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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시작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일명, 누리사업)이 만 3년째를 넘어선 시점에서, 정책사업
의 재정지원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앞으로 남은 사업지속기간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그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보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
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교육성
과(2004년～2006년)를 세 가지 필수달성지표(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취업률)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 지속적인 누리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당면과제 식별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성과분석을 위하여 준로그모형과 프로빗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다음의 교육성과를 확인하였다. 2004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 재정지원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집행실적과 교원 1인당 집행실적은 각각 누
리사업단의 학생충원과 교원충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1인당 집행실적은 누리사
업단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에 대한 누리사업의 재정지원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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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이는 많은 요인들에 기인하
겠지만,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대학 집중화가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간의
질적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만희, 2004: 백
성준․류장수, 2003). 더욱 심각한 것은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두뇌유출이 지방대학
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역량의 저하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의
국제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시대에1) 이러한 지역두뇌유출은 지
역혁신뿐만 아니라 지역특성화의 유지 및 발전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국가경쟁력
을 저하시킬 수 있다(유현숙 외, 2005; Cho, 2006).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방대학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04년부터「지방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하, 누리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
NURI))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작한지 3년째에 접어든 누리사업은 사업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핵심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즉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보호망 속에서 지방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중점지원정책인 것이다.
누리사업이 지향하는 세 가지 교육정책목표는 첫째,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우수인력양성 및 지역발전 촉진, 셋째, 지역혁
신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누리사업은 단순히 지방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분야를 집
중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언론, NGO 등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병식 외, 2004)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혁신정책이다.
누리사업 시행 첫 해인 2004년에는 총 475개 사업단이 사업 참여신청을 하였으
며, 최종 선정된 112개 사업단에 약 2,200억 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에는 약 2,400
억이 지원되었다. 누리사업의 출범 이래, 매년 연차평가를 통하여 탈락과 추가선정
의 과정을 거쳤으며, 2006년 현재에는 130개의 누리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5년간
총 1조 3,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누리사업단들은 누리사
업이 설정한 기준을 달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데, 학생충원률, 교원확보율,
학생취업률, 산학협력단설치 등에 있어 일정 조건을2)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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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누리사업 평가계획과 내용
연차평가
중간평가
·매
년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 평가
·
3차 사업 연도의 실적 평가
·사업 연도 종료 1개월 전 연차평가 ·계3차획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 중간평가
목적/시기 계획 수립 및 공고
수립 및 공고
·추진
서면 평가와 현정실사를 통하여 사업
성과를 집중 점검
·
필수 참여조건(유지조건) 유지 여부
요건 ·유지조건 미 충족 시 일정 기간을
심사 두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동 기
간 내에 미 이행시 사업단 선정 취소
약 사항 이행
여부
··연사업계
차평가획와수정을
동일 원하는 사업단의 경
주요 ··협
황
및 성과도달 정도
평가 ·사업추진상
비 집행 실적
우 수정 사업계획
사항 ·사업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금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의 취소, 보조 ·사업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단 퇴출
의 조정, 경고, 개선 명령 등
·금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의 취소, 보조
평가
의 감액, 경고, 개선 명령 등
결과
·발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성과
조치
및 우수수례 확산을 위한 보고
회 개최
·우수 사업단은 선정·포상
누리사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사업의 성패가
지방대학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므
로, 사업단의 성과 및 필수기준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리사업의 평가와 관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하 BK21-NURI
사업관리위원회(BNC)가 사업의 연차·중간평가,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운영 컨설팅,
사업성과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용역 발주 및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표 1>
참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리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객관적 기준의 설정과 이에
상응한 과학적 방법의 모색 하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첫째로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사업의 질적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에서이다.
근래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사업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재정지원방식을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목화 시켜가고 있는 반면,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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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과의 평가체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성과 중심
재정지원은 국제동향으로서, 선진국들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유현숙 외, 2005). 누리사업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막대한 재원이 마련되어 지원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사업의 효율화와 효과
성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방대학들의 올바른 사업 참여 동기유발을 위해서이다. 일부 대학들은 목
적의식 없이 단순히 재정지원을 받기위하여 국가의 다양한 고재정지원 교육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은
일부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차별적이고 특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다.
셋째, 향후 누리사업의 효과와 향후 지속 여부 등을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
해서이다. 그간 이루어진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정책사업들의 성과 자체에 대한 회
의적 시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후속 사업들이 계속 설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
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 및 분석이 요구된다.
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만 3년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의 재정지원성과에 대
한 객관적인 분석은 앞으로 남은 사업지속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예상
치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보완하여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절실하
게 요구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까지 누리사업단이 달성한 성과들을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교육성과(2004
년-2006년)를 정부가 정하고 있는 세 가지 필수달성지표(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취업률)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누리사업의 지속적 성과분석을
위한 당면과제 식별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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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분석
그간 누리사업 전반에 관해서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병식 외(2004)는『누리사업 선정평가 결과분석』연구를 통하여 1차년도 사업단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사업단 선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지역검토, 정량평
가, 정성평가, 행․제재 감점 등의 평가요소가 대체로 사업단의 선정에 골고루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의도가 사업단의 평가과정에 실제로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류장수 외(2004)의『누리사업 성과 예측 및 성과분석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는
누리사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성과분석을
위한 투입요소와 산출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어떻게 계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방법론적으로 구상하였다.
이광희(2004)의『정책평가 우수사례』연구는 누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우수한 정책
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상위목표와의 조화, 추진체계 상의 분업화, 정책형성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 등 정책대상 집단과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부처 간의 협조가 미흡하고 추상적인 비전 제시
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백성준 외(2005)의『누리사업단 경험분석을 통한 산학협력 촉진방안 연구』에서
는 누리사업단의 산학협력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누리사업단이 속한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유현숙 외(2006)의『누리사업 성과분석 연구』는 누리사업 시행 1년이 지난 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의 연차평가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 누리사업으로 인한 교육성과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또한 재정지원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누리사업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과 받지 않은 대학을 필수달
성지표(교수확보율, 학생확보율, 취업률)별로 이중차감(Double Difference Mode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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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단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
업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사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의 연구목적, 취지, 및 결과의 시사성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과의 평가차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성과평가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이 측정을 위한 이론적 모델 제시에만 그치고 있
고, 가용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실제로 활용하여 정책성과의 분석한 사례는 드물
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성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들은 실제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 방법
전술하였듯이, 유현숙 외(2006)의 연구는 5년간 지속될 누리사업의 1차년도 사업
성과(2004년-2005년)를 양적 자료화하였다. 이 연구는 유현숙 외(2006)의 후속연구
의 성격으로, 2005년부터 2006년간 누리사업단이 달성한 성과들을 자료화하였으며,
최종 축적된 지난 2년(2004년-2006년)간 누리사업의 교육성과를 분석하였다. 자료
구축과정은 누리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계열자료를
구축하려는 의도와 함께, 누리사업의 성과를 중간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한다.

성과분석 대상 및 변수의 설명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따른 교육성과분석은 2004-2006년도 누리사업에 참여한
대학(교)의 200여개의 개별 누리사업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의 분석대상은 2004
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존속 중인 232개 사업단과 2005년에 새로 추가된 48개 사
업단 등 총 280개이나 자료의 미비로 일부 사업단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누리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의 설정은 누리사업단이 산출해오고 있는
성과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속변수인 교육성과지표로는 개별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학생취업률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누리사업을 통한 재정지
원이 누리사업단이 속해 있는 대학(교)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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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단 속한 대학(교)의 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학생취업률도 지표로 활용하
였다. 따라서 대학(교) 및 누리사업단의 수준에서 총 6개의 종속변수가 누리사업의
교육성과분석에 사용되었다(종속변수설정이 가지는 한계점은 이 논문의 연구의 제
한점 부분을 참고 바람). 누리사업단의 해당 년도 성과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BNC 성과관리팀의 협조를 통하여 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누리사업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변수들과 이들이 속한 학교
관련 교육여건지표들(다양한 학교특성변수)을 활용하였다. 먼저, 누리사업단과 사업
단이 속한 대학(교)의 규모에 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학생수 및 사업단이
소속된 학부생 수를 포함하였다. 둘째, 대학(교)과 사업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다양한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학교의 입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학교 소재지를
강원(기준변수로 활용), 충청, 전라,3) 경상 지역으로 가변수화하여 구분하였고, 누리
사업단은 규모별로 대형, 중형, 소형(기준변수로 활용)으로 구분되어 재정지원되고
있는 바, 이를 가변수화하였다. 아울러, 누리사업단은 사업의 참여수준에 따라 중심
사업단과 협력사업단(기준변수로 활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구분된 가변수도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참여대학의 형태를 국․공립과 사립(기준
변수로 활용)으로 구분하는 가변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기준변수로 활용)을 구
분하는 가변수를 사용하였다.4) 셋째, 학교교육여건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교원 1인
당 학생 수5)(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대학의 재적학생으로 나눈 수치)를,
학교재정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학생 1인당 인건비, 학생 1인당 유지비, 학생 1인당
시설비를 사용하였다.6) 넷째,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누리사업의 재정지
원 대비 교육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누리사업단 소속 학부생 1
인당 집행실적과 교원 1인당 집행실적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를
위하여 확보한 개별 사업단의 집행실적금액 자체가 중심사업단과 협력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개별 사업단의 총집행실적금액은 그 사업단에 속해 있
는 중심·협력사업단의 교수 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배분하였다. 대학(교)의 학생 1
인당 집행실적과 교원 1인당 집행실적은 각 사업참여대학(교)에 속한 학부(과)의 재
학생과 교원으로 나눈 1인당 집행실적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누리사업단이
소속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대응자금도 집행실적금액과 동일
한 방법을 적용하여 교원 1인당 대응자금을 산출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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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치(가변수들은 표에 포함하지 않음)
표준
변수
단위 관측
치수 평균값 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학 교원충원률 변화분
% 279 7.32 7.66 -41.70 42.90
대학 학생충원률 변화분
% 280 3.63 8.31 -19.20 43.00
대학 취업률 변화분
% 279 10.35 11.94 -66.00 47.00
사업단 교원충원률 변화분
% 278 17.07 14.53 -30.80 91.80
사업단 학생충원률 변화분
% 278 4.75 15.88 -53.80 88.40
사업단 취업률 변화분
% 278 10.23 15.74 -73.50 94.00
사업단 교원 1인당 집행실적 천원 279 67,022.73 48,488.93 9,231.97 432,764.88
사업단 학생 1인당 집행실적 천원 279 2,345.56 2,146.40 230.20 26,743.90
사업단 교원 1이당 대응자금 천원 279 16,054.82 28,358.21 691.18 323,636.54
사업단 학생 1인당 대응자금 천원 279 580.36 1,347.86 18.92 20,000.01
대학 총 학생수
명 208 16,422.20 7,848.88 822.00 33,756.00
사업단 총 학생수
명 279 598.64 608.56 20.00 5,858.00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
명 208 40.16
13.05
8.06
69.61
사업단 교수 1인당 학생수
명 279 32.03
12.86 11.64 141.75
대학 학생 1인당 인건비
천원 207 3,492.91 3,453.74 1,483.04 27,289.47
대학 학생 1인당 운영비
천원 207 867.99 1,318.19 154.50 9,583.24
대학 학생 1인당 시설비
천원 207 502.10 434.80 60.89 2,576.71

종속변수는 2004년과 2006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여건상 독립변수들8)
중 학생 1인당 집행금액, 교원 1인당 집행금액·대응자금은 2004년 자료를, 1인당 인
건비·운영비·시설비는 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자료산출시점에 의하여 가지는 이
연구의 한계점은 이 논문의 연구의 제한점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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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교육성과 분석방법
누리사업의 교육성과는 일정 시점의 대학별 교육성과 수준을 설명하는 단순회귀
분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모형의 회귀분석기법
을 사용하여 누리사업을 통하여 지원된 재정 대비 성과를 이중으로 확인하였다. 사
용된 두 회귀분석모형의 구조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누리사업의 성과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리사업이 시작한 2004년과 2006
년의 충원률과 취업률의 변화분(2006년 자료에서 2004년 자료를 뺀 수치)을 종속변
수로 사용한 시차모형을 적용하였다. 2005년에 새로 추가된 사업단의 경우 2006년
에서 2005년을 뺀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충원률과 취업률)
는 변화율을 나타내므로, 가변수를 제외한 양적 독립변수에만 자연대수를 취하는
준로그(level-log)모형을 적용하였다9).
둘째, 누리사업단의 2006년 충원률과 취업률 성과를 목표치와 비교하여 달성 확
률을 분석하는 프로빗(Pr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해당 변수가 2006년의 목표치
를 달성하였으면 1, 미달하였으면 0으로 가변수화한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개별 독
립변수가 목표치를 달성할 확률을 추정하였다.
준로그 모형과 프로빗 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준로그모형: ΔY i = α + β ∑ log X i + γ⋅Z i + ε i
프로빗모형: ln( 1-PPi i )=α + β ∑ log X i + γ⋅Z i + ε i
Y i :교육성과지표 ( 충원률, 취업률 ) X i : 학교교육여건 Z i:가변수
P i :성과지표를 달성할 확률 α, β, γ :추정계수 ε i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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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교원충원률 성과
<표 3>은 누리사업단과 누리사업단이 속한 대학의 2004년도 대비 2006년도교원
충원률 변화분(준로그모형)과 2006년도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여부(프로빗모형)에
대한 회귀식 추정 결과이다. 먼저 시차에 의한 교원충원률 성과를 나타내는 준로그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2004년과 비교하여 2006년도 대학의 교원충원률 변화의 지역별 차이로는 강원지
역 소재 대학과 비교하여, 충청지역 소재 대학이 약 6%포인트, 전라지역 소재 대학
이 5%포인트, 경상지역 소재 대학이 3%포인트 이상 더 높은 교원충원률 개선효과
를 보였다. 반면, 누리사업단의 규모, 대학의 설립형태(국공립), 4년제 대학, 중심사
업단 여부에 따른 대학의 교원충원률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4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단의 지역별 교원충원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반면, 중형사업단에 비해 소형사업단이 6%포인트,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사립대학에 속한 누리사업단이 8%포인트 이상 더 높은 교원충원률 개선효과를 보

였다.
총학생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대학의 교원
충원률 변화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변화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학생수가 많은 대학일수록 약 2%포인트의 대
학의 교원충원률 개선효과를 보였다. 학교교육여건의 질적 지표인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높을수록 대학의 교원충원률 개선효과는 낮았는데, 이는 교육여건의 열악함과
교원충원의 어려움 간의 연관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1인당 인건비는
높을수록 대학의 교원충원률 개선효과는 낮았던 반면, 학생 1인당 운영비는 높을수
록 대학의 교원충원률 개선효과가 약 2.4%포인트 더 높았다. 학생 1인당 인건비는
학교재정의 지출을 나타내고, 학생 1인당 운영비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의 교
원충원률에 대한 누리사업 재정지원의 기여도는 대학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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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잠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인 집행자금과 대응자금
에 대한 2004년 대비 2006년도 교원충원률 변화의 경우, 교수 1인당 집행실적은 누
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제고에는 약 11.1%포인트, 대학의 교원충원률 제고에는 약
2.9%포인트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주었고, 교수 1인당 대응자금에 의
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집행자금의 경우는 대학의 교원충원률 제
고에만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2006년도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을 분석
한 프로빗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 소재 대학과 비교하여 충청지역, 전
라지역, 경상지역 소재 대학들의 대학의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각각
15.8%, 13.8%, 15.0% 더 높았다. 또한 전라지역 소재 대학들이 강원지역 소재 대학
들에 비하여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1.9%더 높았다. 국·공립
대학에 비하여 사립대학이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각각 약 14%와 16% 더 높았고, 총학생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대학 및 누리사업단
의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각각 7.8%와 1.4% 더 높았다. 누리사업의 재정
지원변수들인 교수 1인당 집행실적, 학생 1인당 집행실적, 교수 1인당 대응자금은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제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교수 1인당
누리사업의 대응자금의 경우, 많을수록 대학의 목표치 달성 확률이 약 7% 더 낮았
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학생 1인당 시설비도 많을수록 대학의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은 14%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누리사업을 위한 대응자금 마
련 및 학생을 위한 투자 등에 대한 대학차원의 재정지출이 많을수록 그만큼 교원충
원을 위한 대학의 역량이 줄어드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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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원충원률 회귀분석 결과
구분
상수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가 대형사업단
변
수 중형사업단
국공립대학
4년제 대학
중심사업단
log(교수1인당 집행실적)
log(학생1인당 집행실적)
log(교수1인당 대응자금)
log(총학생수)
log(교수1인당 학생수)
log(학생1인당 인건비)
log(학생1인당 운영비)
log(학생1인당 시설비)
관측치수
결정계수

F,

χ 2값

준로그모형

대학 교원충원률
변화
26.072
1.56
6.140
3.44***
5.133
2.94***
3.378
1.98**
-0.082
-0.07
0.891
0.74
-2.297
-1.53
1.828
0.98
0.247
0.28
2.991
1.70*
-4.520
-3.38***
0.462
0.49
2.031
2.50**
-7.410
-4.61***
-8.732
-5.04***
2.472
2.51**
5.506
4.17***
205
0.3254
5.67***

누리사업단
교원충원률
변화
-20.094
-0.49
4.972
1.21
6.255
1.55
4.974
1.26
-1.980
-0.62
-6.613
-2.12**
-8.221
-2.36**
3.071
0.72
-0.433
-0.16
11.183
2.74***
-4.832
-1.39
-0.320
-0.14
-0.696
-0.38
-2.363
-0.69
-5.839
-1.47
-1.547
-0.72
3.504
1.16
204
0.1732
2.45***

프로빗모형

대학 교원충원률
달성 확률
0.158
3.23***
0.138
2.91***
0.150
2.45**
0.078
1.52
0.076
1.51
-0.142
-1.68*
-0.054
-0.69
-0.016
-0.38
0.036
0.41
-0.001
-0.01
-0.074
-1.72*
0.078
1.92*
0.067
0.90
0.085
0.88
-0.019
-0.34
-0.143
-2.18**
206
0.3122
56.59***

누리사업단
교원충원률
달성 확률
0.019
1.75*
0.013
0.94
-0.032
-1.29
-0.018
-0.73
-0.159
-2.08**
-0.007
-0.65
0.020
0.92
0.011
0.62
-0.012
-1.25
0.014
1.75*
0.053
1.15
0.028
0.65
-0.024
-1.37
0.008
0.46
148
0.3116
27.44**

주: 1) 각 변수의 두 번째 열은 t값을 의미함
2) 프로빗모형에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1%를 변할 때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의미하며(한
계효과), 가변수는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해석함
3)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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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이 누리사업단이 속한 대학의 교원충
원률 목표치 달성에 미친 이러한 결과들은 누리사업만의 고유 영향이라기보다는 대
학의 운영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의 수많은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1인당 시설비에 의한 대학의 교원충원률 결과치는 준로그모형과 프로
빗모형이 정(+)과 부(-)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상충된 결과는 두 회귀모형이 가
진 분석구조 및 차이에 맞춰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준로그모형의 결과는 학생 1인당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학의 2004년 대비 2006년도 교원충원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과의 제고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프로빗모형의 결과는 학생 1인당
인건비가 2006년도 대학이 설정한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에는 기여하지 못하였음
을 의미한다. 즉, 학생 1인당 인건비에 의한 지난 2년간 대학의 학생충원률 변화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학생충원률 성과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2004년 대비 2006년도 학생충
원률 변화를 분석한 준로그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소재
지, 누리사업단의 규모, 4년제 대학여부, 누리사업단의 참여형태는 누리사업단의
2004년 대비 2006년도 학생충원률 변화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강원소재 대
학들에 비하여 전라지역 소재 대학들은 4%포인트 이상 더 높은 학생충원률 개선효
과를 보였다.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사립대학들은 약 3.7%포인트와 8.5%포인트
더 높은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총학생수가 많을수록
대학의 학생충원률 개선효과는 약 2.3%포인트 더 낮았으나,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
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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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생충원률 회귀분석 결과
구분
상수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가 대형사업단
변
수 중형사업단
국공립대학
4년제 대학
중심사업단
log(교수1인당 집행실적)
log(학생1인당 집행실적)
log(교수1인당 대응자금)
log(총학생수)
log(교수1인당 학생수)
log(학생1인당 인건비)
log(학생1인당 운영비)
log(학생1인당 시설비)
관측치수
결정계수

F,

χ 2값

준로그모형
누리사업단
학생충원률
변화
134.701
2.91***

대학
학생충원률
변화
79.164
4.09***
0.301
0.15
4.142
2.11**
-0.956
-0.50
1.082
0.82
0.758
0.54
-3.706
-2.14**
-2.835
-1.32
-0.692
-0.69
-0.487
-0.24
-1.183
-0.77
0.860
0.79
-2.375
-2.53**
-4.844
-2.60***
-8.376
-4.18***
2.078
1.83*
4.482
2.94***
206
0.3147
5.42***

-3.540
-0.76
7.338
1.61
-4.133
-0.93
1.820
0.50
-1.199
-0.34
-8.585
-2.18**
4.299
0.89
-1.428
-0.48
-10.069
-2.18**
7.225
1.84**
1.646
0.66
-1.843
-0.88
-8.801
-2.28**
-12.742
-2.85***
2.303
0.95
6.861
2.01**
204
0.2326
3.54***

프로빗모형

대학
학생충원률
달성 확률

0.199
1.47
0.064
0.46
-0.030
-0.21
0.022
0.23
-0.010
-0.10
-0.193
-1.45
-0.156
-1.04
0.035
0.47
0.198
1.29
-0.178
-1.54
0.059
0.75
-0.129
-1.81*
-0.131
-0.91
-0.331
-2.13**
-0.020
-0.22
0.203
1.62
206
0.0997
26.19**

누리사업단
학생충원률
달성 확률
-0.032
-0.24
-0.076
-0.56
-0.108
-0.85
-0.057
-0.58
-0.048
-0.51
-0.145
-1.37
-0.020
-0.15
0.023
0.29
-0.276
-2.20**
0.218
2.01**
0.056
0.85
0.064
1.16
-0.134
-1.26
-0.212
-1.84
0.024
0.37
0.066
0.70
206
0.0730
15.01**

주: 1) 각 변수의 두 번째 열은 t값을 의미함
2) 프로빗모형에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1%를 변할 때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의미하며(한
계효과), 가변수는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해석함
3) *<0.1, **<0.05, ***<0.01

정부 재정지원 교육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137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적을수록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개선에 긍정적
인 효과를 주었다. 낮은 교수 대 학생비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질적으로 대변하는 요
소이므로, 우수한 교육여건이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개선에 긍정적 효과
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1인당 시설비도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증
가에 각각 4.4%포인트와 6.8%포인트 유의미한 효과를 주었고, 학생 1인당 운영비도
약 2%포인트의 대학의 학생충원률 제고에 기여하였는데, 이들 또한 학교의 교육여
건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맥락의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학교재정지출을 나타내는 학생 1인당 인건비는 교원충원률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
하게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개선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누리사업의 재정변수와 관련하여, 누리사업단의 교수 1인당 집행실적과 학생 1인
당 집행실적은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변화에 각각 약 10% 포인트의 부(-)의 효
과와 7.2%포인트의 정(+)의 효과를 주었다.
2006년도에 목표한 학생충원률의 달성여부에 대한 프로빗회귀분석결과에서는 전
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적었다. 다만, 교수 1인당 집행실적이 낮을수
록 누리사업단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약 27% 더 높았고, 학
생 1인당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2006년도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
률이 약 2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학생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생 1
인당 인건비가 높을수록 대학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은 각각 약
13%와 33%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학생취업률 성과
다음은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이 학생들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준로그모형에 의한 2004년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학생취업률 성과 변화 추정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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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생취업률 회귀분석 결과
구분
상수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가 대형사업단
변
수 중형사업단
국공립대학
4년제 대학
중심사업단
log(교수1인당 집행실적)
log(학생1인당 집행실적)
log(교수1인당 대응자금)
log(총학생수)
log(교수1인당 학생수)
log(학생1인당 인건비)
log(학생1인당 운영비)
log(학생1인당 시설비)
관측치수
결정계수

F,

χ 2값

준로그모형
누리사업단
학생취업률변화

대학
학생취업률변화
-47.831
-1.60
-6.783
-2.18**
-3.662
-1.20
-10.159
-3.43***
1.364
0.66
2.861
1.32
-5.674
-2.11**
3.745
1.12
-0.633
-0.40
7.136
2.23**
-5.523
-2.27**
-0.597
-0.35
7.230
4.95***
-4.846
-1.68
-9.568
-3.08***
3.902
2.22**
5.410
2.29**
205
0.3108
5.30***

72.733
1.67*
-0.739
-0.17
-0.244
-0.06
-6.008
-1.43
4.496
1.32
7.054
2.13**
-1.808
-0.49
3.428
0.75
0.755
0.27
4.574
1.05
-4.565
-1.23
1.740
0.74
-3.782
-1.92*
-3.476
-0.95
-16.109
-3.82***
3.650
1.59
7.119
2.21**
204
0.2132
3.17***

프로빗모형

대학 학생취업률
달성 확률
0.034
1.59
0.036
1.79*
0.033
1.26
0.020
1.04
0.029
1.64
-0.384
-3.29***
-0.015
-0.57
0.042
2.20**
-0.033
-0.84
0.038
1.31
0.005
0.32
0.066
3.40***
-0.072
-1.89*
-0.109
-2.70***
-0.003
-0.13
0.070
2.39**
206
0.3978
57.35***

누리사업단
학생취업률
달성 확률
0.063
1.57
0.037
0.89
0.006
0.13
0.006
0.13
0.008
0.18
-0.047
-0.86
0.090
1.02
-0.064
-1.58
0.014
0.22
0.047
0.92
-0.027
-0.86
-0.017
-0.59
-0.041
-0.82
-0.066
-1.24
-0.003
-0.10
0.009
0.17
206
0.1885
22.13

주: 1) 각 변수의 두 번째 열은 t값을 의미함
2) 프로빗모형에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1%를 변할 때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의미하며(한
계효과), 가변수는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해석함
3)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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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소재 대학들이 충청지역과 경상지역 소재 대학들에 비하여 대학의 학
생취업률이 각각 약 6.7%포인트와 10.1%포인트 더 제고되었으나, 누리사업단의 지
역별 학생취업률 제고 효과는 없었다. 한편,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대학의 학
생취업률 개선효과가 약 5.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의한 누리사
업단의 학생취업률 개선효과는 없었다.
총학생수가 많을수록 대학의 학생취업률 제고효과가 약 7.2%포인트 더 높았으나,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 제고효과는 3.7%포인트 더 낮아, 누리사업단의 경우, 오
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취업률 개선효과가 있었다. 학생 1인당 인건비가 높을수록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은 각각 약 9.5%포인트와 16.1%포인트 낮아진 반
면, 학생 1인당 시설비는 반대로 대학 및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에 각각 5.4%와
7.1%의 개선효과를 주었다. 학생 1인당 운영비는 오직 대학의 학생취업률 성과제고
에만 기여하였다.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인 집행자금과 대응자금에 의
한 2004년 대비 2006년도 학생취업률 변화의 경우, 교수 1인당 집행실적은 대학의
학생취업률 제고에 약 7.1%포인트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주었고, 교수
1인당 대응자금에 의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집행자금의 경우도 대
학의 학생취업률 제고에만 약 5.5%포인트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프로빗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를 보면,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2006년도
대학의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약 38% 더 높았고, 강원지역 소재 대학들
과 비교하여 전라지역 소재 대학들이 대학의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3.6%
더 높았다. 또한 협력사업단에 비하여 중심사업단이 대학의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
성 확률이 4.2% 더 높았다.
한편, 총학생수가 많을수록 대학의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높았고, 학생
1인당 시설비도 많을수록 대학의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성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인건비의 증가는 대학의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성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그러나 누리사업단의 2006년도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통
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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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만 3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
에 따른 누리사업의 교육성과를 교원충원, 학생충원, 학생취업 차원에서 대학 및 누
리사업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한 누리사업단의 교육성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첫째, 2004년도 대비 2006년도 사립대학의 누리사업단이 국․공립대학의 누리사
업단보다 교원 및 학생충원률 제고 효과가 더 높았다. 누리사업단의 규모별로 보면,
소형사업단이 중형사업단보다 교원충원률 제고 효과는 높았으나, 학생취업률 제고
효과는 낮았다. 총학생수는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둘째, 2004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교수 1인당 집행실적이
많을수록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제고 효과가 높았던 반면, 학생충원률 제고 효
과는 낮았다. 한편, 학생 1인당 집행실적은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제고에 정(+)
의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의 집행실적은 각각 누리사업단의 교수충원
과 학생충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누리사업단의 2004년 대비 2006년도 학생
충원률 제고 효과는 낮았다. 다소 당연한 결과로, 높은 교수 대 학생비를 가진 열악
한 교육여건에 있는 누리사업단들은 적절한 교수 대 학생비를 유지하여 우수한 교
육여건을 구축하려는 의도 하에 학생충원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학생 1인당 시설비의 증가는 누리사업단의 2004
년 대비 2006년도 학생충원률과 학생취업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학생 1인당 시설비
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생을 위한 시설의 확충은 누리사업단의 학생
관련 교육성과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학생 1인당 인건비가 높을수
록 학생충원률과 학생취업률 제고효과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투자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에 대한 재정투자가 누리사업단의
학생 관련 교육성과 제고에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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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누리사업단의 교육성과 정리
2004년도 대비 2006년도
누리사업단의 교육성과 변화

교원

충원율

학생
충원율

학생
취업률

2006년도 누리사업단의
교육성과 목표치 달성 확률
- 전라지역 소재 누리사업단이 강
소재 대학의 누리사업단
- 소형사업단이 중형사업단에 비하여 교원충 원지역
보다
교원
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
원률 제고효과 큼
률
높
음
- 사립대학의 누리사업단이 국공립대학의 누 - 사립대학의 누리사업단이 국공립
리사업단에 비하여 교원충원률 제고 효과 대학의 누리사업단보다 교원충원
큼
목표치 달성 확률 높음
- 교수 1인당 집행실적이 많을수록 누리사업 - 률총학
생수가 많은 대학의 누리사
단의 교원충원률 제고효과 큼
업단일수록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 높음
- 사립대학의 누리사업단이 국공립대학의 누
리사업단에 비하여 학생충원률 제고 효과
큼
- 교수 1인당 집행실적이 많은 누리사업단이 - 교수 1인당 집행실적이 많은 누
적은 누리사업단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충원 리사업단이 적은 누리사업단보다
률 제고 효과 적음
2006년도 학생충원률
- 학생 1인당 집행실적이 많은 누리사업단이 상대적으로
목표치
달
성
이 낮음
적은 누리사업단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충원 - 학생 1인당 확률
집행실적이
많은 누
률 제고 효과 큼
리사업단이
적은
누리사업단보다
- 교수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2006년도 학생충원률
높은 누리사업단이 낮은 누리사업단보다 상 목표치 달성 확률이 높음
대적으로 학생충원률 제고 효과 적음
- 학생 1인당 시설비가 높은 누리사업단이 낮
은 누리사업단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충원률
제고 효과 큼
- 소형사업단이 중형사업단에 비하여 학생취
업률 제고효과 적음
- 총학생수가 많은 대학의 누리사업단일수록
학생취업률 개선 효과가 적음
- 학생 1인당 인건비가 높은 누리사업단이 낮 - 없음
은 누리사업단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취업률
제고 효과 적음
- 학생 1인당 시설비가 높은 누리사업단이 낮
은 누리사업단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취업률
제고 효과 큼

주: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독립변수들은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교육성과에 유의미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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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2006년도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은 강원지역 소재
대학들보다 전라지역 소재 대학들 더 높았고,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더 높
았다. 또한 총학생수가 많은 대학일수록 누리사업단의 교원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
률이 더 높았다.
여섯째, 누리사업단의 2006년도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 확률의 경우, 교수 1인
당 집행실적이 적을수록 높았고, 학생 1인당 집행실적은 많을수록 높았다. 이는 위
의 두 번째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교수와 학생의
집행실적은 각각 2006년도 교수충원률과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은 2006년도 누리사업단의 학생취업률 목표치
달성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위의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결과는 누리사업 재정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
는데, 결국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한 교원과 학생 1인당 집행금이 누리사업단의
2004년 대비 2006년도 교원과 학생충원성과에 기여하였고, 학생 1인당 집행금은
2006년도 누리사업단의 학생충원률 목표치 달성에도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결
론내릴 수 있겠다.
이러한 누리사업단의 교육성과들은 누리사업단이 누리사업 재정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한 보다 직접적인 교육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미 전술하였듯이, 누리사업단이 속한 대학(교)의 교육성과들은 누리사
업에 의한 재정지원 자체의 영향 외에도 수많은 영향요인들이 관련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누리사업단이 속한 대학(교)의 교육
성과들은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결과로 단순하게 일반화하기보다는 수많은 잠
재적 영향요소들과 누리사업의 재정지원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출된 결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한 누리사업단의 교육성과보다 대
학(교)의 교육성과가 훨씬 더 많은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점이 이를 뒷받
침한다.
다음으로, 누리사업의 지속적 성과분석을 위한 당면과제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누리사업의 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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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들의 지속적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들은 그간 여러 연구들에서 제안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실제 적용
상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분석모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과분석을 위
한 관련 데이터 수합의 어려움과 수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석모형에의 적용상의
문제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사업성과의 엄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필수지표의 정의 및 설정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까지 계량적으
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기초데이터의 확보 및 시계열자료화가 필수이다.
또한, 누리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접근 관점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양적
평가에 치우친 성과분석은 정책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장점을 가지나,
질적 성과의 분석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성과에 대한 조화로운 방법론적 접근
이 필요하며, 나아가 성과분석을 위한 시각도 재정지원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객관적인 성취도 비교, 사업을 통한 대학 전체의 활성화 정도 분석 등으로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사업의 성과분석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
서부터 신중하게 계획하고, 중간성과와 종료시점의 평가, 그리고 종료 이후 일정 시
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평가가 적절한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별 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 및 관련
자료 생성 및 수집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와 (비)수혜집단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가 가지는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은 첫째로 객관적 성과비교를 위한 통제
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지원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누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와 참여한 학교를 성과 면에서 서로 비교
하거나, 누리사업에 참여한 학교들 내에서 누리사업단에 참여 한 학과와 참여하지
않은 학과를 성과 면에서 서로 비교하는 이른바 이중차감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누리사업에 참여한 사업단과 학교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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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을 할 경우 성과측정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제그룹의 누리사업성과 데이터는 정부정책평가의 차원에서 사업 개시
때부터 의도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재정지원정책
사업의 비참여 그룹(또는 사업선정에서의 탈락한 그룹)에 대하여 참여그룹과 동일
한 성과지표를 근거로 데이터를 수집한 예가 없다. 정책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동일
한 성과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사업 참여그룹과 비참여 그룹 간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데이터의 실제 여건상 이를 위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연구는 주어진 연구 여건에서 가용한 최신 자료를 구하고,
주어진 자료에 맞춰 연구를 설계하여 누리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성과분석에 활용된 한정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결과
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연구가
사용한 분석 자료들은 생산 시점 상의 불일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취업률의 성과자료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반
면, 학생 1인당 집행금액, 교원 1인당 집행금액, 교원 1인당 대응자금은 2004년도
자료를, 학생 1인당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2003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정
부가 주요 성과지표로 정의하고 있는 학생충원률,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은 누리사
업단들이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학술진흥재단의 BNC 성과관리팀에 보고하고 있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기타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체계적 산출 및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2004년부터 2006년간 산출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이는 이 연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연구방법상의 한계이다. 비록 모든 누리사업단들
에게 자료별로는 동일한 생산 시점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모든 분석 자
료들 간의 산출 시점이 다르다는 구조상의 문제는 이 연구의 결과 해석 시 논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덧붙여, 이 연구는 정부가 정한 성과달성지표(교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졸업
생 취업률)를 중심으로 누리사업 재정지원에 의한 대학(교)와 누리사업단의 교육성
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누리사업단에 비하여 누리사업단이 속한 대학(교)들의 교
원충원률, 학생충원률, 졸업생 취업률성과는 누리사업 재정지원의 영향에 의한 고유
성과로 단순히 일반화하기에는 연구의 설계상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연구가 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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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들이 누리사업의 재정지원이 누리사업단이 속한 대학(교)의 교육성과에 미
친 ‘직접적’인 영향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는 연구의 설계와 성과측정 준거의 설정 면에서 위의 연구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성과 측정결과의 객관적 설명력을 높일 필
요가 있다. 즉, 누리사업의 정책성과를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
능한 모델 개발과 충실한 자료의 확보 및 구축이 필요하고, 성과에 대한 시각을 확
대하여, 누리사업을 통해 누리사업단뿐만 아니라 대학(교)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혁
신되었는지, 인적자본은 물론 사회적 자본(지방대학 중심 지역사회 혁신네트워크
구축 현황, 지역사회 중심 파트너십 구축 현황, 지역사회통합 정도 등) 축적에 어떻
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성인․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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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Educational Policy Outcomes:

Based on the Case of NURI

Hyun-Sook Yu, Young-Ha Cho
Since the year 2004,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NURI), a national policy for financial support to

make regional universities more competitive. NURI was set out with a sense of
crisis that in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may weaken knowledge
base of a nation. For NURI, over a trillion dollar will be invested into the
competitiveness-building process of regional universities for 5 years. At the
point of time that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NURI project goes into effe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its educational outcomes. This study mainly
depended on quantitative analysis using Semi-log-linear regression model and
Probit regression model. In a view of the results so far analyzed, NURI project
seems to make partly positive effects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Although the results may not confirm qualitative
confidence, NURI project contributed to quantitative increase of student
enrollment rate and faculty-student ratio. This study also adds methodological
advices for future studies to the end of this paper.

Key words: NURI, Competitive regional universities,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gional innovation, Polic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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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 세방화(Glocalization) = 세계화(Globalization) +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
여기서의 세방화는 직접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방균형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역의 특성화를 지향하는 누리사업의 거
시적 목표를 강조하고자 사용한 개념이다.
2) 정부가 정한 지방대학들의 누리사업 참여조건

참여조건
대학 전체
사업팀
신입생 충원률 ① 매년 60% 이상유지
② 매년 90% 이상유지
시 50% 이상, 연차적으로 ④ 선정 시 제한은 없으며,
교원확보율 ③ 선정
60%(산업대 55%) 이상 달성
⑤ 연차적으로 80% 이상 달성
⑥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단 설치 등기에 의하여 설립해야 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 지방대 혁신 사업(NURI) 추진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
회 정책 설명회 자료집. p.20.

3) 제주도 소재 학교는 전라도에 편입하였다.

4) 각 가변수별로 강원지역, 소형사업단, 협력사업단, 사립대, 전문대학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5) 대학 충원률, 취업률 분석시 에는 대학 전체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사업단의 충원률, 취
업률 분석시에는 사업단이 소속된 학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사용하였다.

6) 사립대학의 자료는 사학진흥재단의「사립대학결산자료」를,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
원부의「각 대학 세출세입결산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대학의 학제별로 해당 항목의 산
정을 달리하였는데 국립대학의 경우 학교기본예산과 기성회계, 국고지원에서 해당항목을 산
정하여 합산하였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각 대학의 재무제표에서 추출하였다. 본 자료는 4년
제 대학 자료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전문대를 포함한 회귀분석 시에는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전문대를 가변수 처리화하여 회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7) 학생 1인당 대응자금은 나머지 3개 변수(교원 1인당 집행자금, 학생 1인당 집행자금, 교원
1인당 대응자금)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8) 독립변수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들 중 가용한 가장 최신자료
를 사용하였다(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 논문의 연구 제한점 참조 바람).

9) 준로그모형의 회귀계수가 b일 경우 이는 독립변수가 1% 변화할 때 종속변수는 b/100만큼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