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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
의 경제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비용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부터 2006년까지의 국내 4년제 사립대학의 자료를 수집하여 총비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고, 대학의 산출성과를 대표하는 학부교육, 대학원교육, 연구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복합산출물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비용함수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
로 한계비용과 평균증분비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
제 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비용 효율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산출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였으나, 현 수준보다 규모를 확
대할 경우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의 사립
대학들은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비용함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I. 서 론
대학은 교육과 연구, 봉사의 3대 기능을 수행하며, 이윤 추구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지닌다. 비용 감소에 대
한 유인가보다는 명성과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비용최소화의 노력을 기울이
지 않는다는 비판(Bowen, 1980)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는 대학 역
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산출을 추구한다는 점은 영리를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생산조직과 다르지 않다(김성훈･이호섭, 2008).
특히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간 경쟁 심화 등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08)의 일부분을 제150차 추계학술대회(2008.11.2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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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재정의 확충 외에도 경영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이상호･이홍배, 2001; 이석열, 2009). 등록금의 현실화, 대학수익사업의 다양화, 재
단전입금 및 기금의 활성화 등 대학 내･외부자원의 유치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
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대학이 조직의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혁신을 기
하고 있다.
대학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높이는 것은 핵심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대학 비용과 산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 측정이 요구된다. 대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모수적 접근법
(parameter technique)과 비모수적 접근법(nonparameter techniqu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수적

접근법에는

비율분석(ratio

analysis),

생산성지수

접근(productivitiy

index

approach), 함수적 접근(function approach) 등이 있고, 비모수적 접근법으로 자료포락분
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확률프런티어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등이 있다(신현대･권기헌･서인석, 2009; 이정미 외, 2009).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고 있
다(김성훈･이호섭, 2008; 김영치 외, 1998; 나민주, 2004; 나민주･김민희, 2005; 박태종,
1996; 신현대, 2006; 신현대 외, 2009; 안태식 외, 1998; 윤홍주, 2008; 이상호･이홍배,
2001; 이석열, 2009; 이정미 외, 2009; 이호섭, 2008). 자료포락분석은 객관적인 가중치 활
용을 통한 효율치 산출, 복합적인 종속변수의 동시 비교 가능, 효율성 개선 가능치의 제
시(김재홍 외, 2001; 나민주･김민희, 2005)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효율성 분석
에 따른 방법상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자료포락분석은 유사한 평가대상 간의 상
대적 비교평가로서, 포함된 분석대상과 이용된 변수에 따라 동일한 측정대상의 효율치
가 달라질 수 있으며(이정미 외, 2009; 김성훈･이호섭, 2008), 분석대상 중 가장 효율적
이라고 평가된 대상 역시 절대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함수적 접근법, 특히 비용함수의 추정은 이론적･실제적으로 의의를 가
지고 있다. 비용함수를 통한 효율성 분석은 전통적으로 산업조직론 분야의 연구에서 적
용되어 왔다(신경숙･김성현, 2009). 비용함수는 효율적인 조직과 비효율적인 조직의 평
균적인 관점에서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하나의 산출물만을 생산하
는 경우와는 달리 다수의 산출물을 결합생산(joint production)하는 조직의 효율성 분석
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후 Baumol 등(1982)에 의하여 결합생산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복합산출물 비용함수(multiple-product cost function)가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등을 결합생산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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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을 반영한 비용함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Cohn, Rhine, & Santos, 1989;
de Groot, McMahon, & Volkwein, 1991; Lloyd, Morgan, & Williams, 1993; Dundar &
Lewis, 1995; Hashimoto & Cohn, 1997; Johnes, 1997; Koshal & Koshal, 1999; Koshal,
Koshal, & Gupta, 2001). 복합산출물 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해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Toutkoushian, 1999). 추정된 비용함수를 통해 평균비용, 한계
비용,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추정함으로써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과 결합생산에 따
른 비용의 절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학의 비용함수에 관한
연구는 반상진(200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의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대학의 비
용 효율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추정된 비용함수를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적정규모 및 효율성 제고 전략을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비용함수의 추정
대학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3대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의 산출은 대학의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대학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각각의 산출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은 복합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산출을 동시에 생산
해 내는 결합생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의 산출을 측정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양화가능성과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다. 우선 기존의 대학 비용 분석에서는 유형적이며,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변수
를 산출로서 활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교육의 산출로는 재학생수, 이수학점수,
졸업생수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의 산출로는 논문이나 저서의 수, 연구비 수혜액
등을 활용하고 있다(Cohn et al., 1989; de Groot et al., 1991; Dundar & Lewis, 1995;
Hashimoto & Cohn, 1997; Johnes, 1997; Koshal & Koshal, 1999; Koshal et al., 2001;
Lewis & Dundar, 1995; Lloyd et al., 1993; Nelson & Heverth, 1992; Toutkoushian,
1999). 반면, 사회봉사 혹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경우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산출요
소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Lewis & Dundar, 2001).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산출요
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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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학 비용함수의 산출요소
연구자

주요산출

Cohn et al.(1989)

재학생수(학부/대학원), 연구비 수혜액

de Groot et al.(1991)

재학생수(학부/대학원), 연구물수

Nelson & Herverth(1992)

이수시간(학부 저학년/학부 고학년/대학원)

Lloyd et al.(1993)

이수시간(학부/대학원)

Dundar & Lewis(1995)

이수시간(학부/석사/박사), 연구물수

Lewis & Dundar(1995)

재학생수(학부/석사/박사), 연구물수

Johnes(1997)

재학생수(학부/대학원), 연구비 수혜액

Hashimoto & Cohn(1997)

재학생수(학부/대학원), 연구비 수혜액

Koshal & Koshal(1999)

재학생수(학부/대학원), 연구비 수혜액

Toutkoushian(1999)

재학생수(학부/대학원), 연구비 수혜액

Koshal et al.(2001)

재학생수(학부/대학원)

대학은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복합산출물 생산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Cohn et al., 1989). 복합산출물
생산조직에서의 생산비용은 산출물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산출물의 조합에 의해 좌우된
다. 이는 특정 산출물의 양적 변화가 다른 산출물의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대학이 교육과 연구 중 어느 기능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각각의 산출량은 변화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비용도 변화하게 된다. 복합산출물 경제 하에서는 산출물의 조합
외에도 투입요소의 공동 활용 여부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의 투입요소로서
교직원 등의 인적 자원과 각종 시설･설비 등의 물적 자원은 교육과 연구 등의 생산과정
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 투입요소의 공유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점에서 볼 때, 대학을 결합생산의 속성을 지닌 조직으로 파악하는 경우, 비용의 추
정은 단일산출물 생산조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Koshal & Koshal, 1995). 따라
서 단일산출물 생산조직을 전제로 대학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의 비용구조 분석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생산적 특징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복합산출물 비용함수(multiple-output cost function)를 적용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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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생산조직이 생산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가 체감하는 것을 뜻한다(조석훈, 2001).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비용은
고정비용에 의해 좌우된다. 대학의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설비, 행정 등에 있어 최소 수
준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산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규모
의 경제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일 총비용의 증가율이 산출량의 증가율
보다 낮다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이 산출량의 증가를 통
해 일정 정도의 내적 효율성을 제고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
용 절감은 산출물의 질적 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가능하다. 대학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투입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
으므로, 산출의 증가는 평균교육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을 개선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질적 수준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외에도 다양한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 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라고 한다. 즉, 하나의 생산조
직에서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할 때, 각각의 산출물을 여러 생산조직에서 각각 생산하는
경우보다 산출량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생산을 위한 비용을 적게 들임으로써 내적 효
율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위의 경제는 생산과정에서 하나의
생산조직이 두 종류 이상의 산출물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백일우, 2007).
규모의 경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연구(Cohn et al., 1989; de Groot et
al., 1991; Dundar & Lewis, 1995; Hashimoto & Cohn, 1997; Johnes, 1997; Koshal &
Koshal, 1999; Koshal et al., 2001; Lewis & Dundar, 1995)에서 현 산출 수준의 200%
수준까지는 총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연구의 모
든 산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산출물별 규
모의 경제는 주로 학부교육에서 존재하였는데, 이는 학부교육의 산출량을 조정하는 것
이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범위의 경제 역시 대다수의 연구에서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결합생산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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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대학별 설립기준 및 기능의 차이와 복합산출물 생산조직의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내 4년제 사립 일반대학 중 학
부와 대학원 재학생이 모두 있으며, 연구비 수혜액이 1억원 이상의 대학만으로 한정하
였다. 분석에 최종적으로 활용된 대학은 2003년 103개교, 2004년 107개교, 2005년 105개
교, 2006년 108개교 등 총 423개교로, 4년제 사립대학 전체의 72.3%에 해당한다.2)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 조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회
계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수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종속변수는 대학의 총비
용이며3), 대학의 산출로는 학부 재학생수(학부교육), 대학원 재학생수(대학원교육), 연구
비 수혜액(연구)와 이들의 제곱항을 각각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이는 모형에서 관련 모
수치가 0이 아닌 경우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U자 모형의 곡선을 이루도록 하
기 위해서이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와 게재논문수를 각각 곱한 교차항을 투
입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투입요소가격인 전임
교원 평균연봉 역시 1차항과 제곱항 외에 각 산출물과의 교차항을 투입하였다.

2) 이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모형의 식에서 많은 계수의 추정이 필요하나, 대학수가 적기 때
문에 횡단적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경우 자유도의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는 풀링(pooling) 방식으로 4개년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3) 교비회계의 {보수(관) + 관리운영비(관) + 연구학생경비(관) - 입시관리비(목)} + 산학협력단
회계의 {산학협력비(관) + 보조사업비(관) + 일반사업비(관) - 학교회계전출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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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단위)

종속변수



총비용(십억원)

독립변수



학부 재학생수(천명)



대학원 재학생수(천명)



연구비 수혜액(십억원)





(학부 재학생수)2



(대학원 재학생수)2



(연구비 수혜액)2

 ∙ 

(학부 재학생수) × (대학원 재학생수)

 ∙ 

(학부 재학생수) × (연구비 수혜액)

 ∙ 

(대학원 재학생수) × (연구비 수혜액)



전임교원 평균연봉(백만원)



(전임교원 평균연봉)2



 ∙ 

(전임교원 평균연봉) × (학부 재학생수)

 ∙ 

(전임교원 평균연봉) × (대학원 재학생수)

 ∙ 

(전임교원 평균연봉) × (연구비 수혜액)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 분석 모형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Baumol 등(1982)이 제안하고, Mayo(1984)가 개량한 신축고정비용 2차
함수(flexible fixed cost quadratic function: FFCQ) 모형에 의거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
였다. 2차 함수의 형태는 다음의 식(1)과 같다.


   

  
   
   
        
 





(1)

여기서,  는 상수,  ,  는 계수

 는 오차항
 는  번째 산출물의 산출량

복합산출물 생산조직의 경우, 규모의 경제는 단일산출물 생산조직에서 사용한 한계비
용이나 평균비용과 같은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 평균비용이란 단지 하나의 산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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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산과정에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산출물을 하나의 지표로 결합하지
않고서는 복합산출물 생산조직에 대한 평균비용곡선을 유도할 수 없다.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산출물의 구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산출물의 양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Baumol 등(1982)은 이를 총 규모의 경
제(global economies of scale) 혹은 방사규모의 경제(ray economies of scale)라고 정의
하였다. Baumol 등(1982)에 따라  번째 산출물의 평균증분비용(average incremental
cost; AIC)을 나타내면 다음의 식(2)와 같다.

  

                  


(2)

여기서,        는 산출물  ,  ,  의 생산량  ,  ,  의 총비용

      은  번째 산출물이 0일 때의 총비용

복합산출물 생산조직에서는 모든 산출물의 생산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특정
산출물의 생산만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는 복합산출물 비용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Dundar & Lewis, 1995). 이러한 경우를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
(product-specific economies of scale)라 한다.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는 다음의 식(3)에
따라 계산하며,     일 때, 산출물  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일 때,
산출물  에 대하여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한다.

 
  
 

(3)

여기서, 산출물  의 한계비용     

총 규모의 경제는 산출물의 구성비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모든 산출물의 산
출량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킬 때 발생한다. 총 규모의 경제는 다음의 식(4)와 같이 정의
된다. 총 규모의 경제는     일 때 존재하며,     인 경우 총 규모의 비경제가 존
재한다.

         
  
            

(4)

범위의 경제 역시 총 범위의 경제(global economies of scope)와 산출물별 범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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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product specific economies of scop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범위의 경제는 다음의
식(5)와 같이 계산하였다. 총 범위의 경제는     일 때 존재하며,     인
경우 총 범위의 비경제가 존재한다.

  

                            
        

(5)

산출물별 범위의 경제는 다음의 식(6)에 따라 계산하며,   ≥  일 때, 산출물  와
다른 산출물들의 생산에서 비용의 상호보완성이 나타난다.

  

                      
         

(6)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다음의 <표 3>은 사립대학 전체와 소재 지역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대상으
로 선정된 4년제 사립대학 423개교 중, 수도권대학은 193개교, 지방대학은 230개교이었
다.
분석 대상 전체의 평균 총비용은 821.3억 원이었다. 이 중 수도권대학은 954.5억 원,
지방대학은 709.4억 원으로, 수도권대학이 지방소재 대학에 비해 연간 1.35배 가량의 비
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재학생수의 평균은 11,850명으로 수도권대학은 11,910명, 지방대학은 11,800명으
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에 전체 평
균은 1,370명이었다. 수도권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수는 평균 1,930명, 지방대학은 910명으
로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의 2.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대학 전체의 연구비
수혜액 평균은 91.1억 원으로, 수도권대학은 114.9억 원, 지방대학은 69.2억 원이었다. 수
도권대학의 연구비 수혜액 평균은 지방대학의 약 1.66배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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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대학 전체의 교수1인당 임금 평균은 3,827만 원이었으며, 수도권대학은
4372만 원, 지방대학은 3450만 원으로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에 비해 교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여건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수1인당 학생수의 경우, 분
석 대상 대학 전체는 52.16명, 수도권대학은 52.54명, 지방대학은 51.84명으로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도권대학은 지방대학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비 지원이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전체 및 소재 지역에 따른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변수

전체(=423)

수도권(=193)

지방(=230)



82.13 (69.24)

95.45 (83.05)

70.94 (52.69)



11.85

(8.64)

11.91

(9.15)

11.80

(8.21)



1.37

(1.40)

1.93

(1.76)

0.91

(0.75)



9.01 (12.96)

11.49 (15.91)

6.92

(9.36)



214.93 (278.58)

225.17 (299.24)








 ∙ 
 ∙ 
 ∙ 


 ∙ 
 ∙ 
 ∙ 



3.85

206.34 (260.33)

(7.91)

6.79 (10.76)

1.38

(2.19)

248.70 (804.59)

384.05(1070.99)

135.12 (450.41)

25.25 (40.88)

36.43 (52.71)

15.86 (23.57)

174.00 (332.35)

240.16 (435.09)

118.48 (195.06)

26.56 (68.32)

45.34 (95.49)

10.80 (20.27)

38.72 (14.18)

43.72 (14.92)

34.50 (12.05)

1700.02(1355.89)
477.07 (428.10)

2133.03(1482.01)
532.38 (485.85)

1336.67(1120.61)
430.65 (367.53)

59.91 (79.57)

89.87 (103.56)

34.77 (35.84)

426.78 (862.90)

586.77(1071.47)

292.54 (608.21)

52.16 (15.14)

52.54 (15.28)

51.84 (15.05)

주: ( ) 안은 표준편차

2. 비용함수의 추정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우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연구
의 제곱항을 제외한 학부 교육, 대학원 교육, 연구의 일차항과 제곱항이 모두 정(+)의
계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학부･대학원생, 연구비 수혜액이 증가할수록 대학의 총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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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을 의미한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교차항은 부(-)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에
서 학부와 대학원 교육 간에는 비용의 상호보완성(cost complementarity)이 존재하고 있
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교수1인당 학생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
수가 부(-)의 값을 가지고 있어 교수1인당 학생수가 줄어들 경우 대학의 총비용이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대학의 비용함수 추정 결과,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은 총
비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는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체 대학의 비용
함수와 같이 수도권대학에서도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교차항이 부(-)의 값을 가지고 있
어, 이들 간에 비용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대학은 학부
교육과 연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총비용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학
부 교육과 연구,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중 학부 교육과 연구의 계수가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결합생산을 통한 범위의 존
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전체 및 소재 지역에 따른 비용함수의 추정 결과
변수










 ∙ 
 ∙ 
 ∙ 


 ∙ 
 ∙ 
 ∙ 



Adj-   (  -ratio)


전체
14.394(2.212)**
4.512(8.174)***

수도권
23.357(1.572)
5.339(4.159)***

32.823(8.519)***

지방
9.096(1.523)
4.492(7.054)***

32.188(3.411)***

9.530(1.370)

0.470(1.223)

-0.131(-0.130)

2.410(4.961)***

0.016(0.841)

0.037(0.553)

3.469(3.174)***

7.072(3.294)***

-0.015(-2.465)**

-0.003(-0.219)

-0.939(-4.241)***

-1.614(-2.752)***

0.016(0.829)

0.041(1.351)
-3.570(-0.874)
-0.037(-4.250)***
0.024(0.042)

0.018 (0.438)

-0.069(-1.785)*

0.194(1.459)
-0.297(-1.100)
0.009(2.993)***
0.012(1.053)

-0.093(-0.375)
-0.483(-0.817)
0.009 (1.422)
0.028 (1.231)

1.033(2.229)**
0.136(0.475)
0.006(1.445)
-0.034(-2.179)**

-0.580(-6.967)***

-0.689(-3.696)***

-0.013(-0.060)

0.027(3.736)***
-0.358(-5.799)***
0.956
0.954(583.481)***
423

0.041(2.182)***
-0.432(-3.335)***
0.953
0.949(237.899)***
193

0.002 (0.212)
-0.319(-6.174)***
0.975
0.973(555.123)***
230

주: ( ) 안은  값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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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전체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
분석 대상 대학 전체의 한계비용과 평균증분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여기서 산출 수준은 현재의 산출량 평균을 기준으로 한 산출량의 증감 비율을 의
미한다. 100% 산출 수준에서 대학 전체의 한계비용은 학부생 4,205천 원, 대학원생
10,520천 원으로 나타났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은 산출량을 증가시킬수록 한계비용이 체
증한 반면, 연구는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산출 수준에서 학부생의 평균증분
비용은 4,016천 원, 대학원생은 5,758천 원이었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평균증분비용은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반면, 연구의 평균증분비용은 산출량 증가에 따라 체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학 전체의 한계비용 및 평균증분비용 추정 결과
산출수준
50%
75%
100%
125%
150%
175%
200%

한계비용(  )
학부
4.016
4.110
4.205
4.300
4.395
4.489
4.584

대학원
5.758
8.139
10.520
12.901
15.282
17.663
20.044

평균증분비용(  )
연구
1.853
1.785
1.716
1.647
1.578
1.510
1.441

학부
4.493
4.254
4.016
3.777
3.539
3.300
3.062

대학원
8.068
6.913
5.758
4.603
3.448
2.294
1.139

연구
1.694
1.774
1.853
1.933
2.013
2.093
2.173

한계비용과 평균증분비용의 추정 결과를 통해 분석 대상 대학 전체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현 산출 수준에서 총 규모의 경제의 값은
1.016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의 경우, 현
산출 수준에서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은 규모의 비경제가, 연구는 규모의 경제가 나
타났다. 대학 전체에 대한 총 규모의 경제의 존재 구간을 분석한 결과, 현 산출 수준 이
하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현 산출 수준 이상의 구간에서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하였다.
이와는 달리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구간은 학부 교육은 75% 이하, 대학원
교육은 50% 이하, 연구는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범위의 경제를 살펴보면,
현재의 산출 수준에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75% 미만으
로 산출 수준을 줄일 경우, 범위의 비경제가 나타났다. 산출물별 범위의 경제는 학부와
대학원 교육에서 존재하였는데, 산출 수준의 변화에 불구하고 산출물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였다. 연구의 경우에는 모든 산출 수준에서 범위의 비경제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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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 전체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
산출
수준
50%
75%
100%
125%
150%
175%
200%

총 규모의
경제
1.115
1.068
1.016
0.965
0.916
0.871
0.829

산출물별 규모의
학부
대학원
1.119
1.401
1.035
0.849
0.955
0.547
0.878
0.357
0.805
0.226
0.735
0.130
0.668
0.057

경제
연구
0.914
0.994
1.080
1.174
1.276
1.387
1.508

산출물별 범위의
학부
대학원
0.026
0.022
0.087
0.081
0.138
0.130
0.187
0.177
0.235
0.222
0.282
0.267
0.330
0.313

총 범위의
경제
-0.047
0.026
0.080
0.127
0.170
0.213
0.254

경제
연구
-0.084
-0.076
-0.080
-0.087
-0.097
-0.108
-0.120

4. 수도권대학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
수도권대학의 한계비용과 평균증분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현
산출 수준에서 수도권대학 전체의 한계비용은 학부 교육이 4,057천원, 대학원 교육이
14,850천원으로, 대학원 교육의 한계비용이 학부 교육의 한계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산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부 교육의 한계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대학
원 교육과 연구의 한계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출량의 증가에 따른 평균증분
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부 교육과 연구는 체감하는 반면, 대학원 교육은 체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 수도권대학의 한계비용 및 평균증분비용 추정 결과
산출수준
50%
75%
100%
125%
150%
175%
200%

한계비용(   )
학부
5.721
4.889
4.057
3.225
2.393
1.561
0.730

대학원
0.800
7.825
14.850
21.874
28.899
35.924
42.949

평균증분비용(   )
연구
0.552
0.903
1.253
1.604
1.955
2.306
2.656

학부
6.298
6.009
5.721
5.432
5.143
4.855
4.566

대학원
-0.217
0.292
0.800
1.308
1.816
2.324
2.833

연구
1.355
0.953
0.552
0.150
-0.251
-0.653
-1.055

수도권대학 전체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수
도권대학은 현재의 산출 수준에서 총 규모의 경제의 값은 1.045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를 살펴보면, 모든 산출 수준에서 학
부 교육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반면, 대학원 교육은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하였다.
연구의 경우에는 75% 이하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였다. 범위의 경제를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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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산출 수준에서 총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원 교육과 연구는 모든 산출 수준에서 산출물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였으나, 학부
교육은 모든 산출 수준에서 산출물별 범위의 비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수도권대학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

산출
수준

총 규모의
경제

학부

대학원

50%

1.354

1.101

-0.271

75%

1.184

1.229

100%

1.045

125%

0.933

150%

산출물별 범위의 경제

연구

총 범위의
경제

학부

대학원

연구

2.456

0.080

-0.053

0.101

0.138

0.037

1.056

0.162

-0.060

0.172

0.228

1.410

0.054

0.440

0.238

-0.071

0.241

0.317

1.684

0.060

0.094

0.312

-0.084

0.311

0.407

0.839

2.149

0.063

-0.129

0.387

-0.098

0.382

0.498

175%

0.760

3.109

0.065

-0.283

0.462

-0.113

0.454

0.591

200%

0.694

6.259

0.066

-0.397

0.540

-0.129

0.528

0.687

5. 지방대학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
다음의 <표 9>는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한계비용과 평균증분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제
시한 것이다.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 학부 교육의 한계비용은 체증하는 반면, 대학원 교
육과 연구의 한계비용은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증분비용은 학부 교육과 대학
원 교육은 체증하나, 연구는 체감하였다.

<표 9> 지방대학의 한계비용 및 평균증분비용 추정 결과
산출수준

한계비용(  )

평균증분비용(   )

학부

대학원

연구

학부

대학원

연구

50%

3.348

13.280

2.334

3.337

11.183

2.404

75%

3.587

11.664

2.205

3.342

12.232

2.369

100%

3.826

10.048

2.076

3.348

13.280

2.334

125%

4.066

8.432

1.948

3.353

14.329

2.298

150%

4.305

6.815

1.819

3.358

15.378

2.263

175%

4.545

5.199

1.690

3.363

16.427

2.228

200%

4.784

3.583

1.562

3.368

17.475

2.192

<표 Ⅳ-7>은 지방대학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의 산
출 수준에서 총 규모의 경제 값은 1.036으로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총 규모의 경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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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산출 수준에서 존재하였다. 현재의 산출 수준에서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는 대학원
교육과 연구에서 실현되고 있다. 학부 교육의 경우, 모든 산출 수준에서 규모의 비경제
가 나타난 반면, 대학원 교육은 75% 이상 수준, 연구는 모든 산출 수준에서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의 경제를 추정한 결과, 지방대학도 수도
권대학과 같이 모든 산출 수준에서 총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
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은 모든 산출 수준에서 산출물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였다. 대
학원 교육의 경우에는 75% 이하의 수준에서만 산출물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표 Ⅳ-10> 분석 대상 대학 전체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추정 결과
산출
수준
50%
75%
100%
125%
150%
175%
200%

총 규모의
경제
1.101
1.057
1.036
1.023
1.015
1.009
1.005

산출물별 규모의
학부
대학원
0.997
0.842
0.932
1.049
0.875
1.322
0.825
1.699
0.780
2.256
0.740
3.160
0.704
4.878

경제
연구
1.030
1.074
1.124
1.180
1.244
1.318
1.404

총 범위의
경제
0.232
0.154
0.111
0.082
0.062
0.046
0.033

산출물별 범위의
학부
대학원
0.156
0.075
0.139
0.013
0.139
-0.032
0.146
-0.068
0.157
-0.101
0.170
-0.130
0.184
-0.158

경제
연구
0.114
0.074
0.051
0.036
0.025
0.016
0.009

V. 결 론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내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비용함수를 추
정한 후, 한계비용과 평균증분비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
의 경제 등의 지표를 산출하고, 비용 효율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
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원 교육의 한계비용은 학부 교육의 한계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은 대학의 소재 지역과 같은 대학의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나타났
으며, 산출 수준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립
대학들 간에는 상이한 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환경 및 특성
에 따라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한계비용과 평균
증분비용을 계산한 결과 차이가 존재했으며, 산출 수준의 변화에 따른 한계비용과 평균
증분비용의 증감에서도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국내 사립대학들은 전반적
으로 현재의 산출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할
경우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 결과, 경제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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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사립대학은 학부생 12,682명, 대학원생 1,468명, 연구
비 수혜액 93.6억 원인 대학이었다. 넷째, 국내 사립대학들은 범위의 경제를 통한 비용
상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부 교육, 대학원 교육, 연구 등의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의 상호보완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효
과는 특히 산출 규모의 확대에 따라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교육과 연구의 결합생
산을 통해 사립대학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사립대학의 재정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대학의 목표, 특성,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략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대학 비용 구조와 재정적 효율성의 정
도가 상이하였다. 이러한 점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대학의 구조 개선을 추진함에 있
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의 개발과 적
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용 구조에 있어 대학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개
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성을 제고하고, 특성화를 통해 효율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볼 때, 자원의 제약을 넘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간의 연계 체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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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Korean Private
Universities
Oh, Beom-Ho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multiple-product cost functions and
calculat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for Korean 4-year private universities.
Through the estimation of multiple-product cost functions, this study identifies
financial efficiency of private universities.
Using a four year panel data from 2003 to 2006 of 423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this study estimates the cost functions of these universit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cost functions. The total cost variable
used here is measured by a university's current expenditure. The three outputs
variables employed are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grants which are as the output measures
for undergraduate teaching, graduate teaching and research attributed to private
universities respectively. The marginal costs and the average incremental costs
were calculated by the estimated values of the coefficients and the mean values
of the relevant variables. Using these costs,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were
calculated to evaluate financial efficienc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 the mean levels of output and input price, economies of scale exist.
However, diseconomies of scale may exist above the mean levels of output.
Second, economies of scope are consistently observed for the entire output
range. By producing teaching and research outputs jointly, private universities
have cost complementarity.
[Key words] educational cost function,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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