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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교육원가와 교육비 분담구조에 대한 고찰 :
AB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 수 경(강원대학교,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대학의 학과(부)별 교육원가, 연평균 등록금, 취업률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총교육비 규모와 전공계열별 비용분담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원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제약성으로 인하
여 대규모 국립대학교인 AB대학교의 본 캠퍼스 학부과정의 84개 학과(부)를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규모와 비용분담 구
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AB국립
대학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원가는 호주 국립대의 46%∼73% 수준으로서, 특히 농학과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총교육비는 호주의 5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국립대학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계열별로 총교육비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키울 필
요가 있다. 둘째, 전공계열별로 총 교육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부
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경영, 행정, 법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
부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총 교육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학이나 수
의약학의 경우 학생당 총 교육원가나 현금지출원가, 취업률 모두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등록금 수준을 다소 높이는 방
향으로 개선하되, 동시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정부 공
적 지원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총 교육비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립대학, 교육비용 분담구조, 등록금, 교육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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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재정은, 등록금의 유상화 또는 등록금의 지속적 인상,
학자금대출 중심의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대학교육에 대한 학생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의 총 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학생의 비용분담
문제는 고등교육재정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학등록금 부담 증가
에 따른 소득계층별 고등교육 기회 형평성 문제의 해결이나 학자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대학등록금 자체에 초점을 두고
대학교육의 총비용에서 등록금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 수준이나 전공계열별 또는
대학별 등록금의 차등화 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해 왔다(Biffl & Isaac, 2002; Ehrenberg,
2002; Johnstone, 2004).
우리나라 정부 역시 ‘반값 등록금’을 화두로 2010년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2년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이나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등을 실현하
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데 대학 총 교육비에서 등록금과 같은 사적 부담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담 영역인 공공재원의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는 점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정책과 대학교육의 질 간의 상충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학 총교육비에서 사적 부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진행된
정부의 적극적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이 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정책과 병행되면서 대학교육
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2000년대 이후 고등교육재정에서 학자금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나, 등록금 자체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남수경, 2015a). 특히 총 교육비에 대한 비용분
담의 측면에서 학생 부담비용인 등록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실증적
으로 고찰한 연구는 더욱더 미흡한 수준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교육원가 분석을 토대로 전공계
열별 등록금 차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방향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는데(강창수, 심호석,
2008; 곽수근, 송혁준, 2002; 김병주, 2008; 남수경, 2013; 박성환, 이도희, 2012; 안태식
외, 2008; 정진필, 2002; 최진현 외, 2005), 이는 등록금의 다차원적 성격, 즉 교육비용의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수익의 관점을 통합한 연구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의 학과(전공)별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전공계열별 총교육비 규모와 대학의 총교육비에 대한 전공계열별 비용분담 구조의 운영 현황
을 밝히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교육원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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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으로 인하여 대규모 국립 종합대학인 AB대학교의 본 캠퍼스 학부과정 학과(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대학교육의 비용분담과 등록금의 다차
원성을 고찰함으로써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유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원가의 구성요소와 분석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
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연구의 초점이 무엇인
지 등을 밝혔다. 특히 분석 대상이 국립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체제의 선진국
비교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수준이나
비용분담 구조의 특성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대학교육의 비용분담과 대학등록금의 다차원성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에게 금전의
형태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대학생이 입학할 때나 학년 또는 학기 초 학교에 등록할 때 납부하
는 돈이며, 대학교육을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윤정일 외, 2015: 462). 그런데 대학에
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 등록금은 아니며, ‘대학의 총 교육비 가운데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바로 대학등록금이다.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에 대한 정부, 학생, 학부모간의 부담 구조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서, Johnstone(2004)은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정치적으로 보다 수용가능하고 완곡한 의미
를 가진 ‘교육분담금(contribution)’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분담금이
라는 개념을 토대로 볼 때 현재의 등록금은 선불제(up-front) 교육분담금이 되고 학자금대출
은 후불제(deferred payment) 교육분담금이 된다. 따라서 등록금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부담형 선불제 등록금과 학생의 장래 소득을 토대로 지급되는 후불제 등록금의 이원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0년 도입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교육의 사적 수익에
토대를 둔 수익자부담원칙의 후불제 등록금이 된다. 이는 McPherson과 Schapiro(1998)가
말하는 대학교육 재정 지원제도의 두 가지, 즉 부모 책임제도와 학생 책임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 일맥상통한다. 등록금제도와 같이 선납형 교육비 납부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모책임제도,
즉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대학교육 기회에 1차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과 같은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제도는 부모책임제도로부터 학생책임제도로 비용부담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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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사회적 수익의 관점에서 학문영역 또는 전공계열 사이에 정부와 학생간 공교육비 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경영학’ 전공의 경우 총교육비에 대한 학생 부담금, 즉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 수익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전공영역별 총 교육비와 사적⋅사회적 수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당 총교육비는 일종의
전공계열별 표준교육비로서 적정 수준의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공계열
에서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총 교육비이며, 총 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학생의 부담액은
전공계열별 사회적 수익과 사적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총교육비에 대한
학생의 부담금이 바로 대학등록금이라고 볼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호주 대학교의 전공영역별 학생당 정부 부담금과 학생 부담금(2019년)
(단위 : $)
구분

전공 영역

1
2

법학, 회계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
인문학
수학, 통계학, 컴퓨팅, 건설환경, 기타 보건
행동과학, 사회과학
교육학
임상심리학, 외국어, 미술
제휴 보건 분야
간호학
공학, 자연과학, 측량
치⋅의학, 수의학
농학

3
4
5
6
7
8
자료

학생당 정부
지원액(A)
1,765
4,901
8,670
9,020
10,662
11,903
15,156
19,235

학생 부담금
상한액(B)
8,859
5,310
7,567
5,310
5,310
5,310
7,567
5,310
7,567
8,859
7,567

학생당
총교육비(C)(A+B)
10,624
10,211
16,237
13,980
14,330
15,972
18,229
17,213
22,723
28,094
26,802

호주
호주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학과는 인문사회계열 내에서 다른 전공들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
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규모강좌로 인하여 강의원가가 낮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규모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원가를 분석한 남수경(2013)의 연구결과 학생 1인
당 교육원가가 가장 낮은 학과가 경영학과였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확인시켜 준다.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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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차등화정책을 대학의 재원 확보방안과 연계시켜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적
수익이 높은 전공계열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하고 사회적 수익이 높은 전공계열의 경우 인하하
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학등록금은 크게 교육비용과 교육수익의 종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교육비용은 교육원가로서 생산비용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이나 대학교육의 성과인 취업의 경우 교육받은 학생의 사적 수익
이기도 하다. 결국 대학등록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교육비용과
수익의 함수관계의 결과로서 형성된 일종의 문화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 대학등록금의 다차원성

2. 교육원가의 구성요소와 분석방법
대학의 교육원가란 대학교육의 목적(교육, 연구, 봉사)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교육서비스
나 교육활동에 지출한 자원의 금전적 가치로서, 교직원의 인건비,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
비, 교육시설 관련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다. 교육원가는 원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현금
지출원가와 비현금지출원가, 직접교육원가와 간접교육원가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교육
원가는 크게 강의원가와 비강의원가로 구성된다. 강의원가는 강의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등이 포함되며, 비강의원가에는 조교인건비와 학과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간접교육원가에는 본부 및 부속기관 공통원가와 시설․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발전기금회계나 산학협력단회계 등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교육발전원가 항목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발전기금원가나 산학협력원가의 경우 교육서비스나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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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어느 활동까지 이들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느냐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부과정의 교육단위별 원가산정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교육원가 분석은 그 산출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합리적 경영체제 구축에 필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먼저 총 교육원가, 대학별 교육원가, 학과별
총원가, 구성요소별 교육원가, 학과별 학생 1인당 원가를 토대로 단위당 교육원가 현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과대학별 또는 학과별 원가차이도의 경우, 원가가 가장 낮은
특정학과 또는 특정대학(원가중심점)의 학생1인당 교육원가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 학생1인당 교육원가의 상대적 차이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원가를 학생 1인당 등록금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교육원가환원율을 토대로
학생이 부담한 등록금에 대비하여 대학이 얼마나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한편 교육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3단계, 즉 활동장소별 → 활동별 → 원가대상
별 계산과정을 거친다.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단위 또는 장소를 원가중심점(cost center)이라
고 한다. 1차 원가중심점은 원가가 발생되는 장소 및 대학기구상의 팀(혹은 과)이 된다. 다음으
로 2차 원가중심점은 중간 원가중심점으로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각 학과(부)가 된다.
끝으로 3차 원가중심점은 최종 원가중심점으로서 학생이 되어, 궁극적으로 학과의 학생 1인당
원가가 산출된다.
교육원가는 최대한 직접원가 추적방식, 즉 모든 원가에 대해 원가동인(cost drive)을 추적하
여 활동(activity)을 기준으로 부과 및 배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원가의 경우 간접원가
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간접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원가배분
의 기준은 크게 인과관계기준과 수혜기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과관계기준은 원가 풀(pool)
에 집계된 간접원가와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를 찾아서 배부하는 기준으로서, 예컨대 특정
간접원가가 학생 수의 증감에 비례적으로 증감된다면 원가 배부기준은 학생 수가 된다. 다음으
로 수혜기준은 원가대상(학생)이 혜택을 받은 정도에 따라 간접원가가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강의인건비를 수강혜택을 받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생산비용의 관점에서 등록금은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은 학생이 받는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대학이 지출하거나 쓰는 생산요소의 양 또는 가치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윤정일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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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대학교육의 생산비용은 경상적 비용만을 고려할 수도 있고 자본적 비용만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
로 자본적 지출행위 없이는 대학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본적 지출도 포함
하여 대학교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전공계열별 등록금 차등화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맥락에서 전공계열별 학생 1인당 총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가분석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강창수, 심호석, 2008; 곽수근, 송혁준, 2002; 김병주, 2008; 남수경,
2013; 박성환, 이도희, 2012; 안태식 외, 2008; 정진필, 2002; 최진현 외, 2005). 특히 대학등
록금 책정에서 교육원가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곽수근, 송혁준, 2002; 한봉희, 김병조, 2002). 이들 연구는 대학의 재원은 학생들
이 납입하는 등록금 이외에도 국고지원, 발전기금, 간접연구비 등으로 조달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총 교육비 분담구조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대학등록금의 적정 수준 문제, 전공계열별 등록금
차등화 수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전공계열별 투자수익률이나 등록금 탄력성, 등록금차이도 등을 논의한 선행연구
로는 남수경(2015b), 이희숙(2008), Shin과 Milton(2008) 등이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공별 학생의 반응을 분석한 Shin과 Milton(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리학, 생물학,
경영학 분야에서는 등록금 수준에 탄력적인 반면, 공학(6개 전공계열 가운데 수익률과 대학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인)은 탄력적이지 않았다. 4년제 대학교의 전공계열별 수익률을 분석한
이희숙(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약계열>교육계열>공학계열>사회계열>인문계열의 순
이었다. 남수경(2015b)의 연구에서도 수도권 소재 대규모대학교의 공학계열의 등록금차이도
가 높았는데 이는 공학계열의 높은 취업률이나 사적 수익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Vedder(2007)는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반 경영(market
based management)’을 학문의 세계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가분석에 이들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단과대학에 건물을 대여하거나 연중 내내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성을 갖춘 행정체제를 구축한다거나, 주거, 음식, 건물유지 등과
같은 강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거나 등등이 그것이다. 이와
동시에 비용과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프로그램별로 수업료를 다양화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Biffl과 Isaac(2002)은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
적인 논의거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대학 총교육비에 대한 비용분
담구조 관련 문제로서, 대학교육의 총비용이 등록금으로 부과되어야 하는가? 대학교육 총비용
에서 등록금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등이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은 전공에 따라서 다양해야 하는가? 또는 대학에 따라서 다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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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그리고 등록금은 언제 지불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의 등록금, 즉 총교육비에 대한 학생부담 교육비 문제는
교육원가 분석, 즉 교육비용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총 교육비 규모뿐만 아니라 적정 등록금 수준 문제, 전공계열별 등록금에 대한 차등화
방안 등을 찾는 데 교육수익의 측면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분담구조는 어떠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공계열별로 학과
(부) 총 교육원가에서 학생 부담금인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
고자 한다. 둘째, 전공계열별 학생당 교육원가와 취업률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교육수익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전공계열별 등록
금 차등화 개선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국립대학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수준이 호주 등 선진국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공계열별 총교육비에 대한 공적⋅사적
비용부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본 연구의 기본틀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학과(부) 학생당 총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 세 개의 지표 값을 각각 산출하고,
이들 값을 교육비용과 교육수익의 관점에서 각각 상호 연계하여 교육원가-등록금-취업률
간의 상관관계,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대비 학생부담 비중, 등록금환원율, 전공계열별 사적
수익 등을 분석하여 논의에 활용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논의를 종합하여 향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공계열별 총교육비 규모의 확대, 전공계열별 총교육비에 대한 비용분담구
조의 개선 등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의 기본 틀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AB대학교 A캠퍼스 학과(별)인데, 분석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
여 다년도 자료의 평균치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교육원가와 취업률 데이터의
경우 단일연도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의 과다 또는 과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년
도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교육원가는 2012학년도와 2014학년도 결산자료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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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각각 집계 및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는 2개년도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여기에 학과(부)별 취업률과 등록금 정보를 통합하였는데, 취업률과 등록금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학과(부)별 취업률 정보는 조사년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
지(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도 각각 12월 31일 기준 통계치)1)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이
며, 최종 분석자료는 이들 3개년도 취업률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그림 2] 연구의 기본 틀

다음으로 대학등록금 정보는 대학정보공시에서 전공계열별 명목등록금(sticker price)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이들 등록금 자료를 최종 분석단위 학과(부)에 통합하였다. 교육원가와 취업
률 자료를 수집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B대학교의 명목등록금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학과(부)별 등록금은 2014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
하였다. 대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부 학과의 경우 재구조화가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반영
하여 2012학년도와 2014학년도 교육원가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학과(부)는 총 86개였다. 이
가운데 취업률 자료가 누락된 2개 학과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에 사용한 단위는
16개 단과대학의 총 84개 학과(부)였다.

2. 학과(부)별 교육원가의 산출방법
교육원가 분석절차는 크게 기초자료의 수집, 원가집계 단위의 결정, 원가중심점별 원가산출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AB대학교의 경우 1차 원가중심점은 2개 캠퍼스와 각 캠퍼스별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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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될 수 있다. 교육원가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먼저,
계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기초정보관련, 교육활동관련, 재정지출관련의 세 영역으로 구분
하여 수집하였다. 교육원가 산출을 위한 재정 정보는 2012학년도와 2014학년도 각각의 일반
회계와 기성회회계 결산자료를 토대로 하되, 시설 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자료는 2012학년도
자료를 각각 모두 적용하였다.2)
본 연구의 1차 원가 집적단위는 2개 캠퍼스로서, 캠퍼스별로 직접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
을 구분하였다. AB대학교의 경우 캠퍼스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A와 B 캠퍼스별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의 원가를 집계 배부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2차 원가
집적 및 배분단위는 직접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으로서, 각각 직접교육원가와 간접교육원가
를 분석하였다. 직접교육원가는 강의원가와 비강의원가, 간접교육원가는 본부 및 부속기관
공통원가,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최종 원가 집계단위는 학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등으로서, 각 단위별로 학생당 교육원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단위는 A캠퍼스의 학과(부)의 재학생 1인당 교육원가이다. 이들 학과
(부)는 교육원가 집계 및 배부의 최종적인 집적지로서, 2012학년도와 2014학년도 각각 86개
(수의예과와 수의학과는 통합, 법학과와 의학과 학부과정은 각각의 전문대학원에 포함), 94개
(법학과와 의학과 학부과정은 각각의 전문대학원에 포함, 수의예과와 수의학과는 통합, IT대
학의 전공은 학부 2개로 통합)이다.
학과(부)별 1인당 교육원가 산정을 위해 재학생수와 교직원수는 해당년도 4월 1일(1학기
기준일)과 10월 1일(2학기 기준일)에 각각 대학정보공시된 수치를 합산하여 평균한 수치를
기준인원으로 사용하였다. 강의인건비 배부과정에 필요한 학생수는 1학기와 2학기에 개설된
과목에 대한 수강인원을 각각 집계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 수치를 기준인원으로 사용하였다.
원가동인으로는 수강생수, 재학생수, 교수수, 건물면적, 수강학점 등을 사용하였는데, 복수동
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학생수+교수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학과(부)별 학생당 교육원가는 보다 구체적으로 총 교육원가,
현금지출원가, 강의원가로 구분된다. 총 교육원가는 직접교육원가와 간접교육원가를 모두 합
한 것이며, 현금지출원가는 총 교육원가에서 물품 및 건물의 감가상각비 부분을 제외한 매년
현금으로 지출되는 원가를, 강의원가는 실제 강의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의인건비
와 실험실습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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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원가의 구성 요소
구 분
강의
원가

총
교
육
원
가

직접
교육
원가

비강의
원가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비강의
인건비
기타
비강의원가
본부 및 부속
기관 공통원가

간접교육원가
감가상각비

구성 내역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인건비
학과(전공) 실험실습비
학과나 단과대학 조교인건비, 단과대학 행정실 직원
인건비, 보직수행인건비, 안식년이나 휴직 등 제반
사유로 수업을 하지 못한 교원의 인건비
학과 관리운영비, 장학금
학과 보유 물품의 감가상각비,
학과 전용 공간에 대한 건물 감가상각비
학과들간에 공통되는 원가 및 교육지원기관 관리운영비
학과 공통 사용 비품 장비 및 건물의 감가상각비,
본부 등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비품, 장비 및 건물의
감각상각비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금지출원가임

교육원가의 핵심 구성요소인 인건비, 실험실습비와 장학금, 관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의
집계 및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는 강의인건비, 비강의인건비, 교육지원기관인건비, 기타로 구분하여 집계 및
배부하였다. 강의인건비는 해당 인력의 연령, 직위, 보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교육원가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1인당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 표준인건비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직접교육원가 중 비강의인건비의 경우, 각 학과(부) 조교의 인건비와
학과(부)장 보직수행 인건비는 해당 원가중심점별로, 단과대학 소속 조교나 직원의 인건비,
학장 및 단과대학 소속 부설시설 관련 보직수행자의 인건비는 1차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을
통해서 학과별 ‘교수수+재학생수’의 비율로 배부하였다. 각 학과로 배부된 인건비는 각 학과
의 연간 개설학점과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최종 산출되었다. 대학본부나 본부소속 기관, 본부소
속 연구소의 조교 혹은 직원 인건비는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내용에 따라서 배부기준을
적용하였다.
둘째, 실험실습비는 매년 단과대학별로 일정한 금액이 주어지며 단과대학마다 자율적으로
배부기준을 정하여 학과(부)에 배부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고가의 실험기자재 비용이 요구
되는 학과가 많은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경우 해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총 금액을 몇 개 학과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이 많은 단과대학의 경우 모든
학과에 일정기준에 따라서 균등배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험실습비는 해당연도에 특정 학과
에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연도에는 지출하거나 다른 학과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
므로, 2012학년도와 2014학년도 결산자료에서 실제 원가가 발생한 학과로 직접 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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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보다는 가중학생수로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각 학과에서 지출한 실험실습비는
1차로 단과대학별로 집계하였으며, 그 금액을 합산한 후 단과대학 전체 가중학생수에 대한
각 학과 가중학생수의 비율에 따라 2차 배부하였다.3)
셋째, 관리운영비의 분석을 위해서 시설관리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개발비, 학교
운영비(토지매입은 제외) 등을 포함하는 운영비 결산자료를 이용하였다. 결산서 항목을 분석
하여 원가대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 부서에서 사용한 비용과 수입대체경비를 구분하
였다. 특정 학과(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과 부서에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였으며, 수입대체
경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원가동인으로는 재학생수, 교수수, 건물면적 등이 적용되었다.
한편 일반관리비 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원가대상에 배부하였다.
넷째, 물품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출장소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하였
다.4) 먼저, 학과(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장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학과(부)로
귀속시켰으며, 단과대학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소속학과의 교수수와
재학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부하였다. 학과(부)별 건물 감가상각비는 ‘표준건물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과(부)별 전용공간이 있는 건물들의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후 캠퍼스 전체가 사용하는 강의실이나 공용공간을 제외한 학과(부)별 사용면적으로
나누어 1㎡당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단위 값에 학과(부)별 사용면적을 곱한 금액과
표준건물 감가상각비 적용 외 공간의 감가상각비를 교수수와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과(부)로
배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학과(부)별 건물 감가상각비를 집계하였다. 다만, 각 단과대학별
실습공간으로서 다른 단과대학의 건물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은 표준건물 감가
상각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교육지원기관의 건물 감가상각비는 학과(부)별 전용공간이 있는
건물과 그외 공간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3. 학과(부)별 취업률, 등록금 자료의 통합과 최종 분석방법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84개 학과(부)의 기초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학과(부)별 재학
생수는 169명, 연평균 등록금은 약 385만원, 학생당 총 교육원가는 약 902만원, 학생당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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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는 207만원, 학생당 직접원가는 약 519만원, 학생당 현금지출원가는 약 579만원, 학생당
감가상각비는 약 323만원, 취업률은 약 57%이다.
교육원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교육비 분담구조를 파악하기에 앞서,
학과(부)별 재학생수, 학생당 총 교육원가, 학생당 강의원가, 학생당 직접교육원가, 학생당
현금지출원가, 연평균 등록금, 취업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과(부)의
규모,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전공계열별
총교육비 분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공계열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표 4> 참고),
전공계열별 교육원가, 연평균등록금, 취업률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표 3> 기초 통계치
(단위 : 만원)
구분

학과(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학생수(명)

84

59

706

169

111

연평균 등록금

84

343

613

385

47

학생당 총교육원가

84

549

1,586

902

233

학생당 강의원가

84

112

435

207

67

학생당 직접원가

84

204

1,157

519

215

학생당 현금지출원가

84

420

892

579

93

학생당 감가상각비

84

111

964

323

182

취업률(%)

84

20

89

57

15

먼저, 우리나라에서 대학등록금 공시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교육부 전공계열 구분, 즉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5대 전공계열별로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구분방식은 우리나라 대학정보공시 대부분의 영역
에서 전공계열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향후 사립대학 등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에서
그 결과를 비교 논의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호주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립대학 전공계열 구분 방식을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
여 교육원가와 등록금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OECD 회원
국으로서 국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의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전공계열별 학생당 총교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계열별로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고려하여 정부와 학생의 부담 비중을 적용하
는 기준을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등록금 책정 및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액 총 규모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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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다.
OECD에서도 등록금을 10개 범주의 전공계열별, 즉 ①교육, ②예술과 인문학, ③사회과학,
저널리즘, 정보, ④경영, 행정, 법, ⑤자연과학, 수학, 통계, ⑥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⑦공학,
제조, 건설, ⑧농업, 산림, 어업, 수의학, ⑨보건, 복지, ⑩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
에서는 10개 전공계열 구분을 토대로 2018년 기준 각국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나, 2019년
9월 현재 결과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전공계
열별⋅학과(부)별 총 교육비 규모의 적절성이나 교육비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비용분담구조의
개선방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수준의 국제비교 준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실증적 분석 결과가 산출되지 않아서 OECD 전공계열 기준 분석 결과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같은 OECD 회원국으로서 국립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우리나라 국립대학 사례와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주 정부의 전공계
열 구분 방식을 토대로 산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비교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계열 구분 기준 (N=84)
우리나라 교육부의 5대 전공계열
구분
1.
2.
3.
4.
5.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학

호주 정부의 10대 전공계열

분석대상 학과수
31
34
5
12
2

구분
1. 법, 회계, 행정, 경제, 무역
2. 인문
3. 수학, 통계, 컴퓨팅, 건설환경 등
4. 행동과학, 사회과학
5. 교육
6. 임상심리, 외국어, 미술(예체능)
7. 간호
8. 공학, 자연과학, 측량
9. 치⋅의⋅수의학
10. 농업

분석대상 학과수
6
3
2
6
11
12
1
19
2
22

Ⅳ.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먼저 전공계열별 교육원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의 관계를 분석하며, 국립대학이라는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의 특징을 토대로 전공계
열별 총교육비 규모와 비용분담 구조를 호주 정부의 기준과 비교하여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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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우리나라 국립대 전공계열별 비용분담 구조의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1. 전공계열별 교육원가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교육부 전공계열 분류 기준과 호주 정부 전공계열 분류 기준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강의원가, 직접원가, 현금지출원가, 총 교육원가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주요 특징을
기술하였다.

가. 교육부 전공계열별 교육원가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교육부 5대 전공계열 분류 기준을 토대로 최종분석 대상 84개 학과(부)의 전공계열
별 학생당 교육원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강의인건비(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의 인건비)와 실험실습비를 포함한 ‘학생당 강의원가’의 경우, 가장 낮은 전공계열은
학생당 185만원으로 인문사회계열이었으며, 가장 높은 전공계열은 의약학(335만원), 그 다음
으로 높은 전공계열은 예체능(267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강의원가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학생당 직접원가’를 분석한 결과, 학생당 직접원가가 가장 낮은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로서
학생당 직접원가가 323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의약학계열 학생당 직접원가는 인문사회
계열보다 약 3.4배 높은 1,086만원이었다.
<표 5> 교육부 5대 전공계열별 구성요소별 교육원가 분석 결과
(단위 : 만원)

주

전공계열

학생당
강의원가2)

학생당
직접원가3)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약학
전체

185(1.00)
202(1.09)
267(1.45)
228(1.23)
335(1.81)
207(1.12)

323(1.00)
643(1.99)
496(1.53)
589(1.82)
1,086(3.36)
519(1.61)

학생당 총 교육원가
학생당
학생당
현금지출원가(A)4) 감가상각비(B)5)
529(1.00)
161(1.00)
589(1.11)
441(2.74)
644(1.22)
240(1.49)
607(1.15)
390(2.43)
841(1.59)
656(4.08)
579(1.09)
323(2.01)

계(A+B)
689(1.00)
1,030(1.49)
884(1.28)
997(1.45)
1,497(2.17)
902(1.31)

안의 수치는 인문사회계열 값을
으로 보았을 때 전공계열별 차이도 지수임
강의원가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직접원가 강의원가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비강의원가 비강의인건비 학과관리운영비 장학금
학과 감가상각비
현금지출원가
강의원가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비강의현금지출원가 비강의인건비 학과관리
본부 및 부속기관 공통원가 학과 공통원가 및 교육지원기관 관리운영비
운영비 장학금
감가상각비 직접교육 감가상각비 학과 감가상각비
간접교육 감가상각비 공통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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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당 총 교육원가를 최종 산출한 결과 의약학계열 학생당 총 교육원가가 1,4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1,030만원), 공학(997만원), 예체능(884만원), 인문사회
(689만원) 등의 순이었다.

나. 호주 정부의 국립대 전공계열 분류 기준 교육원가 분석 결과
다음으로 호주 정부의 국립대 전공계열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원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학생당 강의원가의 경우 인문학의 학생당 강의원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법, 회계, 행정, 경제, 무역’이나 ‘사회과학’ 전공 학생당 강의원가는 각각 0.85와 0.95로
인문학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의약학의 경우 2.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이 1.83
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학과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학생당 직접원가의 경우 의약학이
4.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학(2.43), 공학과 자연과학(2.41)의 순으로 높았다. 학생당
총 교육원가를 최종 산출한 결과 의약학계열 학생당 총 교육원가가 1,497만원으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공학과 자연과학(1,047만원), 농학(1,034만원), 교육학(813만원), 간호학
(802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6> 호주 정부의 국립대 전공계열별 분류 기준 적용 등록금, 교육원가 분석결과
(단위 : 만원)
학생당 총교육원가
학생당
학생당
현금지출원가(A)4) 감가상각비(B)5)
법, 회계, 행정, 경제, 무역 131(0.85) 237(0.89)
473(0.99)
157(1.16)
인문학
154(1.00) 267(1.00)
478(1.00)
135(1.00)
수학, 통계, 컴퓨팅, 건설환경 209(1.36) 414(1.55)
553(1.16)
233(1.73)
사회과학
146(0.95) 262(0.98)
467(0.98)
144(1.07)
교육
282(1.83) 447(1.67)
645(1.35)
168(1.24)
임상심리, 외국어, 미술
210(1.36) 416(1.56)
573(1.20)
221(1.64)
간호학
190(1.23) 409(1.53)
587(1.23)
215(1.59)
공학, 자연과학, 측량
226(1.47) 643(2.41)
603(1.26)
444(3.29)
치⋅의학, 수의학, 약학
335(2.18) 1,086(4.07)
841(1.76)
656(4.86)
농학
183(1.19) 649(2.43)
578(1.21)
456(3.38)
전체
207(1.34) 519(1.94)
579(1.21)
323(2.39)
전공계열

주

학생당
학생당
강의원가2) 직접원가3)

계(A+B)
629(1.03)
613(1.00)
786(1.28)
611(1.00)
813(1.33)
794(1.30)
802(1.31)
1,047(1.71)
1,497(2.44)
1,034(1.69)
902(1.47)

안의 수치는 인문사회계열 값을
으로 보았을 때 전공계열별 차이도 지수임
강의원가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직접원가 강의원가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비강의원가 비강의인건비 학과관리운영비 장학금
학과 감가상각비
현금지출원가
강의원가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비강의현금지출원가 비강의인건비 학과관리
운영비 장학금
본부 및 부속기관 공통원가 학과 공통원가 및 교육지원기관 관리운영비
감가상각비 직접교육 감가상각비 학과 감가상각비
간접교육 감가상각비 공통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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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전공계열별 분류 기준을 적용한 결과 주목할 부분은, 무엇보다 농학, 교육학, 간호학
분야의 총 교육원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 등록금 공시 전공계열 구분으로 농학은 자연과학, 교육학은 인문사회로 분류된다. 그런
데 본 연구의 원가분석 결과 이 두 분야는 교육부 전공계열 분류 범주내에서 확연히 차별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학보다 총 교육원가가
낮게 나타났다. 즉, 인문사회라는 전공계열 분류에서 인문학, 외국어, 사회과학이 차이를 보인
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행정 및 상경계열 전공계열의 경우 강의원가와 직접원
가, 현금지출원가 등에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보다 낮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전공계열
보다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대형강의나 전임교원 강의 등의 교육활
동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의 관계
이 절에서는 학과(부)별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전체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고, 전공계열별로 학생당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학과(부)별 재학생수,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 간의 상관관계
학과(부)별로 재학생수(2012년과 2014년 평균치), 학생당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재학생수는 교육원가, 등록금과 상관관
계가 없었다. 한편 연평균 등록금의 경우 교육원가와 취업률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
다. 학생당 총 교육원가의 경우 학생당 강의원가, 학생당 직접원가, 학생당 현금지출원가, 학생
당 감가상각비가 모두 하위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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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과(부)별 재학생수, 교육원가, 등록금, 취업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재학생수
재학생수
등록금
학생당
총교육원가
학생당
강의원가
학생당
직접원가
학생당
현금지출원가
학생당
감가상각비
취업률

학생당
총교육원가

등록금

학생당
강의원가

학생당
직접원가

학생당
학생당
현금지출원가 감가상각비

취업률

1
0.064

1

-0.005

.486***

1

-0.122

.346***

.470***

1

-0.098

.486***

.992***

.457***

1

-0.004

.443***

.689***

.920***

.660***

1

-0.004

.396***

.928***

0.130

.933***

.369***

1

.271*

.351***

.337**

-0.176

.322***

0.054

.404***

1

한편 학과(부)별 취업률의 경우 재학생수, 등록금, 학생당 총 교육원가, 학생당 직접원가,
학생당 감가상각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학생당 강의원가나 학생당 현금지출원가
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1절의 교육원가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당 강의원가나 현금
지출원가의 경우 예체능계열 학과(부)(<표 5> 참고), 교육계열 학과(부)(<표 6> 참고)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전공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다는 점에서 전체 학과(부)의 분석결과
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학등록금의 경우 교육원가, 취업률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용과 교육수익을 일정부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당 교육원가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재학생수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나. 교육부 5대 전공계열별 등록금, 교육원가, 취업률 분석 결과
최종분석 대상 84개 학과(부)의 연평균 등록금, 학생당 총 교육원가,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과(부)당 평균 재학생수는 169명, 연평균 등록금은 약 385만원, 학생당 총 교육원가는
약 902만원, 취업률은 약 56.65%였다. 교육부 5대 전공계열 분류를 기준으로 학과(부)별
등록금, 교육원가,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학생당 총 교육원가, 취업률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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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낮고, 의약학계열 전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값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의약학 계열의 연평균 등록금과 학생당 총교육원가
는 각각 1.42와 2.17로서, 의약학 계열 학생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약 1.4배의 등록금
을 더 지불하고 약 2.2배의 교육원가 혜택을 더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과 공학계열의 경우 학생당 총 교육원가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취업률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금의 결정에 높은 교육원가와 사적 수익을 모두 반영
하여 책정한다고 해도 등록금 탄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학생당 총 교육원가는 인문사회계열의 약 1.5배로 의학계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나, 취업률
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등록금, 교육원가, 취업률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전공계열별 등록금차이도는 학생당 현금지출원가의 차이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학생
당 현금지출원가는 인문사회계열의 약 1.1배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학생당 감가상각비는
약 2.74배나 높았다(<표 5> 참고).
<표 8> 교육부 5대 전공계열별 등록금, 교육원가, 취업률 현황
(단위 : 만원, %)

주

전공계열

학과
(개)

재학생
수(명)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학
전체

31
34
5
12
2
84

165
140
159
264
173
169

학생당
현금지출
원가
529(1.00)
589(1.11)
644(1.22)
607(1.15)
841(1.59)
579(1.09)

안의 수치는 인문사회계열 값을

학생당
총교육원가
(A)
689(1.00)
1,030(1.49)
884(1.28)
997(1.45)
1,497(2.17)
902(1.31)

연평균
등록금
(B)
350(1.00)
386(1.10)
418(1.19)
442(1.26)
498(1.42)
385(1.10)

등록금
환원율
(B/A*100)
197
267
211
225
300
234

취업률
50.12
56.97
56.83
67.20
88.57
56.65

으로 보았을 때 전공계열별 차이도 값임

나. 호주 정부의 국립대 전공계열별 등록금, 교육원가, 취업률 분석 결과
다음으로 호주 정부의 국립대 전공계열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등록금, 교육원가,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학생당 총교육원가의 경우 사회과학이 가장
낮았고, 수의약학(2.44)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공학과 자연과학이 1.71, 농학이 1.69,
교육학이 1.33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취업률을 살펴보면, 교육학이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수학 및 통계, 인문학 등의 순으로 낮았다. 등록금환원율 분석 결과,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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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의 등록금환원율이 270%로 수의약학 다음으로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공학과 자연과학이 249%, 교육이 219%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전공계열별 등록금차이도는 학생당 현금지출원가의 차이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교육과 수의약학의 경우 현금지출원가차이도가 등록금차이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육학 분야의 경우 취업률이 낮아서 사적 수익은
낮으나 교사로서 활동할 경우 사회적 수익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수학 및 통계, 인문학 분야의
경우 기초학문으로서 응용학문을 위한 기초 형성에서 사회적 수익이 높다는 점에서 장차 총
교육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표 9> 호주 정부의 국립대 전공계열별 분류 기준 적용 등록금, 교육원가, 취업률 현황
(단위 : 만원, %)
학과
(개)

재학생수
(명)

학생당
현금지출
원가

학생당
총교육원가
(A)

연평균
등록금
(B)

등록금
환원율
(A/B*100)

취업률

6

350

473(0.99)

629(1.03)

343(1.00)

184

58.15

3

149

478(1.00)

613(1.00)

343(1.00)

179

50.97

2

148

553(1.16)

786(1.28)

383(1.12)

205

50.20

사회과학

6

143

467(0.98)

611(1.00)

343(1.00)

178

53.01

교육
임상심리,
외국어, 미술
간호학

11

89

645(1.35)

813(1.33)

371(1.08)

219

32.92

12

143

573(1.20)

794(1.30)

384(1.12)

207

55.23

1

276

587(1.23)

802(1.31)

383(1.12)

209

83.37

19

217

603(1.26)

1,047(1.71)

421(1.23)

249

61.43

2

173

841(1.76)

1,497(2.44)

498(1.45)

300

88.57

22

138

578(1.21)

1,034(1.69)

382(1.12)

270

62.97

84

169

579(1.21)

902(1.47)

385(1.13)

234

56.65

전공계열
법, 회계, 행정,
경제, 무역
인문학
수학, 통계,
컴퓨팅

공학, 자연과학,
측량
치⋅의학,
수의학, 약학
농학
전체
주

안의 수치는 인문학 값을

으로 보았을 때 전공계열별 차이도 값임

3. 국립대학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규모와 전공계열별 비용분담 구조의 특징
이 절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AB국립대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원가와 호주
정부에서 고등교육법에 제시한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이와 더불어 각각의 학생과 정부의
교육비용 분담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 108 -

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교육원가와 교육비 분담구조에 대한 고찰

첫째, 두 국가의 국립대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수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전공계열별 대학교
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 호주의 현황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호주 달러로 환산하여
AB국립대의 교육원가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10>을 토대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립대 총교육비 수준은 호주 국립대의 46%∼73% 수준이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
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총교육비가 70% 수준인 반면, 농학과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총교육비
는 5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AB국립대가 대규모 종합 국립대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례분석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교육비 수준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AB국립대와 호주 전공계열별 총 교육원가 기반 교육의 질적 수준 비교
(단위 : 호주 $, %)

주

전공계열

AB국립대 학생당
총교육원가(A)

호주 정부 규정
학생당 총교육비(B)

법, 회계, 행정, 경제, 무역

7,739

10,624

호주 국립대 대비
AB국립대 교육비
수준 (A/B*100)
72.8

인문학

7,351

10,211

72.0

수학, 통계, 컴퓨팅, 건설환경

9,432

16,237

58.1

사회과학

7,233

13,980

51.7

교육학

9,759

14,330

68.1

임상심리학, 외국어, 미술

9,527

15,972

59.6

간호학

9,621

17,213

55.9

공학, 자연과학, 측량

12,563

22,723

55.3

치⋅의학, 수의학, 약학

17,959

28,094

63.9

농학

12,406

26,802

46.3

호주

원으로 환산

둘째, 전공계열별 학생과 정부의 비용분담 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총 교육비 가운데 장차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전공계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표
11>은 총 교육비 가운데 학생과 정부의 부담 비중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의 음영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립대와 호주 국립대의 학생과 정부의 비용분담 구조를 비교해 보면,
인문학, 수학, 통계, 수의약학 등의 전공계열의 비용부담은 우리와 호주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경우 호주의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회계, 행정, 경제,
무역 등에서 학생 부담금 비중이 낮은 반면, 외국어 계열, 사회과학, 농학 등의 전공계열의
경우에는 학생 부담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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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AB국립대와 호주 전공계열별 총 교육원가와 학생부담금 수준 비교 분석
(단위 : %)
AB국립대 분석결과
전공계열

호주 정부 규정
학생
정부
(등록금상한액) (정부 지원금)

등록금

공적지원

법, 회계, 행정, 경제, 무역

53.1

46.9

83.4

16.6

인문학

55.9

44.1

52.0

48.0

수학, 통계, 컴퓨팅

48.7

51.3

46.6

53.4

사회과학

56.8

43.2

38.0

62.0

교육학

45.7

54.3

37.1

62.9

임상심리학, 외국어, 미술

48.4

51.6

33.2

66.8

간호학

47.8

52.2

30.8

69.2

공학, 자연과학, 측량

40.2

59.8

33.3

66.7

치⋅의학, 수의학, 약학

33.3

66.7

31.5

68.5

농학

37.0

63.0

28.2

71.8

그런데 앞서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수준이
호주의 50∼70%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차 총 교육비를 늘릴 때 학생과
정부 가운데 누구의 교육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영, 행정, 법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부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총 교육
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학의 경우 학생당 총 교육원가나 현금지출원가, 취업률 모두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등록금 수준을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
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표 9> 참고). 그러나 <표 10>과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국립대 총 교육비 수준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정부 공적 지원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총 교육비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국립대학의 학과(전공)별 교육원가, 연평균 등록금, 취업률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총교육비 규모와 전공계열별 비용분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원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대규
모 국립대학교인 AB대학교의 A캠퍼스 학부과정 학과(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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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교육원가와 취업률 자료의 경우 단일연도 값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의 과다
또는 과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년도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교육원가
분석의 경우 2012년과 2014년 2개년도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교육활동 단위별, 즉 학과(부)별
로 학생당 교육원가를 각각 산출한 후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취업률은 각각
2013∼2015년(조사년도 기준)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 데이터 3개년도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과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계열별 교육원가와 등록금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교육원가 구성요소별 세부
분석결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학생당 강의원가와 같이 가시적
금전의 흐름에 민감한 교육원가 유형을 중심으로 특정 전공계열의 고비용 구조를 논의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체능계열의 경우 그동안 소규모강좌의 운영 등 강의원가를 중심으로 현재의
교육비용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총 교육원가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의원
가 이외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체능계열의 교육원가는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보다 높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등록금차이도는 현금지출차이도와 유사
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교육비용의 측면에서 등록금환원율이나 학생부담 교육비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때는 강의원가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 교육원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분담구조나 대학 등록금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대학 등록금의 다차원성을 고려해야 함을 연구 결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립대학
의 전공계열별 학생의 교육비 부담 수준, 즉 등록금 수준은 호주 정부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에 대한 학생 부담 비중과 비교할 때, 경영, 행정, 법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들 세 전공영역의 등록금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들 세 전공영역에서 적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총 교육비 규모가 있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수익보다는 사적
수익이 높기 때문에, 즉 취업률과 상대적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 세 전공 영역에 대해서
는 총 교육비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높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들 세 전공 영역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률을 토대로 볼 때
인문사회계열 범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적 수익이 높지만 공학과 비교해서는 사적 수익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 전공이 강의원가와 현금지출원가가 가장 낮다는 분석결과
를 동시에 살펴볼 때, 사적 수익만을 고려하여 학생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 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에 앞서 강의
규모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중 등과 같은 교육의 질적 측면을 재검토하고 전면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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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규모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종합 국립대학교인 AB대학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립대
학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원가는 호주 국립대의 46%∼73% 수준으로서, 특히 농학과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총교육비는 호주의 5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전공계열별로 총교육비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키울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이공
계와 인문사회계열의 융합교육 활성화나,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다전공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다전공 인기학과의 저비용 구조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들
전공에서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다전공 인기학과인 경영학 계열 학과들의 경우, 복수전공 학생의 유입으로
인하여 강좌의 대형화,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육비용이 급감하고
이는 나아가 전공수업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공 선택권과
인기 전공 학과(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규모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OECD 국가나 선진국의 전공계열 분류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등록금
관련 정보공시나 정부 정책 개선방안 모색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전공계열 분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전공계열 분류 기준에서 ‘인문사회’는 OECD나 호주 정부의
전공계열 기준으로는 ‘법학, 회계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이들 세부 전공간에 교육원가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부의 전공계열 분류 기준에서 ‘자연과학’과 ‘공학’의
2개 전공계열 역시 OECD나 호주의 전공계열 분류 기준에서는 ‘수학, 통계, 컴퓨팅 등’, ‘공학,
자연과학, 측량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 전공 내에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등을 중심으로 높은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전공에 대해서는 향후 재분류 세분화 공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
로 AB국립대학의 사례로 하되 사적 수익의 지표로서 취업률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나아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체의 총 교육비 규모의 적절성이나
비용분담 구조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석 대상 대학을 확대하고 전공계열별
생애기대소득이나 직업안정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적⋅사회적 수익 분석 결과를 활용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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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otal Education Costs and Cost Sharing Structure
by Field of Study in National University
Nam, Sookyong(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total cost of
education and the cost-sharing structure of each major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ducation cost, annual average tuition, and
employment rate of each department. To achieve the purpose, it analyzed
84 departments of undergraduate courses at AB University, a large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for educational cost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total education cost and cost-sharing
structure of major colleges and universities. First, the total cost of education
at AB National University is 46% to 73% of Australian universities, and the
total cost of education in agricultur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is
very low at 50% in Australia.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total education cost by
majors of all fields.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total education cost by
major, it needs to improve the overall government burden, except for the
areas of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law. Third, considering that
engineering, veterinary medicine, total education cost, cash expenditure cost,
and employment rate per student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majors,
the tuition level is improved rather than the current level. However,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 support more dramatically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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