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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대학 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l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학 입시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가장 먼저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개편안 확정을 1년 유보하기로 했다. 

입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l 입시 문제의 본질은 과도한 경쟁이고, 대학 서열화는 그러한 과도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입시 개혁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함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포함한 대학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역시 대학 개혁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서열화 해소를 

포함한 대학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l 대학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Ÿ 첫째, ‘대학 서열화 해소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

  - 소위 서울 소재 명문대학 졸업자들이 기업 채용 및 승진에 유리한 현실에서 대학 서열화는 

서울 소재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발해 왔다. 

  - 과거 학벌 브랜드에서 밀리지 않았던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위상도‘지잡대’라는 오명과 

함께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들과 교육 서비스 질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대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꾀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입시 경쟁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해 왔다.   

Ÿ 둘째,‘사학비리 척결’

  - 국내 사립대학은 과거 국가가 모두 담당할 수 없었던 고등 교육 영역을 맡아 운영하고자 설립

되었으나, 상당수 대학이 사학재단의 비리와 불법행위로 인해 비판받아 왔다.    

  - 조선대나 상지대와 같이 과거 비리 이사진들이 퇴출되었다 다시 복귀하는 등의 문제로 사학 

비리가 장기화 되거나 반복되는 일련의 사태들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 특히 2016년 정유라 사건을 계기로 사학의 입시 및 학사 비리문제까지 제기되어 적폐청산의 일환

으로서 사학비리척결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Ÿ 셋째, ‘등록금 부담 완화(반값등록금)’

  -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정책 이후, 사립대학의 평균등록금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약 2배가 되

었으나1), 국공립대학 대 사립대학 비율이 2:8인 실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사립대학을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그 결과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반값등록금’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생겼다. 보육·의료·교육 

1) 2016년 기준, 국공립대학 평균등록금 421만 원, 사립대학 평균등록금 73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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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슈도 학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되었다. 

l 본 리포트에서는 각 요구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이에 대응하여 마련된 정부 정책, 그 

정책의 문제점들을 다룰 것이다. 한국 사회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대학 구조조정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국공립대확충)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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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대학 기본 현황>2)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리포트 전반에 활용될 기본 통계를 명시함. 

  <표 1> 2015-2016년 대학 수

             (대학원대 제외, 2015년과 2016년 대학 수는 동일함) 

   

  <표 2> 2015-2016년 대학 입학정원

                  (대학원대 제외, 대학정원감축정책으로 2016년 정원수는 2015년에 비해 감소)

  <표 3> 2015-2016년 학생 비율 및 평균 학생 수 비교(입학정원 기준)

 

2)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2015-2016) 참고, http://kess.kedi.re.kr/index 
3) 4년제 대학 44곳(교대 10개, 나머지 대학 34개), 전문국립대 2곳(한국복지대, 한국농수산대)
4) 4년제 대학 1곳(서울시립대), 전문대 7곳(충남도립, 강원도립, 충북도립, 전남도립, 경북도립, 경남거창도립, 경남남해도립대학)
5) 교대 10곳 입학정원 2015년 3,584명, 2016년 3,582명 
6) 산업대학 2곳(청운대(충남), 호원대(전북))
7) 교대는 평균 358명의 입학정원으로, 공립대(시립이나 도립대학)보다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교대를 제외하고 국립대 

평균 학생 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립대 학생 수 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적절하다. 

2015·2016년 대학 수 (단위: 개) 

대학 국립대3) 공립대4) 사립대 합계

4년제 대학(교대5)포함) 44 1 154 199

전문대 2 7 129 138

산업대 - - 26) 2

합계 46 8 285 339

2016년 대학 입학정원  (단위: 명)

대학 국립대(46) 공립대(8) 사립대(285) 합계(339)

4년제(교대포함) 73,041 1,711 250,239 324,991

전문대 601 3,523 173,926 178,050

산업대 0 0 2,740 2,740

합계 73,642 5,234 426,905 505,781

2015년 대학 입학정원  (단위: 명)

대학 국립대(46) 공립대(8) 사립대(285) 합계(339)

4년제(교대포함) 77,210 1,768 255,673 334,651

전문대 611 3,573 179,130 183,314

산업대 0 0 2,740 2,740

합계 77,821 5,341 437,543 520,705

2015-2016년 학생 비율 및 평균 학생 수 비교
항목 대학 2015년 2016년

학생 비율
국립대:사립대 15:85 14:86
국공립대:사립대 15:85 15:85

평균 학생 수
국립대 1,691명 1,600명

국립대(교대제외)7) 2,062명 1,946명
공립대 667명 654명
사립대 1,535명 1,4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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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서열화 해소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

l 한국 사회의 대학 서열화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

Ÿ 서울 중심으로 위계질서화된 대학 서열화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나, 지방 거점 국립대의 

위상은 과거 수준에 비해 더욱 격하되었다. 

  - 지난 40년 동안 서울 내 대학과 지방 국립대 간 위상 격차를 보여주는 한 예로 

입시 배치표 점수를 비교했다. 

      <그림 1> 서울대,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국립대 입시배치표 점수를 통한 격차 비교 

         

        <출처> 76, 86, 96, 05, 16학년도 배치표에서 발췌하여 표준화 재가공  

        ※ 96,05,16년도 부산대·전남대 경우 최고점 학과(영어교육, 국어교육만)와 나머지 학과 격차 매우 큼  

      

  -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 성적상위자가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서울 내 사립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인 부산대나 전남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반면, 96학년도부터‘최고점학과’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중앙대, 홍익대)의 

배치점수가 지방 국립대 배치점수보다 높아졌고, 05학년도부터는 그 추세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통해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상당히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Ÿ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 20년 동안 더욱 

심화된 것이다. 

Ÿ 서울 소재 대학 수는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 339개 대학(대학원대 제외) 중 48개 대학으로, 

약 14%에 불과하다(아래 <표 4>). 즉, 이 적은 비율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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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2016년 전국 소재지별 대학교 수 (대학원대 제외)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2016년 대학통계 참고 재가공 

l 대학 서열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요구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반면, 역대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Ÿ 지난 보수 정권 중,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은 대학자율화에 집중되었다. 이는 

대학의 생존을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입장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립대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법인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월등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닌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대학서열화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8)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Ÿ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완화를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5년간 총 1조 4,200억 원 투입, 2004년 112개교 지원)’이 있었으나 일부 특성화 학과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결과를 나았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는 결국 해소되지 않았다. 

l 시민단체와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공립대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추진되지는 않았다.  

Ÿ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대학구조개혁 토론회(2012년)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서열화 

해소, 청년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대학을 신설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립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9)  

Ÿ 사학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사학연) 토론회(2012년)에서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도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대학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럽처럼 고등교육

을 완전히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있으나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공립대

학을 신설하거나 사립대학을 준공립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10)

Ÿ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학벌 네트워크가 사회를 장악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입시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국

공립대 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 구조로의 개선을 주장했다.11)

8)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16.10.18.). 국립대법인화 반대 성명서
9) 참여연대 보도자료. (2012.02.29.). 참여연대-민주통합당,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개최
10) 경향신문. (2012.10.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2028085&code=940401#csidxa6fc28f7d58f6b0a5a2c84f25ce81af 
11) 유스라인, (2017.05.17),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9475

소재지 서울 인천·경기 지방
대학특성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립 사립
4년제 대학

(교대포함)
5 34 3 30 37 90

전문대 - 9 1 33 8 87
산업대 - - - - - 2
소계 5 43 4 63 45 179
합계 48 67 224
총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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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진보교육단체와 전문가들이 구상해온 국공립대 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 구조 구축 방안은 

올해 초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Ÿ 서울시 교육청은 대학체제 개혁 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는데, <1단계: 통합국립대학 

구축>→ <2단계: 통합국립대학-지역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간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3단계: 통합형-연합형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순서이다. 

Ÿ <1단계>는 서울대(법인화 폐지)포함 10개 거점국립대학(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을 포괄하거나(1안), 서울대(법인화 유지)를 제외

하고 나머지 대학으로 구성하는(2안)방식이 논의 대상이다. 이때 통합국립대학은 공통의 

학위를 받고, 교수와 학생의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Ÿ <2단계>에서는 통합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대 재정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다.  

Ÿ <3단계>에서는 일반 사립대학도 포함하여 권역별 연합네트워크 체제를 확장 구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된 대학 간에는 학점·학생·교수 및 학교 운영에 있어 통합적이고 상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l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서 국공립대 네트워크-공영형 사립대 구조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근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립대 네트워킹 방안과 공영형 사립대 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는 아직 없다. 

Ÿ 교육부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12)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

를 위해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이라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을 확대·개편한 정책이다.

Ÿ 2017년‘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으로 18개 지방 국립대에 210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13), 2018년부터는 1,0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14)이다.

Ÿ 거점 국립대 육성은 9개 대학(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을 대상으로 하며,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과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은 지역 전략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밝혔다. 

l 오히려 ‘아래로부터’구체적 추진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9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국립대 네트워킹 실현을 위해 현재 입학전형 통일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부산대

에서 ‘2018학년도 거점국립대학 공동 대입전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15)

12) 교육부 보도자료. (2017.08.29.).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중점
13) 교육부 보도자료. (2017.02.16.).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기본계획 공고
14) 교육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5) 베리타스알파. (2017.07.2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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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울시와 교육부의 정책, 거점 국립대학들의 노력은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한다. 

Ÿ 과거에 비해 벌어진 수도권과 지방 소재 국립대 간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선행 혹은 병행

되지 않으면 네트워킹 실현은 불가능하다. 지방 국립대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산대나 

경북대조차 서울 소재 사립대 위상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방 

소재 국립대들’만의 네트워킹은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네트워킹 할 국립대 범위 안에 법인

대학인 서울대를 포함시킨다면, 서울대와 나머지 국공립대학 간 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 공유는 물론, 공통 학위 인정 등을 허용하는 네트워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실현가능성은 있을지 의문이다.  

Ÿ 또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가 50%가 살고 있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를 절대적

으로 선호하는 현실에서, 수도권 소재에 네트워킹을 할 국공립 대학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다. 수도권 소재에 4년제 일반 국공립대학은 서울대와 인천대를 포함하여 8개(전체 

대학수의 2%)밖에 없다. 따라서 여전히 높은 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소재 

사립대로 진학하게 될 것이며, 결국 수도권에 국공립대를 확충하기 전에 네트워킹 정책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l 따라서 수도권에 국공립대학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립대학 네트워킹 정책은 실현이 

어렵고, 결국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입시 경쟁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l 한편,‘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정부의 구상안은 대통령의 공약에서 논의된 수준이 전부이다. 

Ÿ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17.7)’에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ㆍ확대 

추진”이 명시된 것 외에 별도의 공식적 발표는 부재한 상태이다.   

Ÿ 다만,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교육 공약 설계 작업에 참여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에 따른16), 공영형 사립대 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실시되었던 대학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대학 66곳 중 재정지원전면제한 처분을 

받은 대학을 제외하고 1) 약 30여 대학17)의 연간 운영비 50%를 보조하고, 2)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인사화한다. 앞서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선발된 학생과 공영형 사립대 학생 

수를 합쳐 전체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상이며18), 부실 사립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l 앞으로 추진할 공영형 사립대 구상안도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16) 조선일보. (2017.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4/2017061400269.html
17) 특정 대학을 타겟팅한 것은 아니며, 자발적 신청을 통해 의지가 있는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검토하여 

선정하고 30여 개의 사립대가 공영형으로 운영될 경우 현재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 비율 완화할 수 있다고 봄
(반상진 전북대 교수).  

18) 한국대학신문. (2017.06.12.).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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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첫째로, 연간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 

  - 반상진 교수의 추산19)으로는, 1조 1,889억 원을 공영형 사립대 운영비로 추정했다. 30개의 

사립대 연간 평균 운영경비인 792.5억 원(2015년 기준)의 절반인 약 396억 원을 30개교에 

지원한다는 가정(792.5x0.5x30)이다.  

  - 30개 사립대 운영경비 절반에 해당하는 공영형 사립대 지원 예산 규모(1조 1,889억 원)는  

같은 규모의 20개 국립대의 연간 전체 운영비 추산(약 1조 1,800억 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 <표 5>를 참고하면, 2015년 기준 국립대 학생 1인당 운영경비는 약 3,845만원이다. 

사립대 학생 평균 입학정원은 1,535명이며, 이와 같은 규모로 국립대를 전환할 경우, 1개

교 당 590억 원(3,845만원*1,535명)의 운영경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 30곳의 운영비 절반을 지원하는 1조 1,889억 원이면, 같은 규모의 국립대 

20곳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표 5> 2015년 공영형 사립대 운영지원비와 국립대 운영지원비 비교

         <출처> 교육부  2015-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유은혜의원실 자료 제공 참고 재가공    

Ÿ 재정부담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육성시킬만한 대학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학생들이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이 공영형 사립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정부가 공약 단계에서 D~E 등급 대학을 주요 신청 대상자로서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이유도 D~E 등급 대학처럼 스스로 운영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 주요 신청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D~E 등급 중 재정

지원 전면제한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30개 사립대학을 예상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이 중 소재지 분류상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은 6곳, 전문대는 11곳이며,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은 10곳, 전문대는 3곳이다.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현실에서, 또 이들 대학의 면면을 볼 때 정부 재정이 투입이 

적절한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19) 반상진(2017).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혁신,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20) 국립대 46개 대학 중 국립대학 운영지원비에 39곳만 포함되는 이유는 국립대 법인 2곳(서울대, 인천대), 특별법국립 1곳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은 운영지원금에 미포함되고, 제 2캠퍼스를 보유한 4곳(강원대, 강릉원주대, 전남대, 경인교대)은 각각 
한 곳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교대 10곳은 각주 7과 같은 이유로 제외하여 비교한다. 

2015년 기준 공영형 사립대 운영지원비 국립대 운영지원비
대상 30 29(교대 10곳 제외)20)

연간 평균 운영지원비 792.5억 원 
793억 원

(2조 3,005억 원/29)
평균 학생 수

(입학정원 기준)
1,535명 2,062명(교대제외)

학생 1인당 평균 

운영지원비
51,628,664(5천 백만원) 38,457,807(3천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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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재정지원 전면제한 대학 제외 D등급 상위 사립대학 목록 

        <출처> 교육부 2017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명단 참고 재가공

  -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론 5에서도 다루겠지만,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하여 전문대학은 자연적으로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 대상으로 

고려될만한 30여 개 사립대학 중 14곳이 전문대이다. 직업학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한 전문대 육성이라는 별도의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구상

안으로 전문대에 재정이 투입된다면, 재정 낭비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Ÿ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 투입으로 인한 효과가 교육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부실 

사립대의 수명만 연장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정부가 사립대 연간 재정운영의 50%를 부담하게 될 경우, 사립대는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약속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두 번째 문제점에서 지적한대로, 부실 대학이 신청자의 다수가 된다면, 대학의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대학의 수명을 연명 시킬 용도로 정부 재정이 사용될 

우려가 있다.21)  

l 공영형 사립대 정책안은 사립대 이사의 50%를 공익 이사로 구성하여, 특히 비리 사학에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려는 목표도 담겨 있다. 그러나 소유 및 지배구조가 

사학 재단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제도·문화 하에서 정책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지점에서 비리 사학 문제를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 한국대학신문, (2017.05.30),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482

D등급 상위 사립대학 목록 30곳 ※파란 글씨 표기=수도권 소재 대학

4년제 

일반대(16)

재정지원제한 

완전해제

강남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성대, 한서대   
재정지원사업 

신규참여만 

제한

홍익대(세종), 꽃동네대, 을지대, 극동대, 나사렛대, 대전대, 

중부대  

전문대(14)
재정지원제한 

완전해제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서일대, 

서정대, 동서울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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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학 비리 척결

l 우리 사회의 사학 비리 문제는 극소수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의 대학이 비리 문제

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Ÿ 2017년 6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에서 파악한 

전국 비리·분규 사학 현황은 21곳으로, 수도권 소재 8곳22)과 지방 소재 13곳23)이 있다.  

Ÿ 2000~2015년까지 비리로 인해 폐쇄 명령을 받거나 자진 폐쇄한 4년제 대학은 6곳과 전문대 

2곳24)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남대가 폐교 결정 되었고, 대구외대, 한중대도 

폐쇄 절차 중이다(2017년 8월 기준)25).

Ÿ 최근 5~6년 사이 비리 발생으로 총장과 이사진이 실형을 선고 받거나 그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있었던 수도권 소재 대학은 11곳26)이다. 

Ÿ 한겨레27)에서 밝힌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및 처분내역(2008~2017)’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적발된 위법·불법 사항은 3,106건으로서, 그 중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

거나 유용한 사례는 736건(3,107억 원)이었으며,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사립대 관계

자는 982명, 경고·주의 조처를 받은 관계자는 8,638명, 위법의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

되거나 수사를 의뢰받은 이사장은 21명, 총장은 32명이었다.”  

l 게다가 비리 문제로 퇴출된 구 재단 이사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장기화 되고, 부정·비리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Ÿ 사립대에 비리가 발생하여 교육부에 의해 임시 이사가 파견된 사립대는 지난 30년간

(1988~2017년) 총 40곳(대학원대(2), 원격대(1) 제외)이었다. 아래 <표 7>과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12곳, 지방 소재 대학에서 28곳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표 7> 소재지별 임시 이사 파견 사립대학 수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재가공28)

22) 건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23) 광주여대, 경주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상지대, 서남대, 영남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조선대, 청주대, 한영대
24) 4년제 대학 6곳: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전문대 2곳: 성화대, 벽성대
25) 중앙일보. (2017.09.26.). http://news.joins.com/article/21971852
26) 중앙대,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수원대, 수원여대, 안양대, 평택대, 동서울대, 그 중 이화

여대의 경우, 전 총장이 정유라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았으나 다음 총장 선거에 학생 투표를 반영한 직선제가 도
입되어 민주적 이행이 이루어졌다.  

27) 한겨레. (2017.10.11.). http://www.hani.co.kr/arti/PRINT/814119.html
28) 대학교육연구소(2012). 사학분쟁위원회 즉각 해체시켜야.  
     http://khei-khei.tistory.com/tag/%EB%B9%84%EB%A6%AC%EC%9E%AC%EB%8B%A8%20%EB%B3%B5%EA%B7%80

소재지 4년제 전문대 합계

수도권 10 2 12

지방대 16 12 28

합계 26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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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던 40곳에서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 된 곳은 33곳이며, 특히 2008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체제29)이후 2008~2017년 사이에 정상화 된 대학은 26곳이다. 26곳 중 

24곳(대학원대를 제외한 대학은 23곳30))31)이나 비리 재단이 다시 복귀했다.  

Ÿ 임시 이사기간 동안은 학내 중요한 의결을 내리지 못하므로,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 아래 <그림 2>는 비리 사학에 임시 이사가 파견된 이후 다시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되기까지 

기간을 보여준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된 사립대는 14곳(4년제 

일반대 10곳, 전문대 4곳)이다. 

     <그림 2> 사립대 임시이사 파견 및 정상화 기간

     <출처> 대학교육연구소32)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결과(84차~ 136차, 2013~2017년)근거

29) 2007년 사학법 개정 이후, 교육부 산하에 사학 분쟁을 ‘조정’해준다는 취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고,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후, ‘정상화 심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이사가 선임될 경우 정상화되는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 그러나 정이사가 선임될 때 구재단의 복귀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 비리 근절을 예방하지 못하고, 
다시 학내 분규가 발생하는 사례가 생겼다. 

30) 조선대, 대구대, 덕성여대, 세종대, 상지대, 동덕여대, 서일대, 한국외대, 광운대, 동덕여대, 경기대, 영남외대, 영남대, 
대구예대, 목원대, 서원대, 탐라대, 강원관광대, 대구미래대, 고구려대, 김포대, 동주대, 고신대 

31) 뉴스타파. (2016.06.23.). http://newstapa.org/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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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이사 체제에서 다시 임시 이사 체제로 전환되고 학내 분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대표적 

사립대학은 대구대, 상지대, 김포대가 대표적이다. 

  - 대구대(1994년 임시이사→2011년 정이사→2014년 임시이사)

  - 상지대(1993년 임시이사→2003년 정이사→2010년 임시이사) 

  - 김포대(2004년 임시이사→2008년 정이사→2011년 임시이사)

l 사학 비리는 왜 빈발하는 것이며, 장기화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Ÿ 첫째는 비리 사학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교육부 지침 등은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학재단 

설립자의 지배와 운영권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 

  - 무엇보다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립학교‘해산’의 기준이 모호하다. 비리가 발생하더

라도 국가가 나서서 사립학교의 해산을 명령할 수 없을 만큼 사학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 또한, 해산한 사립학교의 잔여재산을‘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조항 때문에 

사립학교 설립자는 학교를 사유 재산처럼 자유롭게 매매하고 상속세 없이 양도해왔다.33) 그 

결과 사립학교가 대체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는데도 불구

하고, 정부는 해산된 비리 사학의 잔여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못했다(예외-인천대). 

  - 대부분 비리로 인해 물러났던 종전 이사진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사립학교법의 ‘임원

선임제한요건’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원칙’규정이 문제다. 

‘임원선임제한요건’은 비리 인사였어도 파면 혹은 해임된 지 3~5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정상화 심의 원칙’은 임시이사체제에 있는 사립학교가 

32) 대학교육연구소(2012). 사학분쟁위원회 즉각 해체시켜야. 
http://khei-khei.tistory.com/tag/%EB%B9%84%EB%A6%AC%EC%9E%AC%EB%8B%A8%20%EB%B3%B5%EA%B7%80
33) 개미뉴스. (2017.05.14.).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

사립학교법 

제 34조(해산사유):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제 47조(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

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사립학교법 

제 35조(잔여재산의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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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를 이행할 때,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종전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Ÿ 법제도의 한계 외에도 제도개혁에 있어서 정치적 한계 때문에 사학 비리 근절이 어렵다.

  - 현 정부는 최근 비리 당사자의 학교법인 복귀를 제한하고, 사분위 역할을 축소하는 등 사학법 

개정을 국정 과제로 제시34)했다. 그러나 2005년 사학법 파동35)에서처럼 여·야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학법 개정이 매번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에는 정·관계와 사학재단의 유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진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기준“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출신이 사학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인 학교 법인이 176개(인원 262명)에 달했다.36)”전·

현직 국회의원 본인 혹은 가족이 재단 이사이거나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Ÿ 마지막으로 소유 관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도 주요 원인이다.  

  -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이 설립자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인식도 공익법인인 학교재단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립학교법의‘해산’조항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 해방 이후 초기에 설립된 사립대학 중 설립자 개인 재산으로만 학교가 건립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기본 재산으로서 건물을 제공하되, 대부분 농지(부지)를 후원 받고, 대민 모금 및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사립대학이 설립된 것이다.37) 현재도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34) 한겨레. (2017.07.26.). http://www.hani.co.kr/arti/PRINT/804309.html
35) 2005년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던 당시 개정한 사학법에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퇴임 고위 교육공무원 이사를 제한시키는 

등 비리사학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하였다. 결국 양당간의 타협으로 해당 
조항들이 다시 삭제되어 2007년 사학법이 개정된 이래로 다시 사학의 비리를 규제·처벌할 강력한 법적 장치 부재한 상황이다.

36) 주간경향. (2014.06.24.).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6171126001&code=115

사학분쟁위원회의 ‘정상화심의원칙’ 

①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 ②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과반수 미만) 정이사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 사분위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

사립학교법 

제 22조(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취임의 승인

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 규정에 의해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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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이라도 결코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다뤄질 수 없다.  

l 최근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사학 재단의 비리로 폐교(해산)한 

대학은 그 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갖지 못하도록 국고로 귀속시키는”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재산이 설립 일가의 소유물처럼 다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비리 사학을 국공립화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 이러한 측면에서,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사립대에서 시립대로 전환되어 재단 비리를 근절

할 수 있었던 <인천대>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Ÿ 대표적 비리 사학이었던 인천대는 1994년 시립대로 전환되었다. 선인학원 정상화 투쟁의 

결과였으며, 93년 7월 정부와 인천시의 협의로 선인학원 소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공립화되었고, 백인엽 이사장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다.38) 당시 “선인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리는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는데,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75:25의 비율로 분할 귀속 처리했다.39)”

Ÿ 처음 인천대를 시립대로 전환할 것을 논의한 단체는 시민단체였다. 구체적으로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에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천대를 

시립대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서 시작됐다.40) 그 후 인천시가 시립인천대를 운영했고, 

평균 400억 원(2010년대 기준) 규모의 운영비가 인천시 예산에서 투입되었다.41) 

Ÿ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인천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립대학으로 전환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2013년 서울대와 함께 국립대 법인으로서 운영되어 왔다. 법인화 5년 

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기로 한 협약42) 때문에, 일종의‘국립대법인 인천대 출연금’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시는 5년간 매년 300억 원을 지원 했고, 2018년부터는 정부가 

인천대 운영예산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Ÿ 인천전문대와 통합된 인천대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대학이다. 서울 소재 국공립대학과 

입학 정원을 비교해보아도 상당히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이다.43) 서울 시립대보다 

큰 규모의 대학을 운영하는데 연간 300~400여 억 원의 운영비(시립대였을 당시 기준)가 투입

되었다. 평균 사립대 연간 운영 경비인 792.5억 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공립화 전환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37) 이지원(2017), 미군정기 한국 사립대학 설립의 사회적 조건들: 국가 정책과 자원 동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학위논문
38) 진보교육연구소. 선인학원공립화사례. https://goo.gl/PtHm3z
39) 진보교육연구소. 선인학원공립화사례. https://goo.gl/PtHm3z
40) 한겨레. (2011.06.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85294.html
41) 인천광역시 예산운영계획. 2011년 405억 원, 2012년 430억 원(인천전문대와 통합비 포함)
42) 조선일보. (2012.01.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6/2012011600338.html
43) 2016년 인천대 입학 정원은 2,529명, 서울시립대(1,711명), 서울대(3,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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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부담 완화(반값등록금)

l 한국의 등록금 문제는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온 문제로서 가계·청년부채 증가로 이어

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l 그 중에서도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경감 목소리가 큰 이유는 사립대학의 평균등록금이 

국공립 대학 등록금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현실이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림 3>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비교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13), 전국대학등록금현황44) 

Ÿ 이러한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장학금제도는 이전 정부에 의해 2012년도

부터 실시되었고, 2017년까지 매해 증액되어 현재 3조 9천억 원 규모(교육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45)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41.5%였고, 소득분위로 보면 대체로 3분위까

지만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Ÿ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규모는 연간 2조에 육박하는 규모를 유지

하고 있다. 소득분위와 학점기준 등에 의해 장학금 수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적인 예산 투입의 규모에 비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투입의 효과성이 적기 때문이다.46) 

  - 2013년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47)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 총 인원인 55만 8천 

명 중, 사립대 학생 대출 인원은 약 46만 3,434명이며, 1인당 학기별 대출액은 평균 

357만원인 반면, 국공립대 학생 대출인원은 9만 4,810명이며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39

만원이었다. 국공립대 학생에 비해 사립대 학생들이 5배 이상, 액수로 보면 1.6배 이상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44) 대학교육연구소(2013). 통계 <전국대학등록금 현황>. http://khei-khei.tistory.com/652
45) 대학교육연구소(2016). 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http://khei-khei.tistory.com/1825
46) 연합뉴스.(2015.05.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2/0200000000AKR20150522163300004.HTML
47) 대학교육연구소(2015). 통계 <학자금대출>. http://khei-khei.tistory.com/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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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요소는 기형적인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이다. 

Ÿ 2009년 기준으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9), 한국과 

일본의 국공립대학 대 사립대 비율은 2:8이다. 멕시코와 미국은 7:3, 프랑스와 스페인은 

8:2며, 영국은 100% 정부책임형 사립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뉴질랜드·아일랜드·

덴마크 등의 국가는 100% 국공립대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48)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공립대 사립대 비율이 16:84이다. 

Ÿ 학생 수에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공립대 학생 대 사립대 학생 비율은 

24:76이다(아래 <그림 4>). 2016년 기준, 국공립대학 학생 수 대 사립대학 학생 수 비율은 

15:85이다. 

Ÿ 현재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의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 재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면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그에 비례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미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이며, 

절대 액수로도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보다 비싸지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다

수(68%)가 주립대를 진학하기 때문에 다수가 국공립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림 4> OECD 국가의 설립유형별 학생 수 비율

      <출처> 교수신문49)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48)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09” 자료로부터 KSERI에서 작성,
    http://unsoundsociety.tistory.com/343
49) 교수신문. (2012.03.0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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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렇게 사립대 학생 수가 기형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사립대에 지원하고 있다. 

Ÿ 정부와 지자체는 사립대에 국고보조금50)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사립대 285곳 중 274

곳51)의 국고보조금은 3조 8.201억 원52)이었다. 사립대에 평균 139억 원(3조 8,201억/274)이 

지원되는 셈이고, 실제로는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현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Ÿ 국고보조금 외에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시행된다면, 사립대에 

연간 최대 1조 1,889억 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될 것이고, 국고보조금과 합산하면 총 5조 여

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l 만약 사립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함으로써 국공립대 재학생 비율을 전체 50%수준으로 

높이면, 사립대 운영에 투입되고 있는 비용 규모가 줄어들고, 대학생의 절반은 반값등

록금 수혜를 받게 되며, 학자금 대출 총 규모도 훨씬 줄어들어 청년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0)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결산자료에 ‘국고보조금 수입’항목에서 추산. 
51) 사립대학 285곳 중 274곳으로 11곳 정보가 제외된 이유는 정보가 누락된 3곳(영동대, 한남대, 침례신학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2곳(광주가톨릭대, 서남대), 제2캠퍼스가 있는 6곳(고려대, 명지대, 홍익대, 중앙대, 연세
대, 인제대)은 하나의 대학으로 처리되기 때문임. 

5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결산(2016 교비회계).
    http://infor.sahak.or.kr/generfina/A25_012_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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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구조조정

l 앞서 다룬 대학 개혁의 과제들은 모두 인구 수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학령인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2017년 만 18세 인구 추정 

약 62만 명→ 2023년 46만 명 수준), 대학 입학생 수도 그에 비례하여 2023년까지 약 

1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5>). 

     <그림 5> 인구수 감소 그래프(만 18세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2016년 연령 및 성별 인구) 및 황양주·최유성(2012, p.29)53) 기반 재가공 

Ÿ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정원감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부터 2023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대학 평가 하위등급 대학을 대상으로 총 16만 명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유은혜 의원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감축

정책 평가와 진단, p.13)에 따르면, 1주기 대학정원감축정책 결과로서 2016년 기준 정원 

감축 인원의 77%가 지방 소재 대학에서 발생했고, 전체 대학 입학 정원 중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중(64%)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 위 자료에서 확인되었듯이, 인구수 감소로 인한 타격은 지방 소재 대학들이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지방대보다는 수도권대학을, 전문대보다는 4년제를 

선호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지방 전문대→지방 4년제 사립대

→지방 4년제 국립대] 순서로 그 충격효과가 클 것이다. 

Ÿ 2016년 기준 지방 전문대 총 입학 정원은 10만 명이었다(아래 <표 8>). 2023년까지 대학 

입학생의 약 15만 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2023년이 되면 더 이상 지방 소재 전문대학을 

다닐 학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대 중에서도 아주 특성화된 대학을 제외하고는 

생존의 해법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만약 수도권 소재 대학 중심의 서열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지방 전문대학(입학 정원 약 10만 명)의 소멸이 예상된다. 

53) 황양주·최유성(2012).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변화 예측.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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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2016년 대학 소재지별 입학정원(대학원대 제외) (단위: 명)54) 

Ÿ 만약 10만 명의 학생을 수용하던 지방 전문대학이 소멸해도, 2023년까지 예상 감소 인구가 

15만 명이기 때문에, 신입생 5만 명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지방 4년제 사립대학 입학 

정원은 14만 명인데, 신입생 5만 명이 지방 4년제 사립대에서 감소할 경우 지방 사립

대학의 절반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국립대보다 지방 사립대가 먼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지방 국립대가 지방 사립대에 비해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를 갈 수 있는데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방 

사립대 진학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Ÿ 마지막으로 2023년에도 지방의 4년제 국립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 여전히 그 위상이 밀린다면, 지방 4년제 국립대학들의 위상은 한국에서 

가장 하위권 대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인구 감소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동안 지방 4년제 국립대보다 하위권 대학에 머물렀던 지방 전문대와 

지방 4년제 사립대학의 절반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54)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2016 대학통계, http://kess.kedi.re.kr/index

특성별 소재지 설립별(대학수) 입학정원

4년제 대학

(교대 포함)

수도권
국공립(8) 12,217

사립(64) 105,823

지방
국공립(37) 62,535

사립(90) 144,416

소계(199) 324,991

전문대

수도권
국공립(1) 211

사립(42) 74,531

지방
국공립(8) 3,913

사립(87) 99,395

소계(138) 178,050 

산업대 지방 사립(2) 2,740

합계(339) 5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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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안제시: 비리 사학을 국공립 대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l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 확충을 대학 서열화 해소, 비리 사학 근절, 등록금 부담 완화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은 비용면에서도 효율적

이지 않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보아서도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기존 

사립대를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Ÿ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도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2009년 

이후 지방 소재 사립대를 공립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립화가 됐거나 추진 중인 대학은 

15곳 정도55)이다.  

l 국공립대 전환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며 갈등이 적은 방법은 1) 전환을 원하는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2)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리 문제가 

심각한 사학들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Ÿ 사학의 국공립화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적 절차는 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절차를 

따른다. 해산절차는 사학법인 이사회가 스스로 결의(이사회 재적 2/3의 동의)를 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해산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있다. 해산 결의를 내린 후, 비리 사학의 경우 

법인의 재산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해산된 대학의 잔여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갖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Ÿ 이사회 결의는 임시이사체제 하에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체제에 있는 사립대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이사체제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의 수정과 법제도적인 정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l 비리 사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전환 및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존재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비리 사학을 국공립대로 전환·운영하는 비용이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경제적이며,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Ÿ 비리 사학이 공립대학(시립대)이 된 유일한 사례인 인천대는 재산을 지자체(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헌납하는 형식을 거쳐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부담해야할 전환비용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한다. 

Ÿ 전환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립대 인수 과정을 살펴보았다. 

  - 성균관대는 삼성이 1996년 인수할 당시 첫해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중앙대는 두산이 2008년 대학을 인수할 때 약 1,2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고 

알려져 있다.56)57) 성균관대(2016기준 입학정원, 3,725명)와 중앙대(3,245명)처럼 

대체로 규모가 큰 종합 대학을 인수할 때 최대 1,200억 원의 기금이 들었던 것이다. 

55) 매일경제. (2017.02.06.). http://news.mk.co.kr/newsRead.php?no=84355&year=2017
56) 매일경제. (2013.04.03.). 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13&no=253036
57) 삼성은 성균관대에 17년간 꾸준히 매년 600~700억 원을 지원해왔고, 두산은 매년 100억 대를 지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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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의 규모는 두 대학보다 크지 않다. 2016년 사립대학 평균 입학

정원은 1,497명(2016년 사립대학 정원 총합(426,905)/사립대학 수(285))58)이므로, 

대부분의 학교가 두 대학의 절반 규모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전환비용이 발생해도 

최대 6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환비용은 일회성에 그치는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로 존속했을 경우 매년 꾸준히 예산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사립대 

국고보조금(정부는 사립대 한 곳당 매년 139억 지원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600억 원은 

약 4년의 국고보조금 금액 정도임)을 절감한 예산만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Ÿ 정책 목표에 따라 운영비 추산은 달라지며, 본 리포트는 2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1] 현 정부 임기 내(2022년까지) 임의의 30곳의 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할 경우

  - 본론 2(p.9)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영형 사립대 구상안에서는 사립대 30곳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조 1,889억 원(2015년 기준)이 들 것으로 추산되었다. 

  - 2016년 기준으로 사립대 30곳을 국립화하여 운영하는 비용을 추산59)한다면, 사립대 

30곳의 총 입학정원이 44,910명(각주59-1)이므로, 국립대(교대 제외) 학생 1인당 운영

금인 약 3,715만 원(각주59-2)을 곱하면, 1조 6,685억 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추산

할 수 있다. 한편, 사립대가 국립대로 전환되면, 사립대 30개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4,170억 원(각주59-3)이 절약될 것이므로, 절약되는 예산을 뺀 연간 운영비는 1조 2,515

억 원이다. 공영형 사립대 30곳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연간 약 7백억 원이 더 들지만, 

국립대로 전환되어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는 학생이 추가로 4만 명 이상 늘어나고, 많은 

사립대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 사립대 30곳을 시립이나 도립대학인 공립대로 전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립대는 서울시립대를 기준으로 할 때60), 서울시립대 학생 1인당 운영금은 

2,910만 원61)으로, 평균 사립대 30곳의 총 입학정원인 44,910명을 서울시립대 규모로 

전환할 경우 1조 3,071억 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립대 30곳에 투입되던 

국고보조금 4,170억 원이 절약되면, 8,901억 원으로 사립대 30곳을 공립화시킬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 운영지원예산보다 오히려 약 4천 억 정도 절감된 수준이다. 앞서 

58)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2016 대학통계. http://kess.kedi.re.kr/index
59) ※추산에 필요한 수치: 
      1. 2016년 기준 사립대 평균 입학정원 1,497명(p.3<표 3>참고), 따라서 30개 대학 입학정원은 

1,497*30=44,910명임. 
      2. 2016년 국립대 학생 1인당 운영금은 2016년 기준 국립대(교대 제외) 평균 운영지원비 723억 원을 국립대

(교대 제외) 평균 입학정원인 1,946명으로 나눈 값으로 37,153,134원이다. 이 금액에 사립대 30개 정원 규
모인 44,940을 곱하면, 1조 6,685억 원이다. ※ 2016년 교대 제외 29개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2
조 987억 원으로 평균 한 개교 당 723억 원이 든 것으로 추정됨(교육부 2017년 예산 및 운용기금계획안)

      3. 2016년 사립대 평균 국고보조금이 139억이므로(p.18참고), 30개교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이 절약되는 비용은 
약 139억*30=4,170억 원임.  

60)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공립대 7개는 전문대학으로 규모와 투입되는 비용이 매우 적으므로 서울시립대를 기준으로 한다. 
61) 2016년 서울시립대 운영비 498억 원(서울시 서울시립대 운영지원(2016)참고)을 2016년 서울시립대 입학정원 

1,711명으로 나눈 값, 29,105,786원 이다. 이 금액에 사립대 30명 정원 규모 44,910를 곱하면, 1조 3,07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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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로 전환했을 경우와 같이 4만 명 이상이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게 되는 효과는 같다. 

  - 대학교 입학자 수 예측 결과62)에 따르면, 2022년에 대학 입학생이 2016년 수준보다 약 11만 

8천 명이 감소한다. 2016년 국공립대 입학정원(78,876명)이 2022년까지 그 규모를 유지

한다는 가정하에, 사립대 30곳(44,910명)을 국공립대로 전환한다면, 2016년 국공립대 입학

정원 대 사립대 입학정원 비율 15:85(p.4 <표 3>)에서, 2022년에는 32:6863)이 될 것이다. 

 [2] 현 정부 이후 2023년까지 국공립대 학생과 사립대 학생 비율을 5:5로 조정할 경우 

(약 67개 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할 경우)   

  - 2023년에는 2016년에 비해 약 14만 6천여 명의 입학생이 줄어들어, 2023년 총 입학정원은 

약 359,229명이 될 것으로 예측64)된다. 2023년까지 약 10만 명65)의 사립대 학생을 국공

립대로 전환시키면 국공립대 총 입학정원이 약 179,614명이 되어, 국공립대 입학정원 대 

사립대 입학정원 비율을 5:5로 만들 수 있다. 

  - 10만 명의 사립대 학생을 국립대 학생으로 전환하려면, 약 67개66) 사립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면 

된다. 2016년 국립대(교대 제외)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는 약 3,715만원이므로, 67개 대학을 

국립대로 운영하는데 연간 3조 7,427억 원67)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때 

사립대 67개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9,313억 원(139억*67개)이 절약되므로, 결론적으로 

연간 2조 8,114억 원의 운영 비용으로 국공립대 재학생 비율을 전체 5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 공립대 학생으로 10만 명을 전환시킬 경우, 마찬가지로 67개 사립대를 공립대로 전환시키는 

규모이고, 서울시립대 기준 공립대 1인당 평균 운영비는 2,910만원이므로, 2조 9,320억 원68)

이 들 것이나 사립대 67개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9,313억 원이 절약되므로, 결론적으로 

연간 약 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 현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2020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증액하여 연간 5조원 규모를 

갖추는 것을 목표69)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학생이 50%가 되면, 현재보다 

총 입학정원 대비 35%의 학생이 추가적으로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증액보다 국공립대 확충에 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다. 또한 국공립대 확충을 추진할 경우, 공영형 사립대에 최대 투입될 1조 

62) 황양주·최유성(2012, p.29)이 사용한 추산식에서 대학진학률만 2017년 기준인 68.8%로 변화해서 계산하면, 2022
년에 대학입학자 수는 387,247명으로 추산된다. 2016년 실제 대학입학정원이 505,781명이었으므로 2022년에 
118,534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63) 국공립대 입학정원 123,786명 대 사립대 입학정원 263,461명 → 32:68
64) 2022년 추산과 마찬가지로, 황양주·최유성(2012, p.29)이 사용한 추산식에서 대학진학률만 2017년 기준인 68.8%로 

변화해서 계산하면, 2023년에 대학입학자 수는 359,229명으로 추산된다. 2016년 실제 대학입학정원이 505,781명이었
으므로 2023년에 약 146,552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65) 2016년 국공립대 입학정원이 78,876명이었으므로, 그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179,614명에서 78,876명을 빼면 
100,738명이다. 

66) 2016년 기준 사립대 평균 입학정원 1,497명(p.3 <표 3>참고)이므로 100,738명을 1,497명으로 나누면, 67이다.
67) 사립대 학생 100,738명을 국립대 학생 1인당 운영비인 37,153,134원을 곱하면, 3조 7,427억 원이다.
68) 사립대 학생 100,738명을 공립대 학생 1인당 운영비인 29,105,786원을 곱하면, 2조 9,320억 원이다.
69) 인사이트. (2017.05.22.). http://www.insight.co.kr/news/1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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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억 원을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증액하고자 하는 국가장학금 1조 2

천여 억 원과 공영형 사립대에 투자될 1조 2천여 억 원을 합한 2조 4천여억 원을 국

공립대 운영비용으로 쓴다면, 최대 4천여 억 원70) 정도의 추가 재정부담만으로 국공립

대와 사립대 입학정원 비율을 5:5로 만드는 수준까지 국공립대를 확충할 수 있을 것

이다.

l 운영비 추산을 요약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사립대 국공립대 전환 후 운영비 추산(2016년 기준)

l 따라서 사학의 국공립화 문제는 더 이상 재정부담논리가 아니라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져야 한다. 

l 무엇보다 국공립 대학 확충을 수도권 소재 대학을 우선순위로 하여, 수도권 소재 국공립 

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Ÿ 본론 3의 비리 사학 현황(p.11)에서 지적한 수도권 소재 비리 사학71) 12곳을 국공립대학 

전환 대상으로 가정하면, 12곳의 수도권 비리 사립대학의 2018학년도 입학 정원은 합계 

27,179명이다. 그 대학들을 국공립화 시킬 경우, 현재 12,217명밖에 안 되는 수도권 국

공립대학 정원(교대제외)을 2배 이상 확대시킬 수 있다.  

l 결과적으로 국공립대학이 확충된다면, 본론 2~4에서 다룬 대학 개혁에 관한 세 가지 

사회적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Ÿ 대학 서열화 해소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

  - 대학 서열화 해소의 해결책으로 국립대 네트워킹 방안이 제시되어왔지만,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진 문제와 수도권 소재에 국공립대학이 부재하다는 

70) 최대비용이 67개 사립대학을 국립화 할 때 드는 2조 8,114억 원이기 때문에 2조 4천여 억원과 차액인 4천억 원.
71) 2017년 6월 사학개혁국본에서 파악한 수도권 소재 8곳의 비리 사학과 최근 5~6년 사이 비리 발생으로 총장과 

이사진이 실형을 선고 받거나 그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있어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학교 중 
중복된 학교를 제외한 12곳. 

정책목표 [1] 사립대 30곳 국공립화 [2] 사립대 67곳 국공립화
기간 2022년까지 2023년까지 

국립화 운영비 약 1조 2,515억 원 약 2조 8,114억 원
공립화 운영비

(서울시립대규모)
약 8,901억 원 약 2조 원

효과

- 추가로 4만 명 이상 반값등록금 

수혜

- 국공립대 입학생 현재 15%수준

에서 32%까지 높일 수 있음

- 10만 명 이상 반값등록금 수혜

- 전체 대학생 절반이 실질적 반값

등록금

비고 

- 2020년까지 국가장학금 1조 2천억 원 증액할 비용과 현재 추진하려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소요될 최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지 않고, 

합산 2조 4천억 원의 재정을 국공립대 확충 비용으로 부담하면, 최대 

4천여 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만으로 전체 대학생 절반이 실질적 반값

등록금 수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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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비리·부실 사립대를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인천대 사례

에서 확인되었듯이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져 격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에 국공립대학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 소재에 국공립대학이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공립대 간 네트워킹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Ÿ 사학비리 척결

  - 대학 비리는 대다수 사립대를 중심으로 발생해왔는데, 비리 사학이 국공립대로 

전환된다면, ‘10년 이상 임시이사체제가 지속되어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거나 기존 

비리 재단이 다시 이사로 복귀하는 문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Ÿ 반값등록금

  - 현 정부 임기 내 사립대 30곳을 국공립대로 전환한다면,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전체 

32%까지 높여 지금보다 2배 많은 학생이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현 

정부 이후 2023년까지 사립대학 67곳 규모의 학생들이 국공립대학 학생으로 전환되면, 

국공립대학 학생 비율을 전체 50%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전체 학생 중 절반

이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높은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계층의 학생

들이 국공립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l 최근 사립유치원 파행에서도 보았듯이, 사립재단으로부터 거센 반발은 예상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보육·의료 ·교육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의‘복지 확대’요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엇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학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할 때이다. 이제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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