
정재정인사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셋째 대학 운영은 대학교육의. ,․ ․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법인 및 국가사회의 공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 ,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맞추. , ․ ․ ․
어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부단히 연구하고 급격한 개혁보다 점진, ,
적인 개선을 지향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운영과 관리는 만성적 재정악화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난 대학진학, ,

학생자원의 감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미흡 사립대학에 대한 재원 기부자 감, ,
소 학내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
해서라도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방안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

히 요구되고 있어 대학관계자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 자신도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사관리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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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고 강의평가와 연구업적의 실적평가에 의한 교원의 인사도 공정하게 이루,
어져야 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학교. ․
법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수익성의 자산을 고수익성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구성의 개편 투자의 다각화 자산관리 능력의 강화 등을, ,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대학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 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내의 건물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공간.
활용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구성원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물적 자본들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구성원들은 희소한 자원에 대한.
사적비용을 치르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되는 경향

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제도적 차원에서 확보함으.
로써 예컨대 불완전 정보로 인한 중복투자 혹은 비대칭정보로 인한 비효율적인

기회주의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행.

사립대학의 교육비는 그 실제 소요액에 비해 아주 미흡한 상황 속에서 배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낮은 수준의 경비로 유지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교육비의 실제 소요액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의 모색이 우선

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일반국민 및 기업체의 역할 조세, ,

수입 민간 기부금 및 기타 형식의 지원 학부모에 의한 수익자 부담으로서의, ,
등록금 등이 있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재원은 대학 스스로가 자구,
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가령 조세개혁을 통하여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유층의 과다 부동산 소융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세수입을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의 재원 활용에서는.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개발 통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
체의 연구개발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대학이 담당하게하고 기업이 대학 재원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립대학 자체의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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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학생선발 및 등록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나아가서 현재 사회적으,
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먼저 학.
생선발에서는 개별대학이 특성화된 학과 위주로 시장원리에 의해 완전히 자율,
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 및 운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책정에 각 대학별로 교육의 질을 고려한 현실적 비용을 중심으로 책

정할 것인가 아니면 획일적인 교육원가 계산에 의해 책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야 할 것이다.
향후 사립대학의 등록금책정에 있어 그 동안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나 다른,

정부당국의 직간접적인 통제에 의해 책정한다거나 전년도 예산편성과 비교하여

증감조정하는 등의 유형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좀더 거시적으로면 합리적인 등. ,
록금책정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 부과에 앞서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분석

하고 납부당사자 수혜의 원칙 정보공개 및 부과근거의 명확성 등과 같은 원칙, ,
을 준수해야 한다 또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및.
비용의 차이에 따른 교육비 차등부담 시장가치에 의한 등록금 책정 교육수혜, ,
자의 미래수익 고려 학점당 등록금부과 등의 원칙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 .
어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금 책정 및 부과방법을 개발하

고 교육비 분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과거의 등록금 책정방식은 그간 정부가 강력한 대학정원 통제정책을 사용함

과 동시에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유해 온

상황 하에서 개별 대학들이 적정수준의 등록금을 산정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 하에서 교육서비스의 질도 동시에 반영되.
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등록금 책정 모형을 연구해서 개발할 필요성은 한

층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등록금 책정의 자율권은 과감하게 대학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 도입에 의한 재원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립.

대학이 성장발전하려면 재정확보가 관건이고 재정확보를 국가에 의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원용한 기여입학제가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일 수 있다 기여입학제의 도입 목적이 재원확충에 의한.
교육여건 개선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으므로 교육시설 및 교원확보의 기

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성장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의 개발이 중요하

다 대학은 국립사립대학의 구분 없이 모두 공공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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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등록금 자체적인 수입 이외에 정부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학교 자체의 수입사업 개발로 고려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기업의 설립을 통한 수입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학교기업은 각 학, .

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다 학교기업은 교육을.
통한 지식의 비즈니스 활용이란 측면에서 교육적인 효과와 수입증대 효과를 동

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과의 경정비 사업 호텔관광외식계열의. , ,
제빵 제과 사업 여행사 사업 호텔사업 경영정보계열의 창업동아리를 통한 다, , , ,
양한 수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단기 및 장기교육의 확대를 통한 수, ,

입원 개발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
수요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컨설팅 가족상담 윤리경영 재테크 전사적자원관리 복지와 관련된 교육프로그, , , , ,
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
에 적합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각 학과특성에 적합한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

하여 수입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경영정보계열에서 기업컨. ,
설팅 기업의 교육훈련 물류 원가계산 윤리경영 정책연구 등 연구 프로젝트, , , , ,
등을 통한 수입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를 주활동으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수입원의 다변화를 통한 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직원은 학교의 재정증. ․
대를 위한 수입원 확대 및 비용절감의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 없는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연구의 한계 및 과제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 재정현황 분석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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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밝혀 둔다.
첫째 본 연구는 개별 사립대학의 정책이나 설립목적 및 단장기발전계획 등, ․

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립대학의 교육여건과 관련한. ,
교육시설의 보유 및 이용 현황 그리고 과부족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여,
대안을 제시함에 한계가 있다 셋째 교육재원의 확보에 따른 교육의 질적 향상. ,
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 및 과제를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할 경우 선진대학의, ,

재정운영의 현황에 의존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보다는 기업체의 재정운영 방․
식을 도입하여 대학운영과 관련지어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육이란 소비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투자행위,

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현재의 투자액은 여타 재정과의 우선순위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의 투자효과와 재원 배분의 효율. ,
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등록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 및 실증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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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ecuring various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rivate Colleges

Roh, Kyung-ho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plays a crucial role both in training and
supplying manpower needed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in increasing
employability and personal labor earnings of individual workers. In oder for
private college educa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apid changes in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secure appropriate
level of investment funds and manage them efficiently. For this, it is
required to discuss the structure, magnitude and management mechanism of
the current private college education finance, changes in future demand for
private college education and resultant changes in budget estimates, and new
financial resources and allocation scheme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rivate college education finance in Korea
and, based on this analysis,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private college education finance system.
In order to make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system in Korea competent

and competitive enough to survive in international market, it is prerequisite
to provide enough budget for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and to manage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finance in more efficient ways. First, for
securing the adequacy and stability of investment budget for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o 1) increase the government budget
and put emphasis on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2) diversify financial
resources and induce financial contribution from private sector such as
school juridical persons and enterprises.
Second, for higher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it is recommended

1) make valid allocation standards and mechanism; 2) introduce competition
system; 3) develop and utilize evaluation mechanism for the privat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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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inance to check adequacy,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4) apply consumer-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scheme.
In addition to the above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1) make

scientific forecasts of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tructures periodically and
apply these analyses to medium & long-term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planning; and 2) redesign budget accounting system and develop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accountability
of the private college education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institutes.
Key Words : Financial Resources, Financial S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