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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 보 엽
(교육혁신위원회)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정책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이 재정의 확보․배분․운영에 있
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사학
재정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높지 않
았다. 중등의 경우 수업료 책정권이 제한되어 정부보조금이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초등
과 대학의 경우 학생 납입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약하고
불안정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학재정배분에 있어
서는 성질별로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학교 급별로는 초․중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
되고 있었다. 사학재정정책의 쟁점은 정부, 사학, 학생․학부모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
며 수업료 책정권, 기여입학제, 사학지원 일반법 제정이 쟁점으로 밝혀졌다. 향후 과제는
사립대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며, 장학금․융자 등 학생에 대한 지
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사학지
원에 관한 일반법 제정도 향후 검토할 과제이다.
[주제어] 사학재정정책, 사학재정 확보․배분, 수업료, 사학지원에 관한 일반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사학은 학생 비율로 중학교육의 18.9%, 고등학교 교육의 49.3%, 대학교육의
76.0%를 부담(2005년 4월 1일 기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거나 우
리교육의 사학의존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건전한 사학의 육성이 교육의 발전, 나
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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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학의 비중이 너무 높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학교법인
의 보유재산 또한 규모가 영세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임야 등이 대부분이어서 전입금 규
모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 납입금 또한 물가 인상 유발 등 경제에 미치는 영
향,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인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배분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사학재정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과 과제를 밝
히는 것은 사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매우 의의가 클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사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배분해야하
는가?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취해온 정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취해야 할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은 관련 법규, 재정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 통계, 연구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업무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재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원 확보, 배분 등 각 영역에 대한 심
층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학정책의 이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학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사학정책의 방향이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에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사학의 자주성이란 사립학교의 교육과 경영을 행정권의 지배와 간

섭을 받지 않고 그 특수성에 비추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영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학의 공공성이란 학교교육사업이 사회․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그 의
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설립자의 사익만을 도모하거나 자의
적(恣意的)인 경영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하는 공교육개념에서 유래하는 사립학교가 갖
는 공공적 성질을 말한다(이종국, 1982; 허재욱, 1985).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자의(恣意)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사업
본래의 공공적 성질에 근거하여 제약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성의 존중과
공공성의 앙양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학의 건
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요구되지만, 두 개념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허재욱, 1985). 이러한 논의는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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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사학정책의 이념을 사학재정에 적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료의 자율
적 책정, 교육활동이라는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한 수익사업 인정 등 재정운영의 자주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학재정의 자주성 보장이 교육에
대한 동질성, 일반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할 의무가 사학 측에 부여되며, 정부에
서도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와 함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규제, 개입권한을 갖게
된다. 여기서 사학 측은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정부는 양자의 조화내지 공공성을
강조하고,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는 낮은 교육비 부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쟁점이 발생하고 해결되어야할 과제가 도출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화
발전

구분

사학재정정책

확보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학교법인, 수익자, 정부)

배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가?
(중등/고등교육, 차등/균등)

자주성
(사학의
자율성
인정)

공공성
(기준설정,
규제․개입,
조성․지원)

대립
갈등

쟁점,
과제

〔그림 1〕연구의 분석틀1)

1) 본 분석틀은 허재욱(1985)의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에 관한 개념도를 기초로 사학재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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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학정책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이 사학의 교
육활동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배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주목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
다. 먼저 사학의 현황과 재정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사학재정에 관한 확보 및 배분 정책
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Ⅱ. 사학 현황 및 재정운영 실태
1. 사학 현황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비중은 의무교육 단계를 벗어난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사학의 비중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유례없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사립 전문대, 대학의 비중은 우리와 비슷하나, 고
등학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은 해방이후 1950년대 이르기 까지 개방중
심의 정책적 기조에 기인한다. 정부는 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
장하고자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자유방임에 가까운 개방적 자세에 있었다(신현
석, 1997). 특히 1949년 농지개혁법의 국회통과를 전후하여 토지 자본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설립을 서둘렀던 것도 사학팽창의 한 원인이었다(김형구,
2001; 오성배, 2004). 1962년부터 1980년대에 걸친, 의무교육정책, 중학교 무시험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실업교육정책, 졸업정원제 도입 등의 정책도 사학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이다(김형구, 2001). 대학의 경우 5.31교육개혁 정책의 하나로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영향도 있다.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정량적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함에 따라 종전보다 대학수가 대폭 늘어났다. 즉 대학의 경우 1996년 108교
이던 것이 2005년에는 39교가 늘어난 147교(산업대 제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학은 국가재정이 취약할 때 국민의 교육열을 선도적으로 수용하면
서 교육의 보편화, 대중화를 촉진시키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서정화, 1995)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가족중심의 학교경영으
로 인한 분규․갈등 야기 등 어두운 면을 함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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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국의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2003년, %)
구분

OECD
평균

초등

한국

미국

일본

10.6

1.3

10.8

0.9

전기
중등

14.1

20.6

9.2

후기 중등

20.1

51.8

고등
A유형

22.4

고등
B유형

32.6

프랑스

독일

영국

14.5

2.7

4.9

6.0

21.2

7.1

6.8

9.1

30.2

30.5

7.5

73.1

77.4

26.9

72.6

12.5

-*

100.0

85.3

11.1

90.7

27.6

35.2

100.0

출처 : 2005 OECD 교육지표. 표 D5.1 및 5.2를 재구성.
주. 1. 고등교육 A유형은 이론중심 교육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서 대학(교)와 일반대학원(석․박
사), 전문/특수대학원의 박사과정이 해당되며, B유형은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준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전문대, 교대, 산업대, 기술대 및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이 해당
2. 독일의 A유형 고등교육과 캐나다의 A, B유형 고등교육의 사립학교 재학생수는 0에 가까움
3. 다른 국가에서 공립으로 분류되는 기관이 영국에서는 정부의존형 사립기관으로 분류됨. 따라서
영국의 모든 고등교육단계 재학생은 사립기관 재학생으로 계산됨

2. 사학의 교육여건
교육여건은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1인당 교육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
다. 고교이하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사립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2001년 7월 20일」에서 국․
공․사립에 관계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을 투자하여 학급을 증
설한 결과2)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대학․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의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대학에서는 10여명, 전문대학에서는 16명 정도 차이가
나서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학생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초등을 제외하고 중등 및 전문대․대학에서는 국․
공립에 비하여 사립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초등의 경우 국․공립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수
(73교로 초등의 1.3%) 정예의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2) 동 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이하로 감축
하기로 하고, 2004년까지 12.04조원을 투입하여 초․중․고 1,202교를 신설하고, 2003년까지 12,304학
급을 증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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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학급당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2005년도)
(단위 : 명/천원)
구 분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

초등

중학

고등

전문대

대학

국․공립

31.8

35.4

32.8

사립

32.2

34.7

33.2

국․공립

25.1

19.4

14.7

55.5

30.8

사립

27.3

19.2

15.9

71.8

40.3

국․공립

3,591

4,231

5,938

3,758

6,558

사립

4,552

3,852

4,900

2,841

5,807

출처 : 2005년도 교육통계연보
주) 1. 국공립 학생 1인당 교육비
- 초중등 : 학생 1인당 교육비=(국공립학교 교육비 + 국공립학교회계 예산)/재적 학생수
- 전문대․대학 : 〃 =(국공립학교 교육비 + 기성회계 예산)/재적 학생수
2. 사립 학생 1인당 교육비=(사립학교회계 예산)/재적 학생수

3. 사학재정 운영 실태
가. 사학재정의 확보 : 사립학교 교비 부담 현황
사립학교 교비 수입에 있어서 주체별 실제 부담률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학교 설
립․경영 주체인 학교법인의 부담 규모는 초등학교가 12.7%, 대학이 8.7% 정도이고 중
등의 경우 2% 정도에 불과하다. 학생 등 수익자 부담 비율을 보면 수업료 책정이 자율
화된 초등과 대학의 경우 70%를 넘는다. 중학교 무시험, 고교 평준화 도입 등으로 수업
료 책정권의 제한을 받는 중등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대신에 정
부 지원 규모는 50~80%에 이른다. 같은 고등학교라도 실업고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
해 수익자 부담은 낮고, 정부지원은 높다. 이는 실업교육 우선 지원에 따른 결과라 하겠
다.
<표3> 주체별 사립학교 교비 부담 현황(2003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계

192,867
(100.0)
24,429
(12.7)
143,474
(79.6)

1,462,368
(100.0)
28,391
(1.9)
240,175
(16.4)

법인부담
수익자 부담

일반계
고등학교
3,016,764
(100.0)
61,262
(2.0)
1,342,643
(44.8)

실업계
고등학교
1,217,081
(100.0)
23,554
(1.9)
346,928
(29.4)

전문대
2,808,600
(100.0)
52,700
(1.9)
2,340,000
(83.3)

대학
9,931,800
(100.0)
865,600
(8.7)
6,855,100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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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등학교

중 학 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정부 지원

7,791
(4.0)

1,141,964
(78.1)

1,502,565
(49.8)

798,838
(65.6)

215,700
(7.7)

392,800
(4.0)

기타

7,173
(3.7)

41,838
(2.8)

110,294
(3.7)

47,760
(3.9)

200,200
(7.1)

1,818,300
(18.3)

출처 : 2005년도 교육통계연보
주. 1. 학교법인 부담 내역은 전입금 기준임
2. 수익자 부담은 초․중등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대부분인 「사용료 및 수수료」와 학부모
회 회비 등 「학교운영지원비」를 합한 것이며, 대학은 등록금 및 수강료를 합한 금액임.
3. 정부 부담 내역은 초․중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대부분인 「원조 보조금」,
대학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의미.
4. 기타는 초․중등의 경우 이월금, 적립금, 기부금, 차입금 등을, 대학의 경우 기부금, 교육부대수
입, 교육외수입을 합한 것임.

<표4>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교육비 부담에 대한 국제비교를 보면 초․중등 및
고등교육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비 부담 총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부담 내역은 민간재원 부담 비중이 초․중등 및 고등교육 모두 우리나라가 가장 높
다. 사학의 비중(표1 참조)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
비율이 초․중등(한국 22%, 일본 7%) 및 고등교육(한국 86%, 일본 55%) 모두 더 높게
나타난다. 그 만큼 정부의 지원규모가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4> GDP 대비 교육비 부담 국제 비교(2002년)
초중등교육단계

(단위 : %)

고등교육단계

구분
공공재원

민간재원

계

공공재원

민간재원

계

OECD 평균

3.5

0.4

3.8

1.0

0.8

1.7

한국

3.3

0.9

4.1

0.3

1.9

2.2

프랑스

4.2

0.2

4.2

1.0

0.1

1.1

독일

3.0

0.7

3.6

1.0

0.1

1.1

일본

2.7

0.2

3.0

0.4

0.6

1.1

영국

3.7

0.6

4.3

0.8

0.3

1.1

미국

3.8

0.3

4.1

1.2

1.4

2.6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5년도. 표 B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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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학재정의 배분 : 사립학교 교비 지출 현황
<표5>은 각급학교 교비의 성질별 지출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학교급별 재정배분의 특
징을 살펴볼 수 있다. <표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건비의 비중이 학교 급별 구분
없이 가장 높다. 재정의 절반이상이 인건비에 배분되는데 이는 사학재정이 충분하게 확
보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직접 교육활동에 배분될 재원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중등의 경우 운영비로 분류된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인건비 성격의 교
원연구비와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설
비에 있어서 초중등의 경우 그 비중이 낮은데 이는 정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여
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한 결과 학교수준의 직접 지출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경우 시설비 비중이 초중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데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교육활동을 위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질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사립학교 교비 성질별 지출 현황(2003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계

186,908
(100.0)

1,419,748
(100.0)

2,947,465
(100.0)

1,192,655
(100.0)

3,392,911
(100.0)

10,739,659
(100.0)

인건비

105,883
(56.6)

977,324
(68.8)

1,869,179
(63.4)

788,990
(66.2)

1,181,406
(34.8/60.6)

4,849,462
(45.2/67.0)

운영비

70,584
(37.8)

339,927
(23.9)

862,483
(29.3)

300,811
(25.2)

599,253
(17.7/30.7)

1,974,559
(18.4/27.3)

시설비

10,441
(5.6)

102,497
(7.2)

215,803
(7.3)

102,854
(8.6)

937,306
(27.2)

2,235,326
(20.8)

기타

-

-

-

-

전문대

674,946
(19.9)

대학

1,680,312
(15.6)

출처 : 2005년 교육통계연보. 사립학교 교육비 분류 내용을 재구성.
주. 1. 초․중등의 운영비에 포함된 학교운영지원비 중에는 교원연구비, 연구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
이 있어, 실제 인건비는 위 표에서 보다 높고, 대학의 인건비는 보수, 연구비의 합.
2. 전문대/대학의 인건비․운영비 란의 ( ) 뒤쪽은 운영지출액 대비임. 운영지출은 기타 부분과
시설비에 포함된 고정자산 매입지출을 제외한 것임(전문대 1,950,494, 대학 7,233,373)
3. 시설비는 초중등의 경우 재산조성비를, 대학의 경우 고정자산매입지출액와 시설관리비를 합한
금액임
4. 전문대, 대학의 기타 금액에는 ‘투자와기타자산, 부채지출, 미사용 차기 이월금’이 포함됨.

사립의 학교 급별 재정지원 현황에 관해서는 자료입수가 어려워 정부 교육예산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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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급별 배분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대비 20% 수준(‘05년 20.8%)이다. <표6>에서 최근 7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7.31%
(초중등 7.62%, 고등 6.05%)이며, 부문별 비중은 초․중등교육 85%～86%, 고등교육 1
1～13%로 초중등 교육에 예산의 대부분을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학의 경우도
중등은 공립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배분하고 있고, 대학은 사학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의 배분 또한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보인다.
<표6> 연도별 교육 예산 현황
부 문 별
합

계

(단위 : 조원, %)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증감율

17.90

19.73

21.60

22.54

24.92

26.58

27.98

7.31

17.00
(86.16)
2.42
(12.27)
0.31
(1.57)

18.72
(86.67)
2.56
(11.85)
0.32
(1.48)

19.42
(86.16)
2.78
(12.33)
0.34
(1.51)

21.57
(86.56)
3.00
(12.04)
0.35
(1.40)

23.09
(86.87)
3.18
(11.96)
0.31
(1.17)

24.26
(86.70)
3.45
(12.33)
0.27
(0.96)

15.24
(85.14)
2.37
고등교육
(13.24)
0.29
평생·직업교육
(1.62)
초․중등교육

7.62
6.05
△1.49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5. 6.9)

<표7>은 각국의 학교 급별 재정배분 정책의 경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초․중등의
공공부문의 재원 부담은 OECD 평균 92.8%보다 다소 낮지만 77.4%로 고등교육에서의
14.9%보다는 훨씬 높다. 즉 <표7>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육재정을 고등교육보다는 초․
중등부문에 더 배분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와 같은 결과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사학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하여 정부재정을 41.5% 배분하고 있어 우리나라
의 3배 정도이다.
<표7> 교육비의 재원별 구성 국제비교(2002년)
초중등교육단계
구분

공공
재원

가계
지출

민간재원
기타
민간

고등교육단계
전체
민간

공공
재원

가계
지출

민간재원
기타
민간

전체
민간

OECD 평균

92.8

6.1

2.6

7.2

78.1

18.5

7.6

21.9

한국

77.4

20.8

1.7

22.6

14.9

63.8

21.3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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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단계
구분

공공
재원

가계
지출

민간재원
기타
민간

고등교육단계
전체
민간

공공
재원

가계
지출

민간재원
기타
민간

전체
민간

프랑스

93.0

5.5

1.5

7.0

85.7

10.1

4.1

14.3

독일

81.7

x(9)

16.8

18.3

91.6

x(4)

x(4)

8.4

일본

91.7

7.4

0.9

8.3

41.5

58.5

n

58.5

영국

86.5

13.5

n

13.5

72.0

16.6

11.4

28.0

미국

91.6

8.4

n

8.4

45.1

38.9

16.0

54.9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5년도. 표 B3.2a를 재구성.
주. x와 n은 누락자료 기호로 x는 ‘이 문제의 다른 범주 또는 다른 항목에 포함된 자료’를, n은 ‘크기
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을 의미함

Ⅲ. 사학재정정책의 고찰
1. 사학재정 확보에 관한 정책
사학재정 확보와 관련된 쟁점은 사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
는 가’이다. 부담 주체는 크게 학교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 교육 수혜자인 학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학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에 공공
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가급적 많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가. 학교법인 부담 원칙
관련 법규에서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일차적 책임은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학교 설립․경영자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이다.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1) 시설․설비의 확보책임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학교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
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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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4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조)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이하 ‘고교설립규정’이라 함) 제1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대학설립규
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사립학교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교원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위한 교지(校地) 및 교사
(校舍)는 대체로 기준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2) 학교운영비 부담 책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의 경우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학법인의 경우 보다 강화하여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이에 더하여 최저 확보
기준으로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 대학원 대학 40억을 규정하고 있음)하도록 하여
자율적 운영 기반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
야 한다는 책임부과가 아니라 적정한 재산을 갖추어 그 수익 또는 소득으로부터 운영비
를 조달하도록 하는 간접방식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 매
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 또는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교설립규정 제13조, 제14조 및 대학설립규정 제7
조, 제8조).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제외하
여(고교설립규정 제14조제2항) 책임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있다.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은 50% 전후(2004년 45.6%, 2005년50.5%)로 학
교운영비 부담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부담률은 60~70%(‘05년 61.9%, ’04
년 73.5%) 수준이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05b)
3) 법정부담금 책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에는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설립‧경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사립학교교직원연
금법 제47조․제48조의2 및 동 시행령 제68조의2․제69조의2, 공사의료보험법 제50조),
퇴직수당부담금은 국가가 설립‧경영자의 재정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신 부담(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 69조의3)하도록 되어 있어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법정부담

3) 2005년 대학법인의 경우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이 각각 214.4%, 103.5%임(한국사학진흥재단, 2005년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집계결과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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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제대로 부담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
담률은 50%미만(‘04년 47.8%, ’03년 45.2%)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2000년) 76.5%가
법정부담금을 30%미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05a; 교육인적자원
부, 2002)
4) 학교법인 부담 능력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산학
협력 활성화, 민자 유치 등의 정책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
하고 있는 사학의 공공성과 직접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인적자원부, 2004; 고교설립규정 제7조 및 대학설
립규정 제2조 제6항, 제7항, 2005년 3월 25일).
나. 수익자부담원칙 : 수업료 정책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자이자 소비자 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원칙적으로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로부터 그 대
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서 학교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바로 이점
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인
적자원부령)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4)의 경우 무상(헌법 제31조제3항)으로 학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라도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
일반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수업료를 결정하게 되어
학교법인의 수업료 책정권이 제한을 받는다. 다만, 운영이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자
립형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대안학교의 경우 수업료 책정권이 학교장에게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1969년 9월 1일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등록
금 책정이 자율화되었으나 1988년까지는 교육부에서 기준을 제시해 왔다. 1989년 이후
에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통보하였다. 다만, 대학등록금이 자율화되어
있어 직접 제한할 수는 없지만, 물가안정 및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적정수준에서 등록
금을 책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중학교 의무교육은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2004년에 비로소 시 지
역 전 학년까지 확대되어 전면실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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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에서 보는 것처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국립대학의 2배 정도이며, 국․사립 공
히 그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 보다 높아서 가계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겠다.
<표8>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현황
구

분

소비자 물가지수
1인당 등록금 국립
(인상률)
사립

(단위 : 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1
230

2.7
247
(7.4%)
511
(6.9%)

3.6
265
(7.3%)
545
(6.7%)

3.6
290
(9.4%)
578
(6.1%)

2.0
309
(6.1%)
607
(5.0%)

321
(3.7%)
645
(5.9%)

47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6년 4월)
주. 등록금은 사립의 경우 수업료, 국립의 경우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 융자 이차 보전 방식」 대신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가 도입(「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되었다. 기존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은행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을 때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부모의 신용평가와 연대보증
을 요구하므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학생의 미래 신용을 보중함으로써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
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는 149,00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대출규모는 ’06년 50만명에서 ’07년부터 매년 5만명씩 확대하여 ’10년에는 연 70만명 규
모로 확대(전체 대학(원) 재학생의 30%)해나갈 계획이며,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
출이자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교육인
적자원부, 2006g).
다. 공비부담(公費負擔)의 원칙(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논리).
1) 법령상의 공비부담 원칙
사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
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
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립학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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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특히 실업교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 및
제44조).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도 국가 및 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
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산업교원의 현직교육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산업교육진
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또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따라 사립에 의무교
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인 초․중등은 물론 유치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도 무상(「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2항 단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미함)에
대하여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 보도비(輔導費) 및 교원의 봉급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법 제6조)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 사학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 또한 공공성을
지닌 교육을 담당하는 한 주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교육, 특수교육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경우는 공비부담 원칙이 의무화 되어있지만, 나머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거나 예산 범위 내 지원 또는 보조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지원여
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교이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화된 계기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69년) 및 고교
평준화 제도(’74년) 도입이다.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및 사립학교
의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사립 재학생간의 교육기회 균등과
설립주체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차원에서 경상적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였으며, 중학교는 ‘71년부터, 고등학교는 ’79년부터 시작되었다.
운영이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재정결함 지원이 중단(주로 인
건비, 운영비)되었고,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는 원
칙적으로 지원 제외대상이지만 읍면 소재 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판단하여 자체재원으
로 지원할 수 있다.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며 최근 5년간 지원

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179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9> 초․중등사학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실적(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초

3,685

5,036

5,615

3,500

7,728

중

617,192

717,873

836,969

1,014,060

1,144,125

고

972,687

1,247,441

1,685,982

2,156,052

2,280,367

1,593,564
-

1,970,350
(19.1%)

2,528,566
(22.1%)

3,173,612
(20.3%)

3,432,220
(7.5%)

계
(증가율)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4년 12월)
주. 1.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사업비
2. 사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음

3)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년 사업별로 편성되는 예산에 의존한다. 이들 사업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보장되
지 못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화 된 것은 1990년대부터 이다. 교육여건
개선, 사학의 재정난 완화, 교육․연구역량 향상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을 위하여 '90년부터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
하기 시작하였고, 공․사립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94년부터 시작되었
다. '04년부터는 공․사립대학 또는 국립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특성화사업(수도권대
학)’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실습기자재 구입 지원 등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재정지원이
본격화 된 것은 1996년 제2차 교육개혁방안으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이 발표되
고 난 1997년 이후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사업 도입이후 이다. 이들 사업은 사립 전
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전문대학을 함께 대상으로 한다.
<표10> 대학 재정지원 주요 현황

사업명

2002년
국공립 사립

2003년
국공립 사립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단위 : 백만원)

2004년
국공립 사립

2005년
국공립
사립

11,529

17,771

15,298

28,242

BK 사업

88,500

43,776

83,414

76,136

93,429

76,122

109,371

75,172

수도권대학 특성화

392

29,608

1,887

83,113

9,130

50,870

9,280

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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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02년
국공립 사립

특성화 우수대학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6,245

43,755

2003년
국공립 사립
1,950

28,050

16,475

43,525

2004년
국공립 사립

2005년
국공립
사립

96,754

116,300

117,200

56,889

23,010

307,138

294,234

51.1

48.9

116,746

대학구조개혁 지원
합계

95,137

비율

44.8

117,139 103,726 230,824 210,842 261,509
55.2

31.0

69.0

44.6

55.4

주) 1.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란에서 ‘02, ’03년은 대학특성화 기반조성 사업임
2. 지방대혁신역량강화 사업란에서 ‘02, ’03년은 지방대학육성 사업임

<표10>에서 보는 것처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48.9%(2005년)에서 69%(2003년)까지 변동이 심하다. 또한 2005년 4월 기준 사립대 학생
비율이 76.0%임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에 비하여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원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이며, 대
학구조개혁 사업5)과 같이 일정액은 국립대학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미리 할당
하여 집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국립에 대한 지원규모가 큰 것이라 하겠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사학진흥기금 지원
사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사학진흥기
금이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원 사업은 197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제정
에 따라 197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학연금의 법정 국가부담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관
련 법령에 지원근거와 부담률이 정해져 있어 일정한 규모로 지원6)되고 있다.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해 12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되
고, 사학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게 되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사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사
학진흥을 도모”하는데 있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금, 차입금,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조
성(법 18조)하며, 7,167억원(2003년말 기준)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로 인한 정
부의 재정규모 감축에 따라 1998년 이후에는 출연금이 중단되고, 재정융자특별회계예수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7). 기금 확충을 위해 법률상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
5) 2005년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에서 800억원 중 400억원은 국립대학 간 통합을 지원하는데 사용.
6) ‘03년에 293,591백만원, ’04년 299,761‘, ‘05년 329,100’, ’06년 360,054‘이 지원되었음.
7) ‘02년 30,000백만원, ’03년 20,000‘, ‘04년 30,000’, ’05년 25,000‘, ‘06년 30,000’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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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사학재정 배분 정책에 있어서 쟁점은 “무엇에 중점을 두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다. 즉, 학교 급별로 초․중등 또는 대학, 성질별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 선
별적으로 차등 지원(배분)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고교이하 사학과 사립대학의 재정배
분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고교 이하 사학재정 배분
고등학교 이하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과 조례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지원하는데,
기준재정수입액〔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인건비(교
원, 사무직), 법정부담금,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액, 학교운영비〕 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목적 지정경비, 시설비이며, 운영비를
제외한 경비는 정산한다. 재정배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는 공립학교 정원기준으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봉급과 수당 등을 보조하되,
공․사립 교원간의 형평성과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
고 있다. 운영비는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운영비 기준으로 하고, 학생수‧교원수 등 각종
통계자료는 자체 수용계획 및 전년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소요액
반영하며, 장학금 지급, 수업료 감면율 등은 공립학교 수준을 준용한다.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교육정보화 사업비 등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법정부담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계산에서 제외토록 함으
로써 법인의 재원확보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책정수준에 따라서
공․사립은 물론 사립학교 간에도 학교운영지원비 확보 수준에 따라 학교교육비 수준이
달라 질 수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경기도교육청, 2005). 고교 이하 사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중점은 공립과의 교육여건에 형평을 기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사립대학 재정배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등사학과는 달리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재정지원
사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지원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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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지원 예산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도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
공립과 함께 편성된 사업예산에 근거한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
에 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별 재정배분 현황보다는 재정
지원 사업 평가지표 및 지원조건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살펴보았다.
평가지표에는 ‘교원 확보율, 연구비, 직접교육비, 교육비 투자비율, 대응투자, 법인전입금 비
율, 장학금, 장애학생 복지지원’등이 포함시켜 교육여건 개선 및 직접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를 늘리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05년 대학특성화,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
최근에는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타 대학 등과의
연계를 사업 참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누리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참여를 필수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5-10%)도 의무화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도 지자체와 산업체 등의 대응 투자를 각 각 5%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교육인적
자원부, 2006). 전문대 특성화 사업의 평가시에는 지역사회 및 산업발전과의 연계성, 참
여기관의 적절성 및 역할 분담을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다(2005 전문대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 재정지원 사업시 대응투자 등 지원조건을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을 사립대학 자체의 재정배분의 적
정성을 제고시키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 전문대․대학 주요 재정지원 사업 비교
구분

지원조건
(대응 투자)

시행주체

‘05년 예산
선정/신청

제2단계 연구중심
학술 진흥 재단
분야별 특성에 따른 대학, 산업
대학
육성(BK21)
‘06년 신규
(출연)
체, 지자체 대응투자
'06~
→ 산학협력단
112/454(‘04)
지방대학
대형 : 지자체 및 산업체 10%
학술 진흥 재단
<평가후>
혁신역량강화
중형 : 지자체 및 산업체 5%
(출연)
112→105(△7)
‘04~
소형 : 1개 이상 외부기관 참여 → 산학협력단
18/105(‘05)
산 학 연 중 지자체 5% 이상, 산업체 등 5%
심대학
이상 대응투자
산 학 연 학교기업
50%이상 대응투자
협력체
제 활성 전 문 대 생 해외인턴십 기간중 8-15학점 인
화
해외인턴 정가능 대학(대학교육과 병행)
‘04~
일정수준 이상의 특허보유 및
커넥트
기술이전 실적(대학, 기업, 지자
코리아
체 연계 지원)

산학협력단
(출연금)

13/52

학교의 장
(출연금)

50/117

전문대학교육협
250/460명
의회(민간보조)
산학협력단
(출연금)

‘06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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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조건
(대응 투자)

시행주체

‘05년 예산
선정/신청

평가를 통한 지원(‘05부터 다년 산학협력단
30/73
도 사업으로 추진)
(출연금)
학술 진흥 재단
지방연구중심
20%이상 지자체 및 협력대학
(출연)
4/28
대학 ‘04~
대응 투자
→ 산학협력단
61/107(‘04)
20%이상 대응 투자
*‘04년부터 다
산학협력단
전문대 특성화 ‘97~ (국공립대, 입학정원 1,000명 미
년도 지원(A,
(보조금)
만 대학은 10%이상)
B는 3년, C는
1년)
대학특성화 ‘94~

출처 :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p.26.
2005. 10) 및 사업별 계획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재학 중인 학교의 설립 구분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학자금
사업에서의 재정 배분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2005년부터는 시작된 전문대학 work study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 학생
들에게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g). 2005
년의 경우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충원율이 50%이상인 비수도권 소재 전문 전
문대재학생으로서 가족의 연간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세대당 또는 개인당 납부한 월평
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미달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 대상자로 하였다. 당해 연도
예산 8,000백만원중 7,658백만원(95.7%)이 사립 전문대 학생들에게 지원되었다(조정현
외, 2005).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일한 재정을 투
입으로 대출 규모와 수혜인원을 늘릴 수 있어 고등교육의 기회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총 25만 6천명에게 이루어졌는
데, 이는 18만 2천명이 대출 받았던 2005년 2학기에 비해 40%가 증가한 수치이다(교육
인적자원부, 2006a).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다
(OECD 교육지표 2005년도. 표 B5.2 참고). 정부 보조금을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하는 것
이 96.5%에 이르러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부 관한 OECD 평균 16.5%의
1/5 수준인 3.5%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
본의 경우 학생에 대한 지원이 16.3%이나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Ⅳ. 사학재정정책의 쟁점
사학의 진흥과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정부와 사학측이 대체로 동의하지만 정책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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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집행되는 일련의 정책과정에서는 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왔으며(신현석, 1997),
사학재정정책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Ⅲ장에서 확인한 사학재정정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학재
정의 확보에 관해서는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인 학교법인에 재원 확보책임이 있음을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의무교육, 특수교육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규정이
어서 사학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는 정부재정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다. 특히 중등사학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고 있지만 사립대
학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확보가 불안
정하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에 따
라 중등사학의 수업료 책정권은 제한하고 있지만, 초등 및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학재정배분 정책과 관련하여 중등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배분은 공
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학의 자율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대학
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원칙으로 지원하여 정부 정책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학재정정책(즉 정부의 입장)에 대한 사학측 입장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재원확보 책임을 학교법인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학 측에서는 사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학교설립자들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
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현재의 달라진 기준을 근거
로 설립자의 무제한적인 부담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즉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며,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교육에 대한 수익자
는 넓게는 국가․사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은 세계적 추세이며
사학운영 지원에 관한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학재정의 영세성은 물가
억제,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 정책 등을 이유로 한 정부의 수업료 통제에 기안한
것이므로 재정결손에 대한 정부의 보충은 당연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선발권
보장과 함께 수업료 책정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여입학제도 사학의 자율성
확보 및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학재정정책과 관련한 또 다른 당사자는 학생․학부모이다. 중등의 수업료는 운영이
자율화된 일부 사학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책정권 제한에 따라 국공사립 관

8) 주로 「홍성대, 1985;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004;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한국대학발
전위원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 2004; 송영식, 200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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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어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대학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학교법인의 영세한 수익용 기본재산, 사립대학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 부재, 정부의 선별적 재정 지원정책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은 국립의 2배 수준이다(표3 참조). 이로 인해 학년
초가 되면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내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2006)에서는 대학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고등교육
재정 GDP 1%확보, 차별지원 정책 철회 및 일반지원 확대, 등록금 인상 자율화 철회,
법인부담금 강제와 전입금 확대」등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사학재정정책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입장을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사
학정책의 이념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면 「수업료 책정권 문제, 기여입학제, 사학의
재정지원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의 세 가지 이다.
먼저 수업료 책정권 문제이다. 이는 중등과 대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등사학에
있어서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 고교평준화 정책 등 공공성을 우선시하면서, 사학의 재정
자주권(수업료 책정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학과 일부 야당에서는 학생선발권
보장과 함께 수업료 책정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가운데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있으며, 도입초기부터 교육 획일화,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박부권 외, 2002). 2002년부터 시범운영 된 자립형 사립고등
학교의 경우 직원복지 차원에서 기업이 설립한 학교들은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이 설립한 학교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후 외,
2005). 중등수준에서는 사학의 재정 자주성보다 공공성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의 경우 수업료 책정권이 인정되고 있어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이 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이 있어 왔다. 금년에는 정치권에서도 학생들의 등록
금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은 ‘대학의 선 무상교육(등록금 후불제)’을,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대학등록
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를, 민주노동당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주장9)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
로 제출10)되기도 하였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고,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학이 담
당하는 현실에서 지나친 등록금 인상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쟁점은 기여입학제이다. 사학을 비롯한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

9) 정봉주의원(‘06. 9.3) 및 이주호의원(’06. 9.8) 보도자료 및 민노당 토론집(3.22) 참고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 발의; 200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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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재정이 영세하고 기부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정
확충이 사학교육 질제고의 대안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에서는 기여입학제는 일부
명문대에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브로커 기승 등 부
작용을 우려한다. 기여입학제는 대학교육협의회의 기여제 입학실시 건의(1989.1)로 한
때 논의되었으나 대학입시부정 사건(1992-1993)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그 후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의 재건의(1997.2.12), 연세대 총장의 기여입학제 도입 언급(2001. 3.8), 기부금
입학허용을 담은 KDI보고서 발표(2002. 2.14) 등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이 있어왔지만, 정
부에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와 함께 기여입학제를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는
‘3불 정책’의 하나로 불가입장에 변함이 없다. 기여입학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확보의 방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평등의식이 유달리 강한 우리나라의 현
실에서 기여입학제는 고등교육기회 보장, 사학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는
국민정서상 용인되기 어려운 제도로 생각된다.
세 번째 쟁점은 사학재정 지원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문제이다. 사학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서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을 뿐 독립된 법률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측은 사립학교법이 공공성
을 강조하여 통제 규정만 두고 사학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학
운영경비 등 재정지원에 대한 일반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우리와 같이 사
립학교법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을 제정(1975년)하여 운영(대
학의 경우 경상경비의 1/2까지 보조 가능)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들면서 법 제정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 11월 ‘사립학교진흥법안’11)(김현욱 의원 외 48인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2000. 5.29)된 바 있
다. 최근에는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인영 의원 등 25인 발의; 2005. 5. 27)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안에 대한 공청회(2006. 4. 20)에 참석한 사학측 진술인(사립대
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평가에서 우수한 사학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확보재원의 규
모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일반
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05.12.29)되어 학교 예․결산에 대한 학
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학교 홈페이지 공시 등 투명성 확보장치가 마
련된 만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검토할 때이다.

Ⅴ. 결론 : 향후 과제
사학재정정책의 쟁점은 중학 무시험제, 고교평준화, 대학입시 등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11) 사학에 대하여 경상경비의 1/2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10%이상 지원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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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학, 학생․학부모 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견대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하다 보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고, 공공
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학의 자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표1>에
서 보는 것처럼 고교 이상 교육에 있어서는 사학의 비중이 50-80%에 달하여 평균
20-30%정도인 OECD국가보다 훨씬 높아서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교육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리 많지는 않다.
쟁점검토에서 수업료 책정과 관련하여 중등사학에서의 재정에 관한 자주성 부여는 고
교평준화 정책과 같은 교육체제의 변경과 연계된 만큼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대학에서
의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보완대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등록금이
쟁점으로 된 것은 대부분의 학교법인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운영비 부담능력이 없고,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방임적 자세를 유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진학률 80%를 초과하여 대중화 단계를 지나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고등교육의
80%이상을 사학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법인에서 재산출연을 파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학교법인 부담 원칙은 실효성이 없다.
지나친 등록금 인상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
가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교육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GDP 6%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이해12)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GDP 1%13)를 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한다면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상당 부분 배분하도록 한다. 우리나
라 재정지원의 대부분은 기관을 대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며(OECD 교육지표 2005년
도 표 B5.2참고), 사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국립의 2배 정도이다. 고
등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자금 융자 등을 확대하도록 한
다. 나아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바
우처(voucher)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학재정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관
한 일반법(‘가칭’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등사
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법은 “지

12) 재정당국은 교육 등 특정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GDP나 전체 재정의 일정비율에 연계시키는 것은
재정배분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함.
13) 2005년 GDP추정 규모는 840조원으로 1% 추가 확보시 8.4조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가능함. 내국세
총액의 7.6%를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박찬석의원 외 50
인 발의; ‘04. 11.24)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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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
사학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사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입법인 것이
다. 중등사학 지원을 위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원하는 규모만큼을
이관하도록 한다. 사학에 대한 지원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는 중등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
여 법인의 기여도, 자구노력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등사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 없이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그 규모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
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재원은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교육재정(GDP 1%)의 일부로 하고, 지원
대상도 현재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운영비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방식은 형평성이 강조
되는 중등과 달리 운영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원 하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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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and Tasks on Private schools Finance Policy
Kim, Bo-yup
(Presidential Committee on Education Innov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autonomy and public interest to be
reflected in private schools finance security, distribution, management, and to make
clear raised issues and tasks in those processes. School corporations have an
accountability to secure private schools finance according to regulations, but not in
reality. In case of private secondary schools, governmental subsidies occupied the
most portion in financial revenues because there are restraints in tuition fee fixing of
school corporations. But In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colleges & universities
which have autonomy in tuition fee fixing, tuition fee occupied the most portion.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institution which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stably
because it is insufficient and unst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In private schools finance distribution,

personnel

expenses

occupied the most portion by resource category and governmental financial
allotment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more than those of colleges &
universities by school types.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is situations link with
finance security increase. In private schools finance management, it is already
introduced to ensure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finance. It is time to
consider to deregulate right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such as approvals of
property disposal and floatation of a loan.
[key words] private schools finance policy, private schools finance security,
private

schools

management

finance

distribution,

private

schools

f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