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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사립대학 교육비 환원요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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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ducational Restitution Rate is an important parameter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This paper analyzed data from 148 private universities over the 10 years from 2009 to 2018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in Korea.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is detected in the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of the panel estimation. And the scale of faculty expansion and fund management, which are
the university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size of basic funds, respective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RR, which is within the confidence interval. In the analysis, the more private universities improve
the tuition dependence rate, the more decisively positive affecting ERR. As a result of nonparametric
regression estimation, when the faculty expansion ratio is reinforced, the effect of economies of scale is
detected in some sections, the improvement of the tuition dependence rate, and the result value is generated
through the improvement that results are derived at a certain point in time. We hope that the university
based on this study can be a basic Indicators for the diagnosis of basic competencies and policy of
student-center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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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교육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

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납입한 등록

금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기준이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학생의 요구에 맞추어 강

의, 실습, 도서 등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근원이 된다.

결국 교육서비스라는 상품은 대학별로 해당연도의 예
산을 근거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들로부터 납부금

을 받아 교육서비스를 공급한다. 곧 이 또한 수요와 공

급의 균형점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거래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교육비환원율(ERR-Educational Resti-

tution Rate)은 대학의 교육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자(Standard Ruler) 역할을 하여왔다.
기업에 있어서 영업활동과 수지의 근간이 되는 제품의

제조원가가 중요하듯 대학의 질적지표와 양적지표를

같이 볼 수 있는 대학 간 비교 가능한 척도로서 본 지
표의 활용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지표는 지속 진화해 오는 동안

교육비환원율은 대학의 질적 수준을 짓는 가늠자가 되
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학과나 전공별로

본 환원율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과투자되고 있는

학과와 소외되는 전공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
용되기도 하며 이를 통하여 매년 교육원가를 활용해

예산을 재분배하는 기준이 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와

전례없이 닥친 COVID 19로 인하여 기존의 대학교육
질서가 급변,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등 고등교육체

계의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본 지표는 대학정책을

결정짓는 파라메터로서 부곽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근래 들어와 대학은 다른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과는 달리 공익 목적을 중요시하는 교육부 정책에

맞추어 2011년 이후 반값등록금 정책을 고수하여 등
록금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대학은 등록금 인상

의 제한속에 ‘한정된 등록금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

율적 배분하여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되
었다.1) 조사결과 최근 한국 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1) 고등교육법 11조 3항에 의하여각 학교는등록금의인상
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등록
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전국 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은 거의 200%에 근접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 또한 1천 5백만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이제 과거 대학 공급자 중심 교육

에서 학생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수급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대학정보공시자료를 데이

터 마이닝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10

년간 교육비 환원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계량적 분석과 자료추정을 통하여 요소별로 실질

적으로 환원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요소가 어떻게

진화되고 변동되어 왔는지에 대한 추적이다. 이를 통

하여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각 대학이 이를 토대로 하

여 정책을 집행시 대학의 현위치를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2 고등교육기관 지표분석의 선행연구동향

고도성장 이후 한국사회의 학령인구 급감과 초고령

화 사회의 진입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24학년도

즈음이 되면 대학 전체정원대비 입학생이 약 12만 명

이 부족한 현실은 그 어느 대학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결국 고등교육

수요서비스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지표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어야 함은 어

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우선적으로 대학들이 고려할

사항 중 하나가 대학의 인건비 부분이다. 일반대학 전

체예산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고정 인건비 구조는

대학 자체의 총 비용구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비중의 증감분만큼 대학등록금 책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대학의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고

정비적 성격으로 쉽게 증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

로 대학의 예산 수립에도 주요한 정책결정의 어젠다로

작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건비 구성 비율이 증가

2) Recent indicators of Educational Restitution Rate &
Education cost per student

Division 2018 2019
Educational

Restitution Rate
198.3% 197.1%

Education Cost
per Student

15,115 Thousands 15,185 Thousands

Source : https://www.kasfo.or.kr/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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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이와 관련된 자산 또한 증가하며 이는 연계적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등록금 납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Lee et al., 2009]. 더 나아가 등록금의존율과

부채비율은 위의 인건비 뿐 아니라 연구·학생경비, 관

리운영비 등 상호 수반되는 비용과도 연계되어 재정구

조에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체계적인 계

획을 수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대학의 정책명제가 되었다[Park et al., 2019]. 즉

대학은 각 실정에 맞게 등록금의존율( = -3.258**)

과 부채비율( = -.28**)을 줄이고 법인전입금을 확대

( = +3.119**)하는 등의 자구책을 통하여 대학이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한다. 곧 각 대학은 이에 맞는 특성별 목표관리를

구상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Kim, 2020]. 왜냐하

면 학생 입장에서는 바로 교육비환원율 자체를 직접

체감하지는 못하더라도 등록금 의존율이 취업률에는

부정적 효과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Yang

et al., 2015].

이러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

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수입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식이

다.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다 하더라도, 재학생의 충원율과 기부금

수입 부문 등의 종합적인 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이는 선천적으로 수도권대학은 지역 인프라의 장

점을 십분 활용하여 규모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Lee and Kim, 2014].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대학․학과별 교육원가를 분

석하고, 이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뉘어 각 환원율

별로 재정공헌도(Financial Contribution)를 측정

하여 대학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연구와 행정보고서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 이는 학과별로 배분되는 직접원가

와강의시수, 재학생수 및전임교원수등의주요요소에

따라 직․간접원가를 나누기도 하고[Kim, 2019], 각

학과별 효율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는 대학 안에서도

교육원가는 학과의 적절한 투자규모를 선정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Nam, 2019]. 결국 교

육비환원율 연구는 교육재원의 증대에 따라 각각의 원

가분석이 미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

함과 동시에, 대학혁신에 바탕을 둔 교육기관의 역량

및 재정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역할

을 한다[Kim, 2019]. 본 논고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진전된고찰을하고자 하는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관점에서 자료

를 활용하고 접근한다. 이는 무질서하게 존재하고 있

는 자료를 일정하게 재분류(Classification) 후 특성

을 공유하는 교육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묶어 군집화

(Clustering)한다. 이때 연관성(Association) 있

는 자료끼리 구분하고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관계의

연속성(Sequencing)도 동시에 파악한다. 이를 통하

여 향후 방향을 예측(Forecasting)하고자 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10년간 패널자료를 통하여

교육비환원율에영향을 주는요인들을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되, 횡단과 종단으로 구분하여 복합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환원율지

표 적용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3~4년을 묶어 패널

간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구하였다. 위의 기존의 선행자

료는 인과분석이중심이었으나 패널적과비모수적인 부

분을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는 않았다.

셋째대학의다양한주요재정지표간의관계를계량적

으로 검증하여 각 대학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환원율

지표상승을 위한 각 요소 간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대학이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계기가될뿐만아니라, 본논고가대학별로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노력하였다.

2. 교육비 환원 효과의 분석 방법론

2.1 연구대상의 정의

교육비환원율은 학생 한 명이 100원이라는 비용을

대학에 납부 시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반대급부로 교육

수요자에게 얼마의 혜택을 돌려주는가에 대한 산출식

으로 아래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며 정량평가이자 절대평가

로서 등록금수입대비 100% 이상이면 평가등급을 충

족하고, 100%이면 보통수준 100% 미만이면 미흡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비환원율 등록금수입총액
총교육비

명목상 교육비환원율(Education Restitution

Rate)은총교육비(Total Education Cost)를납부금

(Total Tuition Income)으로 나눈 값으로 위처

럼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00% 미만으로 도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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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기타 보조재원이 교육비지원금 속에 반영

되어 나타난다. 이럴 경우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값이 도출된다. 총교육비에는 대학회계뿐만 아니라 발

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매입비(최근 3년간 지표)를 포함하며, 등록금수입총액

에는 결산서의 학부 및 대학원입학금, 정규학기 및 계

절학기 수업료 총액을 포함한다. 이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환원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학기본

역량진단 평가와 학력 인구감소 등의 어려운 교육환경

상황에서도 정부는 본 지표를 지속 높이도록 대학에 적

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2.2 변수의 기술적 정의 및 연구모형

교육비환원율에 상호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몇몇 주

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맞추어

묶는 일종의 ‘군집화’를 시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대학의 고유 특성화 구조(Unique spe-

cialized Structure)와 인적구성구조(Human Re-

source Structure) 및 회계적 구성구조(Accoun-

ting Structure)와 교육비건전성구조(Educatio-

nal Soundness Structure)로 크게 분류할 수 있

다. 이를 표로 도식화하면 <Table 1>과 같다.

Clustering   

Unique Specialized
Structure

Human Resource
Structure

Accounting
structure

Educational Soundness
structure

<Figuer 1> Analytical Model of Educational Restitution Rate

Coefficient Specification

 MED

1 = If the University has a leading factor in ERR such asMedical, Pharmacy, Dental, Oriental
Medicine college, etc.
0 = If the University does not have a leading factor in ERR such as Medical, Pharmacy, Dental,
Oriental Medicine college, etc.

 CAPITAL 1 = If located in Seoul/0 = If located in the Provice

 FACULT
Numerator : Number of Undergraduate &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y Information
in Current year (Excluding leave of absence and withdrawal)
Denominator : All full-time Faculty registered in Current year’s University Information

 STAFF
Numerator : Same as above
Denominator : All Employees registered in the current year’s University Information (Including
General, Technical, Special, Technical, Employment, and Contract Workers)

 INCOME
Numerator : Total Income in the Current year’s Income Statement
Denominator : Number of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y Information
in Current year (Excluding leave of absence and withdrawal)

 FOUND
Numerator : Total Capital in the Current year’s Income Statement
Denominator : Same as above

 C-TRANSFER

Numerator : Current Expenses Transfer+Transfer of Expenses+Transfer of Assets+Corporation
Denominator : Corporate General Accounting Financial Scale×University expenses Accounting
Operation Income ÷ Total University Education Expenses Account Operation Income within the
School Corporation

 T-DEPEND
Numerator : Tuition Income
Denominator : Total income or Total Operating Income

<Table 1> A Model of Education Restitution Rate & Definition of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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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고유 특성화는 의․치․한의․약대 등 랜드

마크학과( -MED)가 있는 경우와 수도권에 위치(

-CAPITAL)하였을 경우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적 파급효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분류하였다.

인적구성구조는 1인당 교원구성(-FACULT)과 직원구

성요소( -STAFF)로 나누어 학생당 교육 및 행정지원

서비스가 환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대학의 학생 1인당 자금수입규모

(-INCOME)와 자기자본(기본금)규모(-FOUND)는 대

학 재무의 기본 골격구조가 되는 사항으로 대학별 형편

별로 각각 모두 다르기에 이 또한 교육비 환원율에 영

향을 줄 수 있어 별도로 군집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

육비 건전성 구조면에서 법인의 책무성 지표인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C-TRANSFER)과 재무구조의 건전

성을 대표하는 등록금의존율(T-DEPEND)을 독립변수

로 삼았다.

2.3 선별대학의 기본 주요 특성

위를 근거로 국․공립대학을 제외한 148개 4년제

사립대학의 통합데이터를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10년간 축적된 자료(2009

~2018년도)를 연관성과 연속성을 살려 균형패널화

(Balanced Panel)하여자료화하였다. 각변수의평균

(), 통합편차와개체내편차, 개채간편차및최대․

최소값, 왜도, 첨도와정규성성질은 <Table 2>와같다.

교육비환원율에편의가심한특수한조건의대학은환원

율에 매우 큰 차이(Outlier)가 보여, 이러한 성질을

Desriptives
Balanced Panel

(N/T)
  Min Max

Skew
-ness

Kurto
-sis

Shapiro
Wilk 

ERR

overall N 1,480

1.655

0.879 0.184 9.021

3.95 -19.81 <0.001between n 148 0.800 1.026 6.083

within T 10 0.371 -0.968 4.593

MED

overall N 1,480

0.246

0.431 0.000 1.000

1.18 -0.61 <0.001between n 148 0.430 0.000 1.000

within T 10 0.047 0.046 1.046

CAPITAL

overall N 1,480

0.439

0.496 0.000 1.000

0.25 -1.94 <0.001between n 148 0.498 0.000 1.000

within T 10 - 0.439 0.439

FACULT

overall N 1,480

30.210

8.485 3.509 78.857

0.31 2.99 <0.001between n 148 7.513 6.002 62.685

within T 10 3.986 14.816 79.214

STAFF

overall N 1,480

52.698

19.971 2.575 121.08

0.2 0.53 <0.001between n 148 17.354 4.576 91.273

within T 10 9.976 5.986 98.583

INCOME

overall N 1,480

12.405

5.372 0.005 57.267

3.72 18.85 <0.001between n 148 4.862 7.355 42.194

within T 10 2.314 -5.042 32.135

FOUND

overall N 1,480

31.005

22.149 0.013 153.364

2.34 6.24 <0.001between n 148 21.174 6.687 121.225

within T 10 6.705 -41.856 114.074

C-TRANSFER

overall N 1,480

0.048

0.103 0.000 0.689

3.83 15.58 <0.001between n 148 0.099 0.001 0.630

within T 10 0.029 0.321 0.288

T-DEPEND

overall N 1,480

0.592

0.143 0.054 1.000

-0.85 1.91 <0.001between n 148 0.119 0.122 0.815

within T 10 0.079 0.008 0.867

<Table 2> Summary Main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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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 2개의 변수는 연구범주에서 제외하였다.3) 개괄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148개 대학의 10개년 균형패널

총 건수는 1480건으로 교육비환원율은 10년간 평균

165.5%를 보인다. 10개년 패널자체는 균형패널로 결

측치는 없이 관측되었다. 대학구성은 의․치․약계열

보유대학이 24.6%, 수도권위치대학이 43.9%를 차지

하고 있다. 인건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

원 수는 30.21명, 직원은 52.69명으로 대학재정을 운

영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자금

수입규모는 1천 2백만 원이며 자본금 규모는 31.005

만 원으로 관측되었다. 재무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략

대학들이 4.8%의 법인책무성을 지키고 있었으며, 등

록금 의존율은 전국 평균적으로 59.2%의 부담률을 보

여 학생납부금이 아직도 대학의 주요한 수입원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단순 평균 분석은 통합된 평균값(Overall

Mean)에 있기에 오른쪽 란의 전체분산에서 개체 내

표준편차()와 개체 간 표준편차()로 나

누어 분석하면 볼륨을 전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4)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분석결과정규적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자료 자체의 밀집과 치우침

에 의한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정규성 검증(Shapiro

Wilk-p)으로 재확인 시, 변수별로 특별히 정규분포

에 가까운 성질이(Normality) 감지되지는 않았다.

이중 수도권 대학의 지정학적 위치(CAPITAL)와

의․치․약대(MED)는 일종의더미변수(Dummy)

로서 패널 분석시 시간 불변 회귀계수(Time-Inva-

riant Factor)로 분류시켜 관측화 하였다.

<Table 2>의 기술통계를 근거로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

였다. 이때 열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는 지도인 히트맵

(Correlation-Heat map)을 통하여 각 변수 간 양

(+)의 상관관계 나타나면 녹색, 음(-)의 관계가 표시

될 시에는 적색을 띠도록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래밍

명령을 하였다. 결과값은 <Figure 2>와 같이 분포되

어 나타났다.

3) POSTECH 등 국가주도의 연구중심대학은 비록 사립대학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적은 학생규모대비 정부와 기관 출연
등의 사유로 교육비환원율에 있어 이상값(Over Biased)이 높이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연구범주에서 제외하였다.

4) 전체변동은 변동과 개체 내 변동과 개체 간 변동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i Kachova., 2013].  ≈    

Note) *p < 0.05, **p < 0.01, ***p < 0.001.

<Figur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eat Map Among Educa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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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맥락에서 의․치․약 대학이 있는 경우는 그만

큼 대학 자체의 펀더멘탈이 높은 관계가 나왔다. 결국

이와 관련 기초투자에 대한 재원지출 등이 높은 연유

로 교육비환원율과 양의 상관관계( = 0.15***)가 높

게 나타났고, 학생당 교원( = -0.48***)과 직원 수(

= -0.45***)가 적을수록 환원율은 상승하는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이는 교직원 확충에 따른 수업의 다양화

와 학생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학생 1인당 자금규모( = 0.74***)와 기

본금규모( = 0.45***)가클수록교육비환원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법인의 책무성( = 0.78***)

이 높은 대학일수록 양의 상관관계, 아울러 등록금 의

존율( = -0.73***)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의․치․약대가 있는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원의 수

( = -0.33***)가 적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금 운

용 규모( = 0.16***)는 상대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법인 책무성 또한 약간

높게( = 0.06*)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으

며, 등록금 의존율( = -0.16***)은 상대적으로 낮은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은 지방

과 비교 하였을 때 학생 1인당 자금 수입 규모( =

0.17***)와 기본금 규모( = 0.3***)가 더 높게 나타

났으며, 등록금 의존율은 반대로 약간( = -0.05*)낮

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집중된 대학의 지리적 거점

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학생

1인당 교원과 직원수는 운용자금규모( = -0.47***,

 = -0.35***)및기본금규모( = -0.2***,  = -0.26***)

와 반대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즉 자금규모와 기본금

규모가 클수록 축적된 대학자본을 활용하여 교원확보

율과 직원충원을 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법인책무성이 낮을수록 교원수와 직원

수는 학생대비 적게 운영( = -0.42***,  = -0.4***)

되고 있었다. 아울러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교원

( = 0.39***)과 직원이 1인당 부담( = 0.39***)하

는 학생 수는 많아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밖에

도 학생 1인당 운영자금 규모가 클수록 자본금 규모

또한 비례하여 커졌고( = 0.57***), 이 결과 법인책

무성( = 0.69***) 또한 건전한 구조를 이루어 등록금

의존율 감소( = -0.78***)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3. 교육비 환원율 요인의 세부분석

3.1 교육비 환원율 요인의 패널적 추정

<Figure 2>의 상관분석은 직관적으로 개체 간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계량적 인

과 요소를 확인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데이

터의 시각화 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간 자료의 직관적
음양 상관관계 비교에는 매우 유용하나, 일반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에 시계열 형태(Time Series)

의 자료를 함께 추가하는 패널 분석이 한층 더 효율적
인 데이터 마이닝 값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대학별로 교육비환원율(ERR)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

내 변동과 개채간 변동을 모두 사용하여 모형을 설정한
다. t는 각 대학의 관측 시점의 시간이고, 는 각 대학

의 개별값이다. 대학의 회귀분석 자체가 오류항과 특

별히 관련이 없으면 MODEL 1의 분석을 가정한다.

MODEL 1 : Pooled Model (1)
    ′ 

   ′ ′ ′ 

′′   ′

′   ′  



s.t. ≤  ≤, ≤ ≤

이때각 대학의고유한 절편값인 에대하여 대학별

로 관찰되지 않은 특이한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할 수 있다. 즉 대학들의 순수한 교육비환원율 자

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별적 요소가 있다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이 영향력을 고정효과모형(FE : 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E : Random

Effe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을 수식으
로 나타내면 MODEL 2와 같다.

MODEL 2 : Fixed Effect Model (2)
    ′

이때식 (2)의 FE 모델은대학마다절편값이다르지

만 계수의 기울기는 모두 같다는 전제를 가진다. 추정

후 대학별 절편값은     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FE모형은 각 대학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임의로 통제된 가정하 관찰할 수

있다는특징이있다. 곧설명변수들이설사내생적(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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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us Variable)이라고하더라도 ′가시간에 따라

변동할때, 우리는 i번째설명변수가  에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일치 추정치를 따로

뺄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요인별 기울기 값을

일정하게 고정해 분석하는데 본 모형의 목적이 있다.

MODEL 3 : Random Effect Model (3)

   ′   

이에 반하여 식 (3)의 RE 모형은 각 사립대학의 개

별적인 효과 가 독립적으로 분포된다고 가정하는 데

에서출발한다. 이때 오차항안의대학별로절편을묶어

통으로 분석을 하므로 대학의 오차항에는 를 포함한

다. 이를 근거로 148개의 대학은동일한기울기의매개

변수와 복합 오차항인    을 각각 갖는다. 이때

분산은    
 

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공

분산은    
이 되므로 오차항의 상관관계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E

모형은 대학 간의 데이터와 대학 내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특징이 있다.

본 분석을 근거로 나온 통계적 도출 값은 <Table
3>과 같다. 우선 Model 1의 통합회귀(Pooled OLS
Estimator)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치․약계열
(MED = 0.073)을 보유한 대학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간환원율의인과관계에대해서는모두유의적범주
에서 벗어났다( ). 학생 1인당 교원수(FACULT

= -0.006)와 직원수(STAFF = -0.004)면에서 교

수와 직원이 부담하는 학생수가 적을수록 환원율의 상
승효과가 관측되었고, 학생 1인당 자금 운용 규모가
클수록( INCOME = 0.033) 아울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금의 규모가 클수록(FOUND = 0.002) 해

당 자금과 기본금을 운영하여 환원율에 인과적 효율성
이 있음이 관측되었다. 법인책무성(C-TRANSFER =

3.663)과 등록금의존율(T-DEPEND = -1.601)은

각각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되었다. Pooled Model 실행 자체의 가설은 F =
486.92로 나타나 모형 자체의 OLS 선택은 유의적이
었고, 결정계수(R2)는 72.59%로 나타나 회귀분석 자
체의 설명력이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Descriptives
MODEL 1

Pooled Model
MODEL 2
FE Model

MODEL 3
RE Model

Multicollinearity
Test

Coef P > t Coef P > t Coef P > t VIF Tolerance

MED

CAPITAL

FACULT

STAFF

INCOME

FOUND

C-TRANSFER

T-DEPEND



0.073
-0.013
-0.006
-0.004
0.033
0.002
3.663
-1.601
2.474

0.305
0.167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125
omitted
-0.017
-0.007
0.026
0.011
-0.314
-1.038
2.492

0.458
-

0.000
0.000
0.000
0.000
0.276
0.000
0.000

0.073
-0.091
-0.015
-0.007
0.028
0.006
1.431
-1.118
2.577

0.253
0.12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21
1.19
1.72
1.45
3.61
1.70
2.21
2.93

0.83
0.84
0.58
0.69
0.28
0.59
0.45
0.34

N(obs)
N(group)

1,480 1,480
148

1,480
148

F 486.92 131.12

prob > F 0.0000 0.0000

wald  1364.34

prob  0.0000

R2 0.7259
R2 Within 0.4092
R2 Between 0.5742
R2 Overall 0.5444

R2 Within 0.3896
R2 Between 0.7279
R2 Overall 0.6660

R2 - ADJ







0.7244
0.526
0.301
0.753

0.315
0.301
0.522

<Table 3> Three Model Comparison Analysis Table (Pooled / FE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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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간상호연관성을파악하는다중공선성(Multic-

ollinearity-Test)은 분산팽창지수(VIFk =1/(1-Rj2))

값이 5 이상일 때 약한 다중공선성 10 이상이면 모형

과 계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모형에 대한 검정결과

의 VIF 값은 최소 1.21~최대 3.61로 나타나 특별

히 변수사이의 깊은 인과관계가 감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Pooled 모형은 식 (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 불변변수 등을 제외하고는 10년간 대학들

의 개체 간 패널이  ′


라는 조

건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즉 실제 추정된 모형이 회귀

분석 자체가 오류 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일치성이 나

타나나, 실제 모형이 고정효과(Fixed Effect)적 성

격을 지닐 때 풀링된 OLS 회귀식은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패널선택의 효율

성 여부와 패널모형 중 적합모형 추정검증을 하였다.

<Table 4>는 패널모형의 선택 여부에 대한 검증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에서 Breusch and

Pagan 모형의 LM 검정을 통해 Pooled Model을 사

용하지않을충분한측정치( = 1401.24)가통계적으

로 도출되었다. 이는 대립가설인 Random Effect 모

형을 선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다. 위의

Pooled Model을 기각하였으므로 패널모형적용을 전

제로 하여 Hausman Test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

때 주안점은 FE Model과 RE 모형 중 어떤 모형이

교육비환원율 모형에 더욱 타당성을 갖는가인 것이다.

먼저 개별효과와 독립변수′간의 유의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면 FE Model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RE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부합된다[Papke and

Wooldridge, 2008]. 위의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정

을 기준으로 검정결과  = 249.77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

교육비환원율 분석 모형으로 MODEL 2의 FE Mo-

del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FE Model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 불변변수(Time-invariant factor)

로 분류되었던 계수들(MED, CAPITAL)은 시간의 변

이에 따른 추이가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패널 추정

인과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구성구조 결과를 살펴보면 FE 모형에서 계수의

측정치(영향력)가 Pooled 모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를 통하여 시간 변수를 대학별 절편을 달

리하고 기울기를 고정화하였을 경우 위의 영향적 요인

이 더 크게 작용함을 뜻한다. 실제로 교원확보율은

MODEL 1의 
Pooled

FACULT -0.006에서MODEL 2

의 
FE
FACULT -0.017로음의한계치가상승하며, 직원

충원율도 
Pooled

STAFF -0.004로부터 
FE
STAFF -0.007

로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결과값이 나타났다.

Breusch and Pagan
Lagrangian
Multiplier

Test for Random Effects
Estimated Result

∙Ho : Pooled Model / Ha : RE Model
∙   ′    

Descriptives Var std
 0.7735 0.8794
 0.0906 0.3010
 0.0990 0.3148

Test Var() = 0 /  = 1401.24 / Prob >  = 0.0000

Hausman Test for
Fixed Effect

vs
Random Effects Model

∙Ho : RE Model / Ha : FE Model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Panel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Panel

Descriptives FE(b) RE(B) Diff(b-B) S.E.
MED 0.1253 0.0726 0.0527 0.1564
FACULT -0.0168 -0.0154 -0.0014 0.0009
STAFF -0.0073 -0.0074 0.0002 0.0003
 INCOME 0.0260 0.0283 -0.0024 0.0011
FOUND 0.0107 0.0064 0.0042 0.0007
C-TRANSFER -0.3138 1.4315 -1.7453 0.1669
T-DEPEND -1.0383 -1.1182 0.0799 0.0202

 = 249.77 / Prob >  = 0.0000

<Table 4> Model Fitting Test Analysis (Pooled/FE/R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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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년 동안 교원확보율에 대학이 많은 몰입투자를
한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현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이를 근거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전임교원

확보율 정량점수를 확대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를 통해 전임교원 보수수준까지 점수화 시키는 등 교육

부 정책이 향후 더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구조의 분석에서는 MODEL 2의 FE 모형이

MODEL 1의 Pooled 모형보다자금수입규모계수값


Pooled

INCOME는 0.033에서 
FE
INCOME 0.026으로

감소했지만, 기본금 규모에대한 계수 값 
Pooled

FOUND

는 0.002에서 
FE
FOUND 0.011로 영향력이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기본금은 회사의 경

우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과 같은 요소로, 크게 설립자

출연기본금과대학이유사시를위해보유하고있는적립

금5)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설립자 기본금은 사

실상대학설립당시설립자가이사회를통해초기투자한

금액으로 설립이후 크게 변화가 많지 않은 요소이다.

그러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비축하고 있는 재원으로 유사시에 건축

투자와 장학기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곧바로 환원할 수

있는 비상재원 같은 존재이다. 아울러 각 대학들은 대

부분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및 일부 주식과 같은 현금

등가물로 보유하고 있어 이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

하다. 근래 들어와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록금 반환등

에 대한 요구가 쟁점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이 보

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교육비 환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관심 있는 분석결과 중하나는 법인의 책무성부분이
다. Pooled 모형의 경우 전입금의 증가값에 비례하여

교육비환원율도 비례적으로 증가(
Pooled

C-TRANSFER

3.663, )하게 나타났으나, FE 모형에서는 계

수의부호도반대로분석되었고, 이것 또한특별히통계
적 유의성이 관측되지 않았다(

FE
C-TRANSFER-0.314,

). 이는 법인전입금이 중장기적으로 시간의 경
과에 따라 교육비환원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일방

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등록금 의존율인 

Pooled
T-DEPEND값은 -1.601로 관

측된 데 반하여 
FE
T-DEPEND는 -1.038로 나와 교육

비환원율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다. 전체

FE 모형의 적합도인 R2 Overall는 54.4%로 높게 나타
났으며, 개체 간 설명도 R2 Between는 57.4%로 나왔

고, 개채 내 적합성 R2 Within은 40.9%로 모형자체의

설명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
대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시계열요소의 변화

와 교육비환원율에 영향을 주는 인과요인의 변화를 교

차 관측시 좀 더 구체적인 효과를 찾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교육비환원율의 인과효과 세부분석

<Figure 3>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48개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에 관한 개체 패널이

동을 그물망(web) 형식으로 연결한 결과치로, 그물망

의 전반적 이동추이(Trend)는 상승하는 추세를 띈다.

이는 아래의 Box-Plot에서 년 간 이동동향에서도 관찰

할 수 있다. 대부분의 50% 이상 대학은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대비 100% 이상 환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 또한 확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평균()을 기준으로 2009년 128%에서 시작한 환

원율은 197%까지 상승한다. 이는 분위별(Quantile)

측면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관측되는바 하위 25% 수준

()의 대학선에서는 최소한 97%에서 156%로, 상

위 75 수준( )의 대학선에서는 130%에서 190%까

지 환원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쉽게 말해 학생이 등록

금을 100원을 낸다면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시

146원~160원의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즉 서론에서

도 언급하였듯이 2010~2014년까지 실시된 정부재정

지원대학평가, 2015~2017년까지 시작된 대학구조개

혁평가의 교육여건 정량지표평가시스템이제대로 작동

되어 실효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6) 이러한 논리

5)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에 의거 적립금은 그 목적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특정 목적 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게 되어 있다. 원금보존적립금은 해당 적립금에서 발생하
는 이자만사용이 가능하나, 임의적립금은 용도에 따라 대학의 소정의 기금 관련 위원회를거쳐 목적에맞게 집행 가능하므
로 잠재적 교육비 환원의 재원이 된다.

6) 2021년 현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에 의하면 교육비 환원율 만점 기준을 사립대는 156.305로 두고 있으며 해당대학의
3년 평균값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비 환원율 점수뿐만 아니라 교육비 환원율을 개선 정도 점수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는 어느 한해만 환원율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점진적 개선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세워 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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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으로는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반환에

대한 방어 논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미 학생들에게

받은 100원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등록금 반

환은 불가하다는 언론내용은 바로 그러한 연유이다[한

국대학신문, 2020. 4. 8].

<Figure 4>은 패널 자료를 근거로 ERR에 영향

을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다각도의 총괄 세부분석

그래프이다. 위 칸은 Pooled Model 관점에서 ERR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그래프이며 아래 칸은 10년

간 Panel 자료를 3~4년 단위로 분해(Decompo-

sing)하여 부문별 변화추이를 사진처럼 관측한 자료

이다. 넓은 띠는 지수평활 회귀 추정법(LOWESS)

으로 추정시 그래프의 신뢰적 유의도(Confidence

Interval)를 나타낸다. 대체로 데이터가 응집된 구간

에서는 지수 관계도가 높아 신뢰도가 높게 나오나

데이터가 분산된 구간에서는 유의도가 넓게 퍼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그래프 상단에 있는 푸른색 막대그

래프는 선형회귀의 적합도보다 더 나은 추정치를 찾
기 위해 지수형방정식(Exponential Equation)과

다항방정식(Poly nominal Equation)으로 변환 시

모형적합도의 실시간 변화 나타내는 것으로 다항계수
를 한 차원 올릴 때마다 교육비 환원율 추정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다.
일례로 교원확보율의 모형적합도를 보자. 학생 1인당
자금 수입 규모의 추계치와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결정

계수를 보면 
 0.5468 ≤ 

 0.5468

≤ 
 0.5519 ≤ 

 0.5549 ≤


 0.5573 ≤ 

 0.5585로 각각

관측되어 다항 회귀의 차수 증가에 따라 적합도는 점

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     

2009 1.28 0.97 1.09 1.30 0.75

2010 1.30 0.96 1.10 1.28 0.76

2011 1.38 1.04 1.14 1.31 0.81

2012 1.58 1.23 1.36 1.55 0.74

2013 1.64 1.32 1.44 1.61 0.76

2014 1.74 1.39 1.50 1.71 0.82

2015 1.82 1.46 1.58 1.76 0.89

2016 1.90 1.53 1.67 1.83 0.92

2017 1.95 1.57 1.73 1.90 0.93

2018 1.97 1.56 1.73 1.90 1.03

<Figure 3> Panel Graph Trend of The Educational Restitu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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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최적추계(Optimum Estimate)를 위하여

LOWESS 지수평활법(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을 활용한다. 이는 로컬 다항회귀

라고도 불리며, 환언하면 이동선(ERR, )에 가장 가

까운 정수만큼 데이터를 가중화하여 평활상수는 이론

상  범위를 가지도록 설정 한 후 회귀선을 추적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통은 


 


에서 유효적

인범위가 결정된다. F값이 증가함에 따라많은 변수값

이 환원율에영향을준다는가정하에아래의식 (4)를활

용한다. 이때 각각의 ERR에 영향을 주는 제 요소 를

거리(Distance)로 나눈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바 식

(5)로 계산한다. 이를 가중최소자승법을활용하여직선

으로 상호 간 연결시키면 적합한 모형은 식 (6)과 같이

최종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Yoon et al., 2008].


       

   ≥  

(4)


   (5)

    (6)

위의 그래프를 활용한 지수평활법을 적용한 결과 주

목할만한 특이점이 몇 가지 관측되었다. 교원확보율 

FACULT는 학생 1인당 20명까지는 어느 정도 ERR

에 완만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20명을 기점으로 좌측

으로 갈수록 변곡점(變曲點, inflection point)을 기

점으로 원점에 대한 오목도(Concave)가 큰폭으로 상

승하였다. 이는 20명을 기점으로 ERR에 영향을 미치

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  

 )가 20

명 미만으로 감축시 파급효과가 갈수록 더 크게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 중심의 소수정예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체증적으로 재원 투자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다만 패널 그래프 추정에서는   

에서   시점으로 갈수록 교육비환원율의 한계

효과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된다. 오른

쪽 칸의 학생 1인당 교직원 숫자STAFF 또한 25명

을 기점으로 교원확보율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패

널 변동관점에서는 25명 이하에서의 환원율 한계효과

  


가최근년도로갈수록크게나타나는부분이

목격된다.

학생 1인당 자금수입 규모 INCOME 관점에서는 인

당 3백만 원 규모까지는 ERR이 체증하는 구조를 띄다

가, 그 이상일경우 ERR에 대하여 감소와증가를 반복

하는 진동(Vibration)구간이 나타나면서 유의적 영

역(Confidence Interval)도 넓게 퍼져 신뢰도가 감

소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학생당 기본금 규모FOUND

또한 자금수입 규모의 변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바

1인당 7천~7천 5백만 원까지는 ERR이 체증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법인책무성지표 C-TRANSFER는 전반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ERR도 증가하는 현상이 초반부에는 관측

되나 0.4 이상일 경우 상승 폭이 점점 둔화되며 유의

수준 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등

록금의존율 T-DEPEND는 대부분의 관측치가 0.4~

0.8 사이의 구간에 집중되어있는데 40% 미만까지는

감축에 따라 한계효과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30%

구간 미만으로 진입시 ERR의 증가 폭이 상승하는 현

상이 보인다. 이는 평균적으로 59.2%를 보이는 의존

율을 낮추기 위하여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집중투자하여 높아질 때 환원율

도 급증의 효과가 있음이 추정된다.

다만 이는 대학 자체의 수입증가라기보다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정책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장학금등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고는 실

질적으로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환원율 증감분

에대한분석이별도로 필요한시점이다. 사실상국고지

원보다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 전입금과같은 본질적

인 대학재정이 환원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패널추정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면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원점에 대한 한계효과

는오목도(Concaveness)가 약한반면   로들

어옴에 따라 오목도가 다시 상승하는 부분이 관측된다.

4. 요약 및 시사점

4.1 소론 및 본 연구의 의의

예상치 못한 세계적 전염병인 COVID 19는 고등교

육기관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한된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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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나의 강의실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이 교양수업과

통합수업을 하였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대학들은 이에 맞추어 온라

인 원격수업 등 비대면 교육시스템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0년 넘게 동결된 사립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의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에 국회 교육위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등교육법과 사립

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정상적 수업이 불가능 시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국

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규

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 또한 이러한

공통적 고민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

는 교육 환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 교원충원이 교

육비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긴밀한 유의성이 있

음은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정책이 사립대학에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다. 특히 패널 FE 분

석 및 비모수 분석에서 유의성이 높게 관측된다는 것은

양질의 교원확보를 근간으로 대학이 소수정예를 추구

하면서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을 통하여 학생수요자 만

족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학생과 대학 모두 상생하는

방향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대학이 행해왔던

획일적 학사 행정시스템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수입규모와 자금규모의 확충이 교육비 환원에

유의적 영향이 있는 관계로 대학별로 상황에 맞는 교

육비 환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어느 일정 시점까

지 수입규모와 자금규모를 확보하는 것은 학생교육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다. 이때 간접수입은 낙

수효과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재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안정된 기본금의 증가 또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효익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특히 기본금 중

건축적립금과 장학적립금은 직접 인출 및 사용을 통하

여 학생들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원(財源)

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등록금 의존율이 낮을수록 학생들에게 돌아가

는 교육 혜택이 높아지는 인과관계가 도출된바, 대학

차원의 등록금 수입 외 재원의 확충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국가장학금과 같은 외부재원에 의존하

지 않고 대학 고유의 건전한 학교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금 문화를 통하여 다방면의 재정확충을

이룰 때, 자금수입과 기본금수입도 대학별로 안정화가

될 것이다.

4.2 학생 중심의 교육비 환원에 대한 정책제언

교육비 환원율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교육

원가공개’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시장에서 재화나 용

역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원가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듯

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또한 공개된 정보를

통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 준거

로 활용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대학에 있어서 교원확보율은 주요한 지표이나

단순히 교원의 양적 충원에서는 여러 부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측면에서 실적에 급급한 정

량지표로서의 지표맞추기식 충원은 양질의 교원충원

이 아닌 자칫 수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틈

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와 지역 사립대의

경우 교원확보율의 파라미터를 맞추기 위하여 최저기

준 수준에만 근거하여 대량 선발하는 현상이 종종 목

격되고 있다. 이럴 때 자칫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로

연계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학

생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적립금은 기업의 유보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므로 사립대학에 대하여 적립을 획일적으로 규제

하기보다는 기존의 대학이 지닌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

용시 유인책 부여를 통하여 학생에게 환원을 장려하는

선순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역별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인상규제와 적립

규제로 건물의 노후화 및 연구, 학생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에, 수도권별 대학별 위치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

여 대학과 교육수요자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조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재 대학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등

록금의 동결인 악재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법인의 전입금 불충분, 산학

협력단 전입금의 미확보가 지속된다면 이에 맞추어 무

리하게 80~90% 이상의 모든 대학에 재정과 국고를

지원하기에 앞서, 대학수의 감소에 대하여 정부는 중

장기 정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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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환원율이 높은 지방대학에 대한 가산점을

통하여 거점교육 활성화와 국가균형 교육 발전을 고려

하는 정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0년간 대학의 등

록금은 동결인 상황에서 차기이월자금의 규제 및 적립

의 제한으로 대학들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이런 부분은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현

실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교육비환원율이

그 대학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환원율에 대한 보조적 차원의

차등적 유인책 지원 등도 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할

을 할 것이다.

4.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패널모형과 비선형회귀 등의 데이터 활용

기법을 통하여 교육비 환원율 결정의 요인을 관망하는

성과를 이룬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과제를 남겼다. 우선 현재

기준으로 10년간의 패널 결과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으므로 장기적인 시계열 모델까지 고려하여 종합적

예측모델을 찾는 데에는 일종의 한계가 있었다.

첫째 교육비 환원율은 사실상 100%가 넘게 초과되

는바, 이때 외부로부터 유입된 재원에 의한 효과와 내

부적 재원의 효과를 엄밀히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

였다. 곧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한 교육비 환원율의

데이터를 이원화 하여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해 본다면,

순수한 내부재원의 교육비효과(Internal Effect)와

외부재원효과(External Effect)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어 정책입안자들과 교육 수요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책논고가 될 것이다.

둘째 장기 시계열 모델을 통해 향후 연구자가 학령

인구와 대학의 수요와의 밀접한 국가 인구추계까지 고

려하여 검토해 본다면 향후 2020년 이후의 환원율까지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비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요소까지 고려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

가 있었다. 특히 주요변수 중 하나인 COVID 19는 향

후 교육 생태계를 바꿀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하여 대학의 재학률과 중도탈락률

까지 참작한 재정구조의 변화를 감지한다면 훌륭한 연

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전체의 환원율은 그

대학을 대표하는 평균값으로 사실은 계열별, 학과별로

환원율과 효과는 각각 다르다. 향후 연구자가 본 논제

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과별 환원율 세부

분석연구를 계량화 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대학재정지

표의 파라미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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