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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계절의 여왕 5월을 며칠 앞두고 각종 봄꽃들이 만개한 좋은 날입니다. 2012학년도 전
학기 학사과정도 어느덧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업무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귀한 시
간 내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총장님, 대학관계자, 교육학계 전문가, 한국교육
재정경제학회 및 여러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대
학교육협의회와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
교육재정경제학회의 송기창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월 초, 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
음 열리는 정책포럼입니다. 대학교육을 이끌고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유익한 만
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기적으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른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12년도의 정책대안을 구
상하는 첫 단계로서, 대학의 재정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탐구하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재정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서는 전북대학교 반상진 교수님이, 사립대학의 재정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영남대
학교 김병주 교수님이 발표를 맡아, 풍부한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한 귀한 원고를 준비
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충북대학교 나민주 교수님, 교육과학기술부 국립
대학제도과 장보현 과장님, 중앙일보 강홍준 논설위원님, 이화여자대학교 한유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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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정관수 과장님,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님께서는
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학의 재정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준비하셨습니다. 사
회를 맡은 세종대학교 임천순 교수님과 공주대학교 최준렬 교수님은 활발한 논의와 토
론의 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매우 중
요한 과업입니다. 대학교육이 어려워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최근 수
년 동안 거듭된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해 대학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선진화된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역시 실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은 국립대학의 기성회계 문제, 정부의 사립대학 경상비 부담의 당위성 등
고등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과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늦은 감
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대학재정지원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대학의 실질적
이고 획기적인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공유되어 대학
재정지원 방향이 확실히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모
임이 뜻 깊고 유익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어지는 대학교육 정책포럼에도 더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책포럼을 이끌어 주실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내빈 여러분, 그리고 포럼준비
에 애써준 대교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
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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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표 1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반 상 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2012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판결함으로써 국립대학 등록금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 징수 문
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8개(경북대, 경
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창원대) 국립대 학생 4,219명이 등록금 인
하 차원에서 중앙지방법원에 각 소속 대학의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을 요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였다.
기성회비 문제는 작년 반값등록금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반값등록금 논쟁
은 2011년 초 KAIST의 징벌적 등록금 부과제도 등 학생간 경쟁체제로 4명의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1년 4월 2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대학생 대회’
개최, 2011년 5월 6일 여당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 문제의 언급, 그리고 2011년 6월 10일 한
국대학생연합(한대련)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6.10 국민 촛불집회’ 개최 등으
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관심이 부각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반값등록금 문제가 정치화되자 2011년 8월 17일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1조 5,000억원을 지원(대학에게 7,5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총 2조
2,500억원)하여 명목 등록금 수준을 평균 5%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과
부는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7월 1일 법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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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설치하여 2개월만에 8개의 성과 및 여건지표로 9월 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사립대
60개, 국공립대 5개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선정 발표하여 대학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바
가 있다.
그리고 올해 국립대학 기성회비의 부당이득 판결과 더불어 2012년 2월 3일에 감사원이 '대
학 재정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2011. 7. 7.~9. 23)'를 발표하면서 대학들의 부정･비리 행위로
학교 재정 누수가 초래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대학등록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주요 원인임
을 부각시켰다.
교과부는 반값등록금 논쟁과정에서 불거진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현재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국공
립대가 법률 근거 없이 징수해온 기성회비를 없애고, 수업료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성
회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설사 국립대학 회계가 일원화하더라도 종전의 기성회
비를 수업료에 통합한 것일 뿐이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인하에는 효과가 없다. 그리
고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내용상으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국공립대학의 회계구조와 현황을 통해 기성회회계가 국공립대학
재정에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학 회계 통합의 쟁점과 과제를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립대학 회계 개선을 위한
대안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국립대학 회계구조와 현황
1. 국립대학의 회계구조
국립대학의 회계구조는 크게 보면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나누어져 있다. <표 Ⅱ-1>에서
보듯이, 국고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육관련 특별회계(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정융자특
별회계, 농어촌특별세특별회계 등)로 구성되며, 비국고회계는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생활협동(소비)조합회계, 기숙사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별도의 법
인격이 부여된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회계를 독자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
립대학의 회계구조와 주요 회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반상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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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국립대학의 회계구조
구 분

성 격

일반회계
국고회계

국고회계

교육관련 특별회계
기성회회계

비국고
회계

대학 자체 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중앙정부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산학협력사업 재원의 회계 관리를 산학협력단이 통합･수행
대학이 자체 모금한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회계
후생복지 향상을 목표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소비조합회계

기숙사회계
대학병원
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특별회
계등

기숙사 관련 회계

국립대학병원회계

대학 소속 병원 관련 회계

출처: 반상진(2008). 대학교육비 환원률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지원 연구보고서.

<표 Ⅱ-2> 국립대학의 주요 회계별 내용
구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소비조합회계

회계주체

국가

대학

산학협력단

소비조합

적용회계

정부회계

비국고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업회계

적용법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없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조합생활
협동조합법

회계내용

단식부기

단식부기

복식부기

복식부기

회계연도

1.1-12.31

3.1-2.28

1.1-12.31

3.1-2.28

결산서

수지결산서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기업회계상의 결산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5.28).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의견수렴 실시”. 보도자료.

가. 국고회계
국립대학의 국고회계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예산편성 및 심의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교육
과학기술부의 전반적인 통제 하에 각 국립대학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고회계
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중 일반회계는 국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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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와 대학운영비 및 기본적 시설비를 지원하는 회계이
다. 일반회계는 국고지원금, 입학금 및 수업료, 논문심사료와 입시경비를 일컫는 수입대체경
비 등의 세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기타사
업비,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국립대학의 설립 및 경영 주체가 국가
이기 때문에, 예산의 구조와 편성 및 집행, 회계, 감사 등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
로 ‘국가재정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회계법
(2009.1.1시행)’ 등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예외
조항인 당해 사업의 직접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는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
정’에 따라 운영된다(반상진, 2008). 한편 세출은 대학에서 납부한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예산
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관련 특별회계 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학교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
는 회계로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및 동법시행령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회계와 교육관련
특별회계로 구성되는 국립대학의 국고회계는 단식부기에 기초한 현금주의 회계방식1)을 적용
하여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 국고회계의 집행을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예산회계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1995년에 제정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나. 비국고회계
국립대학 비국고회계의 핵심인 기성회회계는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 국립대학의 면학 분
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설치된 회계이다. 기성회회계의 세입은 재학생의 학부모
로 구성된 기성회의 회비, 즉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를 주재원으로 한다. 기성회회계는 부
족한 시설비와 교직원에 대한 연구보조비 등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196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
하였고, 1977년 실습비, 교양지도비, 학도호국단비를 통합하여 하나의 회계로 운영하는 국립
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기성회회계제도가 정착되었다(반상진,
2008). 기성회회계는 특정 목적의 국고보조금, 잡수입 등으로 세입항목을 구성하며, 세출은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성회회계는 ‘국립
1) 현금주의회계란 현금 수지(收支)의 동태에 따라 손익계산을 하려는 회계 방법이다. 기업이 행한 거래를 그 거래가
액에 따라 기록함에 있어서 급부(재화･용역)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을 수취하였
을 때 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제도이다. 발생주의회계와는 달
리 재화나 용역의 인수나 인도의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현금의 수취와 지급의 시점만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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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각 국립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기성회회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별 대학의 기성회규약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현재 기성회회계의 운영과정에서는 단식부기에 기초한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는 국립대학의 학년도에 맞추어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산학협력단회계는 국･공립대학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의 일반회계에 속하며 대학 독자
적 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특수법인격인 산학협력단에 고유의 회계를 두어 외부로
부터 수입되는 금액을 처리하게 하여 별도 관리하던 연구비회계를 명료하게 하고 산학협력 연
구관련 재원의 흐름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대학 내에 회계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산학
협력단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수주한 연구용역비
나 지원받은 연구비 및 보조금 등을 통합･관리하는 회계로서,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 수주 및
수행,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사업 촉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지원 등 학교 내
산업과 학교의 연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은 산학협력단
에 별도 회계를 설치하여 전담 관리하며 학생 지원금이나 연구 지원금 등 새로운 사업을 구축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산학협력단회계의 특성은 용어 및 재무제표 등이 기본적으로 기업회
계기준을 준용하고,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회계
규칙이며,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회계는 비영리사업회계로 비
상업적 산학협력사업과 상업적 산학협력사업으로 구분한다. 완전한 수익사업은 학교기업회계
로 운영한다.
대학발전기금회계는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로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기부금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의 회계이다. 대학발전기금회계는 국고회계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교육･연구 활동 지원, 시설확충 등을 위한 재원을 국립대학이 자체적으
로 조달하기 위해 조성한 일종의 ‘기금’형태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 및 운영은 발전기
금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성회회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학발전
기금회계의 운용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발생주의 회계방식2)을 적용하고 있다.

2) 발생주의회계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의미한다. 발생주의는 차기(次期)의
것을 미리 주거나 받았을 때와 전기의 것을 후에 주고받았을 경우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에 관계없이 그것이 어느
기간의 손익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지불된 이자 중의 당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 해당부분은 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현대기업회계의 손익은 손익발생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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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각 국립대학에서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소비조합, 대학신문사, 대학출판부, 기숙사
등을 독립적인 회계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예산운용 규모가 비교적 큰 소비조합회계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기초한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 대학병원회계
국립대학병원은 1991년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근거하여 국
립대학과는 별도의 법인(특수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대학병원회계를 독자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회계의 운영과정에서는 복식부기에 기초한 발생주의회계, 즉 기
업회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라. 국립대학 회계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
우선 국립대학의 회계체제가 갖는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대학의
회계구조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를 비롯한 복잡다단한 회계 단위로 구성되
어 있고 회계별 칸막이로 인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거나 통합된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아울러 회계별로 회계연도가 다르고 합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연간 예산 규
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발전기금회계 및 소비조합회계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회계와 마찬가
지로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조유진, 2001).
둘째, 기성회비, 발전기금 등을 제외한 수업료, 수수료 등의 대학 자체수입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어 자체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였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2. 국립대학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공립대학의 예산회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
로 나누어져 있고, 국･공립대학의 주된 수입 재원은 국고와 비국고의 이원체제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중에서 대학교육과 연구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단회
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Ⅱ-3>과 같다. 지난 4년 동안(2008~2011) 결산기준으로 보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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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국･공립대학의 총 재정규모는 평균 7조 373억원이었고, 그 중에서 산단회계 규모가 평
균 2조 5,638억원으로서 학교회계 총규모의 36.4%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규
모가 평균 2조 3,878억원으로서 33.9%, 그리고 기성회회계 규모가 평균 2조 857억원으로서
전체의 2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산단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국
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비중인 30% 이내이다. 일반
회계 중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국고편입분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
수 국고지원액은 전체의 30%이내 이다.
<표 Ⅱ-3> 국공립대학 연도별･회계별 재정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평균

일반회계

21,397(34.5)

25,039(34.8)

23,899(32.2)

25,177(34.4)

23,878(33.9)

기성회회계

18,829(30.3)

20,568(28.6)

21,603(29.1)

22,426(30.6)

20,857(29.6)

산단회계

21,833(35.2)

26,389(36.7)

28,731(38.7)

25,597(35.0)

25,638(36.4)

계

62,059(100.0)

71,996(100.0)

74,233(100.0)

73,200(100.0) 70,373(100.0)

주: 1) 4년제 국공립 일반, 산업, 교육대학 대상임.
2) 2008-2010년은 결산자료이고, 2011년은 예산자료임.
출처 : 대학알리미.

가. 국･공립대학의 수입구조 변화 추세
여기서는 국･공립대학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그리고 산단회
계를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의 수입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국･공립대학의 일반회계 수입
은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국고
금관리법’ 및 ‘국가회계법(2009.1.1시행)’ 등에 근거하여 국･공립대학에서 수납하는 모든 금액
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그것에 의해 수입 규모가 정해진다.
국･공립대학의 일반회계 수입은 2011년 예산기준으로 2조 5,177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공
립대학에서 수납한 국고편입분은 4,252억원이다. 그리고 그 차액인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2
조 925억원이다. 그리고 이를 비율로 보면, 2008년 이후 국고편입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 정도이고,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 정도 수준이다(<표 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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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 연도별 국･공립대학 일반회계 수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국고와의 차이(①=A-②)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일반
･재화및용역판매수입
회계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일반회계소계(②)
일반회계합계(A=①+②)
주: 1)
2)
3)
4)
5)
출처 :

2008
18,025(84.2)
96( 0.4)
275( 1.3)
2,605(12.2)
271( 1.3)
125( 0.6)
3,372(15.8)
21,397(100.0)

2009
21,637(86.4)
97( 0.4)
308( 1.2)
2,660(10.6)
287( 1.1)
50( 0.2)
3,402(13.6)
25,039(100.0)

2010
20,177(84.4)
121( 0.5)
13( 0.1)
3,150(13.2)
353( 1.5)
85( 0.4)
3,722(15.6)
23,899(100.0)

2011
20,925(83.1)
106( 0.4)
11( 0.0)
3,523(14.0)
610( 2.4)
2( 0.0)
4,252(16.9)
25,177(100.0)

4년제 국공립 일반, 산업, 교육대학 대상임.
2008-2010년은 세입결산자료이고, 2011년은 세입예산자료임.
재산수입은 관유물 대여료, 이자 및 재산수입 포함.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실습수입, 잡수입 포함.
수입대체경비는 면허료 및 수수료, 잡수입 포함.
대학알리미.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의 수입구조는 크게 회비수입, 이월금, 보조금, 잡수입, 수입대체경
비로 구성된다. <표 Ⅱ-5>에서 보듯이, 지난 4년 동안 기성회회계 수입은 평균 2조 3,150억
원 정도의 규모였고, 그 중에서 70% 전후가 학생들이 부담한 회비수입 재원이고, 부담 비율
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과학기술부나 기타 정부부처, 그리고 지자체
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지난 4년 동안 평균 1,848억원 정도 수준으로 전체 기성회회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전후 수준이었다. 그리고 입학지원 수수료 등 수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가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은 지난 4년 동안 평균
1,700억원으로서 전체 기성회회계의 7.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연도별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 수입구조 변화 추이
구분
회비수입
이월금
보조금
잡수입
수입대체경비
수입총계

2008
15,634(71.9)
2,351(10.8)
1,519( 7.0)
710( 3.3)
1,541( 7.1)
21,754(100.0)

2009
15,735(66.2)
2,876(12.1)
2,752(11.6)
727( 3.1)
1,683( 7.1)
23,773(100.0)

주: 1) 4년제 국공립 일반, 산업, 교육대학 대상임.
2) 2008-2010년은 세입결산자료이고, 2011년은 세입예산자료임.
출처 : 대학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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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6,158(65.6)
3,065(12.4)
2,571(10.4)
956( 3.9)
1,890( 7.7)
24,640(100.0)

(단위: 억원, %)

2011
15,998(71.3)
1,965( 8.8)
552( 2.5)
2,201( 9.8)
1,710( 7.6)
22,4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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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공립대학 산학협력회계의 수입구조는 크게 운영수입과 자본부채수입, 그리고 기초
의자금으로 구성된다. 운영수입은 산학협력수입, 보조금 수입, 전입 및 기부금 수입과 예금이
자, 임대료수입 등 운영외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부채수입은 운영활동수입, 투자활
동수입, 재무활동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6>). 표에서 보듯이, 지난 4년간(2008~
2011년)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 중 운영수입의 비중은 65.5~76.7%이고, 자본부채수입
의 비중은 1.3~13.9%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초의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
29.8% 정도이었다. 운영수입 가운데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타 정부부처에서 지원했던 보
조금 수익의 비중이 가장 높고(37.8~59.0%), 다음으로 산학협력연구수입의 비중(15.5~
25.0%)이 높다. 운영수입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국고보조금의 수입이 지난 4년 동안 1.7배 이
상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세입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견인하였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의 산학
협력단 수입은 46% 이상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
단회계의 운영수익 중에서 국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8년에 60.1%에서, 2009년
57.1%, 2010년 73.7%, 2011년 76.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6> 연도별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 수입구조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운영
수익

2008

2009

2010

2011

산학협력수익

4,806(22.0)

6,601(25.0)

4,445(15.5)

4,191(16.4)

보조금수익

8,709(39.9)

9,976(37.8)

13,849(48.2)

15,100(59.0)

전입및기부금수익

772( 3.5)

648( 2.5)

188( 0.7)

128( 0.5)

운영외수익

204( 0.9)

247( 0.9)

307( 1.1)

207( 0.8)

14,491(66.3)

17,472(66.2)

18,789(65.5)

19,626(76.7)

자산부채수익

3,307(13.9)

1,848( 7.0)

1,382( 4.8)

329( 1.3)

기초의자금

4,305(19.7)

7,070(26.8)

8,560(29.8)

5,644(22.0)

21,833(100.0)

26,389(100.0)

28,731(100.0)

25,597(100.0)

소계

계

주: 1) 4년제 국공립 일반, 산업, 교육대학 대상임.
2) 2008-2010년은 세입결산자료이고, 2011년은 세입예산자료임.
출처 : 대학알리미.

나. 국･공립대학의 지출구조 변화 추세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일반회계 지출구조의 변화추세를 보면 <표 Ⅱ-7>과 같다.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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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일반회계 지출 중 많은 부분은 인건비 지출이다. 2008년 인건비가 1조 4,574억원에서
2011년 1조 6,48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국･공립대학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8.1%에서 2011년에는 65.5%로 매년 등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07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69.6%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함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는 우수 인재 유입이라는 관점에서는 높은 인건비 비중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대학교육은 결국 우수 연구인력 확보 여부가 경쟁력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일반회계 지출규모 증가에 대한 부족분은 국고로 귀속된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
자체 운영이 가능한 학생 부담 기성회비 인상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표 Ⅱ- 7> 연도별 국･공립대학 일반회계 지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인건비

14,574(68.1)

14,801(59.1)

15,219(63.7)

16,489(65.5)

물건비

2,100( 9.8)

2,346( 9.4)

2,568(10.7)

2,917(11.6)

이전지출

204( 1.0)

822( 3.3)

914( 3.8)

722( 2.9)

자산취득

4,517(21.1)

6,942(27.7)

5,196(21.7)

4,968(19.7)

2( 0.0)

128( 0.5)

2( 0.0)

80( 0.3)

21,397(100.0)

25,039(100.0)

23,899(100.0)

25,177(100.0)

예비비
소계

주: 1) 4년제 국공립 일반, 산업, 교육대학 대상임.
2) 2008-2010년은 세출결산자료이고, 2011년은 세출예산자료임.
출처 : 대학알리미.

그리고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의 지출구조는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수입대체경비, 기타로 구성된다. <표 Ⅱ-8>에서 보듯이, 지난 4년 동안 평균 기성회회계 지
출규모는 2조 857억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25.3%~30.8%)이고, 다음으로 경상이전비(21.6%~26.8%), 운영비(21.6%~23%) 순으로 나타
났다. 결국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체의 평균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기성회회계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기성회회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이고, 2,500명에 달하는 기성회 직원 인건비 부분을 고려
한다면 인건비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국가가 예산 부족으로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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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에 공무원 정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가 기성회회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직원을 고용한 것이다. 국립대 교수 급여도 국고급여와 기성회계급여로 구
성된다. 이걸 합쳐도 중견 사립대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기성회게에서 보전받지 않는 근본
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Ⅱ-8> 연도별 국･공립대학 기성회회계 지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8

2009

인건비

4,970(26.4)

5,213(25.3)

5,671(26.3)

6,912(30.8)

운영비

4,325(23.0)

4,611(22.4)

4,778(22.1)

4,834(21.6)

경상이전비

4,558(24.2)

5,436(26.4)

5,781(26.8)

4,851(21.6)

자본지출경비

2,998(15.9)

3,268(15.9)

3,061(14.2)

3,572(15.9)

수입대체경비

1,382( 7.3)

1,447( 7.0)

1,710( 7.9)

1,710( 7.6)

597( 3.2)

592( 2.9)

602( 2.8)

548( 2.4)

18,829(100.0)

20,568(100.0)

21,603(100.0)

22,426(100.0)

기타
지출총계

2010

2011

주: 1) 4년제 국공립 일반, 산업, 교육대학 대상임.
2) 2008-2010년은 세출결산자료이고, 2011년은 세출예산자료임.
출처 : 대학알리미.

한편 국･공립대학 산단회계의 지출구조는 크게 운영지출과 자본부채지출, 그리고 기말의자
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운영지출은 산학협력비, 보조사업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운영
외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부채지출은 운영활동지출, 투자 및 재무활동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9> 참조). 표에서 보듯이, 국･공립대학 산단회계의 지출구조에서 운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 60.7%였다가 그 후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61.1%, 그
리고 2011년에는 77.5%에 이르고 있다. 운영지출 중 보조사업비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0년 41.0%, 그리고 2011년에는 52.3%까지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산학
협력비이고 2008년에 20.7%에서 2011년에는 15.3%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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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연도별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 지출구조 변화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운영
지출

2008

2009

2010

2011

산학협력비

4,516(20.7)

5,588(21.2)

4,096(14.3)

3,910(15.3)

보조사업비

7,860(36.0)

9,218(34.9)

11,780(41.0)

13,385(52.3)

일반관리비

850( 3.9)

1,232( 4.7)

1,651( 5.7)

2,519( 9.8)

운영외비용

17( 0.1)

64( 0.2)

36( 0.1)

15( 0.1)

13,243(60.7)

16,102(61.0)

17,563(61.1)

19,829(77.5)

자산부채지출

1,636( 7.5)

1,684( 6.4)

2,513( 8.7)

993( 3.9)

기말의자금

6,952(31.8)

8,604(32.6)

8,656(30.1)

4,775(18.7)

21,833(100.0)

26,389(100.0)

28,731(100.0)

25,597(100.0)

소계

계

주: 1) 4년제 국공립 일반, 산업, 교육대학 대상임.
2) 2008-2010년은 세출결산자료이고, 2011년은 세출예산자료임.
출처 : 대학알리미.

아울러 산학협력단의 특성상 다년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으로 회계가 이월되
는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 차기이월금인 기말의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32.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대학의 산단회계 세출구조에서 나타난 특이점은 첫째, 지난 4
년 동안 연구비에서 지불되는 인건비와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보조사업비내
의 연구비와 교육운영비 지출 규모가 급증하여 보조사업비 지출 규모가 2배 정도 증가함으로
써 산단회계의 40% 이상이 운영지출에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공립 4년제 대학의 총세입 규모는 4조 7,603억원이었고, 등
록금 수입은 1조 9,041억원(40.0%)으로서 총세입 대비 등록금 비중은 40%였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중 기성회비 수입은 1조 5,998억원으로서 총세입 대비 33.6%이었다. 지난 4년간 평균
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총세입 중에서 등록금 수입은 전체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성회비 수입은 전체의 35.5%이었다(<표 Ⅱ-10>). 미국의 경우 대학의 총
세입 중 등록금이 차치하는 비중은 공립대학은 19% 내외, 사립대는 36% 내외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공적지원보다는 사적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기준으로 국가의 공적지원으로 8천억원만 투자된다면 총세입 대비 기성회비 비율은 16.8%로
서 비율면에서 미국 수준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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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국공립대학 총세입 대비 등록금 비중
(단위; 억원, %)

대학등록금 규모
총계

등록금/총세입
(%)

기성회비/
총세입(%)

15,634

17,799

44.2

38.9

3,052

15,735

18,787

41.2

34.5

45,502

1,945

16,158

18,103

39.8

35.5

2011

47,603

3,043

15,998

19,041

40.0

33.6

평균

44,735

2,551

15,881

18,433

41.2

35.5

구분

총세입

입학금 및
수업료

기성회비

2008

40,226

2,165

2009

45,607

2010

주: 1)
2)
3)
출처 :

모든 수치는 세출결산금액 기준이고, 2011년은 세출예산임.
국공립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 산업대, 방통대 대상.
국･공립대 총세입은 대학운영 관련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총계임.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대학알리미.

Ⅲ. 국립대학 회계 통합의 논쟁과 과제
1. 국공립대학 기성회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 있는 회계는 크게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분
되고, 학생들이 낸 수업료는 정부 수입으로 귀속되고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국
고보조금이 추가되어 개별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에 배분된다. 따라서 수업료 인상 여부는 물가
인상 우려 때문에 정부가 통제를 해 왔다. 하지만 기성회비(기성회회계)는 개별 국립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징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자율적 인상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립
대학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이르는 기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본질적으로 해방 이후부터 정부가 국립대 운영비용을 모
두 부담하지 않고 재원 부족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자율협찬금 성격의 기성회
비를 도입한 결과다3).
국립대학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재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의 자
3)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
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1999년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일원
화하였지만, 국공립대학은 계속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기성회비를 납부받았다(정승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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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용인해 왔던 기성회비 문제가 법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국공립대학이 어수선하다. 또한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0가합117721 판결). 다시말해, 수업료는 고등교육법
과 하위법령에 징수근거조항이 있지만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 징수주체 및 절차도 다르다는
것이다. 학칙은 학교와 학생 사이에만 적용되는 자치규범인데 기성회는 별도의 제3의 단체이
고, 설령 학칙에 기성회비 징수권한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기성회 규약 또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성회들은 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다. 둘째, 기성회비는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인 회비이다. 셋째, 학생과 그 보호자들은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 회원이 아니다. 넷째, 기성회들이 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다.
이에 대해 정승윤(2012, pp.27-33)은 기성회를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 ‘공법
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행정위원회로 보는 견해’로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성
격을 규명하고 있다. 첫째, 기성회를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는 1심 판결의 입장
으로서 기성회는 민법상 법인격 없는 비영리 사단으로 기성회비는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 보
는 견해이다. 이는 기성회비가 입학금, 수업료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사이에 법적 성격, 결정･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상 여
러 실질적인 차이점이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기성회비는 공법상 부담금인 입학금, 수업료와
는 달리 사법상 자발적 회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는 원고의 입장으로서 기성회는 공법상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으로서 기성회비는 공법상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기성회비의 사용 목적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기성회가 국립대의 편무적 재산
출연만을 목적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기성회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차이가 없는 금원일뿐만 아니라 대학운영의 주요
재원으로서 사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비와 성격이 틀리고, 오히려 학생들이 등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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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금원이라는 측면에서 공법상 부담금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성회의 역할도 국립
대가 기성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성회가 국립대의 일부 업무를 독자
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성회는 공법상 단체라고 보는 입장이다.
셋째, 기성회를 ‘행정위원회로 보는 견해’로 보는 입장은 기성회를 공법상 의결기관인 행정
위원회로, 기성회비를 국립대학교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성회가 명목상 존재할 뿐 일반적인 사단이나 조합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기성회의 실체와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기성회의 이사회가 국립대학교의 예산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성회비를 심의･결정하고 있다는 기성회비의 예산편성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추후 2심과 3심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정승윤(2012, pp. 33-39)은 앞서 제시된 세 가
지 견해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성회를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서 본 판결의 문제점은 기성회비가 교
육목적으로 사용된 이상 기성회비 중 교육원가 이상으로 출연한 금원만을 손해로 보아야 하
고, 기성회비를 징수했다는 이유로 입학이나 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고, 국립대 등록금이
기성회비가 없는 사립대 등록금 보다 저렴하다는 사실과 기성회비가 국립대 재정의 주요 재정
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국립대에 등록한 이상 묵시적으로 회원가입 의사표시
또는 그 규약의 포괄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서 본 판결의 문제점은 사립대의 기성
회비에 대한 부과･징수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종전 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 이번 판결이 기
성회비 부과･징수의 법령상 근거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비록 이것이 위법이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난 60년 동안 부과･징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채 법률상 원인 없음을 판단함으로써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기성회를 ‘행정위원회로 보는 견해’에서 본 판결의 문제점은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려면 기성회가 자본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
련한 후 향후 신입생 등을 상대로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반환해야 하는 불의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립대가 실질적으로 기성회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성회비 반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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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주체를 국립대 설치자인 국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서울대는 법인화법 통과 이
후 기성회가 없어지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기존의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수업료)을 합법적
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의 경우 기성회가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주체
가 소멸된 것이다. 서울대의 사례에 대한 법리적 논쟁도 남아있다.
국립대 기성회비 관련 소송은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고, 현재 국립대학총장협의회를 중
심으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이나 기성회 설치의 법적 근
거 마련 등에 관한 법리적 논쟁은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적 논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립대학 회계구조가 자율에 기반하여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투명하
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국공립대학 회계통합과 관련된 실질적인 쟁점 사안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대의 일반회계와 기성
회회계를 교비회계로 일원화하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표 Ⅲ-1>에서 보듯
이, 지난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국립대학 재정회계 개
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된 것은 이명박 정부이후부터이다.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지난 2008년 5월에 정부가 시안을 발표하였고, 동년 11월에 국무
회의에 통과되면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정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그리고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교육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포함한 교육
관련 모든 법안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동년 6월 임시국회에서
63개 정부중점법안의 입법 추진을 결정하였고, 그 중에서 민생안정 영역의｢국립대학재정･회
계법｣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여 국공립대학과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하였
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김선동의원(‘08.12.26)과 박보환의원(‘11.10.17)이 대표 발의하여 의
원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정부제출안, 김선동의
원, 박보환의원 대표 발의안 등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국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은 물론 야당의원들은 정부입법 법안에 대
해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 국립대학재정회계 법안이 저항을 받은 이유는 당초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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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2008년 10월에 입법예고 했던 법안 내용과는 다르게 최종 확정된 정부 법안에는 기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교과부는 국립대학재정회계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교과부가 촉구하는 법안이 교과부 원안인지, 정부제출안인지, 혹
은 의원안(김선동의원안, 박보환의원안)인지 명료하지 않다. 이들 법안간에 차이점이 많기 때
문이다. 여기서는 정부제출 법안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표 Ⅲ-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 관련 추진과정 개요
◦
◦
◦
◦
◦
◦
◦
◦
◦
◦
◦
◦
◦
◦
◦
◦
◦
◦
◦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 : ’87.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입법예고 및 도입 유보 : ’97.
사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으로 통합 : ’00.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제도 도입 : ’01.1.
국립대학재정 운영제도 개선 감사원 권고 : ’02.1.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황우여 의원) : ’02.11.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이주호 의원) : ’05.5.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 ’08.4.~5.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발표 : ‘’08.5.28
공문을 통해 시안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수렴 : ’08.5.28~6.13.
‘공투위’와의 간담회(5회) 개최 : ’08.5.~7.
공청회 개최 : ’08.6.26.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간담회 개최 : ’08.8.20.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확정 : ’08.9.22.
교육과학기술부 입법예고 : ’08.10.10.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정부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08.11.18.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심의 요청 : ’08.11.21.
한나라당 김선동의원 대표 발의 법안 제출 : ‘08.12.26.
한나라당 박보환의원 대표 발의 법안 제출 : ‘11.10.17.

출처; 반상진(2009); 복문수(2012).

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 문제; 재정지원 축소 우려
2008년 11월 21일 정부제출안의 제4조(국가의 지원)에는 “①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
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 국립대학에 총액으로 출
연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하여 과연 국가로부터 안정적 재원을 보장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교과부 입법예고안에는 없었던 부칙 제6조(출연금의 규모) “ ~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를 정부제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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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복문
수, 2012).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이 균형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고에 납부한 세입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의 규모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국고 지원 규모의 대폭 축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국립대학이 국고에 납부한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15%(<표 Ⅱ-4>참조)
정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초 교과부 입법예고(안)에는 지자체의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삭제됨으로써 대학과 지역과의 상호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기
회조차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교과부입법예고안
(2008.10.10)

정부제출안
(2008.11.21)

김선동의원발의안
(2008.12.26)

박보환의원발의안
(2011.10.17)

제4조(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① 국가
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
여 물가상승률, 국가재
정규모증가율 등을 고
려하여 안정적으로 재
정지원을 한다.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
육 및 연구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
육 및 연구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
육 및 연구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다

② 국가는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인건비, 기
본경비, 시설 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대
학에 총액으로 출연한
다.

② 국가는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인건비, 경
상적 경비, 시설 확충
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
대학에 총액으로 출연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인건비, 경
상적 경비, 시설 확충
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
대학에 총액으로 출연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인건비, 경
상적 경비, 시설 확충
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
대학에 총액으로 출연
할 수 있다.

부칙제6조(출연금의 규
모) 2010년에 편성하는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
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제6조(출연금의 규
모) 2010년에 편성하는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
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제6조(출연금의 규
모) 2010년에 편성하는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
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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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안이 국고지원의 불안정성과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한, 국립
대학이 재정확보의 가장 쉬운 수단인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법안 발의
취지에서도 “국립대학의 자구적 재정확보 유도 및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의 결정은 국립대학의 장이 실시하며(제34조 수업료 등), 이에 대한
심의･의결은 재정위원회에서 하도록(제8조 제5항의 2)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지원의 축소
나 자구노력의 성과가 부족하면 결국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침해 가능성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의 목적이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
해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출
연금은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전혀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복문수, 2012).
당초 교과부 입법예고안과 박보환의원 발의안에는 출연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정
부제출안과 김선동의원 발의안에는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 제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
라 편성하여야 한다(법안 제12조제1항)”로 규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 출연금 세출내역서
를 ~ 제출하여야 한다(법안 제23조제2항)”로 규정함으로써 총액 출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복문수, 2012).

교과부입법예고안
(2008.10.10)

정부제출안
(2008.11.21)

김선동의원발의안
(2008.12.26)

박보환의원발의안
(2011.10.17)

제13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여 회계연도 개시 40
일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여 회계연도 개시 40
일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0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
제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
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여 회계연도 개시 40
일전까지 제8조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0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
제2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
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여 회계연도 개시 40
일전까지 제8조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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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입법예고안
(2008.10.10)

정부제출안
(2008.11.21)

김선동의원발의안
(2008.12.26)

박보환의원발의안
(2011.10.17)

제24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② 국립대학
의 장은 세입･세출결산
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고
등교육법 제5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
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
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② 국립대학
의 장은 세입･세출결산
서와 제10조 제2항 제1
호에 따른 출연금의 세
출내역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
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② 국립대학
의 장은 세입･세출결산
서와 제10조 제2항 제1
호에 따른 출연금의 세
출내역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
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② 국립대학
의 장은 세입･세출결산
서와 제20조제1항에 따
른 재무보고서를 재정
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설립･운영
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 기성회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당초 교과부 입법예고안에는 기성회회계 부담 직원의 교비회계 직원 승계를 명시하였으나
(부칙 제3조제4항), 정부제출안에는 기성회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경제불황의
상황에서 2,500명에 달하는 기성회 직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립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과부입법예고안
(2008.10.10)
부칙 제3조 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
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
금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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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안
(2008.11.21)

삭제

김선동의원발의안
(2008.12.26)

박보환의원발의안
(2011.10.17)

부칙 제3조 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
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
금 등을 지급한다.

부칙 제3조 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
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
금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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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비회계의 세입에 국유재산 사용료 불포함 문제
당초 교과부 입법예고안에는 교비회계의 세입에 사용료(국유재산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었
지만(제11조제6항), 정부제출안에는 삭제(제10조)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유재
산 사용료를 제외시켜 국고로 납부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율 운영을 제한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국유재산의 경우 교육과 연구 목적 사용을 제한시켜 대학 소유의
국유재산을 회수할 명분을 줄 수 있으며, 법인화 전 단계에서 대학이 소유한 국유재산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 갈 수 있다(복문수, 2012).
법안의 추진 배경에 “정부개입 한계와 책임 재정운영체제 구축 필요, 자체적인 재원확충 유
인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국유재산 사용료조차도 교비회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안 추진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다.

교과부입법예고안
(2008.10.10)

정부제출안
(2008.11.21)

김선동의원발의안
(2008.12.26)

박보환의원발의안
(2011.10.17)

제11조(교비회계) ② 세
입은 다음 각 호의 수
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의
해 설치･운영되는 교육
과정, 공개강좌, 산업
체 위탁교육, 전공심화
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
료, 기타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
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
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사용료, 수수료 및
불용 물품 매각 대금
7. 이월금

제10조(교비회계) ②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의
해 설치･운영되는 교육
과정, 공개강좌, 산업
체 위탁교육, 전공심화
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
료, 기타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
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
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수수료 및 불용 물
품 매각 대금
7. 이월금

제10조(교비회계) ②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의
해 설치･운영되는 교육
과정, 공개강좌, 산업
체 위탁교육, 전공심화
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
료, 기타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
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
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수수료 및 불용 물
품 매각 대금
7. 이월금

제10조(교비회계) ②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의
해 설치･운영되는 교육
과정, 공개강좌, 산업
체 위탁교육, 전공심화
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
료, 기타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
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
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사용료, 수수료 및
불용 물품 매각 대금
7.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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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입법예고안
(2008.10.10)

정부제출안
(2008.11.21)

김선동의원발의안
(2008.12.26)

박보환의원발의안
(2011.10.17)

8. 다른 회계로부터 전
입되는 전입금
9. 이자수입
10. 기타 재정･회계규
정으로 정하는 수입

8. 다른 회계로부터 전
입되는 전입금
9. 이자수입
10. 무형 자산 및 도서
매각 대금 등 재정･회계
규정으로 정하는 수입

8. 다른 회계로부터 전
입되는 전입금
9. 이자수입
10. 무형 자산 및 도서
매각 대금 등 재정･회계
규정으로 정하는 수입

8. 다른 회계로부터 전
입되는 전입금
9. 이자수입
10. 무형 자산 및 도서
매각 대금 등 재정･회계
규정으로 정하는 수입

마. 재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
정부제출안에 의하면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총장의 하위기관으로 전략 혹은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문제 안고 있다. 이를테면, 수업료 및 입학금은 총장이 책정하고 이에 대해 재
정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권이 없는 재
정위원회의 기능이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구성 중 등록금 부담의 실질적인 주체인 학부모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항간의 이용
을 실시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예비비를 일단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재정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의 증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는 발전기금이나 산학협력단, 기타 재
정과 관련된 회계주체에 대해 어떤 역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위원회는 총장의
재정운영에 관한 견제 장치라기보다는 하위기관으로 축소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국립대학 교비회계의 일원화 등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통해 국립대학 경쟁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제출안은 오히려 국립대학 재정운영을 위축시키
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대효과와는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국립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국립대학재정･회
계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나아가 고등교육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이 상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의 필수조건인 획기적인 고
등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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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립대학 회계 개선을 위한 대안적 논의
현재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문제는 반값등록금 의제와 연동되어 있다. 대학등록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열악한 국고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고, 이러한 대학재정 구
조가 대학등록금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진원지이다. 그러므로 국공립대학 기성회비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명목 등록금 수준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대재정회계법 제정을 촉
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는 국립대학 등록금 징수 방식의 일원화를 의미
하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등록금 완화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제출안인 국립대재정회계법은 내용상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기성회 재산과 직원 승계의 불명료성, 재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 등 국립대
학 재정운영을 위축시키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법안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문제로 촉발된 국공립대학의 회계체제 개편 논의
는 Two Track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촉구하고 있는 국립대재정회계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수정과 동시에 고등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방
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투자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정부의 대학투자 노력과 재단의 교육적 책무 수행이 선
행되어야 한다. OECD 30개 국가 중 GDP 규모는 한국이 9위인 반면에, 대학투자 규모는 22
위에 머무르고 있다. 초･중등교육재정과는 다르게 고등교육재정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장
치가 없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고등교육
재원의 불안정성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 장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력에도 못미치는 대학투자 규모에 의해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세계적인 수준이
된 이상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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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법 제정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보다 선행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김우남의원, 임해규의원, 권영길의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
고, 신학용의원이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이들 법안에는 고등교
육재정교부금의 필요성과 목적, 대상, 확보 방법, 재원규모 등 매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
어 있지만, 법안마다 교부금 재원 규모와 종류, 그리고 교부 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고,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학이 공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교육계는 이들 법안 내용을 재조정하여
제3의 법안을 마련하여 법안 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복지 논쟁이 쟁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원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제 논쟁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계에서 증세4)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수정 보완을 통한 국공립대학 회계구조 개편
현재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과부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교과부가 촉구하는 법안이 교과부 입법예고안인지, 정부제출안인지, 아니면 의원 발
의안(김성동의원, 박보환의원)인지 명료하지 않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부제출안인｢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 축소를 우려케 하고 있다. 무엇
보다도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등을 고려해 안정적 재정지원
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고 교비회계의 세입에 국유재
산 사용료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기획재정부 반대로 삭제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계와 국립대학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교과부 입법예고
안과 박보환의원 발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립대학 재
정지원 확대를 위한 강제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 입법예고안 제4조 “국가
는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확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되살려야 한다.
4) 우리나라의 1가구 평균 임금의 조세부담율은 2009년 기준으로 19.7%로서 OECD 국가 중 28위(OECD 평균 36.5%)
에 머물러 있음.

26

발표 1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둘째, 국가 출연금의 경우 목적을 정함이 없이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대
학의 특별한 수요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목적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복문
수, 2012)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 사용료를 교비회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 입
법예고안 제11조제2항, 박보환의원안 제10조제2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기성회 직원의 고용승계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초 교과부 입법예고안 부칙
제3조제4항을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출연한 목적에 따
라 편성하도록 제한받는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 입법예고안 제13조제1항
과 박보환의원안 제12조제1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Ⅴ. 결론
올해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판결하였고, 현재 서울대를
비롯 경북대, 충북대 등 20여개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9600여명이 제2차 국공립대 기성
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입장과 대응 전략은 모호하다. 교과부는 기성회비의 법적인 문제 해결
을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에
기성회회계 건전성 지수를 포함시켜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학자율화의 근본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에 있다. 하지만 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각종 업적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과 같은 간접적인 통제와 각종 감사, 고발, 대
학과의 MOU 체결 등과 같은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대학운영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오늘날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은 자율화를 넘어서 획일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대학의 자율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확보와 자율적인 운영체제 구축에서 출발한다.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기성회회
계를 일원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원인은 열
악한 국고지원과 재단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재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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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재정 구조가 대학등록금 문
제를 쟁점화시키는 진원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교육을 위한 공적 책무
는 방기한 채, 열악한 대학투자 규모를 가지고 국가 재정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자율성
을 침해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선진국 수준의 재
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 수준의 직접적인 통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정부는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정지원은 늘리되 대학의 자율은 보장
하는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국공립대학의 회계체제는 개
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 제정과 동시에 교육계와 국립대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립대학재정의 자율성과 효율
성을 담보해 주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의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Two Track 접근을 모색
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5.28).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의견수렴 실시”.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반상진(2011).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
정 연구”. 뺷교육재정경제연구뺸(제20권 제1호). pp. 103-126.
반상진(2009). “국공립대학 주요 현안 문제 분석”.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세미나 자료.
반상진(2008). 대학교육비 환원률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지원 연
구보고서.
복문수(201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국･공립대학교
비상대책실무위원회 세미나 자료.
정승윤(201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국･공립대학교 비상대책실무
위원회 세미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뺷교육통계연보뺸.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

28

발표 1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MEMO

29

제3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MEMO

30

발표 1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MEMO

31

제3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MEMO

32

토

론

1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자 :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론 1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나 민 주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반상진 교수님께서는 국립대학 회계구조의 현황, 국립대학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
고 국립대학 회계 통합의 논쟁점을 분석하시고, 국립대학 회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
하였음. 반 교수님께서는 국립대 회계구조는 자율에 기반을 두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계통합과 관련된 실질적인 쟁점사안들에 관한 구체적
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보았음.
2.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입법예고안(2008), 정부제출안(2008), 김선동의원발의안(2008),
박보환의원발의안(2011)을 비교하면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재정지
원 축소 우려),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침해 가능성, 기성회직원의 신분보장, 세
입에 국유재산 사용료 불포함,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음. 검토
결과, “현재 정부제출안은 오히려 국립대학 재정운영을 위축시키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대효과와는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의 전반적인 내용 수정과
동시에 고등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음.
3. 국립대 재정회계 문제는, 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회계일원화의 관점
을 넘어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영-평가와 같은 프로세스 측면과 충분성, 안
정성, 형평성, 자율성, 효율성, 책무성과 같은 고등교육재정운영의 기본원리의 양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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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함.
4. 우리 고등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
약한 가운데 과도한 사학의존도, 과중한 민간부담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5.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대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미 고등교
육 보편화단계에 진입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고등교육재정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
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정이 심각한 저투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임. 학생1인당 교육비를 OECD평균과 한국을 비교하면, 초등은 80.7%, 전기 중등교육
82.7%, 후기중등교육 110.0%, 고등교육 69.1%이고,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학생당 누
적교육비는 89.2% 수준임.
<표 1> 교육단계별 학생1인당 교육비 비교(2008)
구 분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OECD 평균(A) PPP달러

6,741

7,598

8,746

12,907

8,216

한

5,437

6,287

9,620

8,920

7,325

80.7

82.7

110.0

69.1

89.2

국(B) PPP달러

OECD평균 대비 비율(B/A)%

6. 우리 고등교육은 세계 최고의 사학의존적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재정분담 면에
서도 높은 등록금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점증하
여 왔으나, 이에 대한 공적 책무성이 약하고 민간의존적 구조가 오히려 강화되어 왔음.
고등교육에서 공립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은 79.1%이고, 미국 72.6%, 일본 24.4%이
며, 한국은 22.4%로 가장 낮음(2005년도, 학생수 기준). 또한 OECD 주요국의 경우, 국
가 또는 주정부는 대학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고등교육기
관에 대한 공공재정 분담비중을 보면, OECD평균은 69.1%이고, 독일 84.7%, 영국
35.8%, 미국 31.6%이나, 한국은 20.7%로 가장 낮음(OECD, 2011).
7.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중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08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
로 OECD 평균인 1.0%에 크게 미달되고 있고, 고등교육재정의 20.7%만을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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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고 있음(2008년 기준). 이것은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최소투자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교육예산에서 대학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1.4%, 2002
년 12.8%, 2007년 11.0%, 2010년 13.1%로 11～13%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음. 금년
도에 대학교육예산의 비중이 13.7%로 증가하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등교육부문에 대
해 ‘최소투자를 통한 효율성 추구’를 정책기조로 삼고 선별적, 차등적 재정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등교육에서 민간의존적 구조(사학의존+수익자부담)가 근본적으로 변
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8. 앞으로 고등교육 재정정책에서는 이러한 민간의존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
중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키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고등교육 보편화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공공재정 투자확대 정책으로 전환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의 성장발전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접근법이
중시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경우 만성적 정부재정 저투자 상황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담형 고등교육 재정분담구조를 지극히 당연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적정
투자 위에서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함.
9.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목표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나, 최소한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까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고등교육단계에서 공적 책무
성을 최소수준까지는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에서 공공분담
비율, 대학생당 교육비, 그리고 학생당 누적 교육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확보함으로
써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투자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 추정치를 보면,
2010년 현재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비 투자수준 0.6%에서 출발하여 매년 0.1%씩
증가시키면 2015년에는 1.0%에 도달할 수 있고,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할 때,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2011년 7.0조원, 2012년 8.5조원, 2013년 10.0조원으로
증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정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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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래 고등교육비 추정(GDP 대비 정부부담 고등교육비)
년도

정부부담
고등교육비/
GDP

정부부담/총고등교육비
시나리오2

정부고등
교육예산
(조원)

정부예산
(조원)

총인구
(천명)

GDP
(조원)

시나리오1

2010

0.60%

25%

26%

6.70

312.74

48,875

1,117

2011

0.60%

23%

25%

6.97

325.19

48,989

1,161

2012

0.70%

27%

29%

8.45

338.01

49,083

1,207

2013

0.80%

30%

33%

10.03

351.22

49,163

1,254

2014

0.90%

34%

37%

11.73

364.83

49,227

1,303

2015

1.00%

39%

41%

13.53

378.86

49,277

1,353

2020

1.00%

45%

48%

16.27

455.65

49,326

1,627

2025

1.00%

59%

63%

19.47

545.06

49,108

1,947

2030

1.00%

66%

71%

23.16

648.59

48,635

2,316

출처: 이정미 외(2011)

10.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담은 낮추기 위해
정부의 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됨.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
해서는 초중등 부문의 재원이나 기존 고등교육 부문 재원의 삭감이 아니라 별도의 순증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는 고등교육 투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
부금법 등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통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등교육에 내국세 일정률을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우리 고등교육 발전과정에서 국립대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로서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선도하고,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기초학문･기술을 보존하기 위
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간 균형발전을 구현하
기 위한 핵심축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국립대의 지속적인 발전이 없이 우리 고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는 어려움. 국립대 발전을 위해서
는 대학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8

토론 1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12. 그동안 국립대의 교육 및 여건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학생등록금 의
존도와 학생당 등록금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국립대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점
차 약화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국립대는 우수 신입생 확보, 우수연구진의 국립대 교수직
선호도 등에서 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할 때 그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왔음. 국립대의
경쟁력과 우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립대 재정운영을 발전시키
기 위한 국가적 지원전략이 절실한 시점임.
1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
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기본계획에서는 고등교육 중점 추진과제로 고등교육 시스템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R&D역할 확대,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 고등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등을 선정하였고, 고등교육 재
정투자 방향으로 정부 재정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대학자체 재정수입구조 다양화,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설정하고, 고등교육 재정투자 전략으로 대학별 특성화 유도, 학
생 및 연구자 단위의 지원 확대, 고등교육 질 관리 및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였음.
14. 그러나 국립대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투자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정부는 그동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왔고, 현재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추진
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개선과 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개선방안을 실현할 수 있
는 핵심부분이 재정투자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국
립대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 확충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긴
요함. 참고로 국립대 적정 재정지원규모 산정연구에 의하면, 국립대 교육여건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규모를 현재보다 최소 30%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음(나민주 외, 2009).
15. 국립대의 경쟁력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도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
적인 의지와 노력, 재원 다양화,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책무성 강화, 재정운영의 전문화
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함. 국립대학들이 국가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
극적인 재정운용전략을 수립하고 대학발전 및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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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의 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입원인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규
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4년 이상의 중장
기 국립대 재정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립대학별 정부재정지원액 배분방식도 법
제화하여 개별 국립대학들이 재원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확충 및 투자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이나 핀란드의
경우처럼 주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기초위에서 체계적인 재정지
원을 통해 국립대학발전을 도모해온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나민주 외, 2009).
16. 국립대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학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배분에
서 수식형과 총액교부제를 확대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국립대 재정지원에서 상당
부분 수식형 배분방식(formula funding)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상경비와 시설
비, 기본적인 연구경비까지 포함하여 재정지원 전반에서 수식형을 적용하고 총액인건비
제와 연계하여 정부지원금도 총액으로 교부함으로써 각 국립대학들이 목표, 전략, 발전
방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대학교육역량강
화사업에서 수식형과 총액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운용방식에 대해서 재정운용
의 자율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대학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OECD국
가의 동향을 볼 때, 기본적으로 수식형은 국립대학에 기본교육비 보장제도로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이
경우 시도교육특별회계 지원방식이나 서울대학교에 대한 지원방식이 참고가 될 수 있음.
17. 국립대학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회계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적 차
원에서 국립대 중장기 발전계획과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수립･시행되면, 개
별 국립대학은 각각에게 부여된 임무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운영 및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는 책무
성 제고 시스템도 의미있게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이 점에서 반 교수님이 제안하신 국
가의 재정지원의무, 총액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세입 활용, 기성회직원 고용승계 등은
반드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국유재산 활용 및 수입
예산 편성방식 개선, 발전기금재단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국립대 재정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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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 쟁점
장 보 현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과장)

1. 제정 필요성
□ 기성회비의 적법성 논란
○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따른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을 조속히 해결하여 대학
가의 혼란 예방

□ 기성회제도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구
○ 그간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
* 급여보조성경비지급 등 재정의 불투명성･비효율성, 기성회비의 인상 등

○ 정부도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 규정 개정 등 기성회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왔으나 그 효과가 미흡

□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제정 시급
○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97년부터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며, ’08년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정부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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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로 기성회제도의 낡은 틀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시점에 도달하여 국립
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시급
* 사립학교는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00), 초중고 학교회계제도 도입('01)

□ 대학의 책임 재정운영체제 구축 필요
○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운영으로는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 확대와 책무성･투명성을 동시에 확보
⇒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논란 해소, 기성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입법
을 미룰 수 없는 상황

2. 추진 경과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국회 제출(’08.11.)
* 교과위 상정(’09.1.), 공청회 및 법안소위 회부(’09.4.), 법안소위 상정(’11.8.1)

○ 김선동 의원 입법 추진(‘08.12)
○ 박보환 의원 입법 추진(‘11.10)
○ 기성회비 부당청구소송 관련 법원판결(’12.1.27)
○ 교과위 법안소위 상정 및 심의(‘12.2)

3. 주요 내용
○ 국고회계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회계를 통합하여 대학별 교비회계(국
고회계+기성회회계)를 설치

○ 국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
- 대학은 정부 출연금을 자체 전용 및 결산상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 등을 통해 대학재
정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직원･학생 등 학･내외
인사 9~15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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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회계 설치에 따른 기성회회계의 폐지 및 직원 승계
○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 대학의 장은 매년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재정위원
회에 제출
- 예･결산 내역, 재무보고서 등은 대학의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개
- 종합재무제표를 작성･공개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재정운영(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포함)에 대한 성과 점검

4. 주요 쟁점
□ 법인화의 사전단계가 아닌가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법으로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기 위해서
는 서울대, 인천대, 울산과기대처럼 각 대학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함

○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이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스스로 원할 경우 지원할 예정임

□ 고등교육법에 기성회비 설치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더라도 기성회는 사적단체로서 기성회를 그대로 둔 채 기성회
가 징수하는 기성회비의 집행만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한계
* 기성회는 사적단체이고 기성회비 납부는 자율적인 사항

○ 또한 기성회가 사적단체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승인하거나 제재조치 등을 할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소지 내재

○ 아울러, 회계별 칸막이 운영으로 여전히 투명성과 효율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으므로
책임재정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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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교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대학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법률로 법 기
술체계상 국립대학에만 적용하는 재정회계 규정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 사립대학의 경우도 사립대의 재정회계 관련사항은 사립학교법에 규정

○ 또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관련부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의 관심
과 협조 필요

□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에 포함 징수
○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 논란은 해소되나,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수업료(종전
의 기성회비에 상응하는 금액 포함)는 국고로 세입 조치되고, 세출은 정부 예산 편성･
심의 절차가 적용되어 대학의 재정집행의 자율권은 상당히 제약될 것임

○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운영으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대
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통해 대학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으로 정부 재정지원 축소 우려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된다는 것은 근거 없
는 반대 논리

○ 정부는 대학들의 재정지원 축소 우려를 감안하여 법안통과 과정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출연금) 지원이 규정화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일 예정
* 수정 요구안 ⇒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가상승
률, 국가재정규모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 ②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함에 있
어 인건비, 기본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립대학에 총액으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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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으로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우려
○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가 대학구성원에게 수십년 동안 지급되어 온 점을 고
려하여 지급근거는 유지

○ 다만, 급여보조성 경비 근거조항 유지 시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사항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감사결과 및 권익위 권고에 따라 합리적이고

엄격한 원칙 마련 필요
* 제35조(연구경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의 재원
으로 재정･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로 통합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학비부담
이 완화되지 않는다
○ 재정회계법은 대학의 책임재정운영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재정운
영시스템에 관한 문제로서 재정지원 확충과는 별개의 문제임

○ 그동안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던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하여,
- 재정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외부 회계검사, 재정･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
행, 대학 자체수입 증대 등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노력이 일부분 등록금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국,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고
등교육 재정이 확충되어야 재정투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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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구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립대학 법인화법

적용 법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별 법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대상

◦모든 국립대학

◦각 법인화법 대상 대학 (서울대, 울산과
기대, 인천대)

대학 성격

◦국가 기관

◦국립대학법인(특수법인)

지배 구조

◦교무회의, 교수회, 재정위원회 등 학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협의체 중심 의사결정
◦대학 구성원간 합의된 방식에 따라 선정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

재정 회계

◦교비회계 설치
◦법인회계 설치
◦차입 및 학교채 발행 가능
◦차입 가능
◦발전기금은 별도 법인으로만 설치･운영 ◦발전기금은 법인회계 내 설치･운영 가
능
가능
◦총액 출연 및 수입금 대학 사용
◦총액 출연 및 수입금 대학 사용

재산

48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법인화법 비교

◦국유재산

◦법인재산(국유재산 양도)

조직 운영

◦국립학교설치령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직 설치 및 폐지
하는 범위 내

인사 운영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제한

◦대학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인재의 채
용,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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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비교

정부안(08.11.21)

김선동 의원안(08.12.26)

박보환 의원안(11.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 <좌 동>
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 동>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고등교 <좌 동>
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
교 중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
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좌 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 <좌 동>
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
정에 따른다.

<좌 동>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 <좌 동>
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국
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한
다.

②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좌 동>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국립대학에 총액으로 출연할
수 있다.

<좌 동>

<신 설>

③ 국가는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학사 및 연구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되어 효율적
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
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① 국립 <좌 동>
대학의 장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
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
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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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08.11.21)

김선동 의원안(08.12.26)

박보환 의원안(11.10.17)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 <좌 동>
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좌 동>

제6조(재정･회계기준) 국립대학 <좌 동>
재정 및 회계의 세부적인 운영기
준(이하 “재정･회계기준”이라 한
다)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다.

<좌 동>

제7조(재정･회계규정)① 국립대학 <좌 동>
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
정할 수 있다.

<좌 동>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 <좌 동>
정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의 사전공
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재정･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쳐야 한다.

<좌 동>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좌 동>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
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좌 동>

② 재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좌 동>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
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
성한다.

<좌 동>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해 <좌 동>
당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규정으
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회
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추
천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선임한
다.
1. 해당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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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08.11.21)

김선동 의원안(08.12.26)

박보환 의원안(11.10.17)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 <좌 동>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좌 동>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좌 동>
항을 심의･의결한다.
<단서 신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0
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고등교
육법 제11조 제1항의 등록금은 재
정･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신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 <좌 동>
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좌 동>

2.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좌 동>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
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
다)에 관한 사항

<좌 동>

3. 제22조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좌 동>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좌 동>

4.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좌 동>
사항

<좌 동>

5. 제35조에 따른 연구경비 등의 <좌 동>
지급에 관한 사항

<좌 동>

6. 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에 관 <좌 동>
한 사항

<좌 동>

7. 그 밖에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좌 동>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좌 동>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1호 <좌 동>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반
드시 따라야 하며, 제5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좌 동>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좌 동>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
계규정으로 정한다.

<좌 동>

제9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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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 <좌 동>
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좌 동>

제10조(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좌 동>
대학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교비
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

<좌 동>

②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 <좌 동>
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
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따른 학생 또
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
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좌 동>

6. 수수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 <좌 동>
7. 이월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이자 수입
10. 무형 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등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수
입

6. 수수료, 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 대금

③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좌 동>
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
비로 한다.

<좌 동>

④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좌 동>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
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회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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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규정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11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좌 동>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좌 동>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좌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제4조제2
항에 따라 출연한 목적에 따라 편
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 <좌
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
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 <좌
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의 금액
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 <좌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
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
할 수 있다.

동>

제1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
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단서 삭제>

동>

<좌 동>

동>

<좌 동>

동>

<좌 동>

제13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 <좌 동>
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
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
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
다.

<좌 동>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 <좌 동>
도의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좌 동>

제14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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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좌 동>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
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
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의 경비

<좌 동>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좌 동>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
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좌 동>

제17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좌 동>
①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
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의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
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좌 동>

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좌 동>
승인을 받아 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

<좌 동>

③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좌 동>
조직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

<좌 동>

54

토론 2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정부안(08.11.21)

김선동 의원안(08.12.26)

박보환 의원안(11.10.17)

을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
(移替)할 수 있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 <좌 동>
대학의 장은 세출예산 중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그 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
로,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해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
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좌 동>

② 국립대학의 장이 예산을 이월 <좌 동>
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해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좌 동>

제19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좌 동>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 <좌 동>
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야 한다.

<좌 동>

제20조(재무보고서의 작성) ① 국 <좌 동>
립대학의 장은 재정상태 및 운용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정･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무보고서를 <좌 동>
재정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재
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 동>

제21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회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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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좌 동>
① 국립대학의 장은 제21조에 따
른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
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적립금으
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대학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
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시설적립금
2. 장학적립금
3. 연구적립금
4. 퇴직적립금
5. 그 밖에 재정･회계기준으로
정하는 적립금
② 적립금은 ｢금융산업의 구조 <좌 동>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좌 동>

제23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좌 동>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
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
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① <좌 동>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 <좌 동>
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10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세출내역
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
육법｣ 제5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
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
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발전기금의 설치) ① 대학 <좌 동>
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
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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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발전 <좌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
립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좌
있어서는 해당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발전기금의 <좌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좌
잔여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
회계에 귀속한다.
⑦ 국립대학의 장은 교직원 및 <좌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김선동 의원안(08.12.26)

박보환 의원안(11.10.17)

동>

<좌 동>

동>

<좌 동>

동>

<좌 동>

동>

<좌 동>

동>

<좌 동>

동>

<좌 동>

제25조(정관) 발전기금의 정관에 <좌 동>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
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좌 동>

제26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 <좌 동>
① 발전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좌 동>

57

제3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정부안(08.11.21)

김선동 의원안(08.12.26)

보조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6. 발전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생
기는 이자수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
② 발전기금의 용도는 그 목적에 <좌 동>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
출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 <좌 동>
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
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
는 계정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계정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
다.
④ 발전기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
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박보환 의원안(11.10.17)

<좌 동>
<좌 동>

제27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좌 동>
발전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
구하고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자
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
수할 수 있다.

<좌 동>

제2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좌 동>
발전기금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전기금의 계정별로 명칭을 정함
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기부자에 대하여 <좌 동>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
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좌 동>

제29조(차입금) ① 발전기금은 국 <좌 동>
립대학의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
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다. 다
만,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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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
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
립 각종학교의 장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좌 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전기금의
차입을 승인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보환 의원안(11.10.17)

<좌 동>

제30조(수익사업) ① 발전기금은 <좌 동>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 <좌 동>
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
리･운용한다.

<좌 동>

제31조(｢민법｣의 준용) 발전기금 <좌 동>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좌 동>

제32조(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 <좌 동>
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
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회
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
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좌 동>

제33조(재산관리) ① 교비회계의 <좌 동>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좌 동>
토지의 취득,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발전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립대
학으로 본다.

<좌 동>

제34조(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 <좌 동>
은 수업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 해

<좌 동>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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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08.11.21)

김선동 의원안(08.12.26)

박보환 의원안(11.10.17)

당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 학부모･학생의 부담,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수업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경비 등의 지급) ① <좌 동>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
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의
재원으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
생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좌 동>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좌 동>
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3 <좌 동>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 <좌 동>
회계 회계연도 구분의 특례) 제10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
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
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
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
회계 회계연도 구분의 특례) 제10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
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3학년
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3년
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신 설>

제3조(비국고회계의 폐지 등) ① 제3조(비국고회계의 폐지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이 자체 <좌 동>
적으로 운영하던 비국고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2010년 2월
말일 기준의 비국고회계 결산잔액 ② 이 법 시행 전의 2013년 2월
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비회계 말일 기준의 비국고회계 결산잔액
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비회계
에 귀속한다.
에 귀속한다.
③ 종전의 비국고회계에서 교직원 <좌 동>
에게 지급하던 연구경비 등은 교
비회계 등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
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비국고회계의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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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08.11.21)

김선동 의원안(08.12.26)

박보환 의원안(11.10.17)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
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
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
한다.
제3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라 설치･운영 중인 발전기금(이하
“종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으
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
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이 승
계한다.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 <좌 동>
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
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발
전기금의 직원으로 본다.

<좌 동>

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 제6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 <좌 동>
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 임)
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의 장이 선임한다.
제6조(출연금의 규모) 2010년에 제7조(출연금의 규모)
편성하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
다.

제7조(출연금의 규모) 2013년에
편성하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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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국립대학 재정 회계통합에 관한 토론문
강 홍 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Ⅰ. 들어가기
- 기성회비 판결 이전 오래 전부터 국립대 재정 회계 통합의 필요성은 제기돼 왔음. 일반
국고회계와 기성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는 현행 국립대 회계는 대학이 국가에 건건이 지
출 통제를 받음에 따라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추구에 제한을받게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실패했
기 때문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2008년 11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으며 이후 여러 의원 입법이
있었으나 국립대 법인화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음. 국립대 회계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있으나 어떻게 개선해야할지를 놓고 진전이 없었던 것임.
- 특히 등록금 반값 논쟁으로 인해 국립대 회계 통합은 학생이 부담했던 기성회비만큼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액수를 종전처럼 학생에게 부담시킨채 수업료라는 명
목으로 통합할 것인지의 논란도 제기하고 있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이 현재 적정
한지, 그렇지 않다면 이는 어느 수준으로 확대해야할지와 같은 쉽게 답을 내기 힘든 지
난한 문제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임.
- 이번 기성회비 판결로 인해 회계 통합이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회계 통합을 둘러
싼 찬반 양론의 논란을 극복하고, 이르면 18대 남은 회기 동안, 늦어도 19대 원구성 직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하나 이번 역시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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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립대 회계 통합 방향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공유
- 국립대들이 기성회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 그동안 인상폭이 컸으며, 그러
다 보니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이르는 등 기형적인 구조라
는 것엔 공감.
- 그 원인이 정부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할 교육비를 수익자에게 전가한
탓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함.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며, 현행 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대체로 공감함.
-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재정회계법 통과에 있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
여야 함.

(2) 쟁점에 대한 토론자 의견
발제자는 국립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입법 안이
2008년 입법예고안 보다 후퇴한 몇가지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① 정부 재정지원 규정
- 발제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반면 최근 입법예고안이 임
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놓고 재정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
러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함.
- 서울대 법인화법 제29조와 제30조에서도 정부는 서울대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로써 재정지원을 의무화했음. 재정 지원을 빌미로 자율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재
정지원을 법률에 명시한 것임.
- 국립대가 법인으로 일시에 전환될 것이 아니라면 국립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의무화
를 법률에 둬야 하며, 재정회계법에서도 재정지원을 임의 규정처럼 해석하게 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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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연금의 사용
- 발제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현 입법예고안이 출연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음. 출연금 사용 내역서의 제출 등을 의무화한 것은 총액 출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고 덧붙였음.
- 국립대에 지원하는 출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이를 대학이 아
무런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는 아님.
- 이로 볼 때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
업계획서와 분기 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해 교과부의 타당성 점검을 받는 것은 타당
하다고 봄.

③ 기성회 직원의 신분 보장
- 발제자의 지적대로 기성회 직원의 승계를 명시해 신분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
직하다고 생각됨.

④ 국유재산 사용료 불포함의 문제
- 현행 정부 제출 입법안은 교비 회계의 세입에 국유 재산 사용료가 제외돼 있어 국립대
로 하여금 국유 재산 활용에 제한을 받게 하고 있다고 발제자는 지적했음.
- 이 문제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 목적에 한해 국유 재산을 활용할 때 그 사용료를 대학에
전가시키지 말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봄. 대학이 부담해야할 재정적인 부분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이며, 이를 법인화의 전단계에서 대학이 소유한 국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봄.

⑤ 대안적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필요하며, 국가의 경제규모에 걸맞을 필요는 있다고 봄.
- 하지만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적용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한정된
재정을 고등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도입에 하세월이 걸
릴 것임. 이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즉 국립대 재정
회계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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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공론화와 법안 통과는 선결 처리가 시급함. 정부와 국립대 간
이견 정리, 여야의 합의 도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 국립대 회계법은 국립대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 건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 정부가 국립대에 대해 현행 수준의 재정 지원을 유지해 불안감을 제거해
주는 동시에 변화하려는 국립대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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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김 병 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서 론
❍ 대학재정은 대학발전의 핵심 관건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
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여전하다. 2008년 35.9조원이던 전체 교육예산은 2012년 45.5조원으로 26.7%증
가한 데 비해, 고등교육예산은 4.4조원에서 6.2조원으로 42.9%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육분야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2008년 12%에서 2012년 13.7%로 최고를 보이
고 있다.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 1.0%에 크게 미달하
지만, 그 격차는 미약하나마 줄어들고 있다.

❍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재정규모도 2005년
이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GDP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서 언뜻 보면 대단히 큰 금액이다. 하지만 200여개의 4년제 대학을 포함한 400여개
의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생각하면, 한 개 고등교육기관당 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코 큰 규모가 아니다.

❍ 이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20.7%이다. 이는 사학의 비중이 비슷한 일본의 32.5%
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6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구매력을 고려하여 수정한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는 8,920$로 OECD 평균 12,907
$의 69.1%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27,010$), 영국(15,463$), 일본(14,201$) 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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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격차를 보인다(OECD, 2010).

❍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BK21,
NURI, WCU, 교육역량 강화사업, LINC사업 등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추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총액에 있어서 초중등교육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다.

❍ 사립대학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국립대학의 두배에 이르는 등록금, 하지만 학
생당 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2011년 본격적으로 불거진 반값등록금 문제
는 사립대학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2012년 들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증가
하였으나, 대학재정지원 총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조
7,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증가하면서 다른 대학재정지원을 일부 잠식한 결과이다. 여
기에 등록금 인하까지 겹쳐서 사립대학은 지금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 대학교육의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핵심 해결과제는 ‘민간의존적 분담구조’이다. 즉 높은
사학의존도, 과중한 등록금 부담, 정부의 최소 투자라는 세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 첫째,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사학의존도를 보여주
고 있다. 학생수 기준 고등교육의 공립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은 79.1%이고, 한국
은 22.4%로 가장 낮다.
- 둘째, 최근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민간(등록금) 부담 역시 크게
변동이 없다. 이는 부족한 재정지원에 기인한다.
- 셋째, 정부는 여전히 최소투자를 통한 효율성 추구를 정책기조로 삼고 선별적, 차등
적 재정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민간의존적 구조(사학의존+수익자부담)를 변화시키
지 않고 있다.
- 앞으로 대학교육재정에서는 이러한 민간의존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
중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는 만성적 정부재정 저투자 상황에서 개별대학의 운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의존형 재정분담구조를 지극히 당연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OECD
평균 수준까지 고등교육의 정부부담률을 높이고, 특히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를 실질적으
로 확대하고, 대학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해야 한다.

❍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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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다른 추가적인 재정확충이 요구된다.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유초중등 부문의 재원이나 기존 고등교육 부문 재원의 삭감이 아니라 별도의 순증재원
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를 감소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인상규제 등 자율성
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 재정구조에서 대학등록금 인상
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를 감축하는 것은 사립대학이 세계수
준의 대학과 경쟁하여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재정확충 방안을 차
단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하로 인한 여파가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매우 높다.

❍ 정부의 대학교육재정은 2012년 6조2,207억원으로 2011년 5조 131억원과 비교해보면 1
조 1,076억원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1조 7,500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
부의 대학재정지원액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예산 중 대학재
정배분사업비를 살펴본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1년 20.2%였으나 2012년에는 15.9%로 급감을 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3년간 동결
된 후 5% 수준에서 인하하게 되어 대학운영비, 경상비의 감축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
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까지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근거와 방식
1. 대학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 법적으로 보면, 국가는 대학에 대하여 적어도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송기창,
2000). 첫째는 국립대학 설립자로서의 역할이며, 둘째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육에 대
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이고, 셋째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육에 대한 지원⋅육성
자로서의 역할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고(교육기본법 11조
1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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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교육기본법 16조 1항, 고등교육법 4조 1항), 국립대학의 설립자로서 국가
는 그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국가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교육기본법 17조), 대
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고등교육법 5조, 사립학교
법 4조 3항), 국가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으며, 국⋅공

⋅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은 교육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육성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육성의 관건은 대학재정이라고 볼 때, 지
원⋅육성자로서의 역할이란 대학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미한다(송기
창, 2000). 교육기본법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법제화되어 있으나, 대
학재정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5)

❍ 교육기본법 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
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는 상징적인 규정일 뿐,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 사립학교법 43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
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 고등교육법 7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
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
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 고등교육법 8조에서는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
여 대학의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5)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
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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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 이상에서 볼 때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하고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
원의 법적 근거는 다소 임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이 명확
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국가는 학술･학문연
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
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까지 강
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지원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원이
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규모는 어디까지나 국가
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원은 지금까지 수익자부담의 원칙
에 의한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학생납입금, 재단, 사회적 기부 등 어
느 것에도 대학재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방식
❍ 고등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가장 큰 필요성은 고등교육이 국가발전에 기
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기반형 인적자원이
국가발전의 핵심적 요인이고,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고등교육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 의한 인적자원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고용가능
성 및 수입 증대,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작
용한다.
- 이에 더하여 고등교육의 경제적 효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대학은 교육의 수혜자에게는 개인의 자아실현, 신분상승, 고소득 보장 등 사
회적⋅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고, 개별 기업체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충원해 준다. 국가사회적으로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경제적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각국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국의 고등교육재
정에 대한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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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rold(1992)는 총괄배분형(block grants), 관료형(bureaucratic approach), 시장
형(market approach)으로 구분하였다.
- OECD는 학생지원형, 기관지원형으로 분류하였다. 학생지원형에는 보조금(grant)과
학자금대여금(loan)이 포함되며, 기관지원형에는 점증형(incremental funding), 수
식형(formula funding), 계약형(contractual funding)이 포함된다.
- Ziderman과 Albrecht(1995)는 직접지원형, 간접지원형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지원형
에는 협상형(negotiated funding), 투입기준형(input based funding), 산출기준형
(output based funding)이, 간접지원형에는 지불보증제(voucher)가 포함된다.
- 윤정일(2004)은 재정지원의 대상과 규모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중심
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의사결정방식을 협상형, 수식형, 시장형으로 구분하였다.

❍ 이러한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을 재분류하면 재원종류(공적재원, 사적재원), 지원방법
(총괄지원, 수식기준지원, 시장경쟁지원), 지원대상(학생, 대학)에 따라 고등교육재정 지
원방식을 분류할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재정지원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반상진 외, 2006).
- 포뮬러펀딩(formula funding system) 지원방식은 교원수나 학생수 등의 중요지표를
통한 수식에 의하여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실사학의 구조조정을 지
연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 비용분담(cost-sharing) 지원방식은 정부와 수요자간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하는 방
식이다. 이는 정부와 수요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도입된다면 고
등교육에 대한 재정적 수요는 증대되고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의 노력보다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 성과중심(performance-based approach) 지원방식은 성과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방
식이다. 이는 성과중심 재정지원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과, 성과중
심 재정지원이 그 의도하는 바대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우처(voucher) 지원방식은 바우처(교육비지불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선택하도
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선택권, 소외계층의 고등교육의 균등기회 확보, 대학학령
인구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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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다양한 재정지원방식 중에서 사립대학에 적절한 재정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3. 사립대학 국고지원 논리
❍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기
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보조는 당연하다.
- 이는 재단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립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국민의 교육권
보호 차원의 지원이다.
-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은 국민일진대 국가는 그들을 교육할 당연한 의무를
져야 하며, 그들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가. 국고지원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김병주, 1996)
❍ 설립자 부담 원칙: 사립대학의 경비는 설립자인 학교법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은
국가의 의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다.

❍ 수익자 부담 원칙: 대학교육의 수익자는 학생만이 아니라 국가사회라는 점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 일부 부실사학에 대한 국고보조는 낭비: 선택적 지원 가능하며, 사학에 다니는 대학생도
모두 납세자 국민이다.

❍ 국가재원의 한계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공립학교의 손해를 초래: 대학교육 재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 사립대학의 구성비가 크므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국고부담의 과중: 대학
재정의 확대를 통한 적절한 지원은 세계적 추세이다.

나. 국고지원의 적극적 찬성논리(김병주, 1996)
❍ 국･공･사립 대학이 다같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의 공기(公器)이
고, 동등한 자격을 갖는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국가 사회에 배출하는 기관이다.
- 사립대학의 지위는 법적으로 국･공립대학과 하등 차이없는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보조는 국･공립대학에 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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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도 우리 나라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의 정신
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이다.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의 설치자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때문
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 사립대학은 공익성을 지님: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 매우 크다.
- 공익성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공립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대학교육의 4/5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의 국가･사회적 중요성은 결코 과
소평가될 수 없다.
-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사학교육의 질이 바로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질
을 대변하는 것이다.
- 사학의 질 저하는 바로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 국가발전이라
는 측면에서 보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 정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대학에 재정적 지원
을 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통제 감독은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할 때 설
득력이 있다.

❍ 학교법인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재정적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한다. 국고보조의 확대 이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

❍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Ⅲ. 대학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1. 교과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 현황
가. 고등교육 관련 기본 현황
❍ 2010년 기준 고등교육기관수는 411개교, 학생수는 3,644.2천명, 교원수는 77.7천명에
이른다.

❍ 1980년 대비 2010년 고등교육기관수는 1.7배, 학생수는 5.6배, 교원수는 3.8배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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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0년 기준 79.0%로 세계 최
고 수준이다.
<표 1> 고등교육 규모
구분

‘80

고등교육기관수(교)

‘90

‘00

‘05

‘10

237

265

372

419

411

학생수(명)

647,505

1,691,681

3,363,549

3,591,088

3,644,158

교원수(명)

20,662

42,911

56,903

66,862

77,697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대학교육 현황 분석 자료집.

❍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학교수 87.3%, 재학생 수 75.2%의 비중을 차지한다(2010년 기준).
<표 2> 국･공･사립 설립별 비중
구분

국･공립(%)

사립(%)

계(%)

학교수(%)

52(12.7)

359(87.3)

411(100)

학생수(%)

904,989(24.8)

2,739,169(75.2)

3,644,158(100)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대학교육 현황 분석 자료집.

나. 교과부 고등교육 예산 및 재정지원 현황
❍ 2011년도 교과부 예산은 48조4,336억원으로 정부 예산(309.1조원)의 15.7%를 차지한다.
- 2011년도 교과부 예산 48.4조원 중 교육분야는 40.9조원(84.5%)이며, 과학기술분야
는 3.5조원(7.2%)이다.
- 교육분야 예산 중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4.7조원으로서 11.5%의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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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과부 예산(2010, 2011)
단위 : 조원

구분
교육
분야

’10

’11

초중등교육 부문

32.6

35.5

고등교육 부문

4.7

4.7

평생직업교육 부문

0.5

0.6

교육일반 부문

0.1

0.1

과학
기술
분야

기술개발 부문

1.5

1.7

과학기술연구 부문

1.5

1.7

과학기술일반 부문

0.1

0.1

기금

공적기금

4.1

4.0

❍ 2011년도 교과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 규모는 총 6조 3,276억원이다. 이중 고등교
육분야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4.2조원(66.7%)이며, 과학기술분야 1.8조원(28.4%)이다.
<표 4> 교과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2011)
(단위: 억원)

교육분야
초･중등부문

고등교육부문

평생･직업교육부문

27
(0.1%)

42,222
(66.7%)

3,031
(4.8%)

과학기술 분야

합계

17,996
(28.4%)

63,276
(100%)

주: 예산서의 각 분야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사업 예산을 합산한 것으로 고등교육 부문 예산과는 구별되며,
과학기술 부문 예산의 경우 대부분 R&D예산임

❍ 2010년 교과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목적별로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학
부교육에 3,130억원, 대학원교육 및 연구에 4,016억원, 산학협력에 2,095억원이 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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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0년 교과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목적별)
(단위:백만원)

교과부 재정지원사업명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
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
대학교육역량 교육역량 강화 지원
강화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여성공학기술인력양성
여성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
WISE 프로그램지원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 사업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WCU) 육성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 사업
의과학자육성지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학교기업 운영지원
산학협력체제
커넥트코리아사업
활성화
특화전문대학원사업
산학협력우수연구실사업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육성
광역
경제권
산학협력중심대학(4년제)
인력양성 지역거점연구단
지역기초연구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활성화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총 계
이공계
교육
활성화

대학
학부교육
14,400
2,900

대학원
교육･연구

산학협력

1,000
260,000
30,000
470
1,000
2,000
2,200
159,100
237,000
1,500
3,000

312,970

401,600

12,000
12,000
3,000
3,000
2,300
102,000
18,000
14,500
23,700
16,000
3,000
209,500

❍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영역별로 나열해 보면 <표 6>과 같다.
- 초중등교육분야에 국립학교 및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1개 사업, 고등교육분야에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전문대학원 체제 정
착,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학 평가 및 운영,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 대학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 대학교육역량강
화, 국립대학 인건비･기본경비,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등 56개
사업, 평생직업교육분야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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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업, 기술개발 분야에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등 26개 사업, 과학기술연구 지원 분야에 기초연구성과활용지
원사업, 직할 출연연구기관 지원 등 11개 사업 등 총 100개의 재정지원사업이 있다.
- 모든 사업이 국립대학 직접 지원 사업 또는 국사립대학 동시 지원사업의 형태이다.
<표 6> 교육과학기술부 '11년도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영역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명

Ⅰ.
국립학교 및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초중 등교육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의과학자육성 지원사업, 전
문대학원 체제 정착,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학 평가 및 운영, 2단계 연구중
심대학 육성 사업,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 대학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운영,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국립대학병원 여건개
선, 울산과학기술대학 설립 지원, 울산과기대 BTL 정부 지급금,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대학교육역량강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지원, 지방
대학 경쟁력 기반확충, 지역기초연구활성화,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대학정보화 지원 사업,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Ⅱ.
사업, 인문학 진흥방안, 한국학 진흥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고
고등 교육
전문헌 국역지원, 국제백신연구소지원, 학술자원 공동 관리체계 구축,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사업 지원, 학술단체 지원, 학술정책관 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 동북아역사재단 지
원,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사료의 연구･편찬･간행,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우수학생 국가장
학사업,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국립대학 인건비･기본경비,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설립･운영,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수입대체), 국립대학 국유재
산 활성화(수입대체), 국립대학 시설확충, BTL 정부지급금
Ⅲ.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생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전문대
직업교육 학 교육역량 강화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공공복지
안전연구사업,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연구소재지원사업, 기초연구역량강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
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기초연구실육성사업, 과학기술
Ⅳ.
위성 등 소형위성개발사업,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대학중심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기술 개발
지원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사
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개발, Korea CCS 2020 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원자
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Ⅴ.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 창의적 인재육
과학기술 성, 녹색성장 인재육성 사업,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 글로
연구 지원 벌연구역량강화,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직할 출연연구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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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문제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량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예산 가운데 60% 이상은 국립대 인건비와 운영비, 대학생 학자금으로 지원되
고, 대학정책 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40% 미만이다.
- 고등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중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수 비중에 비해서도 매우 낮
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교육비의 공공부담비율은 23%로서 OECD 국가 평균
(76%)의 1/3도 안 된다(OECD, 2010). 낮은 공공부담 비율은 곧 민간부담 교육비의
과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동안 한국의 고등교육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준다. 전체대학의 87%(학생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재
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며, 국･공립대학에서조차 그 비중은 40%
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부담 재정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당 공교육비는 낮
다.
-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재정 구조를 가진다. 등
록금수입 비중은 국공립대 26.3%, 사립대 58.4%(2009년 결산 기준)로서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비해 2배 이상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국고지원금은 국립대
53%, 사립대 9%에 머무르고 있다. 등록금 수입 비중은 50~80%에 집중되어 있다.
- 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중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92%에 이르
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63%에 그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인 43%에 미달한다(OECD, 2010). 한국의
학생당 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한국의 대학들이 선진국만큼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이 증액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율은 2.4%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정
부 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에 미달한다. 고등교육 투자비 중 정부재원
비중은 20.7%로 사학의 비중이 비슷한 일본의 32.5%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평
균 6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83

제3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둘째,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정부부처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전
히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는 교과부의 재정지원사업만
제시하였지만, 각 정부부처의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산배분의 주체만 다를 뿐 중복
사업인 경우가 많다(반상진 외, 2006).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이 상호상승효과를 불러일
으킬 수도 있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행정적 과부하는 물론 비효과적
인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부처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입장에서는 사업별 지원액의 과
소로 인해 대형연구 및 교육과정 혁신 등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유사
한 성격의 사업계획서 반복 작성, 개별적 사업관리 등으로 인한 운영상 비효율 문제
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별로 각기 다른 분야를 응모하여 한정된 대학자원의 집중을
통한 대학특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실제로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성화 추진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정부재정지원사업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투자효율성 저하’를 들고 있으며,
대학특성화 촉진을 위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 대학특성화에 대한 각 부처
의 재정지원간 연계 강화를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 셋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대상간 즉, 기관지원, 교원지원, 학생지원, 국･사립간 지원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사립대학지원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립대학만을 위한 사업이거나, 국
사립 공통의 재정지원사업이다.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기관, 교원, 학생간의 이
상적인 지원비율은 어떠한 수준인지, 고등교육의 4/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
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단위 지원의 확대는 국가재정의 한계와 대학재정의 규모
를 감안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단위 지원만을 확대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자칫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넷째, 사업별 재정지원을 평가에 의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과연 효율적이냐 하
는 문제이다. 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방식에 대해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간적접인
통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대한 대학내 정책저항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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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상진 외, 2006).

❍ 다섯째, 그동안의 사업지원들은 대부분 대학 전체의 질 제고보다는 분야별 특성화를 지
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특성화
의 방향을 달리 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하였다. 분야별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대학 전체
의 특성화 혹은 대학전체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방향 전환해야 할 것이다.

Ⅳ.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1.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원칙
❍ 사립대학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
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윤정일, 2001).
- 첫째, 대학간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모두 국가가 설립심
사를 통하여 인가한 대학이므로 기본적인 교육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
서 대학간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학교규모, 지역적 여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학재정의 지원은
대학 스스로 자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지원을 전제로 사립
대학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셋째, 국고지원금의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대학재정의 배분은 대학간 형평
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대학의 자구적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의 강조가 지나쳐서 대학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 넷째,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립대학이 지원된 예산을 책임감있고 올바르
게 집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통한 대학 수
준 향상을 추구하고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다섯째, 국가지원금의 충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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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사학이 예산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
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개선방안
❍ 앞에서와 같은 원칙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립
대학 재정지원 예산의 총량규모를 확대하고 재원을 법정화해야 한다. 보다 안정적인 대
학재정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고려한 재정지원
❍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사립대학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통한 대학 수준 향상을
중점 평가하여 조성적(助成的) 차원에서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하며,
-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연구의 질 개선을 중점 평가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

❍ 열악한 사립대학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조성적 차원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
수한 몇몇 대학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쳐진 대학을 끌어올림으로써
대학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확보된 재정을 수식에 의해 균형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수식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

❍ 반면 대학의 책무를 강화하고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의한 선별적인 재정지
원도 필요하다.

❍ 어떤 방식에 의한 재정지원이든, 재정지원금은 용도의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대학이 최대
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용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용도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학들이 국고보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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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자체 편성하지 않거나 축소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대학의 실정을 반영하
기 어려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박종열 외, 2003).

나. 사업단 지원사업의 축소 및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
❍ 그동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다양한 대학재정사업을 확대해왔지만.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는 미흡하였다.
- 기관(대학본부),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개별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였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된 이
후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 사업지원비는 대부분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에 의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
가 추진해온 선택과 집중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선택과 집중은 형평성과 효율성에서 효
율성에 치우친 원칙이다. 효율성이 강조되는 사업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의 적용이 타당
하지만, 형평성이 중요한 사업에까지 선택과 집중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사업 형태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에서는 사업과 사업간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각 부서에서 고등교육재정사업을 각각 추진하다보니 사업설계과정에서 중복이 발생
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사업단 위주의 다양한 재정투자 사업이 병렬적으로 지원되면서 엄격한 집행기준으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하였다. 하나의 사업단이 교과부와 타부처의 재정을 중복
지원받아 재정낭비 논란을 유발하기도 하며, 임시적 조직인 사업단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교육 및 연구조직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단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 조직인 학부･학과･전공에 대
한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의 결과로 대학교육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대학의 정원이 많고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
과 집중원칙의 적용은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차별하게 모든 사업에 적용하
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평
등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고등교육기관간(전문대학과 4년제대학), 교육 프로그램간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지원과 교육지원, 인력양성과 기술개
발), 설립별간(국립, 공립, 사립), 지원대상간(기관지원, 프로그램지원, 교수지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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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간(수도권과 비수도권), 부처별간(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기타부처), 지원
기준별(성과중심, 투입중심 등), 지원내역별간(경상비지원과 사업비지원)의 격차가 심화
되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사업지원비 등의 기관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은 지원효과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고, 평가과정에서도 대학의 규모나 명성 등이 평가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빈익빈부익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송기창, 2007).
- 따라서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사업비’보다는 고등교육 ‘재원’을 늘려야 한다. 사업비
와 교육비는 다르다. 사업비가 늘면 ‘사업’의 성과는 나타날지 몰라도 ‘교육’은 달라지
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교육재원’이다. 대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formula)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이러한 점에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변형된 방식의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이기는 하
지만, 대학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서 바람직한 재정지원 방식의 하나로 평
가받고 있다(김병주 외, 2010).
- 이를 통하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특성화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특성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 평가인정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 이미 앞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
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경상비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부실사학에 대한 지원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평가인정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
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임용을 확대
하여 비교 우위 확보를 통해 특성화 분야가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임교
수 인건비(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비보다 높을 경우 표준인건비, 낮을 경우 실제인건
비)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일
정률을 지원(formula funding)하는 방안을 도입한다(송기창 외, 2007).

88

발표 2 :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사업은 기존 고등교육재정사업과 별도로 신설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6)의 경우와 같이 전체 사립대학 재정의 10% 수준
(2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 경상비를 지원받는 사립대학은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며,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
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에 지원조건(등록금 인상률, 교수당 학생 수, 학생선발
방식 등)을 제시하여 국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이원화
❍ 평가인정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등에 의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
하는 것에 더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평가인정사립대학을 다시 국고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준국립대학)과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학(완전사립대학)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 국고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수준으로 교과부의 지도와 감독을 허
용하되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 반면에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되, 등록금 인
상 등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이는 한정된 국고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립대학의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사립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 최근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재정지원의 규모와
대상이 자주 바뀌면서 재정지원사업구조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감소’가 중요한 정책목표이기는 하지만, 모든 대학에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
는 일률적 억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사립대학, 특히 완전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공되
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하는 비용-수익의 관점, 대학교육비 분담구조의
적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완전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맞추기 위해
등록금을 무리하게 낮추고 운영비 등을 최소화하기 보다,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규제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의 질
6)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 전임교원과 전임직원 인건비의 50%와 시간강사 인건비의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
복리 후생비의 40%, 교육연구경상비와 후생지도비와 연구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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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대학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 재정구조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대학재정 국고지원마저 줄이면서 사립대학이 세계수준의 대학과 경쟁하여 우
수한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제 국고지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규제 등의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진정 세계 대
학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립대학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의 정책 방
향으로 모든 사립대학들이 동일하게 노력하는 것이 고등교육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인
가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수월성을 지향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더라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대
학도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

마. 안정적 대학재정의 확보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 대학재원의 법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의 목적, 범위, 기준, 재원조달
방법 등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법제화하고, 재원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
할 수 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찬성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즉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현실
에서 우리 대학들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미흡 등 대⋅내외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경영에 상당
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 둘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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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전략분야의 고급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 셋째, 현재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초⋅중등교육에 투자되고,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예
산은 전체의 12%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유일한 수단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이 고
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민간영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국가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그러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천명호,
2005). 이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 첫째, 정부재정과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경직되어 있는 현재의 재정 여건 및 규모에서
추가적인 교부금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제기이다. 즉 내국세 총액의 일
정비율을 못 박는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즉, 향후 25년간
매년 2조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의무비율 확보는
지나치게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할 우려가 있다
- 둘째,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개념 및 운영방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교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에 배치된
다. 즉, 대학은 설립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설립⋅운영하는 것이 원칙인 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 넷째, 교부금은 국가와 지방간 또는 지방 상호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지
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
로 교부금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다섯째, 교부금 형태의 대학재원 확보방안은 재정배분에 있어서 특정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칸막이를 만드는 경우 재정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발생할 가능성
도 있다.
- 여섯째, 보통교육과는 달리 대학교육은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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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하여 확보된 추가예산을 일정 수식에 따라 균등배분
할 경우 부실대학을 양산할 수 있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고등교육기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서 내국세 총액
의 일정률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인 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도입하는 경우 그 교부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와 근거의 정립이 선행되어
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초중등교육은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화가 가능하다. 이제
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때이다.
2) 고등교육세의 신설 혹은 전환

❍ 현행 교육세는 국세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교육세가 이원화 되었다
는 것은 각각의 교육세가 별도의 용도에 쓰여야 함을 의미한다.
- 그러나 현행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세금 징수 주체만 다를 뿐, 목적은 똑같이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이다(교육세법 제1조, 지방세법 260조의2).
- 교육세는 1982년부터 25년 넘게 징수해 왔기 때문에 교육세가 지방교육발전에 기여
해야 한다는 목적은 충실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제는 새롭게 고등교육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세 교육
세는 고등교육세로 개편하여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세와 지방교육을 지원하
는 지방교육세로 역할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송기창, 2006).

❍ 2001년에 교육세가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된 이후 교육세 징수실적을 보면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징수실적이 예산이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예산액 자체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 교육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목적세의 축소 논리와 더불어 초중등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육세 존폐의 문제가 대두된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입장
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송기창, 2006).
- 국세 교육세의 규모는 연간 4조 원 정도이나,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경기에 민
감한 세원의 성격상 신장 가능성이 떨어진다. 세원이 신장되지 않을 경우 세율을 올
리거나 세원을 교체하여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편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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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에 세율인상이나 세원교체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논리로 교육세원을 바꾸거
나 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생기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교부율을 교육세만큼
인상함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송기창, 2006).

❍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그리고 지방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세분 교육세가 지원하던 초⋅중등교육재정의 부족분에 대한 추
가적인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고등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지원목적, 대상, 확보방
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바. 관련법령에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명시화
❍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이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어디에도 사립대
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저 “사립학교응 지원･육성해야
한다”(교육기본법 25조),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43조 1항), “학교가 그 목적을 달
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7조) 등의 임의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 현재로서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규모는 어디까
지나 국가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다음
과같이 사립대학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43조의27)(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는 보조를 신청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해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해야 한다.”
7) 당초 “제43조의2(기부금에 대한 면세)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해당액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
제한다.”는 조항은 1964.11.10 신설되어 1977.12.31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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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함은 물론 학생수 비중에 맞는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그동안 각 정부 부처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타 분야 혹은 외국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물론 대학재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학 스스로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체적인 재
원확보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 재단과 대학 스
스로의 다양한 재원확보방안 모색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부금을 비롯한 다른 재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고, 최근
의 분위기에서 대학등록금의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확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 대학재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학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에 있다. 우리 나라 법률
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헌법이 규정하
는 교육제도(재정제도 포함) 법률주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어떠한 방식에
의할 것이냐는 선택만 남아 있다.
- 다만, 국가가 사립대학의 재정을 모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자세의 개
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등록금의 경우 금액의 수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공
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하는 비용-수익의 관점, 대학교육비 분담구조
의 적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사립대학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되, 정부정책에 맞추기 위해 등록금을 무리하
게 낮추고 운영비, 장학금을 대폭 축소하며 서비스를 최소화하려는 사립대학의 모습
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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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토론자 :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론 1 :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한 유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속화 등 미래 사회를 대
비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이를 위한 대학재정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인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심도있게 논의
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은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

❍ 발표자께서는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행연구 및 자
료의 분석을 통하여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발표자께서는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근거와 방식,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원칙,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사립
대학 재정을 논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개선방안으로 형평성과
수월성을 고려한 재정지원, 사업단 지원사업의 축소 및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 확대,
평가인정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안정적 대학재정의 확보(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 도입과 고등교육세의 신설)방안을 제시하였음.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재정에 대하여
오랜 기간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발표자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
면서 몇 가지 보완적인 관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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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재정 현황과 문제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은 직접교육비 부담과 함께 간접교육
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따라서
수익자 부담(benefit to receive)의 원칙과 함께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ability to pay)
의 원칙이 대학교육 재정확보와 운영의 원칙이었음.

❍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세계 최고인 우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재정을 통한 사립대
학 재정지원 개선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즉, 이러한 방식은 유럽 국가처럼 담세율
이 높은 경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분배의 역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이러한 재정지원의 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당부분 부담하는 세금으로
형성된 정부재정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
부재정을 통하여 필요한 대학재정을 충당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립대학이 처한 상황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
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그동안 국공립과는 달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관지원
방식보다 학생지원방식에 보다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기관지원
형(대학, 전공을 포함하여)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

❍ 급속한 대학교육기회의 팽창은 고등교육의 대중 교육화를 초래해 외형적으로는 고학력
인력의 대량 공급기반을 갖추었으나 양적 풍요속의 질적 빈곤 즉 대학의 질적 경쟁력은
취약함. 교수1인당 학생 수, 학생1인당 교육비 등 대학의 교육환경은 아직 OECD 평균
수준 이하이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고학력자의 초과공급과 다양화
되고 전문화된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되
고 있음.

❍ 이미 대학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추세이며, 대학
을 설립하기만 하면 학생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갔음. 지식기반사회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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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실용적 교육을 통해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추
진되고 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러한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사립대학 재정의 감소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나타
날 것임. 대학재정의 어려움이 가시화되면, 우수 교원자원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장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립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립대학의 유형과 특성에 연계된 사립대학 재정지원방안
❍ 발표자는 가능한 모든 재정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359여개 달하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각기 다양한 특성이 있어 모든 대학에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의 상황과 추구하고
자 하는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사립대학은 학습자의
다양성과 대학 자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대학 특성화를 도모하고
정부 재정지원도 사립대학의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비전 및 미션, 학문분야, 지역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이에 적합
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중심대
학과 연구중심대학,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대학,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대학, 학사과
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우수대학과 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우
수대학 등 각기 처한 여건과 특성이 다른 다양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은 유형과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임

평가인증 사립대학에 대한 포뮬러 펀딩 방안
❍ 국경 없는 고등교육 시대 도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고등교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2011.4 현재 9만 명(2.4%)), 고등교육 질 보증, 고등교육의 성과측정 및 현장 적
합성 제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및 전문
대학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 인증결과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 예정임을 공시
한 바 있음(교과부, 2010.11.11.).

❍ 발표자는 부실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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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의 효율적인 질 관리 체제 정립이 필요함. 또한 현재의 다양한 평가제도간 연계
모색이 필요하고, 고등교육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제11조2에 의한
민간 주도의 평가인증제가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자율적인 평
가 인증과 정부의 재정지원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평가인증을 교육역량
강화사업 신청자격 조건으로 활용하고 향후 사회적 신뢰 여부에 따라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자율･민간 중심의 평가 인
증제(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인증제 포함)를 기본으로 추진하고 인증받은 사립대학
에 대해서 교과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사립대학 재정지원에 따른 책무성 제고 방안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함. 즉,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성과 및 목표 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에 관한 책무성 관점에서의 평가가 보다 더 중요해짐. 또한 사립대학 재정이 보다 투명
하게 운영될 수 있는 대학재정종합정보공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행 대학재정 정보
및 통계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세입･세출, 공사계약, 연구비･국고보조금, 물품 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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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등 대학의 재정 전반에 관한 운영을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
축 및 운영이 필요함.

❍ 대학 재정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보직자와 재정 담당 실무직원은 물론
모든 교원과 직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 질 것임. 교직원 연수 및 연찬회 등
대학내, 대학간 행사시 대학 재정 운영 전반의 건전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등에 관
한 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와 활동이 필요함.

발전적 논의 : 대학 재정 지원 정책
❍ World Bank의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World-Class Universities" 보고서에
서는 세계수준의 대학은 풍부한 대학재정도 중요하지만 정부로부터의 상대적인 독립성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 자율성은 세계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원적인 외부정책 환경을 마련
하고 대학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재정과 규제 조건을 만들어
야 하는데 첫째, 대학에게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둘째, 성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며
셋째, 기업과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호의적인 과세제도를 제공하
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사립대학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발표자
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논의를 통하여 사립대학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세계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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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정 관 수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제도 확충
○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장학지원 확충
○ 간접비 제도 개선
○ 든든학자금 제도개선 추진

□ 재정･회계제도 선진화
○ 교직원 1인당 보수 현황 정보공시 추진 및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의 분리운영 정착

□ 적립금 및 이월금 관리 체계 강화
○ 정보 공시 강화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액과 연계
○ 이월금 상한 설정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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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재원 다변화
○ 대학 기부 활성화
○ 적립금 운용 수익 확대 유도
○ 기업 R&D 대학 투자 확대
○ 수익용 기본재산 다양화
○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대학경영 합리화 기반 마련
○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립대에 경영컨설팅을 통한 체질개선 유도 및 부실 대학의 경영
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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