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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서 대학 교육의 미래를
주도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유익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총장님들, 대학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정책포럼을 환영해주시고자 오신 연세대학교 양일선 교학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소장님,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전광석 연세
대학교 교수님,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 고경모 교육
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 전 제주
대학교 교수님, 강홍준 중앙일보 기자님, 박상규 중앙대학교
기획처장님, 고장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오늘 함께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책
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회원대학과 공유하고자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대학은 언론 등으로 인한 대학자율성이 왜곡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난국을 오히려 고등
교육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여 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전환시기로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앞으로 대학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매진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들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더불어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존립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양적 수준은 세계 최고
이나 질적인 측면의 경쟁력은 대학교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는 고등교육비 제고와
대학재정자립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높은 등록금 의존도와 정부 재정 지원이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고등교육비에 대한 사부담
비율이 79%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실천하기 위해 학생들의 경제 사정과 수요에 맞추어
국가장학금, 근로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며, 대학의 등록금의존도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학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비 수준과 대학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데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35회 대교협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등
교육의 현안과 쟁점을 함께 고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대학교육의 현안인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 고등
교육재정지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공유
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한 여건에서 고등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정책포럼을 이끌
어주실 발표자, 토론자에 그리고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대교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 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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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쟁점
최근 감사원은 유래 없이 일부 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으로 의제화된 대학등록금이 사회문제화하면서
대학등록금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 등록금의 인하를 유인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 실제 감사원은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
1) 이미 2010년 「고등교육법」 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
정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법률 개정의 기본목적은 대학 등록금 인
상을 억제하는 데 있다.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행정적 및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법적 조치로서 등록금의 책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등록금 산정의 실체적 기준으로
기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국가재정에
의한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
록 하였다. 다섯째, 등록금의 징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행정적 및 재
정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자치를 기
준으로 보았을 때 대학재정의 일부를 이루는 등록금에 관한 실체적 및 조직적 기준
을 법률이 직접 규율하며, 그 결과 대학의 이 문제에 대한 자율을 제한하는 것이 타
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러나 대학이 법인과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대립 속에서 자율성이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
록금의 부담자인 학생,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보다는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다만 등록금 책정에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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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ㆍ진단을 통하여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지원ㆍ
구조조정 등 대학의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
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감사과정에서 일부 대학들에서는 자료제출요구
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감사
대상인 대학들은 장기간의 감사로 인하여 대학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입시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다.
감사원의 대학에 대한 감사는 우선 현상적으로 보면 매우 생소하다. 여
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학의 재정운영, 학사
운영, 입시문제 등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각종 비리 문제는 대
학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감사 및 제재
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감사원이 대학을 감사한다는 것은 낯설다.
둘째, 규범적으로 보면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범위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
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직무범위로 한다고 이해되어
왔으며, ”법률이 정한 단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 단체에 대해서 어떠
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범위까지 감사를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주목이
되어 오지 않았다. 셋째,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대학은 헌법 제22조 제1
항 및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학의
자치권은 감사원의 감사 여부 및 감사범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일정한 긴장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될 수 없는 입법이다. 그
밖에 등록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한 규정은
부분적으로는 입법사항이 아니며, 또 부분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향후 대학에서 학내 규정을 통하여 선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대학이 의제를 선도하여야 할 자극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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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포괄적인
감사에 대해서 언뜻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 존재하게 된다.
이 글은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포괄적인 감사에서 제기되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법체계적, 그리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내용을 갖는
다. 문제를 다시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연 대학이 감
사원에 의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과 관련해
서는 동시에 본래 대학을 관할하는 주무부서인 교과부가 아닌 감사원이 감
사를 시행하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진다. 교과
부가 아닌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법체계적인, 또는 헌법적인 문
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감사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각종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고,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합법적,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지출되었는가의 여부가 감사
의 대상인가, 아니면 대학의 회계, 혹은 더 나아가서 대학 행정 전체가 감
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Ⅱ. 대학이 감사의 대상인가?
1.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한
헌법 제97조가 규율하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범위는 다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이다. 둘째, 국
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이다. 셋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한 감찰이다. 이 중 감사원의 직무범위가 대학에 미치는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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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이다. 감사원법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헌법의 위 규정은 대학의 감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규범내용을 알려준다.
첫째, 대학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는 헌법 자체에서 규율되어 있
지는 않으며, 감사원법의 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둘째, 감사원법의 규
정을 통하여 대학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감사의 범위는 회계검사이
며, 직무감찰은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법은 회계검사의 사항을 필수적인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
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및 다
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가
필수적 검사사항이다(감사원법 제22조). 예컨대 고등교육법이 대학에 대해
서 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필수적인 검사의 대상은 아니다. 또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보더라
도 선택적 검사가 이루어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에 준하여 국가회계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이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다.
선택적 검사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선택적 검사사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
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가 포함된다(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우리
대학은 실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대
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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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학이 감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택적 검사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감사원과 대학에 대한 주무 부
서인 교과부의 감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교과부의 감
사와 감사원의 감사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관계로서 교과부
의 감사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그리고 사후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란 대학의 회계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
사하는가, 따라서 위법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가,
아니면 포괄적인 심사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아래에서 첫번째 문제를
먼저 다루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 하여 다루기로 한다.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필수적 검사의 경우와 선택적 검사의 경우 검
사의 범위에 있어서 현재 감사원법상 차이는 없다. 필수적 검사를 규정하
고 있는 제22조 제2항에서 회계검사의 범위를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
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들고 있고, 이러한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선택적 검사의 경우에도 적
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정책적으로 이러한 태도가 체계적인가
는 의문이다. 필수적 검사사항에 해당하는 회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회계에 준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회계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비해서 선택적 검사사항
중 국가보조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가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전체 회계가 국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
로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검사의 계기이고, 또 검사의 범위
가 해당 사안에 국한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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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금의 합법적, 합목적적 집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회계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가, 또는 확대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2. 교과부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주무 부서이며, 실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과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등교육법 제5조). 이 규정이 헌
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조문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전적ㆍ포괄적 지도 및 감독이
허용된다면 더욱 더 대학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학 사안에
보다 근접해 있는 교과부가 1차적인 감독을 시행하고, 감사원에 의한 보다
전문적인 회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러한
회계검사의 범위 내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고 볼 수 있다. 실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7조), 이는 교과
부에 의한 감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은 감사원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28조). 감사원은 자체 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0조의
2). 또 감사원은 필요한 일정한 경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감사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감사원법 제50조의 2). 이와 같
은 감사원법의 체계에서 보면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권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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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굳이 주무부서인 교과부의 감사에 대한 보충적인 감
사일 필요는 없지만 교과부의 감사가 현재 포괄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한 감사의 범위는 어떠한 기준에 따르든 선별적이고 사후적인
감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목적성에 대한 검사는 어짜피 교과
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는 회계집행에 있
어서 합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국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
을 경우 교과부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중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제안이 아직은 헌법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감사
원법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기준을 합법성 심사에 국
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규범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
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의 기준을 중앙정부에 의
한 감사의 기준과는 달리 합법성 심사에 제한하여야 하는 논리를 헌법재판
소가 인정하지는 않았다2). 반면에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적ㆍ포괄적 감사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심사는 위임사무에 한정되고, 또 심사의 기준이 합법성 여부
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3).

Ⅲ. 감사의 범위- 포괄적･사전적 감사와 선택적･사후적 감사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상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학
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이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
2) 헌재결 2008.5.29, 2005헌라3, 20-1(하), 41면 이하 참조.
3) 헌재결 2009.5.28, 2006헌라6, 21-1(하), 4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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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어 하면 국가의 대학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 정당
성 및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이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갖
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대학의 자치와 국가의 감독
대학은 학문이 수행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초중등교육은 우리 사회에
서 검증된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감독
이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검인정교과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에 비해서 대학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발표
되고 검증되면서 진리를 발견하여 가는 과정으로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
지며, 따라서 국가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대학이 자율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의 자치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기
여하여야 한다4). 이에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서의 인사, 연구, 학생선발 및
전형을 포함하여 교육과 관련된 학사, 대학질서 및 대학시설과 재정의 자
치를 내용으로 한다5).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국가의 대학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조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감독은 사후적으로, 그리고 법적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 혹은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대학에 대한
4) 참고로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
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
자 대학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헌재결 1992.10.1, 92헌마68등, 4,
670면; 1998.7.16, 96헌바33등, 10-2, 144면 등 참조.
5) 헌재결 1992.10.1, 92헌마68등, 4, 6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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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범위는 선별적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서 사전적 및 합목적적 기준
에 따른 포괄적인 지도와 감독은 대학의 자율과 조화될 수 없다. 고등교육
법 제5조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대학의 자치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국가의 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자치권
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학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오늘날 대학이 더 이상 사회와 유리된 학문탐구의 상아탑이
아니라 사회와 상호 작용하면서 사회에 학문적 기여를 하고 사회는 자신의
수요를 투영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문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학문연구와 학문활동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요청을 하지만, 다른 한편
국가는 대학에서 학문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학문적 환경을 적극적으
로 조성하는 과제를 갖는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이와 같이 대학
의 연구를 지원하여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
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보조금이 원래의 용도로 효율적으로 집행
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을 회계검사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국
가의 권한이지만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결코 대학의 자치를 제한하는 계기
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대학의 자치와 회계검사의 범위
(1) 한정적 해석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사원법은 대학을 선택적 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
지만 필수적인 검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차별이 없이 대학 회계 전체를
회계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감사원법 제22조 제2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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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러한 규정은 감사 대상의 특성을 차별화하지 않고 감사의 범위를 동
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헌법상 대학의 자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헌적 운영의 필요
성이 있다.
대학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학을 감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학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
초해 있다. 이는 감사의 주체 및 감사의 계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영향
을 미친다. 첫째, 대학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대학이 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대학이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
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대학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기관과는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
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
다. 둘째, 대학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혹은 받지 않더라도 대
학을 관할하는 주무부서인 교과부의 감독의 대상이 되기는 한다. 다만 이
미 언급했듯이 학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규율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5
조는 대학의 자치권을 존중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은 정부 보조금이 보조금을 지급한 목
적에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의 여부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의 비교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과 자치
사무를 보장한다(헌법 제117, 118조)6). 이 점에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는 대학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학이 학문의 자유의 주체
6) 헌재결 1994.12.29, 94헌마201, 6-2, 5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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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학문의 자유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점
에서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
느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범위에 어떠한 함
의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감사원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서 국회 및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감사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규율되어 있다.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
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이중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 국정감사의 대상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위임사
무가 감사의 대상이며, 자치사무는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에 비해서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관한 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
한다”고 규정하여 감사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
158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의 기준으로 합법성 여부를 제시한 것은 동시에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
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감사의 기준이 합법성 여부인 경우 감사의 범위는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
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결과 감사의 대상, 또는 감사의 범위는
“특정”해야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는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
용이기도 하다7).
7) 헌재결 2009.5. 28, 2006헌라6, 21-1(하), 43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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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 및 기
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부터 감사원이 합법적 기
준뿐 아니라 합목적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적어도 현재와 같은 규범상황에서는, 즉 감사원법이 감사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원
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목적성에 따른 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8). 다만 여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합법성 기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어 있다9).
위와 같이 대학과 유사하게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해서 중앙정부의 감사가 합법성 심사로 제한되는 데 비해서 감사원의 감사
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포괄적·사
전적 심사가 법체계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것인가? 적
어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대학에 대한 포괄
적 및 사전적 검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지
방자치단체는 한편으로는 헌법적으로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그리고 자치사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정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및 중앙정부의 감사와의 관계에서 중복감
사를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 및 기준과 관련하여 조정이 되어 있다. 최종적이고 포괄
적인 감사의 주체로서 감사원이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감
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한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이것이 헌
8) 헌재결 2008.5.29, 2005헌라3, 20-1(하), 49면 이하 참조.
9) 위 각주 7의 결정, 5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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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10). 이에 비해서 대학의 경우 한편으
로는 헌법상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는 달리 국가행정의 일부인 것은 아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사
무와 동시에 위임사무가 사무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위임사무에 관
하여는 감사의 범위에 있어서 포괄적ㆍ사전적인 감사가 허용될 수 있지만
대학의 사무에 있어서 국가의 위임에 의한 사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와 기준이 대학의 경우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Ⅳ. 대학의 자치와 회계검사의 기준
대학에 대한 회계검사는 1차적으로는 주무 부서인 교과부가 관할하여야
하며,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선택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위에서 한 바 있
다. 다만 대학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
사원의 회계검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이
제 회계검사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일정한 부분에 대한 회계
검사를 하는 경우 회계검사의 기준은 합법성 여부에 제한되는가, 아니면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적어도 현행 고등교육법을 기준으로 보면 교과부는 대학을 지도ㆍ감독하
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대학에 대한 합법성 여부뿐 아니라 합목
적성을 기준으로 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 규정이
교육기관들 간의 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바람직한가의 여
부에 판단은 별개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서 감사원은 회계검사
를 담당하며, 대학이 국가 혹은 국가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음
10) 위 각주 7의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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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회계검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학이 국조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계기이다. 그렇다면 우선 감사의 범위는 보조금지급에
대한 회계검사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때 감
사의 기준은 합법성 여부인가, 아니면 합목적성을 포함하는가 하는 질문이
다. 생각건대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학문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재정
적 환경을 충실히 하여 학문의 자유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는다. 결코 지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대학 전체의 회계가 검사의 대
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회계검사를 하는 경우 대학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위법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검사를 국한하
여야 한다. 합목적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학 자체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합법성 기준과 합목적성 기준이 명확히 구별되
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의 회
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며,
따라서 대학에 대한 회계검사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가 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11). 그러나 대학
의 회계 전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치권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따라서
합목적성에 따른 회계검사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
에 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대학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한 자치권의 행사가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회계검사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또
위법행위의 합리적 의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특정하지

11)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감사개시의 계기가 위법 여부가 문제되었을 한정되는 것
은 아니며, 다만 감사의 결과 내려지는 조치가 위법사항에 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
정에서 소수의견이 있었다. 헌재결 2009.5.28, 2006헌라6, 21-1(하), 43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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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회계검사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대학의 자치권과 조화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대학의 회계에 대한 검사는 대학의 등록금 전반에 대한 검사
를 통하여 대학등록금의 인하를 유도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목적은 대학의 회계 전체를 법령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하는 헌법
적 및 법체계적인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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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치와 국가의 감독

토론자：고 전 교수
(제주대학교)

‘대학 자치와 국가의 감독’
에 대한 토론

고

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Ⅰ. 발제자의 논지
발제자는 최근 감사원의 일부 대학에 대한 사전적이며 포괄적 감사 실시
문제를 대학의 자치와 국가의 감독 범위라는 관점에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였다.
첫째,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헌법상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감사
원법상으로도 최소한 필수적인 감사원 검사의 대상(감사원법 제22조)은 아
니며, 다만, 국․공․사립대학이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선택적인
감사원 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도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감사
원이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하여 등록금 책정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지원․구조조정 등 대학의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함”이 필요성을 들어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감사원법 제20조 (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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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을 확인한다.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
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

정 2009.1.30]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
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고등교육법을 통하여 모든 고등교육기관1)은
교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는 교과부
의 감사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그리고 사후적으로 감사원 감
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의 범위에
1)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종류는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
대학 7. 각종학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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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선택적 감사원 검사와 필수적 검사를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기준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의 취득·보
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은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도
록 합헌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선택감사의 경우 제한
된 기준이 필요하고 교과부에 의하여 합목적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는 만큼, 감사원에 의한 회계감사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회계집행의 합법성 여부 심사에 국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교과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위법에 대한 제재와 시정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전적 합목적적 기준에 따른 포괄적인 지도와 감독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
장한 헌법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해석보았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
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Ⅱ. 공감(共感) 및 이견(異見)
1. 사후적, 선택적 감사 가능론과 지자체 적용 논리의 원용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 대한 회계검사는 감사원법상 그 자체를
월권이라거나 대학의 자율성과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 볼 수는 없다. 헌법
상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곧 국가 독립 감사기관의 감사까지 예외로 예
견하고 있지 아니하며, 자율성에 대한 법률보장 상황 또한 거의 미미한 수
준이기 때문이다.
발제자의 핵심 주장처럼 대학에 대한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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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감독 기관과 관계 법령의 규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성 보
장이라는 헌법정신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감사기능상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또한 대학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의 경우 합목적성은 대학의 판단에 맞기고 감사원의 감사는 해당 보조
금의 회계검사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공감한다. 다만, 교
과부 지도․감독의 불충분성, 사회문제화된 대학에 대한 총체적 감사의 필요
성 등이 발생하여 감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하에서도 감사
원은 국고보조금 회계검사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감사원법의 대학 감사 및 그 기준에 대한 무언급
과 고등교육 관계법에서의 대학 자율성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제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의 공통점(자치기능과 자치사무를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원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대학에 보장되고 있는 자
율성 내지 자치성의 범위를 고려할 때,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
즉,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중복되므로 감사원 감사는
합법성 심사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과 행자부가 사전적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위임사무에 한정되어야함에
도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 한다는 헌재의 판단을 대학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위의 헌법재판은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의 범위나 기준에 대
해 감사원법이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학과
지자체의 유사성을 일부 끌어내어서 기존의 판례에서 감사원법에도 규정함
이 없는 대학 감사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보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수준과 그 실체를 논구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의 적
정성을 논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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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자율성은 입법적 불비 상태이다
헌법 제31제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대
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다라고 하여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는 교육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교육조리적(敎育條理的) 내
용의 헌법진술이라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대학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 지
켜져야 할 헌법적 원리로서 해석함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학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92헌마68등)2)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별도 입법은 아직 없으며, 심지어는 관계
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어디에도 “자율”이
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전 교육제도의 운영 원칙을 정한 교육기본법에서 선언적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구성원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대학의 자치는 비단 ‘학문의 자유’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는 중세 이후 대학의 역사에서 통치권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하여온 일
종의 관례로서 ‘대학자치’의 개념이 우리 헌법에 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2) 92헌마 68은 일본어를 제외시킨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에 대한 헌법재판으로서 대학
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판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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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이도, 한국은 제정 헌법 당시3) 국가가 주관하는 교육(국가교육권)이
라는 관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교육제도 유지의 중요한 유
지수단으로 설정하였다.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 등장한 것은 1987년 10
월 29일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른바 제6공화국 헌법에서였다.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과 사회 민주화의 열망을 담고 대학의 자율성
이 헌법규정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는 없었으며 그
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 12월에 기존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
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되면서도 대학의 자율에 대한 언급은 이루
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 까지 이어지면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법
률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입법예고는 24년째 입법적 불비(立法的不備)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행 법상 법률유보로 되어있는 ‘대학의 자율
성’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대학에 요구되는 책무성(감사를 비롯한
각종 지도․감독 행위)의 합헌성, 합법성, 합목적성을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규정보다는 관습이나 교육조리(敎育條理)에 가까운
것으로서 동시대인의 교육과 대학에 대한 법감정 혹은 정의감정이라는 공
감대를 확인해가면서 실정법을 개정해 가는 법원(法源)으로 남아 있음이 타
당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발제자는 대학의 자치권이 헌법 제22조 제1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과 위의 대학의 자율성 법률유보 조항에 근거한다는 하였는데, 대학
의 자율성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학문의 자유라는 점에서 인정되나, 오
늘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향유 주체는 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는 점
3) 제정헌법(1948.7.17) 제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
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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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학이 다른 기관과는 달리 보장되어야할 자율성 보장의 특별 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3. ‘대학의 자율’과 ‘대학의 자치’ 개념상의 문제
발제자의 발제문과 같이 상당수의 대학의 자치 및 자율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
단된다. 실제로 한국의 헌법학 및 고등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학문의 자유
와 대학의 자치’는 연결 표현되어 왔고,4) 일본교육법학계에서도 대학의 자
율이라는 표현 보다는 대학의 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통상 통치
기구에 있어서 자치권이라 함은 자주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지칭한다 하
겠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권이라 함은 자치입법권,자치 조직․인사․재정
권을 핵심으로 한다. 통치기구나 분권의 자치단체가 아닌 대학에 이를 대
입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은 과거 중세이후 대학이 누려왔
던 학문의 자유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염두에 두고, 대학을 운영하고 관
리함에 있어서 대학구성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대학의
자치권이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표현이 한국의 경우 1987년에
야 헌법에 등장하면서 ‘자치’가 아니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상의 ‘자율성’을 ‘자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한국의 헌
법개정사와 대학 통제사를 살펴보고 선택할 문제이다. 즉, 한국 헌법에 ‘자
율성’이란 표현으로 순화시킨데에는 당시의 대학의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
자주적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최소한의 통제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반대로, 국가 관리방식하에서 여건을 갖춘 대학으로 하여금 일부 재량권,
이른바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치’는 고유 권
4) 현재 양건 감사원장의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72.2) 역시 ‘학문의 자유와 대
학의 자치’이며, 김철수 교수들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한국교육법학회에서 발간한 첫
번째 책자 역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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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을 강조한 개념이라면, ‘자율’은 위임 권한성을 전제한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헌법상의 ‘대학의 자율성’ 법률유보 조항은 교육법
규를 조율하는 관습적 교육조리적 논거로서도 기능하지 못하고, 더욱이 관
련 입법이 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대학통제의 위헌성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한국에 있어서 대학의 자치를 의미하는 ‘대학의
자율성’ 법률보장은 대학의 기본권 제한적 유보조항으로 일관하고 있고, 자
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입법불비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를 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각종 통제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며 별도의 적극적
자치의 범위(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기본권 형성적 조치)를 설정하지 않는
한 모든 통제는 합헌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
는 각종 자율화 조치 역시 본시 국가가 소유하는 통치 권한을 은혜적으로
배분한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점에서 한국 대학에 있어서 자율의 문제는 조금 있는 것을 더욱 강화
하는 제고(提高)나 신장(伸張)의 문제가 아니라 누려본 적이 없는 상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하여야하는 재고(再考)의 문제와 회복(回復)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의 대학사(大學史)를 통해 본 솔직한 담론
이상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관습상 대학의 자치에 기반한 논의이고,
한국의 대학사를 통해서 볼 때, 대학은 통제의 대상인지 자율의 대상인지
에 대한 답은 보다 균형잡힌 사고를 요한다.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 이후
해방이후 한국의 대학에 대한 관리는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통과된 국립서
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1948.8.12)과 1953년의 국립학교설치령, 그리
고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에서 시작된다. 앞의 두 법령이 학교를 설립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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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법령이라면,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의 최소 요건(대강의 교지, 장
서등)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대학은 지속적으로 중앙교육행정기관
의 관리하에 놓여 있었고, 군사정변기에는 초법적인 통제를 받기도 했다.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 중심의 정책
을 단적으로 보여준 입법으로서 이후 30여 년 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1970년대 실험대학 정책을 비롯한 대학개혁의 흐름 속에서도 대학의 자
율성은 정책을 수용한 대학들의 실험적이 시도에 불과한 조치들이었다.
1982년 4월 2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관련 법 제정
(1984.4.10)으로 지속적으로 대학간 협의에 기여를 하였으나, 입학관리 업
무를 교과부로부터 이관 받기까지는 3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자주․전문․중
립적이어야 할 대학자율 협의 기구로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자율성을 누릴 여력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이 해방이
후 오늘에 이르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헌법에 반영된 대학의
자율성은 입법불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가의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내용 실체가 실정법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점만을 들어 실정법 범위 내의 합법적 조치로 보기는 어
렵다고 본다. 이문제는 단순히 감사범위의 이탈 문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
성의 공동화(空洞化)’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금의 대학에
대한 통치구조 전반에 대한 헙헌성을 되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5. 교육과학기술부의 포괄적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고 되어 있다. 지도 및 감독 행위는 사후적이거나 선택적인 감독이 아닌,
법률로 정한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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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등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대학의 학
사, 인사, 재무등 전반에 관한 기준의 이행에 대해 교과부는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통상 대학의 자치란 학생을 나름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학생선발권), 교
육활동을 전개하며(학사운영권), 마지막으로 학위를 검증하여 배출(학위수
여권)하는 학사관리 전반에 있어서 자주적 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각 법률은 각종 제한 규정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정원령은 물론, 학생선발과 교수의 충원, 졸업사정에 이르기 까지 교
과부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대학 및 사
범대학의 경우 교사를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정원 책정은 물론, 교직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의 이수단위는 물론, 어느 경우에는 과목내용의 편성5)
에 까지 강제되고 있다.
최근들어 대학등록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한 점을 감
안하여 대학 등록금 인사의 가이드라인(인상율 및 관련 위원회 구성의무)
및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와

입학전형료 관련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학에게

요구되는 책무성이라고 본다.
즉, 현재의 관리․감독 체제하에서도 교과부 감사를 통한 대학 전체 및 문
제 학교에 대한 책무성 담보 시스템은 대학의 자율성을 잠식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교과부 인력으로 400여개6)
5) 교직교양 필수로 지정한 ‘교직실무’교과의 경우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
관리와 학생지도’등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 이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주
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6) 2011년 8월 교과부 보고 ‘한국의 고등교육 현황’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434

183

10

9

대학원대학
41

대학원 전문대학
1,126

147

기타
44

※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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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고등교육기관 모두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80% 이상 차
지하는 사립대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또한, 국립대학 등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는 각종 구조개혁 조치와 대학총
장 직선제 폐지 및 학장 직선제 금지 등은 국립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
부터 행해지는 통제이지만 대학 구성원의 공감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에서 대학의 자율성 신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대학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시스템이 고등교육 대중
화 시대(대학 진학율 80%이상)를 맞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
또한 동시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 헌법정신과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은 거론할 필
요도 없는 것이다. 이미 현 정부 역시 초․중등교육에 관한 ‘학교 자율화 정
책’을 발표(2008.4.15)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초중등교육에서 교과부의 포
괄적 장학․지도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 한다는 방침을 세워둔지 오래이
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정신과 대학교육의 대중화 시대라고 하는 ‘공
공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책무성 담보 및 지도․감독 체
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
는 조직이자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하여야할 대학이라면, 그 통제 역시 일
정부분은 자율통제 방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간 자율적이고 전문
적이며 중립적인 평가인정기구에 의한 ‘대학평가 인정제도’의 정착 역시 대
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재가 된다.
이점에서 지원금 및 구조조정을 유인책으로 한 관주도의 지금까지의 대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폐교는 학교수에서 제외됨.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대학원은 대학부설대학원으로
고등교육기관 학교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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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평가사업 및 구조조정 사업은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오히려 교과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거나, 긴급하고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대
학 현안에 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국가의 대학에 대한 감사 기준 및 범위와 대학의
국가를 향한 자율성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불비에서 온 것임을 강조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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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

송 기 창
(숙명여대)

Ⅰ. 대학등록금 문제의 경과
◦ 1988년까지만 해도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문교부장관이 기준을 제시하
고 그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결정하였으나, 1989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었고, 대학 등록금이 자
율화 된 이후 등록금 인상률과 책정과정은 학생운동의 표적이 되고
학원소요의 원인으로 등장하였음. 국공립대학은 2002년부터 등록금이
자율화됨.
◦ 2006학년도부터 등록금 투쟁이 대학별 투쟁방식에서 전국대학연대를
통한 공동투쟁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등록금 문제가 대학가의 전국적
인 이슈로 떠오르자, 이제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정치권에서 대학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정당
별로 대학 등록금 대책을 공약한 바 있으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음.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를
공약한 바 있음.
◦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맞춤형 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 확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공약하였음.1)
1) 한나라당의 등록금 관련 17대 대선공약은 ①산학협력 및 인턴제 강화로 근로장학금
을 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장학시스템을 구축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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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각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는 바, 18대 총선에서 제시된 대학등록
금 관련 주요공약으로는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확대, 일반 보증대
출제도를 저리대출로 전환,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물가상승과 연동,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한 대학 장학금 조성 등이 있음.2)
◦ 18대 총선을 겨냥하여 2008년 2월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
국네트워크’(등록금 네트워크)가 발족되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반값등록금 도입 촉구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MB정부는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맞춤형 국가장학제
도’라는 슬로건 아래 2010년 1학기부터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
하였고, 국회는 야당 주도로 2011년 1학기부터 등록금상한제를 시행

과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②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해 나가는 소득연계형 융자제도 도
입, ③대학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매해 대학별로 20억～40억원 한도)
로 기부문화 촉진 및 교내 장학금 대폭 확대, ④정부가 군복무, 사회봉사 등 적립기
준에 따라 각자의 평생학습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개인은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의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 평생학습계좌 도입 등임. 대
학재정지원 관련 공약으로는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평가해서
나눠주는 정책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연구비·장학금 지원과 포뮬러·블록펀딩방식으로
전환하여 관치 없는 대학 재정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것과, 대학 사업단위별 지원도
연구자 또는 연구자집단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연구비 출처(정부부처)나 연구자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에 상관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실력이 있는 연구자가 집중 지
원받을 수 있는 연구비 공개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있음. 한나라당(2007).
인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정책공약집.
2) 제18대 총선의 정당별 등록금 관련 공약
- 한나라당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확
대, 재학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유예, 재학기간 중 납부해야 할 등록금 산
출 제시
- 통합민주당 : 정부보증 무이자 및 저리 융자 확대, 학자금 대출제도 다양화, 대학등
록금 후불제 및 물가인상률과 연동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 민주노동당 : 150만원 등록금 실현, 등록금 국가책임후불제 도입, 소득분위별로 등
록금 차등부과제 적용
- 창조한국당 :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장기 무이자 대출제도(10년 거치 10년 상환의
등록금 후불제) 실시와 교육예산 대폭 확대를 통한 돈 걱정 없는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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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음.
◦ 2011년 1월 민주당이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 대학 반값
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서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의 이슈로 재부상하였고, 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에 당
선된 이후로 소득중하위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의 전액 또는 절반가
량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면서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2011년 6월 23일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함.
- 2012년에 1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되, 1조
5,000억원 중에서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 등록금)
을 10% 낮추는 데 쓰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
원과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등에 투입한다는 것임.
-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재정 투입규모를 늘려
나가고, 각 대학으로부터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000억
원을 거둬 등록금 부담률을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
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음.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앞서 대학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7월 1일 교과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여 9월 6
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고, 2011년 8월 감사원이 대학을
직접 감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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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500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름.

Ⅱ.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기존 저
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하여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0.75조원)과 연계하여 대학으로 하
여금 '12년 중 7,500억원 이상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을 유
도하기로 함.
◦ Ⅰ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
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재원이며, Ⅱ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
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임.
<표 1> 국가장학금 체계 정비방안
구분

규모

지원율

지원경로

기초생활수급자 : 450만원의
0.75조원 100%, 1분위 : 50%, 2분위 : 국가장학금 전체
30%, 3분위 : 20%
를 대학을 경유하
국가장학금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 여 학생에게 지원
0.75조원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학 여건별로 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분위 최저지원)

대학 자구노력

0.75조원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확충 등 자구노력
▪정부재정지원에 연계하여 자구노력 유도

주 : Ⅰ유형 지원율은 최저율로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율로 상향 조정 가능

◦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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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른 사
후 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한다는 것임.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
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
며, 1조5,000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을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에 사용함.

<표 2> Ⅰ유형 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율
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최저지원율

100%
(450만원)

50%
(225만원)

30%
(135만원)

20%
(90만원)

◦ 1조5,000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
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됨.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
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재원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하도록
하되,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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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결과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단위 : 만원)
4~7분위 8~10분위

평균 58만원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원

총 부담 완화

546

321

231

186

96

38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생활자
국가장학금 Ⅰ유형(0.75조원)

국가장학금 Ⅱ유형(0.75조원)

450만원

대학자구노력(0.5~0.75조원)

든든학자금 제도개선

0원

[그림 1]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도

◦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
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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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
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
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
로 전망함.
<표 4> 서울소재 사립 A대에 재학중인 대학생 인하 예시*
(단위 : 만원)
기초
생활자
'11년 계열별
등록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10분위

인문사회(765), 자연과학(901), 공학(965), 의학(1,251), 예체능(985)

국가장학금
Ⅰ유형

450

225

135

90

-

-

-

-

-

국가장학금
Ⅱ유형

90

90

67.5

45

90

67.5

45

45

-

대학 자구노력
인문사회

실제
부담
(인하
율)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등록금 5% 인하
186.8

411.8

524.3 591.8 636.8 659.3 681.8 681.8

726.8

75.6% 46.2% 31.5% 22.6% 16.8% 13.8% 10.9% 10.9%

5.0%

316.0

653.5 721.0 766.0 788.5 811.0 811.0

856.0

64.9% 40.0% 27.5% 20.0% 15.0% 12.5% 10.0% 10.0%

5.0%

376.8

916.8

541.0
601.8

714.3 781.8 826.8 849.3 871.8 871.8

61.0% 37.6% 26.0% 19.0% 14.3% 12.0% 9.7%
648.5

873.5
620.8

5.0%

986.0 1053.5 1098.5 1121.0 1143.5 1143.5 1188.5

48.2% 30.2% 21.2% 15.8% 12.2% 10.4% 8.6%
395.8

9.7%
8.6%

5.0%

733.3 800.8 845.8 868.3 890.8 890.8

935.8

59.8% 37.0% 25.6% 18.7% 14.1% 11.9% 9.6%

9.6%

5.0%

* 국가장학금 및 대학 자구노력으로 인한 추가 장학금 규모만을 산정하였으며, 기타 장
학금 및 학비지원은 계산에서 제외
** A대학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율(450만원 기준) : 1분위(20%), 2분위(15%), 3분위
(10%), 4분위(20%), 5분위(15%), 6분위(10%), 7분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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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쟁점
1.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기대효과
◦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물꼬를 튼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 소득계층별로 장학금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실
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됨.
◦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 그리고 대학의 구조개혁과 연계
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정적인 시각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됨.
◦ 등록금 동결에 그치지 않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명목상의 등
록금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됨.
◦ 소득분위별 학생구성비를 적용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대학장학금 규모 및 등록금 수입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표 5>와
같음.
- 9,112명이 재학하고 있는 사례 대학교는 2011년 등록금 수입액은
752.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 등록금을 5% 인하할 경우 등록금 수
입액은 714.7억원으로 37.6억원이 줄어들게 됨.
- Ⅰ유형 장학금으로 받게 될 57.6억원과 Ⅱ유형 장학금으로 받게 될
38.9억원은 모두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므로 대학 세입총액과
무관함.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대학이 의무적으로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지급해야 하는 교비장학금은 최소 71.5억원이므로 학생들
은 168억원의 장학금을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다른
교외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 지급비율은 23.5%가 됨.
- Ⅱ유형 장학금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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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재원이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으나, 대학 입
장에서는 인센티브재원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학의 자구노력을
학생들로부터 압박받게 하는 역인센티브 재원에 불과함.
<표 5> 소득분위별 학생구성비를 적용한 대학장학금 및 등록금 시뮬레이션 사례
(단위 : 만원)
재학생
구성

소득
분위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
(74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장학금
계

등록금 5%
Ⅰ유형
인하
장학금

교비
Ⅱ유형
장학금
장학금
10%

계

장학금
비율

%

인원

5,634명

1,958명

1,520명

9,112명

기초

5.3

483

220,965

93,397

80,560

394,922 375,176 217,350 43,470 37,518 298,338 79.5

1

5.3

483

220,965

93,397

80,560

394,922 375,176 108,675 43,470 37,518 189,663 50.6

2

13.6 1,239 567,006

239,659

206,720 1,013,385 962,716 167,265 83,633 96,272 347,170 36.1

3

10.1 920

421,085

177,982

153,520 752,587 714,958

4

9.0

820

375,224

158,598

136,800 670,622 637,091

-

73,800 63,709 137,509 21.6

5

7.3

665

304,349

128,641

110,960 543,950 516,753

-

44,888 51,675 96,563

18.7

6

6.4

583

266,826

112,781

97,280

476,887 453,043

-

26,235 45,304 71,539

15.8

7

7.8

711

325,194

137,452

118,560 581,206 552,146

-

31,995 55,215 87,210

15.8

8

8.3

756

346,040

146,263

126,160 618,463 587,540

-

-

58,754 58,754

10.0

9

11.6 1,057 483,623

204,415

176,320 864,358 821,140

-

-

82,114 82,114

10.0

10

5.5

501

229,304

96,921

83,600

409,825 389,334

-

-

38,933 38,933

10.0

기타

9.8

894

480,578

172,696

148,960 802,234 762,122

-

-

76,212 76,212

10.0

계

100 9,112 4,173,328 1,763,964 1,521,520 7,523,361 7,147,195 576,090 388,891 714,720 1,679,701 23.5

82,800 41,400 71,496 195,696 27.4

2.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쟁점
◦ 국가장학금 체계의 문제 : 모든 장학금을 가계소득을 기준(Need-based)
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며, 우수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Merit-based),
성별, 인종, 종교, 가족, 출신배경 등 학생의 특정 요인에 따라 주어
지는 특정 학생 장학금(Student-specific), 특정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특정 분야 장학금(Career-specific)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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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장학금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이원화 한 것은 국가의 고등교육인
력 양성전략 부재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존의 우수학생 장학금(이공계 대통령 장학생 85억원, 이공계･인문
사회계 국가 장학생 913억원, 이공계 국가 연구장학생 1억원, 전문
대학우수학생 96억원)은 유지된다고 하나, 소득기준의 장학금에 비
해 매우 규모가 작아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수 고등교육인력을 양성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근로장학사업 예산 810억원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교육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무상장학금과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었음.
- 든든학자금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추후 과제로 미루었지만, 든든학자
금과 국가장학금은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다면, 이번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무상장학금을 늘리기보다 학자금 융자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일정 부분 본인이 대학교육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무상장학금을 늘리기보
다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 융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교육적일 수 있음.
◦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시각의 문제 : 정부가 사립대학을 보는 시각
과 대학재정을 보는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정책임.
- 대학은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인가되고 정부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아온 기관이므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등록금 문제가 초래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
- 사립대학이 없었다면 정부가 국립대학을 세워 국민들의 대학교육수
요를 충족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교육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서 사립대학
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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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서는 사립대학을 규제의 대상으로 상정
하고 있으며, 지원할 대상은 학생이지 대학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
히 함.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냄. 오히려 사립대학을 압박하
면 자구노력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가 가
능하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
◦ 등록금 문제의 책임 소재 문제 : 등록금 문제의 책임을 대학에 모두
전가한 후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불완전한 정책으로
평가됨.
- 등록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를 대학으로 전제하고 등록금 부
담완화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나,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
인을 제공한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정부임.
- 정부는 고등교육수요를 사립대학을 통해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왔
으며, 사립대학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낮은 설립기준을 적용해왔
고, 고등교육비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설립자부담원칙을 적
용해왔으며, 각종 평가와 재정지원 지표에 재정투입요소를 다수 포
함시킴으로써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유도하고 등록금의존도를 높이
는 역할을 해왔음.
-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이라 볼 수 있는 경상비
지원방안이 누락됨으로써 임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 등록금
동결을 계속할 경우 대학의 명목예산규모는 고정되나 물가상승에 따
라 실질 예산규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이 몇 년
간 버틸지가 관건이 될 것임.
-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2012년에만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
기적·대증요법적 대책으로 평가되며, 2013년 이후에는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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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대학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한계 : 등록금 문제의 표면적인 양상은 두
가지로, 하나는 등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준
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매년 물
가가 인상됨에 따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등록금 절대수준을 낮추기 위한 대책에 집중되어 있으
며,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 등록금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대책은 빠져
있음.
- 이번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등록금 문제의 당
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함.
- 학생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실은 수용하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
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하고 오히려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를 요구하였고,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에 추가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모순을 드러냄.
-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는 등록금 투쟁을 하는 학생운동권과 시민단체
의 관심일 수 있으나, 적어도 국가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
과부의 정책이라면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고려가 균형있게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임.
◦ 예상되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부작용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
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서 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
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집중한 나머지 등록금을 왜 인상하는지, 등
록금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생략하고 있음.
-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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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지 대학재정지원 기준이 정량지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량
지표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대학구조조정대학을 선정하면
서 다시 정량지표 위주로 대학을 선정하는 모순을 반복함. 결국 대
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량지표를 기준에 맞춰야 하며, 정량지
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왜곡이 생길 수 있음.
-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장학금지급률과 교육비환원율을 높이
고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바, 전임교원 인건비 수준을
낮춰 질 낮은 교원을 확보할 가능성 내지 전임교원의 임용의 안정성
을 해칠 우려가 있음(정년과정 전임교원 대신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을 늘릴 가능성). 장학금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에게 지원되던
각종 복지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을 압박하면 일시적으로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그럴 경우 대학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
당국이 간과하고 있음.
-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교육비 투자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
바 이러한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등록
금 인하를 강제하면 결국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정치적 접근 :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지
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음.
- Ⅱ유형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시뮬레이션 자료는 5% 인하를 상정하고 있어서 교과
부의 의도가 5% 등록금 인하에 있음을 드러냄.
-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
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전달자에 불과한 대학에 대하여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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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위 이하 학생들이 Ⅱ유형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구노력, 즉 등록금을 기본적으로 동결한 후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바, 여기에는 학생의 힘을 빌려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
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내재되어 있음. 만약 대학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 7분위 이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학
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
◦ 대학을 경유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세입에 이중 계산되는 문제를
초래됨.
- 국고보조금을 대학에 지원하면, 대학은 교비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며, 이어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에 등록금
을 납부하면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수입이 세입에 계상되므로 내부
거래로 인하여 교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부풀려지는 결과가 됨.
- 학생들에게 지원할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학을
통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사회복지적 성격
의 재원)을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둔갑시키고 있음. 국고보조
금은 늘어나지만 대학의 세입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
◦ 대학의 자구노력과 장학금 연계에 따른 위헌 가능성 : 대학의 자구노
력여하에 따라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면 똑같은 소득계층의 학생이라도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 국가
로부터의 장학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위헌소지가 있음.

Ⅲ.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보완 과제
◦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을 하지 않는 한 현행 장학금 지원으로는 대학재정의 근본적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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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되지 못하고 임시처방적인 정책에 불과함.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경상비 지원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고등
교육재원 규모를 법제화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
는 재원규모를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목적을 지정하지 않
고 일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의 하나임.
- 경상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고지원과 등록금 인하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임. 사업비 지원은 특정 사업에만 지출해야 하
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더라도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음. 현행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이 특정 사업으로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국고보조 수혜여부를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임.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교내장학금 의무
지급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치시키거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상한선을 두지 않
고 있는 반면(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3)), 국립대학은
등록금 수입 규모의 10%～30%를 교비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상한선
과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4)).
- 교비장학금 의무지급 규정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도입되었으
3)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
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공립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
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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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졸업정원제 도입 시기에는 20% 이상으로 지급비율을 올린 적도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기이며, 등록금 부담
을 완화해야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무지급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고지원 장학금을 점
진적으로 확대하여 교비장학금 의무지급 비율 10%를 폐지한다면 최
대 11%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음.
- 국립대학의 교비장학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등
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은 교비장학금의 증가로 국가의 부담
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볼 수 있음. 상한선을 두지 않으
면 다다익선으로 교비장학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사립대학의 교비장학금은 국가 부담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립대학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여 상한선을 두지 않았으나, 사립대학의 교비장
학금은 교비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동료재학생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사립대학이 교비장학금을 늘리면 학생등록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비장학금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바, 학생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교비장학금 지급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국립대학과 달리 10% 이내로 설정하고, 하한선은 두지 않
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등록금을 동결 내지 인하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하여 기성회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
음. 기성회비를 폐지할 경우 국립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억제될 것임.
- 등록금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을 그대로 두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유형을 이원화하여 보조형 사립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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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대학으로 구분하고, 보조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
학에 준하는 경상비를 지원하되 등록금 인상을 포함하여 대학입시정
책 등 정부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5) 자율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경
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연구비와 재정지원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
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여 경상비재
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에서 교지 및 교사확보
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률과 같이 예산규모를 늘
려야 충족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임.
-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늘리는 정책보다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더
실효성이 큼.
◦ 국가장학금을 대학에 지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세입이 부풀려지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자구노력은 대학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장학
금을 둘러싸고 대학과 학생간에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아
야 함.
-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학생이기 때문에 재원의 성격에 맞게 학생에
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5) 현행 사립대학 등록금을 동결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잡고, 기준재
정수요액과의 차액을 경상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당분간 국립대학과
보조형 사립대학의 등록금 차이는 있으나, 학생당 교육비는 동일하도록 맞추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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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 모
(교육과학기술부)

Ⅰ. 교육비 지출과 정부지원 현황
□ ’10년 교과부 재정지출규모는 45.1조원으로서, 정부 총재정지출의
15.4% 수준
○ OECD 회원국은 총 정부지출의 12.9%(’08년 기준)를 교육부문에 투
자 (체코･일본･이탈리아 : 10%이하, 멕시코 : 20%이상)
(조원, %)
교과부 총지출(A+B)
(정부총지출 대비)
A. 예산 총지출
교육교부금
B. 기금 총지출

’06

’07

’08

’09(추경)

’10

35.3
(15.7)
31.9
24.6
3.4

37.8
(15.9)
34.0
26.2
3.8

43.1
(16.8)
39.0
30.6
4.1

43.1
(14.3)
39.1
30.4
3.7

45.1
(15.4)
40.9
32.3
4.1

* ’06~’08 : 교육부와 과기부 수치의 합계, ’09~’10 : 교과부

□ 국별 비교를 위해 OECD에서 집계･분석하는 우리나라의 “총 정부부담
공교육비*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규모는 38.2조
원(’06년 기준)**이며,
*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중앙･지방)지출, 교육을 위한 가계
지출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포함
** 평균적으로 GDP와 비슷한 속도(’06∼’09년 기간 중 15.5%)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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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감안할 때, ’09년 58.9조원 수준으로 추정
① GDP 대비 공교육비(정부+민간) 비율(’08년 7.6%)은 OECD에서 두번
째(아이슬란드 7.9%, 미국 7.2%)로 높은 수준
- GDP 대비 2%에 달하는 사교육 비중까지 합하면,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교육투자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가중평균한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
비의 절대수준은 하위권($6,811, OECD 전체 $8,857의 77% 수준)
⇒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이 국민소득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
며, 절대수준이 낮은 것은 국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원인
② GDP 대비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지출(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은 4.5%수준으로 회원국 중 20번째로, 낮은 편이나
- 정부총지출 대비로는 다른 국가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15.0%, 7위)
⇒ 이는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작다는 데 원인
⇒ 교육부문 지출확대는 전체 정부지출 규모 확대 또는 증세 등으로
귀결
③ 학교단계별 정부의 교육지출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비중이 큰 반면,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초･중등교육에 대한 높은 정부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포괄적 지원(내국세의 20.27%+교육세 전액)에 힘입은 바 큼
⇒ 대학입시와 그 전단계까지의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높은 정부투
자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여력을 줄이는 결과 초래
④ 초･중등교육의 가계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큰 편*인 동시에,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가계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06년 기준 가계부담 비중 20.6%(미국 22.4%, 프랑스 4.5%, 덴마
크 18.6%)
** ’06년 기준 가계부담 비중 52.8% 수준(미국 36.3%,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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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덴마크 3.6%)
⇒ 이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사립대학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달리 현저하게 높은 모습
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고교 졸업생 기준)은 OECD 최고 수준
* (’08) 82.1% → (’09) 83.8% → (’10) 79.0%
- 다만, OECD기준 대학입학률(enrollment rate)은 71%*로 OECD
최고 수준은 아님
※ 대학진학률은 고교졸업자 기준이며, 대학입학률은 입학대상연령
(18세) 기준임
* ’08년 기준 대학입학률 : OECD평균(56%), 미국(64%), 호주(87%)
⇒ 대학진학률 상승은 문민정부 시절 대학설립규제 완화(’97.7월, 대학
설립준칙주의 도입)로 인한 대학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음
⇒ 고3학생의 졸업후 대학진학이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
◇ 문제 진단 및 과제 ◇
□ 문제의 본질 :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교육투자 구조
⇨ 초･중등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교육비의 가계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높
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과제) ▪가계의 부담을 대체할 재원 조달 수단은 있는가?(지자체, 민간
기업 등)
▪EBS 강좌,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
한가?
▪대학입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
⇨ 규제완화에 따라 대학 수가 급증하고, 지나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에 투입할 재정여력은 크지 않음
(과제) ▪대학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등록비 인하 지원 등 경상비 보조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대학과정의 내실화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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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 대학의 기능이 일반적인 사회 교양인 양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 양성 기능은 크게 취약
(과제) ▪대학진학률을 낮출 수 있는가?(의식변화 등)
▪대학진학률을 낮출 수 있는 매력적인 중등교육기관(마이스터
고 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석･박사 등 고급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대학의 경우, 지나치게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율성 확대 등 다소 상충된 요구가 상존
(과제)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사립대학의 국･공립화
포함)
▪아니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 받을
것인가?

Ⅱ. 교육재정개혁의 필요성:“저비용 고효율”구조화
□ (교육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교육비 수요와 재정수입간 구조적 격차
지속
○ 높은 교육열에 따라 교육인구와 교육비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 지속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국고), 지자체(교육교부금, 전입금 등)
와 민간(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부담 등)간의 갈등이 상존
⇒ 교육재정 수요는 상당기간 계속 증대할 전망이나, 타 부문과 비교할
때 재정외의 민간참여 유인이 취약한 점 등 수입구조상 제약
□ (교육재정의 특성) 초･중등-고등교육 단계별로 이원화된 재정구조
○ 초･중등 재정은 교부금 방식에 의해 충당되어 수입은 안정적인 반면,
지방교육당국의 책임성과 지출효율화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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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재정은 민간과 사학의 부담이 큰 상황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상당부분 공감하나, 지원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에는 차이
* (재정당국) ･초･중등교육 사업의 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한 여유재
원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재정확충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조건으로 재정지원 확대
(국회 등) ･추가적인 교부금방식에 의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 (재정개혁의 필요성) 교육개혁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구조
와 규모를 확보하되, 책임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담보되도록 개선
○ 인구변화, 사회기조 등을 고려하여 교육재정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공감대 확산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노력
○ 교육 재정지원의 전제조건, 원칙 및 중점지원분야와 방식 등 수립
○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주요 교육개혁과제의 정책방향 점검
* 교육교부금(특교 포함), ICL제도(이자부담 및 상환문제 등) 및 대
학등록금, 교원임금정책, 대학(원) 재정지원 확충, 대학구조개혁
및 대체재원확충 규제완화, 대학입시 및 대체진로 강화, 사교육비
절감 등

Ⅲ.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쟁점
1. 논의동향
□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국회 등을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 확대논의가 지속
○ 특히, OECD수준과 비교하여 재정지원의 대폭 확대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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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대비 고등교육재정 공공부담률 : 한국 0.6%, OECD평균 1%
○ ’09.11월 한나라당(임해규), 민주당(김우남)에서 각각 유사한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을 발의
- 등록금인상요인 축소에 목적을 두고, 대학의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
는 교부금*의 신설이 주된 내용
* 내국세의 8%수준에 달하는 10∼11조원(’10년기준)으로 교과부 고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총액(’10년 5.9조원)대비 5조원의 추가재원 필요
□ ICL 법안 국회의결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일부내용도 개정(’10.1.18)
○ 등록금인상률을 3년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의 1.5배 이내로 규제
○ 고등교육 재정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2년마다 국
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보다 강한 규
제* 도입 주장
* 등록금 절대액수 상한제,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 인상 억제, 교과부
산하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 등록금 부담과 관련하여 대학지원의 필요성 요구는 계속될 전망
○ 대학생 일부와 야당측에서는 “반값등록금”의 조기 실현을 계속 주장
○ 대학재정지원시 대학에 대한 통제 등 책무성 강화에 따른 대학 자율
성 침해 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우려
○ 든든학자금(ICL) 이용률 저조에 따른 금리부담 축소 등 제도개선 요
구 강하게 제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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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대학재정의 주요 문제점
◇ OECD 국가비교 시 영세한 재정규모의 문제와 함께 대학규모 간 재정
격차, 등록금･국고보조금 위주의 수입, 이월금 과다 등 수입･지출 및
집행상 문제 상존
○ 특히, 국립대학 회계제도 미비, 사립대학의 낮은 재정확충 문제도 심각
□ (재정규모의 영세성)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비($8,920)는 OECD 평균($12,907)의 69% 수준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 비교>
(단위 : US$)
구 분

OECD평균

한국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12,907

8,920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27,010 15,463 14,201 13,823 12,773

* 자료 : OECD, Education at Glance, 2010 (통계는 2007년 기준)

○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투자비율에서도, 우리는 0.6%로 OECD 평
균인 1.0%에 미달
⇒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09년 기준 GDP 대비 1%(10조 6,306억원)
확충을 위해서는 ’09년 실제 투자 6조 8,076억원보다 3조 8,230
억원의 추가 투자 필요
□ (대학 간 재정 격차) 대학 간 재정규모 및 구성항목 비율 격차가 존재
하며 특히, 재정규모*가 작은 대학･전문대학의 재정구조가 취약함
* 재정규모 상위 / 하위 50개 대학의 평균 대학별 재정규모(’09) :
2,234억원 / 26억원
⇒ 재정규모 상위그룹의 경우 등록금 인상 흡수 여력이 클 것으로 판단
되며, 하위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경영 내실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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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의 편중) 국립대는 기성회비 및 국고보조금 수입에, 사립대
학은 등록금 수입에 재정수입이 편중*되어 있음
* 다만, 사립대의 경우에도 R&D 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의존율
감소 추세(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기준: ’05년 57.3% → ’09년
52%)
⇒ 대학 스스로의 기부금･민간 R&D 자금 유치 확대 등 자체 수입 확대
노력은 부족
□ (재정지출의 효율성 문제) 연구학생경비 투자 증가 등은 긍정적인 측면
⇒ 그러나, 차기이월자금의 지속적인 증가*, 일부 대학에서 큰 폭의 등
록금 예･결산 차이 발생** 등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문제 상존
* 자금지출 대비 차기이월자금 비율 상위권 대학(’09) : 중부대 42.5%,
총신대 36.8%
** 등록금 수입 예･결산 차 비율 상위권 대학(’09) : 건동대 60%, 성
민대 40%
□ (국립대학 회계의 후진성)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회계 운영으로 전체
적인 재정상태 및 자금 흐름 파악에 애로*
* 기성회회계에서 업무추진비, 급여보조성 경비 지출 등이 이루어져
회계 운용 왜곡요인으로 작용
** 사립대('87년), 국가(’09년), 초･중･고(’10년)에 도입된 복식부기도
도입되지 않음
⇒ 자금흐름 파악과 집행의 책무성 확보,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과 그 용
도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틀로서 조속한 개선 필요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되, 그 이전에라도
감독권에 근거한 제도 개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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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미미한 재정확충 노력) 등록금과 국가 R&D 지원 등에 크
게 의존하고, 기부금･민간 R&D 투자 유치 등 자체 노력은 크지 않은
실정
○ 사립대학 자금수입 중 기부금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기업의 대학
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
* (’00) 2.44% → (’04) 2.00% → (’08) 1.76%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48.9%*에 불과하고, 수익사업
이 부동산 임대업, 출판업, 장례업 등에 한정
* ’09년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17조 419억원, 보유액 8조 3,298억원
** ’09년 수익용기본재산 법정수익률 기준(3.5%) 미충족 법인이 224
개(74.2%)에 이르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중 80% 이상을 운영
경비에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도 188개(62.3%)에 달함
○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 허용에도 불구, 전문성 부족으로 적립금 운
용수익 미미
* ’09년 기준 4년제 대학 누적적립금 9조 2,066억원(교비회계 대비
46%) 중 예금비율 92.8%, 증권투자 비율 7.0%(6,469억원)이며, 6
개 대학에서 84억원 유가증권 투자 손실
○ 교비회계 중 전임･비전임 교원 급여 미구분, 산학협력단회계 중 간접
비 관련 과목 미미 등 일부 재정집행의 투명성 부족

3. 대학재정 개혁의 방향과 원칙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혁
□ (대학재정 개혁의 목표) “잘 가르치는 대학”,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
는 대학” 등 각 대학별 특성화에 맞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학생･학부모, 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 설립목적
이행과 설립요건 충족에 부족함이 없는 학교로 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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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재정 개혁의 전제조건) 대학재정 개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등
록금 안정과 부실대학 구조개혁 문제의 해결방안을 동시에 강구
○ 경영컨설팅 등의 활용을 통해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
학 스스로의 노력을 적극 독려
○ 등록금 안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제도 활용과 재정지원사업과
의 연계강화를 통해 강력 유도
○ 국가장학제도 체제 정비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병행
○ 대학의 구조개혁은 합병･연합 등 양적 구조조정에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질적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되,
- 퇴출 전단계에서 부실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절차적 기
준과 내용의 정비를 적극 추진
- 경영개선에 실패한 대학이 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퇴출로 자연스
럽게 이어지는 체계 구축
□ (정부재정지원 방향) ’10.1월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과 함께 마련된 “고
등교육 재정 확충”을 실행하기 위한 action plan과 재원대책 마련
○ 고등교육재정은 수월성(Excellence) 기준으로 대학과 사업위주 지원
○ 초중등교육(지방교부금)과 고등교육(국고)의 균형적인 재원 확보
○ 기부금 등 재정외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 소요재원에 대한 사회차원의 분담구조를 모색
○ 재정지원 사업은 “개인-사업단-기관단위*” 지원의 균형을 도모하되,
각 대학들이 특성화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
* 개인단위지원 : 글로벌 Ph.D 펠로우쉽 등 → 현재보다 강화 사업
단단위지원 : BK, WCU, HK 등 → 전공단위로 통합 필요성, 자
율성 확대 기관단위지원 : 대학역량강화, ACE 사업 등 → 지원
확대, 특성화 요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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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쟁점별 검토사항
가. 고등교육재정지원의 규모와 방식
□ (지원규모의 적정성) OECD 평균수준*(국제비교) 또는 초･중등 교육지
원 대비 수준(국내비교) 또는 절대지원액 추계
* GDP대비 정부고등교육지원, 공공지출내 고등교육지원 비율 등
○ 미래 인구변화와 고졸･대입학생 수 전망에 근거한 규모 검토
□ (재원조달) 고등교육교부금제도(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 또는 매년 예
산 반영 등의 방식 비교
□ (지원방식) 포뮬러 방식에 의한 지원 또는 수월성(excellence) 심사에
의한 지원 비교 및 적용여부 검토
□ (부실대학･부실우려대학 재정지원 배제) 개인차원의 학생지원을 제외
한 재정지원 중단
○ 타부처의 재정지원도 연계하여 중단 추진*
* ’11.9.6일 교과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3교)” 발표
□ (정부 타부처와 지자체의 지원) 정부부처 중복지원 문제 해소 방안 마
련과 지자체의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책임 범위 검토
□ (개인/사업팀/대학지원) 재정지원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검토
나. 국가장학제도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 (지원원칙) 정부･대학간 고통분담(Burden sharing) 원칙의 적용
○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자구노력의 적정수준과 이행 유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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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지원 여부) 한나라당은 3년 사업(’12~’14)으로 발표
○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정부의 중장기 사업계획 확정을 검토
□ (향후 사업 개편 방향) 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 Ⅰ유형 확대 및 든든
학자금(ICL)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학생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마련
다. 대학 재정･회계 선진화
□ 국립대학
○ (재정･회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으로 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 (자원관리)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금흐름 및 자원관리 효율화
도모
*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 (기성회회계) 과목 보완*, 복식부기 도입, 급여보조성 경비 인상 억제
* 교육지원비, 경상보조비 등 일부과목 폐지
□ 사립대학
○ (재정･회계)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 분리 운영 정착(’10.12월)
○ (정보공시) 교직원 보수현황 정보공시항목 포함* 등 인건비 운용 투
명성 제고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1인당 보수, 정규직 직원 및 계약직 직원 1
인당 보수
라. 적립금 및 이월금 관리 강화
□ 사립대학 적립금 투명성 강화와 효율화 노력
○ 교비회계 구분, 등록금 재원 적립 불허 등 적립금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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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분리*
*「사학기관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개정(’09.12.22)
▸ 등록금 재원으로 건물 감가상각비 부분 외의 적립 불허*
* 사립학교법 개정(’11.7.25) 개정
▸ 교비회계를 활용한 법정전입금 부담 교과부 장관 승인*
*「사학연금법(’11.5.19)」및「국민건강보험법(’11.5.19)」개정
□ 적립금 및 차기이월자금 정보공시 강화
○ 적립금 및 차기이월자금 상세내역 부속명세서를 고등교육기관 공시
대상정보에 포함
○ 본예산 및 최종 추경예산 대비 결산 내역 비교 공시
○ 교육비 환원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공시정보대상 포함
* 당해연도 학생 비수혜 항목 제거, 전출금 등 학교외부유출자금의 교
육비 포함 배제 등
○ 적립금 및 이월금 과다 발생 대학 제재 방안 마련
▸ 이월금 상한 권고기준 설정 및 지도･감독 강화*
* 자금수입･지출규모의 5% 이내로 권고하고, 2년 연속 초과시 예･결산
실태조사 실시
▸ 적립금 및 이월금 과다 발생 대학에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액 축소
검토
마. 대학재원 다변화
□ (기부 활성화) 대학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기부환경 조성 지원
○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 세제지원 신설,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등 검토
○ 기부신탁제도, 공익신탁제도 등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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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운용)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풀*’ 조성･운용 검토
○ 투자풀(통합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 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고 리스크
를 경감하여 적립금 운용수익 확대
* 각 대학의 적립금을 모아 통합펀드를 조성하고, 사학진흥재단이 재
투자 시스템 구축 운영
※ 하버드대학 : 자산전문가조직(HMC)을 운용하여 ’09년 기준 10년간
8.9%의 운용 수익
□ (산학협력) 산학협력 활성화로 민간기업 R&D 대학 투자 확대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의 역할 제고
○ 대학 연구성과의 기업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 확대
○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 현물출자의무한도완화, 자체영리행위허용 등(‘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원 발의)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다양화로 활용성 제고
○ 비교육용 유휴재산의 용도변경, 개발 및 처분을 통해 수익 증대 도모
※ 건국대학교 사례 : 수익용 토지 개발사업(스타시티 사업)을 통해 수
익 증대 도모, 전입금 확대 (부동산 자산가치 11,394억원, 연간 임
대수익금 267억원, 연평균 전입금 283억원)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개발 등에 사학진흥기금 사용 허가*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 중
바. 대학경영 합리화
□ (국립대학) 실질적 학과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합병, 연합
방식의 구조개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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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통한 체질 개선 유도
○ 부실대학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 법적 근거 마련*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 등을 통해 부실단계별, 이해여부에 따라
단계적 경영정상화･퇴출진행 등 객관적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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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경모 정책기획관의 토론 의견
1) 전반적으로 고기획관님의 발표에 교육관련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이해
가 높아졌음. 특히 GDP 대비 공교육비(정부+민간) 비율(’08년 7.6%)은
OECD에서 두번째(아이슬란드 7.9%, 미국 7.2%)로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지출(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5%
수준으로 회원국 중 20번째로 낮은 편이나 정부총지출 대비로는 다른
국가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15.0%, 7위) 이지만, 학교단계별 정부의 교
육지출을 보면, 초･중등교육의 비중이 큰 반면,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오늘날의 논란이라는
점을 새삼 느꼈음.
2) 고기획관님의 보고서에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투자 구조의 근거로 여러
사례를 들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담의 가중, 정부의 대학 투입 재정여력
의 곤란,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 양성 기능 취약, 정부의 지원 확대와
자율성 확대의 상충은 보는 시각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큰 관계
가 없을 수 있음. 이런 문제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지 대학의 문제라
고 보기는 어려움. 만약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현재의 교육비 투입이 향
후의 경제 수입을 향상시키기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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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가능성이 높음. 과거 2004년 OECD(Education at a Glance)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률은 12.2%로
추정되고 있음.

헷지펀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선진국 주식시장의 수

익률은 평균적으로 8%내외이고 심지어 사회적 수익률은 14.2%로 나오
고 있는 있음. 오히려 현재의 고등교육은 저비용 고효율로 보는 것이
더 맞으며, 투자의 한계 생산성 체감현상을 고려해 볼 때, 더 많은 비용
을 투입하여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됨.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화야말로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는 고등교육 결과의 힘이라고 생
각함.
3) 현재의 대학 재정 규모는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결과가 엉뚱한 방
향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 현재의 고등교육법상 과거 3개년
소비자 물가지수의 1.5배까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밀
한 분석을 통하지 않은 자의적인 룰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상황에서 대
학은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급인력 양성은 요원하고, 일반적인
교양인을 양성하는 수준을 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대학은 각
종 규제로 인하여 투자에 망설이게 되고, 대학생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외부 사설기관에서의 학습을 이끌어 내어 총교육비(대학등록금 + 사교
육비)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됨. 그로 인하여 본 보고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공공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대학에서는 단순히
교양교육을 받고, 각종 전문성은 사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루어 내거나
아니면 취업 이후에 기업에서 고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국가경제 차원에
서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듬.
4) 대학 재정 회계의 선진화에 대해 필요함은 공감함. 하지만 문제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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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대적으로 충분치 않은데 재정 및 회계의 선진화는 제한적인 효과
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됨. 적립금 및 이월금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와
대학간에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음. 대학 예산이 계획되는 시점과 실
제 예산 계획을 확정짓는 순간과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예를 들어 국
고 지원금도 예산 계획 수립에서 6개월 이상 되어야 그 규모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또한 예산 계획은 크게 결산은 작게 라는 비판이 많은데
그 차이가 최근 대학들의 경영혁신활동의 결과임도 무시할 수 없음.
5) 대학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기부환경 조성 지원, 사립대학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캠퍼스내외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다가구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 등 정책은 긍정적임.
6) 향후 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서 대학 지배체제에 관한 논란도 있을
거라 예상함. 참고로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국, 공립 중심의 대학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지만(대학생 수 기준으로 국, 공립대 학생이 85%
이상) 학교 운영에 대해 자금의 차입과 수업료 결정에 대한 부분만 제
외하고 상당부분 자율성을 누리고 있음.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
통제 및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2. 송기창교수의 토론 의견
1) 전반적으로 송교수님의 의견에 동조함. 특히 정부의 사립대학 및 대학재
정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 대한 문제, 정부의 단기적이고 책임 전가
형 정책의 문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한계, 등록금 부담 완
화 방안의 부작용으로서 사립대학에서 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
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의견 등에 전적으로 동감함. 특히 그간 팽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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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요를 전담해왔고,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묵묵히 그 역할을 다
해왔던 대학을 문제가 많은 규제 및 개선 대상으로 상정한 점 등에 공
감함.
2) 대학 등록금 완화 문제와 대학 재정 문제 해결은 대학의 상황을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바라
보는 대학의 교육은 최소한 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교육 인프라를 가져
야 하는데 많은 경우 오히려 대학 시설이 고등학교보다 못한 경우 다
수, 높은 교육 원가 및 졸업 후 취업 등 기왕이면 교육 원가도 낮추고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입시 정책으로 교육보다는 선발에 역점을
두는 정책 존재, 제한된 정부 예산 때문에 정부 보조금 및 각종 연구비
등 대학간 수주 경쟁 과열로 인프라 압박, 대학 평가 준비 등 많은 비
용 지출,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등 대학에 재정 지원 사각지대 존재
등 불균형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가 대학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음.
3)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운영예산 대부분은 등록금(71%),

법인전입금

(9.2%), 기부금(9.7%), 국고보조금(3.7%)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되
어 등록금 의존율이 상당이 높음. 만약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실제 물가
상승률 만큼의 수입이 법인전입금, 기부금 또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추
가되어야 전년도 수준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음. 한편 대학에서 지출되
는 비용을 보면 크게 인건비, 연구비, 장학금, 학생지원비, 고정자산매
입지출비, 운영경비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실제 물가상승률과 모든
항목이 연계되어 동반 상승할 수 있음. 등록금 동결은 인건비, 장학금,
학생지원비와 연결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연구비, 고정
자산매입지출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감축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교육
및 연구 기반 투자가 없어지고,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실험실습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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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생겨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4) 현재 정부는 대학 재정 문제를 대학의 방만한 지출 및 법인의 역할 부
재 등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고 나타난 현상을 제한적으로 접
근하기 보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
함. 우려되는 점은 적립금이 많은 일부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사립대학이 인건비 등을 거의 3년째 동결하고 있고, 경영 혁신 등
노력을 하여 거의 재정 운영이 edge에 와 있음.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라도 대학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재원이
경상비 지원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함.
5) 실제 우려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최근 대학에 기부금이 줄고 있다는
점임. 사립대학 법인의 역할이 적극적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부금
마저 줄고 있다는 것은 사립 대학 재정의 미래가 없다는 점임. 법적인
제도 장치를 통해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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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지원의 쟁점”에 관한 토론

고 장 완
(성균관대학교)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등록금과 이와 관련
되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송기창 교수
님의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와 고경모 정
책기획관님의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발표라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대학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지원
에 관하여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관련 내용의 경과사항, 그리고 관련 쟁점
과 이에 대한 비판 또는 검토사항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특히 송기창
교수께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쟁점으로 국가장학금체계의 문제,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시각의 문제, 등록금 문제의 책임소제 문제, 등록
금 부담완화 방안의 한계, 예상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의 부작용, 등록
금 부담완화 방안의 정치적 접근, 그리고 대학의 자구노력과 장학금 연계
에 따른 위헌가능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많은 부
분에 동감을 하면서 이 쟁점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근본적인 것들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가 고등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부
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고경모 정책기획관께서 논의하셨듯
이 정부의 고등교육비 지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 지출비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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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로 사립
대학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옳은 지적이나 그 원인은 송기창 교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 정부가
고등교육의 수요를 사립대학을 통해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한 까닭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대학교육부터 얻어지는 효과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육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거나
대학교육으로부터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이 국가라는 입장을 가진다면 국가
가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에 대한 책임
은 개인에게 있고 대학교육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 주로 얻는다면
개인이 주로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논의는 다른
쟁점들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한계, 그리고 고경모 정책기획관
께서 문제로 지적한 대학의 ‘정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율성 확대 등 다소
상충된 요구가 상존’ 한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교육비
주체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학생이
교육비를 주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논리도 함께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합리적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논의는 근
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학의 자율성과도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두 분 모두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고등교육비 지원이 재정지원사업별 사업비 형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상비지원 형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배분
방식도 기본여건이 되는 모든 대학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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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경우 특정사업에 대하여 대학이 사업신청
을 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평가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재
정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는 재정지원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각종 성과지표나 대학구조조정과 연
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대학통제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
로 따라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은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세
부적인 부분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을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하고 있는데 부실대학에
대한 압박은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지 학생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미국 등 선진국을 보면 일정기준을 정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대학들 또는 해당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후
이러한 지원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들어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는 대학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과 정부가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
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가하고 있
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학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여 대학을 통제할 수 있
는 다양한 펑가방법을 수립⋅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율성과 책무성 논의에 있어서 그 기본 원칙은 “절차적 자율성과 결
과에 대한 책무성 확보”라는 것입니다. 즉 대학은 대학운영에 대한 자율성
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 즉 정부에서 주어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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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립대학들이 자율성을 남용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서 그 폐해를 없애도록 하여야 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율성
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설정된 성과지표 달성에 대하여
대학들이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따라 대학들을 평가하여야 하며 어떻
게 달성하는지는 대학에 일임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조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성과
지표와 평가준거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학이 짊어지어
야할 책무성은 정부에 대한 책무성이 아니라 사회와 공공에 대한 책무성입
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성과지표가 과연 사회와 공공을 위해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정부의 정책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정되지는 않
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학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
정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대학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입니다. 이는 대학운영에 대한 세세한 간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재
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율성과 책무성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서로의 책임전가보다
는 신뢰성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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