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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단위학교 예산액 배분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표준

교육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

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표준교육비는 학교와

학생 특성별로 다른 교육적 수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교육성과의 개념에 기반한 비용

을 추정하지 못한다. 모든 학생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초교육 수준

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그러한 교육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교육재정의 충분성은, 교육성과를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에 동

등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이 학생 특성별로 다른 교육

적 필요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적정교육

비는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학교에서 반드시 지출해

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충분성에 근거한 적정교육비의 산출은

수직적 형평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종래의 표준교육비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학생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에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인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교육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산출물이라 판단되는 학업성취

도와 단위학교의 특성 변수,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국·공립 초등

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표준교육비, 그리고 실

제 단위학교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지 추정하여 학생 1인당 가중치로 도출하였다. 적정교육비 산출결과를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

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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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형평성과 충분성에 근거하여 산출된 서울시 국·공립 초

등학교 적정교육비의 규모는 어떠한가? 종속변수인 교육비용과, 교육비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인 교육결과, 학교특성 등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나타낸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90%를 목표하는 교육성과로 설정하

였을 때, 2011년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는 약 22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적정 학교교육예산은 약 9,700억원으로 2011

년 학교교육비 총 지출의 0.3% 만큼 추가 교육예산확보가 요구된다. 학

업성취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비용 소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평균의

특성을 가진 학교에서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을 1% 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약 7,448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적정교육비와 비교하여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가?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와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적정교육비가 학생 1명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편차를 가장 크게

추정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추정

결과를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수준과 비교했을 때, 표준교육비만큼의

교육재정 투입은 어떤 수준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도 담보할 수 없음

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용이 학생 특성

에 따라 얼마만큼 다르게 추정되는가? 동일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무료급식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의 1.12배의 교육비용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한 현재의 교육재정배분이 기초교육

수준에서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에 적절치 않음을 시사한다. 최소한

의 절대적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학생의 특성

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표준교육비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모두 동등

하게 간주하고 있고, 표준교육비에 근거한 재정배분은 중앙정부(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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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예산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기에 편리한 공급자 중

심의 방식인 것이다.

적정교육비의 산출은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지 분석하여 교육재정 배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후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생 특성에 따른 적정교육비 차

이도를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

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등과 같은 학생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여 학생단위의 교육수요 산정 시 가중학생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추가적 교육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지원 방식

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적정교육비, 교육재정의 충분성, 표준교육비, 교육비용함수

학 번 : 2010-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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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부터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 재정이 총

액 배분방식으로 교부되었다. 단위학교 예산액 배분의 기준으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가 쓰이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

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의 개념으

로(공은배 외, 2005), 교육프로그램 운영단가로도 표현된다. 산출된 표준

교육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배분하는 과정

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단위학교 재정의 현 수준을 가늠하

는 자료를 제공한다(한용기·최준렬·서금택, 2009).

그러나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한 현재의 재정 배분방식(funding

formula)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학교특성별

로, 혹은 학생특성별로 다른 교육적 수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재정배분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천세영·

이선호, 2002). 표준교육비 산출에서는 모든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같은 학생에게는 교육재원이 동

등하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만을 충족시키게 되고, 결과적

으로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Iatarola &

Stiefel, 2003; Schwartz & Stiefel, 2004; Rubenstein, Schwartz, Stiefel &

Amor, 2007). 둘째,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교육성과의 개

념에 기반한 비용을 추정하지 못한다. 표준교육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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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석하여 단원별, 차시별로 소요 물량을 추출하고 지출 단위별 경

비로 산출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상비만을 제

시할 뿐, 목표하는 교육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재원

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교육결과의 평등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최소

한의 교육적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확장하여 일정수준의 교

육성과를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비

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Downes & Pogue, 1994;

Duncombe, 2002; Reschovsky & Imazeki, 2003).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교육투입자원의 평등(input equity)에서 교

육결과의 평등(outcome Equity)으로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충분성(adequacy)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Baker & Green, 2008). 교육재정의 충분성은, 사회 혹은 국가적인 합의

를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교육성과(outcomes)를 규정하고, 이를 위

해 소요되는 절대적 수준의 교육재원을 의미한다(윤홍주, 2003). 그리고

적정교육비(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는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

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용을 뜻한다(Duncombe,

2002). 교육재정의 충분성에 대한 연구는, 2001년 NCLB(No Child Left

Behind)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

나 국가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성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

육자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Downes, 2004; Duncombe, 2002, Duncombe, Lukemeyer & Yinger,

2003). 미국 교육재정 연구의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또한 최소한의 절

대적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육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결과의 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학력을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

초교육수준(national minimum)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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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은(김인희, 2006; 류방란 외, 2006; 김은선, 2009) 교육의 기회균

등 이념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생의 사회·경

제적 지위,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막론하고 누구나 교육을 통해 최소한

의 절대적 수준에 도달하여 성장, 발전할 권리가 있다는 데에는 학계의

연구들에서 일정수준의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다.

교육결과의 평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최근에 시행된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된 학력향상 중점학교 정책은 국가가 설정

한 학업성취목표 최저 수준 미달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골자

로 한다. 정책의 추진 목적에서는 모든 학생이 읽기·쓰기·기초수학의 기초

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하는 것이 국가·교육청·학교의 책임임을 뚜렷하게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

부, 2010). 이러한 정책 추진의 기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교육권을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규정한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가는 국

민 개인 간 교육의 상대적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대적 기준

에 도달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수준 학력에 미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학생 특성에 따

른 교육비 소요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규모에 따라 일괄 배분하였다는 점

에서, 교육재정의 충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교육재정 분야에서

는 사회 혹은 국가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를 이

루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충분성(adequacy)에 근거한 적정교육비의 산출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국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적정교육비 산출에 관한 국

내 선행연구가 없는 이유는 교육재정의 충분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뿐

만 아니라 최근까지 단위학교의 재정자료와 학업성취도, 학교 특성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데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적정교육

비의 산출은 수직적 형평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종래의 표준

교육비를 대신하여 교육재정 배분의 포뮬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최종적인 교육재정의 집행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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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므로 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형평성 실현

여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Duncombe

et al., 2003).

이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의 가장 직접적

인 산출물이라 판단되는 학업성취도를 활용하여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

교의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표준교육비, 그리고 실제

단위학교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일한 교육성

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추정하여 학생 1인당 가중치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육재정 배

분 포뮬러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와 관

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형평성과 충분성에 근거하여 산출된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적정교육비의 규모는 어떠한가?

목표하는 교육성과를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90%, 95%, 99%, 세 수준

으로 설정하여 각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핵심목표로 제시한 기초

학력미달 학생비율 1%대 수준으로도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산출결과를 근거로 특정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확보되어

야 하는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학교교육비를 도출하고, 학업성취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비용 증가분을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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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정교육비와 비교하여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는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교육성과를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90% 수준으로 설정한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와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그리고 실제 학교 결산의 총세출

을 학생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로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한다.

셋째,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용이 학생 특

성에 따라 얼마만큼 다르게 추정되는가?

무료급식 학생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학생들은

추가의 교육적 필요가 없는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

하는데 더 많은 교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급식

학생에 대한 학생 1인당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보

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 또는 국가가 합의한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지

표로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교육활동의 산출물로 판단되는 학업성취

도를 선택하였으나 그 외의 학교교육의 성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교육

성과로는 학업성취도 외에 졸업률의 증가, 중퇴율의 감소 등도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치화되기는 어렵지만 학생의 인성적·사

회적 변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등도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추후 이러

한 교육목표에 대한 실증적인 지표들이 개발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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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성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자료와 연구 방법 상의 한계로 정밀한 적정교육비 추정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교육비용함

수를 활용하였다. 이 방법의 강점은 모집단에 대하여 다년간의 정확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교육비용과 교육비용 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엄밀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인

서울시 전체 국·공립초등학교의 학생·학교 특성, 학교회계 자료를 사용했

으나, 2개년도의 데이터에 국한되어 추가적인 패널데이터의 확보가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위학교의 재

정운영 효율성은 서로 다른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제될 필요가 있

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특성들에 의해 적정교육비 산출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Imazeki & Rechovsky, 2005) 추후 연구

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추정되는 국·공립 초

등학교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립 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는 산출하지

못하였다. 국·공립초등학교에 비해 더 우수한 교육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립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국·공립초등학교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교사 임금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했던 이유로 본 연구모형에서는

교육투입자원의 가격에 해당하는 교사 1인당 임금을 변수에서 제외하였

다. 그러나 인건비가 교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고, 단일

호봉제에 의해 교사의 임금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교사의 경

력 혹은 질의 대리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적정교육비의 산

출시 교사 임금 관련 변수를 확보하여 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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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교육재정의 충분성(adequacy) 원리를 탐색하고, 충분성

에 근거한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를 산정 방식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적정교육비 산출연구의 고찰을 통해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교

육비의 개념과 산출과정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수직

적 형평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표준교육비가 가진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

다.

1. 교육재정의 충분성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교육재정 배분의 준거로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져 왔다(김영출, 1995; 반상진, 1998). 교육재정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데, 충분성의 개념은 이러한 형평성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Guthrie & Rothstein, 1999).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

다(equal treatment of equals)는 의미이다(McMahon, 1982; Berne &

Stiefel, 1984, 1994; Odden & Picus, 2008).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학급에 속해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능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건과 처지가 같은 학생을 구분하여 교육자원을 동

등하게 배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재정에서는 일반적으

로 수평적 형평성을 학생 1인당 균등한 지출 또는 수입액, 기본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균등한 교육자원, 균등한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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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윤홍주, 2003).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배분 방식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공업계, 상업계,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들을 각각 동일한 범주로 묶어 범주 내에서 동등하게 배분액을 산출하는

데, 이는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동일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unequal treatment of unequals)는 원리이다. 즉,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

위, 신체적 또는 지적 능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재정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McMahon, 1982; Berne & Stiefel, 1984,

1994; Odden & Picus, 2008). 수직적 형평성의 논의에서는 사회적·경제

적 배경이 다른 학생,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

운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양

한 집단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들 중 어떤 차이를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

서 고려해야 할 차이로 볼 것인지는 연구 설계에 따라 구체화 되는데 기

존 연구들은 무료급식학생비율, 특수학생비율, LEP(Limited English

Proficiency)학생의 비율 등을 이러한 차이로 고려하였다(Rubenstein et

al., 2007; Schwartz et al., 2004; Iatarola et al., 2003).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모두 교육재정 배분의 상대적

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얼마만큼의 재정이 차등적으로 투입되어야

충분한가 혹은 공평한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Baker et al., 2008).

또한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에 근거하여 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공평하

게 배분된다 할지라도 배분된 교육재정의 절대적인 규모가 학생들의 교

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형평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백일우·권재현, 2006). 교육재정 배분이 수평적으로, 수직적

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나 모두에게 부족한 빈곤의 평등 상태일 수도

있고, 재정배분의 최소한의 절대적 기준치가 있다고 할 때, 국가에서 지

원하는 교육재정의 필요성이 더 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는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준거가 기존의 형평성에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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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adequacy)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의 충분성은 학생의

교육성과(output)를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에 동등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 학생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만큼의 교육재정이 차등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존의 형평성이 교육자원 투입의 평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충분

성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배분의 기준으로, 교육자원의 차등적 투입

을 통해 교육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또한 수평적 형

평성과 수직적 형평성과 다르게 교욱재정의 상대적인 공평한 배분뿐만

아니라 배분된 교육재원의 수준이 절대적 목표량과 비교하여 충분한지를

문제 삼는다. 이 때,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책무성을 지닌다고 전제한다. 학

생의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교육목표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교육자원의 양이 다름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사회가 합의

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만큼의 교육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육결과에 기반한 교육재정 배분의

충분성 원리는 수직적 형평성 정도를 측정 시 ‘어떤 학생’에게 ‘얼마만

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

는 것이다.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는 졸

업률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이 활용된다(Baker et al., 2008).

결국 교육재정에 있어서 충분성의 실현은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 형식적 평등관의 개념이

라면, 충분성은 실질적 평등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윤홍주, 2003). 특

히 충분성의 실현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욱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재정 외의 교육적 혜

택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

한, 충분한 교육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

들의 결손은 상대적으로 더욱 치명적이 될 것이고 학교는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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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격차를 확대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재정의 충분성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윤홍주, 2003).

이상에서 논의된 교육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그리고

충분성의 개념과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
(발전)

충분성

·동일한 여건
및 처지의
학생에 대한
동등한 교육
재정 배분

·상이한 여건
및 처지의
학생에 대한
차등적 교육
재정 배분

·사회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

되는 절대적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교육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

·교육재정 배분의 상대적

차이

·교육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

·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의 절대적

수준

[그림 Ⅱ-1] 형평성과 충분성간의 관계

2.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재정의 형평성 연

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의 미국에서는 교육재정의 형평성 논의의 초점이 교육자원(input)의

평등에서 교육성과(output)의 평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윤홍주,

2003; Baker et al.,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혹은 국가가 합의한 최

소한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학생’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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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적정교육비 산출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충분성에 근거한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는 적정교육비 산정 방식에 따

라 관련 선행연구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가. 교육비용함수 모형

교육비용함수(school district cost function)를 적용한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는, 목표하는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다양한 경

제함수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교육비용함수 모형은 경제 수리

적 모형이라고도 하며(윤홍주, 200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다. 대

표적인 연구로는, 미국의 New York과 같은 특정 도시 내 학교구별 적

정교육비 산출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적정교육비를 산출한 연구

가 있다(Duncombe et al., 1994; Alexander, Jansen, Keller, Taylor &

Treisman, 2000; Downes, 2004).

선행연구들은 적정교육비(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를 절대

적 수준의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학교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

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내리고, 교육비용함수(educational cost function)를

활용하여 이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교육비용함수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육 산출(educational performance), 학교와 학생 특성의 관계를 식으로

규명한 것이다. 적정교육비의 산출은 궁극적으로 교육재정 배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계 비용(marginal costs of adequacy)에 대한 분석이

수반될 때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적정교육비의 한계 비용이란

동일한 교육성과를 이룬다고 가정할 때, 교육적 필요(special needs)가

더 많이 요구되는 무료급식 학생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뜻한다.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요구되지 않는 일반

학생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에 대한 가중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경제 수리적 모형을 적용한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Duncomb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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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ombe & Lukemeyer, 2002; Duncombe, et al., 2003; Imazeki et al.,

2006; Imazeki, 2010)의 분석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교원의 인건비를

지수(index)화 하고, 그 외 소요되는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

립변수들과 함께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교육비용 함수를 산출하였다. 교

육비용 함수에서 도출된 계수들을 적정교육비 계산식에 적용하여 교육구

별로 특정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특정 교육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평균적인 학교에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을 100으로 하는 지표(index)를 산출하고, 같은 교육성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구 혹은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교육비 소요에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

었다. 적정교육비 지표에 대한 분석은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서 가중치

로 활용될 수 있어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Duncombe, 2002; Duncombe et al., 2003;

Gronberg et al., 2004; Imazeki & Rechovsky, 2006), 교육적 필요(needs)

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교육구의 적정교육비 지

표는 주(state)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21 또는 124로 도출되었다. 도시

중심 지역의 교육구가 동일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교

육구에 비해 21%에서 24% 정도의 추가적 교육재정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학생 특성에 따른 가중치 산출결과, 동일한 학업성취 수준을

달성하려면 무료급식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1.3배에서 2.22배 까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경우는 1.08배에서 1.24배까지,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1.72배에서 중증의 장애를 지닌 학생은 많게는 7.68배 까지

의 교육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교육재정 포뮬러에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

니아 주의 가중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무료급식 학생의 경우는 적

정교육비로 산출된 가중치가 캘리포니아 주의 가중치보다 크게, 특수학

급 학생의 경우는 더 작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경우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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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거나 같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Imazeki, 2010). 지역적 특성이 서

로 다른 주에서 각각 산출된 교육비용함수로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특정 주(캘리포니아)의 재정 배분 포뮬러와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적정교육비로 산출된 가중치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이

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교육재

정을 배분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분석이 가

능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 가중치 항목이 삭제되어 교육비차이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현재

는 없다(윤정일, 2004;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

육비 산출연구는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급, 일반계·농업·공업·상업

고등학교와 같은 계열, 그리고 특수학교에 따라 계수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만 인정하고 있을 뿐, 무료급

식 학생 등과 같이 학생 특성에 따라 학생 간 서로 다른 교육적 필요를

균등화 하려는 가중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적정교육비 산출연구의 타당성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질의 자료이다(Downes, 2004; Downes &

Stiefel, 2008; Imazeki, 2010). 가장 최근의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비용과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

여 추후 확보되어야 하는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의

정확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단위학교의

재정자료와 학업성취도, 학교 특성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수리적 모형을 적용한 적정교육비 산출이 불가능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2008년 12월부터 학교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학교알리

미에 단위학교의 예·결산 자료가 공개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

과 또한 학교별로 공시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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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비용함수 외의 모형

전문가 판단모형(professional judgement/resource cost model)은 교

사, 교수와 같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정해진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

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Guthrie et al., 1999). 정규교

육프로그램의 적정 교직원수를 파악하고, 학교 크기, 경제적 형편이 어려

운 학생의 비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산정한다. Guthrie et al.(1999)은 정규

화된 시험의 결과가 적정한 교육으로 정의 내려지는 것을 비판하고, 이

를 활용한 교육비용함수 설계에 따른 적정교육비 산출을 타당하지 않다

고 주장하였다. 대신, 우리나라의 표준교육비와 같이 교육 관련 전문가들

의 교육 프로그램 관찰과 협의를 통해 교육비용을 산출한다. 전문가 판

단 모형의 최대 단점은 교육적 견해와 기대 수준, 교육 경험에 다른 전

문가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합의를 통해 적정교육비

가 산출되었더라도 실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다.

둘째는 성공한 교육구 모형(successful district approach)으로 기대 수

준 이상의 교육성과를 보이는 혹은 요구되는 교육결과를 충족한 교육구

를 선정하여 이러한 교육구의 교육지출을 분석함으로써 적정교육비를 추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선정한 교육구의 특성이 일반적인

교육구의 특성과 다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대 수준 이상의 교육

성과를 보이는 교육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높거

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례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구에서 추정된 적

정교육비를 일반적인 교육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다. 이러한 한계는 Duncombe et al.(2002)가 뉴욕주를 대상으로 성공한

교육구로 판단되는 교육구를 관찰한 결과를 서술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성공한 교육구는 재산세, 높은 교육적 필요의 학생 비율(high needs

students)등의 특성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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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총체적 학교 설계 모형(whole school design)으로, 성공적으로

학교 개혁이 수행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목표로 삼은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 향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적정교육비로 추정하는 연구이다

(Odden & Busch, 1998).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교육을 제공하

기 위해 어떤 분야에 교육비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성공한 교육구 모형처럼 표본

선택 편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비록 평범한 학교 중에서 성

공적으로 학교 개혁이 이루어진 곳을 관찰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학교

개혁이 다른 학교에도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

Downes와 Stiefel은 도시 지역의 학교에서 수행된 교육 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의 학교에서 실시될 때의 비용과 제반 여건은 다르게 추정될 수 있

음을 예로 들어 총체적 학교 설계 모형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교육개혁이 시행된 학교들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Downes, 2004; Downes et al.,

2008). 학교 개혁이 시행된 학교들 중에서 일정 학업성취수준 이상에 도

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소요된 교육비용을 분석하

는 이 방법은 그러나, 교육개혁과 학업성취 향상 간의 엄밀한 인과관계

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하여 비판을 받는다. 특정 학교의 특

정 시기에 일어난 학업성취도 발전이 교육개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 16 -

3. 표준교육비

가. 표준교육비의 개념 및 산출

2001년부터 초·중등학교의 단위학교 예산제도의 확립을 위해 ‘학교회

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

에서는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교육비 배

분의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

비 산출연구’(공은배 외, 2005)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기 위한 국내연구들은 표준교육비

에 근거하여 학교유형별,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강경석,

2002, 2005, 2006)하고 이를 실제 투입된 교육비와 비교(황갑성·권은주,

1997; 백일우 외, 2006; 한용기 외, 2009; 권동현, 2011)하여 분석하였으

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표준교육비는 적정교육비의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김재규 외, 1994; 강경석, 2005; 장영숙·강경석, 2005).

표준교육비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

는데 필요한 교육비 기준을 의미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가라고도 표

현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

되므로 표준교육비에는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그리고 표준시설비가 포

함된다. 그런데, 교직원, 교구, 시설·설비 등과 같은 교육조건의 확보수준

이 기준점보다 낮을수록 교육비 소요가 많아지고,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초과할수록 교육비 소요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초·

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2005)에서는 교육조건 확보 기준이

100% 충족되었을 때 소요되는 교육비를 표준교육비라고 규정한다. 즉,

표준교육비는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표준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교육

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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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비의 구성 요인은 [그림 Ⅱ-2]과 같다. 교수·학습활동경비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 여기에는 교구·설비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교과활동경비는 각 교과목 수업을 위해 소요되는

교구·설비비 및 재료비라고 볼 수 있으며 특별활동 경비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발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 자치활동 등을 위해서 소

요되는 각종 교구·설비비 및 재료비라고 볼 수 있다. 재량활동경비는 학

교장 교육방침에 의하여 활용되는 교육시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컫는

다.

교과활동경비

교수·학습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표준교육비

재량활동경비

치료교육활동경비,

직업(보도)교육활동경비

*특수학교

공통운영경비

인건비, 여비, 전기수도사용료,

일반용품비, 도서관경비, 인쇄실경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그림 Ⅱ-2] 표준교육비의 구성 요인

표준교육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크게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학교의 시설·설비, 그리고 학교 및 학급규모를 들 수 있다.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별·계열별·학교

종류별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에 필요한 교구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교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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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과 학교가 적정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교육

에 필요한 교육비 규모는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

라지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를 산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준교육비는 일정규모의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산출

되는 교육비 이므로 표준교육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표준시설·설

비, 표준교육과정 등의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한

후, 교육활동의 내용을 분석한다. 공통경비의 경우는 구성하고 있는 요인

을 분류하는 것을 뜻하고, 교과활동 경비는 수업내용을 분석하며, 특별활

동 경비는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재량활동 경비는 교과중심 재량활

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내용 분

석에 기초하여 교육비 소요를 물량 또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공통운영경

비에서는 전 단계에서 분류된 구성요인에 따른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그

에 따른 소요물량을 추출한다.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의 경우에는

수업 차시별로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산출한다. 교구·설비와 재료

의 소요물량은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 등 경비지출단위별로 구분

하여 산출한다. 각 소요물량에 대하여 내구연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내구연한을 설정해야 한다. 전 단계에서 추출된 소요물량은

모두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모성 재료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이지만, 교구·설비, 비품 등은 내구연한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당해연도 경비는 물품구입비를 내구연한으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단가를 산출하는데, 1등품을 기준으로 하고

1등품 중에서는 값이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마지막은 표

준교육비를 산출하는 단계로 표준 소요물량에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

한다. 내구연한이 없는 소모성 품목은 소요물량에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물량에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다시

[1/내구연한]을 적용해야 한다.

표준교육비의 경비 지출단위별 지출 비목의 예는 <표 Ⅱ-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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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경비지출단위별 지출비목 분류(예시)

학교교육비

구성요인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

교과활동경비
영사기, 현미경,

큰북, VTR 등
건전지, 염산 도화지, 붓 등

특별활동경비
초청강사사례기,

엠프, 마이크 등

학급게시판,

클럽일지 등
교통비, 시약 등

재량활동경비

학교공통경비
복사기, 우편요금,

전기료, 연료비 등
요금, 연료비 등

책·걸상, 시험지대,

오물수거료 등

이와 같이 표준교육비는 학교, 학급, 학생 지출단위별 경비이므로, 단

위학교의 표준교육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표준교육비 = 학교단위 경비 + (학급단위 경비×학급수)

+ (학생단위 경비×학생수)

위와 같은 표준 교육비 산출 과정에 의해 산출된 단위학교의 표준교

육비 수준은 <표 Ⅱ-2>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표준교육비는 소요

액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나라 학교교육비의 현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교교육비의 배분 및 활용에 있어서 그 기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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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경비지출단위별 표준교육비

(단위: 천원)

구분 6학급 18학급 30학급 42학급 48학급

초등학교 243,671 408,396 552,760 727,370 809,180

학교 207,330 299,372 371,054 472,981 518,450

학급 16,228 48,684 81,140 113,596 129,824

학생 20,113 60,340 100,566 140,793 160,906

나. 국내 선행연구 고찰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기 위한 국내연구들은 모두

표준교육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표준교육비는 적정교

육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재규 외, 1994; 윤홍주, 2003;

강경석, 2005; 장영숙 외, 2005; 백일우 외, 2006). 따라서 국내 적정교육

비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교육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교육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경향을 보인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와 같이 다양한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정한 연구이

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연구(2005)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

육내용, 학교의 시설과 설비, 학교 및 학급 규모를 고려하여 각급 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20명, 초·중·고등학

교 30명, 특수학교 10명으로 설정하여 표준교수학습 활동경비와 표준공

통운영 경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였다. 산출

된 표준교육비는 경비지출단위별로도 분석되어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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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단가가 제시되었고, 학교 규모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교육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최저 소요교육비라는

점에서 현행 학교회계의 경상비와 비교될 수 있고, 교육재정 확보의 기

준의 제시하였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산출된 표준교육비는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학교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formula funding)로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를 일률적으로 적용(30명)했다는 점에서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적기 때문에, 표준교육여건에 대

한 전제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야간제 중·고등학교, 농·어촌에서 운

영되는 병설 중·고등학교, 유치원을 병설·운영하는 초등학교, 방송통신고

등학교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공업계, 상업계 및 농업계 고

등학교 이외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예·체능계 및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에 대한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지 못한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에 강경석(2005, 2006)은 사립 유치원과 공립 단설유치원, 병설유치

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유치원의 수업과정(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과 학

급규모(1, 2, 3, 4, 5, 6학급)에 따른 교육비를 산정하여 유치원 공교육 정

책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및 재정배분 방안을 뒷받침 하였다.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연구 유치원을 선정하

여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 제시되어 다양한 규모의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 공립 단설유치원의 표준교육비는

병설유치원에 비해 약 2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표준인건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립유치원과 사

립유치원의 산출결과를 비교해보면 유치원의 규모와 수업과정에 따라 차

이는 있지만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 많은 표준교육비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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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 역시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가 공

립유치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교육여건이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교육비 산출시 각각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렇게 표준교육비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매

우 적은 실정이다(김재규 외, 1994; 장영숙 외, 2005; 강경석, 2006; 김현

숙, 2008). 표준교육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인건비, 교육활

동경비, 공통운영경비의 각종 지출내역이 조사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산출된 교육비가 적합한지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방대한

양의 재정자료와 다양한 교육관련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표준교육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또 다른 동향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연구를 활용하여 학교유형별,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투입된 교육비와 비교(김재규 외, 1994; 황

갑성 외, 1997; 백일우 외, 2006; 한용기 외, 2009; 권동현, 2011)하여 분

석한 것이다.

백일우 외(2006)는 단위학교의 교육비가 적정교육비 수준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교육비를 활용하여 총교육비용함수

와 평균비용함수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학교급별 적정교육비와 적정

학교 규모를 제시하였다. 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 추정 시 표준교육비 산

출연구에 제시된 180명 단위의 학교규모별 총교육비용 산출자료를 3차

함수 형태의 회귀식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적

정학교 규모를 분석하였는데, 적정학교 규모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

소가 되게 하는 학교의 학생 수를 의미한다. 초등학교의 적정 학생수는

968.8명이고, 적정 학급수는 32학급이며 이 때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94,000원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 확보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여건 변인과 학교 세입 변인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단

위학교 재정 운영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의 경우 자체수입 변인과 학교 규모 변인이 적정교육비 확보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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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

체수입을 화보하려는 단위학교의 노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시·도 교육청간 교육재정배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에 공식화되어 있는 반면, 교육청 내 단위학교 간 재정배분은

교육감 지침 수준으로만 정해져 있는 실정이다.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

학교 예산액 결정이 달라지는 정치적 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정동욱 외, 2011) 보다 투명한 배분을 위해서는 기준으로 사용

될 교육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를 수행한 권동현(2011)은 서울시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의 표준교육비 대비 교수학습활동

비와 공통운영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확보율을 분석하

였다. 학교를 소규모, 보통, 대규모 학교로 분류하여 표준교육비가 충족

된 학교와 미달된 학교를 확인한 결과, 소규모 학교보다 보통, 대규모 학

교에서 표준교육비에 미달하는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어 백일우 외(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주목할 점은 2005년도

표준교육비 기준을 적용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예산 규모

의 적정성을 파악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재정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정교육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이 2000

년도의 표준교육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야기된 결과인데, 2000년, 2005

년에 개발된 표준교육비,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 등 잣대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된다.

한용기 외(2009)는 16개 시·도 교육청의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기본운

영비 배분의 비율(이하 표준교육비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지역별로 비

교하였으며, 시·도별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를 구한 뒤 십분위분배율을

활용하여 형평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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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평균 표준교육비 비율이 도 단위 학교의 평균 표준교육비 비율

보다 1.7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학급 규모의 경우, 6학급 규모의 경

우보다 광역시와 도 단위의 표준교육비 비율 차이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

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낙후도, 지방자치단

체 재정력, 교육·문화 시설 등을 고려한 교육비 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수직적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가중치를 산정하여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용기 외(2009)는

이 연구를 통해 16개 시·도를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예산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

음을 제언하였다. 현 교육재정 배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교육비의

산출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표준교육비 관련 국내 선행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적정교육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 표준교육비가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

성에 근거한 적정교육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재정의 충분성

(adequacy)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교육적 성과를 규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재원이 학생의 교육적 필요

(educational needs)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lune, 1994). 그리고 적정교육비는 교육재정의 충분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비용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적정교육비를

충분성의 원 개념에 근거하여 산출하지 않고,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계

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교육재정의 적정성(Adequacy) 여부를 판

단한다.

표준교육비는 교육내용별 교육시수와 수업운영 및 평가 방식에 따라

교육비 소요가 결정된다(공은배 외, 2005). 백일우 외(2006), 권동현(2011),

한용기 외(2009) 등은 단위학교 교육재정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적정교육비 수준을 추정하였는데, 표준교육비

는 교육프로그램의 최저소요 표준운영비를 의미한다고 밝혀, 교육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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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즉,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적정교육비와

개념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용’은 특정 교육성취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을 의미하므로(Baker et al., 2008), 학업성

취 수준과 같은 교육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표준교육비는 ‘교육비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즉, 표준교육비에는 최소한의 교육수준, 즉 졸업률,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성과(output) 개념과, 소요되는 경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료급

식 학생비율이나 특수학급 학생비율 등과 같은 학교특성이 포함되지 않

는다. 그러므로 표준교육비를, 일정 교육수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투입

되어야 하는 교육재정의 규모를 의미하는 적정교육비로 해석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환언하면, 교육재정의 규모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서의 현 표준교육비는 그 산출 방식이 지출단위별 경비만 고려되

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충분성을 판

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의 표준교육비의 한계를 보완한, 학교특성과

최소한의 교육수준 개념을 포함하는 단위학교 적정교육비의 연구가 필요

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학계에서 'Adequacy'를 적정성으로 번역하고

그 기준으로 표준교육비를 활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Adequacy’의

원 개념에 충실하고, 해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충분성’(김인희, 2006)

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는 ‘적정성’과는 차이

를 명확하게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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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의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정보공시서비스

(이하 학교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교알리미 자료는 대한민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현황,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담고 있

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 관심 변수인 학생 특성과 학교의 교육여건, 학

교회계 결산 변수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하고 정

확한 학교교육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서 모집단 전체의 정확한 자료를 필

요로 하는 교육비용함수를 통한 적정교육비의 산출(Downes, 2004)이 가

능하게 되었다.

단위학교의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현재의 표준교육비, 실제

학교교육비와 비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학교특성이 동질적인 서울특별

시의 국·공립 초등학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특별시 내 초등

학교는 2012년 5월 현재 593개로, 그 중 휴교, 신설 등의 이유로 학교회

계 결산자료가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 7개는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또한, 학교, 학생 특성이 국·공립 초등학교와 확연히 다른 사

립 초등학교 40개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종 분석의 대상

으로 선정한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는 546개이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에 관한 내용은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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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

휴교,

신설
사립초

→

최종 분석대상

593개
7개 40개 546개 국·공립

초등학교제외

[그림 Ⅲ-1] 분석 대상 선정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결과가 공개된 2010년, 2011년도

학생ㆍ학교 특성 변수 데이터, 결산 자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절대적 교육결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용

을 산출하고, 동등한 학업성취수준 달성 시 더 많은 교육재정을 필요로

하는 학교, 학생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학교의 총

세출을 학교 내 총학생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비이고, 독립변수는 학

생 1인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이다. 선행연구(백일우

외, 2006; Duncombe, 2002; Duncombe et al., 2003; Rechovsky et al.,

2003)에 따르면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업성취도, 학생특성,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자원의 가격(input price),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성 등이 있다.

특정 교육성과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목표하는 교육결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학업성취도 결과를 선택하

였다. 교육에 대한 효과 혹은 성과 변수로 학업성취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다소의 비판이 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교육활동의 산출

물이기 때문에 학교의 성과를 제고하는 교육정책이나 학교효과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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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명숙, 2010; 강상진, 2005;

Burkhead & Holland, 1967; Hanushek, 197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

가 결과는 학교별 기초학력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로

공시되는데, 각 등급별 교육과정 이해정도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기준

교육과정 이해정도
개인통지 등급

(4등급)
학교별 공시등급(3등급)

80% 이상 우수학력
보통학력

80% 미만~50% 이상 보통학력

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20% 미만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미달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교육성과를 보통학력 이상 학

생 비율 90%, 95%, 99%의 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가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성

과 수준을 5% 이하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로 삼고 있다. 그러나 <표

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초학력 미달의 등급은 교육과정 이해 정도

가 20% 미만에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학업성취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

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성과를 설정할 때 기초학력미달 등

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2011년 학업성취

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의 서울 평균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정

책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를 보통학력 이상 학

생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고, 90%, 95%, 99%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각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무료급식학생이나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동일한 교육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교육재정 지원이 요구되므로 교육비 소요를 결정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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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특성에 포함된다(Downs et al., 1994; Duncombe et al., 2003;

Gronberg et al., 2004; Reschovsky et al., 2001, 2003).

미국의 경우,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자원의 가격을 측정하는 변수로

교육재정 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교사 1인당 임금이 많이 쓰인다

(Downs et al., 1994; Alexander et al., 2000; Duncombe et al., 1996,

2002, 2003; Imazeki, 2010).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사 모

집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의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미국의 교

원수급상황을 반영한 변수이다. 그런데, 단일호봉제에 의해 교사의 임금

이 결정되고 순환근무제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에 배치되는 우리나라에서

는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자원의 가격 변수를 미국과는 다르게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임금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했던 이유로 본

연구모형에서는 교육투입자원의 가격에 해당하는 교사 1인당 임금을 변

수에서 제외하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변수로 학교 내 총학

생수, 학교 내 총학급수, 교사연면적, 건물연령을 투입하였다. 백일우 외

(2006)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소가 되는 학교크기는 학생수 969명, 학

급수는 32학급(학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임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다시 교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모의 경제가 반영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정한 표준교육비 또한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

에 기초하여 교육비를 산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

시 소속 국・공립 초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을 배분받게 되는데, 이 때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 수, 학

급 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등에 의한 포뮬러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사

연면적과 건물연령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 가능해지면

서 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부담수입과 함께 학교의 주 세입원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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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다. 학생 1인당 재산세와 같은 학교가 속한 지역의 재정능력이

양호할수록 학교의 총 세입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윤홍주, 2010).

불용액을 크게 남기지 않는 학교 회계의 특성상 총 세입규모가 총 세출

규모와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학교의 총 세출에도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1인당 재산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 학생 1인

당 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세부 설명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변수 설명

구 분 변수 설명

종속

변수
교육비용

학생 1인당

교육비

ㆍ세출결산/학생 수 (단위: 원)에

자연로그 취한 값

독립

변수

교육성과
보통학력

이상비율

ㆍ각 과목 보통학력 이상 학생 수의 합/

각 과목 응시학생 수의 합 × 100

(단위: %)

학교특성

중식지원

학생비율

ㆍ무료급식 학생 수/총 학생 수 × 100

(단위: %)

특수학급

학생비율

ㆍ특수학급 학생 수/총 학생 수 × 100

(단위: %)

총 학생 수
ㆍ학교 내 총 학생 수 (단위: 명)에

자연로그 취한 값

총 학급 수 ㆍ학교 내 총 학급 수 (단위: 개)

교사연면적 ㆍ학교 건물의 총 면적 (단위: km2)

건물연령 ㆍ2010(2011) - 학교 건물의 건축년도

지역특성
학생 1인당

재산세

ㆍ자치구별 재산세/자치구 내 총 학생 수

(단위: 원)에 자연로그 취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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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가.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교육비용과,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인 교육결과, 학교 특성 등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나타낸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Duncombe et al., 2002; Downes et al., 2008).

Cit = f(Pit, Sit, Xit, εi, υit)

Cit 교육비용,

Pit 교육성과,

Sit 학교 특성,

Xit 외부 환경적 요소,

εi 관찰되지 않은 오차항,

υit random error term

종속변수인 Cit는 i학교의 t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나타낸다. 독립

변수는 크게 교육성과, 학교특성, 외부 환경적 요소, 관찰되지 않은 오차

항, 그리고 random error로 구분된다.

교육성과 Pit는 i학교의 t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중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고, Sit 는 i학교의 t년도 무료급식 학생 비율, 특수학급

학생 비율, 총 학생 수, 총 학급 수, 교사연면적, 학교건물의 연령과 같은

학교 특성을 나타낸다. 외부 환경적 요소 Xit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성

등이 해당되고, 단위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투자가 가능

해지면서 단위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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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의 재정능력(fiscal capacity)을 투입하였다. 자치구의 재정능력은 자

치구별 학생 1인당 재산세를 활용하였다.

관찰되지 않은 오차항 εi는 학교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동일한 교육성

과가 관찰되어도 재정 운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용 함수에서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효율

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의 효율성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학교 고유의 특성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통제

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Downs et al., 1994).

앞에서 서술한 교육비용함수모형에서 오차항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특성으로 인한 오차 εi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

항인 υit로 구분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학교의 효율성은 학교의

재정운용 시스템, 학교 풍토 등과 같은 고유한 특성으로, 매년 변화한다

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각 변수 평균을 각 연도의

변수에서 차분한 within 변환을 통해 학교 고유한 특성인 효율성을 나타

내는 오차항 εi를 제거하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요 관심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한계효과 추정이 가능해진다. 고정효

과 모형의 within 변환을 적용한 추정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yit -  ) = α + β(pit -  ) + γ(sit -  ) + δ(xit - ) + ζ(υit - υ )

나. 분석방법

1) 적정교육비와 표준교육비의 비교

교육비용함수 회귀식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들의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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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추정된 각 독립변수의 계수 β, γ, δ와 단위학교 특성을 나타

내는 변수 pit, sit, xit의 실제값을 곱한 후, 각각의 항을 합산하면 적정교

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의 교육성과로 쓰이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90%, 95%, 99%로 고정하여 교육성과에 대한 회귀계수와 곱

하면 목표한 교육성과에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적

정교육비가 추정된다(Duncombe, 2002; Imazeki & Reschovsky, 2004).

특정 수준의 교육성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학생 1인당 적정 교육

비를 산출한 뒤, 현재 단위학교 재정배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

생 1인당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와 실제 학생 1인당 교육비(단위학교 총

세출/총학생수)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학교 규모에 따른 표준교육비

산출은 백일우 외(2006)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결과(2005)

를 근거로 추정한 초등학교 총교육비용함수를 사용하였고, 추정식은 다

음과 같다. s는 총 학생수를 가리키고, 산출된 표준교육비의 단위는 천원

이다.

초등학교 단위학교 표준교육비 =

147,154 + 558. 420s - 0.2135s
2

+ 0.0001s
3

2) 무료급식학생 가중치 산출

교육비용함수 모형의 설계와 적정교육비의 추정은 궁극적으로 그 결

과를 교육재정 배분시 포뮬러 등에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이다(Reschovsky et al., 2001; Duncombe et al., 2002).

추정된 적정교육비를 교육재정 배분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은 교육비 차이도를 산출하여 개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균등화 하

는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다(윤정일, 2004). 교육비 차이도를 교육재정 배

분 모형에 적용하는 단위로는 학생, 지역, 교수단위 등이 있는데

(Thomas, 1985) 본 연구에서는 가중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가중치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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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학생 1인당 가중치는 일반학생을 교육시키는 비용에 대한 특

정 유형학생의 추가적 교육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수, 학급수, 학교

급, 건물연령과 교사연면적에 대한 계수를 적용한 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포뮬러(서울시교육청, 2009, 2010)에 편리하게 적용

하기 위함이다. 무료급식 학생을 예로 들어,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은 [그

림 Ⅲ-2]와 같다(Duncombe, 2002).

A

ㆍ추가의 교육적 필요가 없는 일반 학생에 대한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산출

ㆍ단위학교의 총학생수, 총학급수, 교사연면적, 건물연령, 학생

1인당 재산세의 평균값과 교육비용함수 회귀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학교특성 계수를 곱한 뒤 모든 항 합산(무료급식학생

비율과 특수학급 학생비율은 0%, 교육성과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90%로 고정)

↓

B

ㆍ무료급식 학생이 포함된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산출

ㆍ단위학교의 총학생수, 총학급수, 교사연면적, 건물연령, 학생

1인당 재산세의 평균값과 각각의 학교특성 계수를 곱하고,

무료급식 학생비율은 각 학교의 실제값과 계수를 곱한 뒤

모든 항 합산(특수학급 학생비율은 0%, 교육성과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90%로 고정)

↓

C
ㆍ무료급식 학생으로 인한 추가적 교육재정 산출

ㆍ(B – A) × (총학생수)

↓

D
ㆍ무료급식 학생 1인당 추가적 교육재정 산출

ㆍC / (총 무료급식 학생 수)

↓

(D / A): 무료급식 학생에 대한 가중치 산출

[그림 Ⅲ-2] 무료급식학생 1인당 가중치 산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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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적정교육비 산출

<표 Ⅳ-1>는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학

생 1인당 교육비, 총 학생수, 학생 1인당 재산세 변수의 경우 분석모형에

서는 해당변수의 자연로그값을 투입하였으나, 본 기술통계표에서는 로그

값을 취하기 이전의 원자료 값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생 1인당 교

육비의 2010, 2011년 두 개년도 평균값은 약 201만원이다. 여기에는 교사

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교사 임금이 추가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

과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은 세 과목 모두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에 약간씩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의 평

균은 80% 이상이고, 영어, 국어, 수학 순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 특성에 포함되는 무료급식 학생비율과 특수학급 학생

비율의 평균은 약 9.2%, 0.7%이고, 전년도보다 1%미만의 범위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0%인 학교가 있는 반면, 무료급식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86%, 특수학급 학생 비율이 7% 이상인 학교들도 있

어 학교별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교별 총 학생수 평균은 961명, 학급수 평균은 35개로 백일우 외(2006)

의 연구에서 도출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소가 되게 하는 학생 수 968

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32학급은 넘어선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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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2010년
(n=546)

2011년
(n=546)

전체
(n=1092)

종속변수 학생1인당
교육비

1,923,592원
(691,162원)

2,109,245원
(700,641원)

2,016,419원
(7,017,711원)

교육성과

보통학력
이상비율

78.6%
(8.0%)

82.4%
(7.8%)

80.5%
(8.1%)

보통
학력
이상
비율

국어 78.1%
(8.5%)

80.9%
(8.3%)

79.5%
(8.5%)

수학 77.5%
(9.1%)

78.8%
(8.9%)

78.1%
(9.0%)

영어 84.5%
(8.9%)

87.6%
(7.4%)

86.1%
(8.3%)

학교특성

무료급식
학생비율

8.6%
(7.5%)

9.7%
(8.1%)

9.2%
(7.8%)

특수학급
학생비율

0.6%
(0.9%)

0.8%
(1.0%)

0.7%
(1.0%)

학교 내
총학생수

991명
(402명)

932명
(388명)

961명
(396명)

학교 내
총학급수

36개
(12개)

35개
(12개)

35개
(12개)

교사연면적 8770m2

(3672m2)
8777m2

(3462m2)
8773m2

(3567m2)

건물연령 25년
(13년)

25년
(13년)

25년
(13년)

지역특성 학생 1인당
재산세

19,674,120원
(22,587,230원)

21,091,800원
(26,555,240원)

20,382,960원
(24,636,380원)

* 괄호안은 표준편차

서울시내 25개 각 자치구의 학생 1인당 재산세는 약 2,038만원이고

자치구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교육비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회귀분석 결과이다.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과 2011년, 그

리고 데이터를 합동시킨(pooling) 합동회귀분석 결과(pooled OLS)를 함

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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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통학력 이상의 학업성취수준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무료급식 학생비율, 특수학급 학생비율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총 학생수는 부적 상

관 관계로(음의 회귀계수) 추정되는데,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설명될 수 있고 대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백일우 외, 2006; Duncombe et al., 1994; Duncombe, 2002;

Downes, 2004; Duncombe et al., 2003; Imazeki et al., 2005; Baker et

al., 2009; Imazeki, 2010).

교사연면적과 건물연령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경상운영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

생 1인당 교육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연면

적 변수의 경우 기술통계에서는 m
2
단위로 제시했으나 회귀분석 결과,

계수가 너무 작게 추정되어 해석의 편의를 위해 km
2
로 변환하여 투입

하였다. 두 변수 모두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 1인당 재산세가 많은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 양호한 지역의 학생 1인당 교

육비가 높다는 의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수직적으로 불공

평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정동욱 외,

2011).

<표 Ⅳ-2>와 같은 교육비용함수 회귀분석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같은 고유한 학교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으로 부적합하다.

<표 Ⅳ-3>는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보다 엄밀하게 추정된 교육비

용함수 산출 결과이다. 학교 효율성과 같은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통제

되었기 때문에 각 변수의 계수가 편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교육비용함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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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교육비용함수 회귀분석

종속변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로그값

OLS 추정

2010

(N=546)

2011

(N=546)

Pooled

(N=1092)

교육
성과

보통학력 이상비율 0.003***

(0.001)
0.003**

(0.001)
0.004***

(0.001)

학교
특성

중식지원 학생비율 0.005***

(0.001)
0.002

(0.001)
0.004***

(0.001)

특수학급 학생비율 0.018
**

(0.009)
0.018

**

(0.009)
0.018

***

(0.006)

학교 내 총학생수의
로그값

-0.530
***

(0.044)
-0.541

***

(0.055)
-0.543

***

(0.035)

학교 내 총학급수 0.002
(0.002)

0.002
(0.002)

0.002*

(0.001)

교사연면적 9.879***

(2.253)
10.315***

(2.645)
10.464***

(1.724)

건물연령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지역
특성

학생 1인당 재산세의

로그값
0.039***

(0.011)
0.052***

(0.012)
0.046***

(0.008)

Intercept 10.255***

(0.296)
10.278***

(0.366)
10.212***

(0.231)

R2
0.69 0.67 0.69

F 150.69 139.37 295.84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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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교육비용함수 산출모형(보통학력이상 기준)

종속변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로그값

고정효과 모형

(N=1092)

교육성과 보통학력이상 비율 0.004***

(0.001)

학교특성

중식지원 학생비율 0.001
(0.003)

특수학급 학생비율 0.008
(0.009)

총학생수의 로그값 -0.661***

(0.102)

총학급수 -0.004
(0.003)

교사연면적 7.916***

(2.651)

건물연령 0.004***

(0.001)

지역특성
학생 1인당 재산세의

로그값
0.075

(0.090)

Intercept 10.944***

(1.201)

R2
0.66

F 20.13

*
p<0.1,

**
p<0.05,

***
p<0.01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모의 경제 효

과로 인해 학교 내 총학생수와 학급수는 일정 규모에 도달하기까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학업성취, 교육비용

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특성 등은 모두 학생 1인당 교

육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보통이상 학력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0.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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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정 투자가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중식지원 학생비율이 1% 포인트 늘어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0.1%

포인트, 특수학급 학생비율이 1% 포인트 많아지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0.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학교 내 총 학생수가 1% 포인트가 증가하

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0.6% 포인트 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학

교 내 총 학생수가 늘어날수록 학생 1인당 경상비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

제 효과는 Duncombe과 Yinger(2005)의 연구는 1,700명 이상, 백일우와

권재현(2006)의 연구는 968명 이상이 되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

다. 교사연면적의 경우 1km
2
만큼 클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791%

포인트가 증가하고, 학교 건물이 1년 더 오래 될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는 0.4% 포인트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재산세가 1% 포인트

크면, 학생 1인당 교육비도 0.075% 포인트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에 첨부한 <표 Ⅳ-4>은 과목별 교육비용함수를 같은 방법으로 산

출한 결과이다. 보통학력 이상비율 1% 포인트가 증가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어 0.2% 포인트, 수학 0.0001% 포인트, 영어 0.2% 포인트 씩

커짐을 뜻한다. 보통학력 이상비율 1% 포인트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국어나 영어 과목에 비해 수학 과목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2160 

2180 

2200 

2220 

2240 

2260 

2280 

2300 

2011년

2,213 

2,257 

2,292 (천원)

보통학력이상비율 90%

보통학력이상비율 95%

보통학력이상비율 99%

[그림 Ⅳ-1]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산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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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는 <표 Ⅳ-3>의 교육비용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2011년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다. 보통학력이상 학생 비율 90%

를 목표하는 교육성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약 221만원으로 계산되

었다. 2011년의 실제 학생 1인당 교육비인 약 211만원보다 10만원 가량

높아진 비용이다. 교육성과를 높게 잡을수록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또

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 학업성취도와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그림 Ⅳ-2]는 학업성취수준 향상에 따른 교 육비용 소요를 보다 구체

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2]는 단순히 보통이상 학생비율과

교육비와의 상관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학업성취도 외에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독립변수들은 모두 통제된 상태이므로 학생 1

인당 교육비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무료급식 학생

비율, 특수학급 학생비율, 학교 내 총 학생수, 학교 내 총 학급수, 교사연

면적, 건물연령, 학생 1인당 재산세는 모두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평균값으로 고정되었다. 즉,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평균의 특성을

가진 학교에서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을 1% 포인트 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약 7,448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Ⅳ-3], [그림 Ⅳ-4]와 [그림 Ⅳ-5]는 보통학력 이상학생 비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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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2]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적인 학교에서 과목별로 동일하게 보통

학력 이상학생 비율 1% 증가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이 얼마만큼 다

른지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국어는 3,245원, 수학은 246원, 영어는

3,380원으로 추정되어 학업성취도의 가격 탄력성은 수학, 국어, 영어 순

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Ⅳ-3] 국어 학업성취도와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그림 Ⅳ-4] 수학 학업성취도와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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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영어 학업성취도와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표 Ⅳ-5>에서는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산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서

울시 전체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교교육 예산을 추정하고, 실제의 총 학

교교육비와 비교하여 추가 교육예산을 제시하였다. 목표로 설정한 교육

성과 수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교육비로,

목표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생 1인

당 적정교육비에 학생 수를 곱하여 학교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

여 서울시 전체의 적정 교육예산을 계산하였다. 2010년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총 세출은 약 9,400억원이고, 보통학력 이상학생 비율 90%,

95%, 99%수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추가 교

육예산은 각각, 약 340억, 430억, 58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절대적인 액수

로는 큰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의 2010년 총 학교교육비의 3.6%, 4,6%,

6.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1년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적정 교육예산 또한 작게 산출되었고, 추가교육예산

역시 2011년 총 학교교육비의 0.3%, 1.0%, 1.7%를 차지하여 2010년의 추

가교육예산 비율보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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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적정 학교교육예산 추정(보통학력이상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총교육비

지출

(A)

교육성과

(보통학력

이상)

적정

교육예산

(B)

추가

교육예산

(B-A)

추가교육예산

비율

(B-A)/A×100

2010

942,333,636

90% 976,668,975 34,335,339 3.6%

95% 985,529,272 43,195,636 4.6%

99% 1,001,115,669 58,782,033 6.2%

2011

969,348,272

90% 972,305,308 2,957,036 0.3%

95% 979,423,978 10,075,706 1.0%

99% 985,676,912 16,328,640 1.7%

[그림 Ⅳ-6]와 <표 Ⅳ-6>는 [그림 Ⅳ-2]와 <표 Ⅳ-5>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적인 특성을 지닌 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1%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을 추정한 결과이다. 교육비용함수 산출모형은 부록

으로 첨부하였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1%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12원으로, 보통학력이상 학생 1%를 향상시키는데 드는 비용의 약 9%에

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창의·인성 교육 핵심

목표 중의 하나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1%대를 제시하였다.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은 교육과정 이해 정도가 20% 미

만의 저조한 성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초등학교가 가장 기초교육단계

의 교육임을 생각해 볼 때, 교육과정의 이해 정도가 최소 20%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을 보장하는 기

초교육수준(educational minimum)에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기초교육수준에서의 교육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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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김인희, 2006) 그 기준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미흡하다. 교육과학기술

부의 핵심목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0%인 학교들이 있는 한편,

2% 이상인 학교들이 여전히 대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가장 우선

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교육성과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서울시 기

준, 약 100억 정도의 추가 교육예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학교교육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 Ⅳ-6] 학업성취도와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표 Ⅳ-6> 적정 학교교육예산 추정(기초학력미달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총교육비

지출

(A)

교육성과

(기초학력

미달)

적정

교육예산

(B)

추가

교육예산

(B-A))

추가교육예산

비율

(B-A)/A×100

2010
942,333,636

1% 966,773,890 24,440,254 2.6%

2011
969,348,272

1% 979,931,544 10,583,27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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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교육비,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 간의 비교

<표 Ⅳ-7>, <표 Ⅳ-8>에서는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90%를 교육성과

로 설정하여 산출한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와

실제 교육비와 비교하였다. 2010년, 2011년 모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

정교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교육비는 적정교

육비의 약 30% 수준에 그쳤다. 적정교육비의 규모가 가장 큼을 고려하

더라도 표준편차와 범위, 제한된 범위가 가장 크게 계산된 나타난 결과

는 적정교육비가 학생 1명을 교육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르게 추정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정교육비는,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에 도달하

기 위한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학생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

재원 또한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적정교육비는 표준교

육비의 수평적 형평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표 Ⅳ-7> 적정교육비(90%)와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 간의 비교(2010)

(단위: 원)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644,092 2,090,455 1,923,590

중앙값 597,088 1,842,650 1,745,666

표준편차 129,548 9,255338 691,163

범위 1,394,110 8,773,331 8,046,803

최소값 557,943 798,970 786,572

최대값 1,952,053 9,572,301 8,833,375

제한된 범위 223,969 1,822,360 1,238,190

최소값(10%) 559,961 1,302,870 1,369,600

최대값(90%) 783,930 3,125,230 2,60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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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적정교육비(90%)와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 간의 비교(2011)

(단위: 원)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658,837 2,213,188 2,109,250

중앙값 608,399 1,942,430 1,957,880

표준편차 144,882 1,022,000 700,641

범위 1,497,586 9,740,857 7,168,371

최소값 557,942 828,061 577,629

최대값 2,055,528 10,568,918 7,746,000

제한된 범위 257,524 1,986,890 1,365,140

최소값(10%) 560,854 1,357,440 1,488,600

최대값(90%) 818,378 3,344,330 2,853,740

표준교육비가 적정교육비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이유는 표준교육

비의 개념이 경상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전체 학교예산 중에서 경상비

가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45%

수준을 보인다(공은배 외, 2005). 따라서 학생 1명에 소요되는 총 교육비

의 개념인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교육비가 현재 학교교육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급, 학교 단위의 교육적 수요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제적 수요를 추정한 적정교육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Ⅳ-7]는 평균적인 특성을 지닌 학교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

생 1인당 적정교육비 추정결과와 함께 현재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어떤 수준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교육비는 산출

과정에서 교육성과와, 동일한 교육성과에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특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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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이루는데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비용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산출된 표준교육비가 적정교육

비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비교결과는, 표준교육비가 기초교육단

계에서의 교육결과의 평등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Ⅳ-7] 적정교육비와 표준교육비 간의 비교

3. 무료급식학생 1인당 가중치 산출

본 절에서는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

성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지 알아보았다. [그림 Ⅳ-8]와 같이 절대적 빈곤

률과 무료급식 학생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경제적으

로 불리한 위치와 같은 학생 특성이 특정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 교육비용을 요구하는지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형

평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또한 추가적 교육비용을 토대

로 무료급식 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개발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적정교육비 산출결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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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부진 학생,

소수인종 학생, 무료급식학생 등 학생 특성에 따른 가중치 개념을 학교

예산 배분시 포뮬러에 가중학생으로 활용하고 있다(천세영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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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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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빈곤률

무료급식학생비율

* 절대적 빈곤률 출처: 통계청.

[그림 Ⅳ-8] 무료급식 학생비율 추이

[그림 Ⅳ-9] 무료급식 학생비율과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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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는 [그림 Ⅳ-2]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에 대한 무료급식 학생비율의 한계 효과를 나타낸다. 특수학급 학생비율,

학교 내 총 학생수, 학교 내 총 학급수, 교사연면적, 건물연령, 학생 1인

당 재산세는 모두 평균값으로 고정되었고, 학업성취 수준은 보통이상 학

생비율 90%로 설정하였다. 평균적인 학교에서 보통이상 학생비율 90%를

교육목표로 설정하였을 때 무료급식 학생비율 1% 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학생 1인당 2,373원이 더 지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Ⅳ-9> 무료급식 학생 가중치 산출(2010-2011)

(단위: 원)

일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무료급식 학생

가중치

가중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1,966,113 0.12 2,202,047

무료급식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추

가의 교육적 필요가 없는 일반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평균적인 학교에서

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고, 무료급식 학생이 포함된 학생 1

인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여 무료급식 학생으로 인한 추가적 교육예산을

계산하였다. 2010년과 2011년 무료급식학생과 특수학급 학생이 없는 학

교에서 보통학력 이상 90%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의 평균은 196만원이다. 같은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무료급식 학생

의 경우 일반 학생의 1.12배의 교육비용을 더 필요로 하며 약 220만원의

결과가 산출되었다.

선행연구(Dumcombe, 2002; Duncombe et al., 2005; Imazeki et al.,

2005; Gronberg et al., 2004; Duncombe et al., 2003)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가중치는 0.38에서 1.29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교육재정 배

분시 실제로 적용된 무료급식 학생의 가중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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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에서 1998년 시애틀의 학교재정 배분 포뮬러 펀딩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무료급식 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0.087로 설정하여 가중학생

당 경비를 배분한 바 있고(천세영 외, 2002), 2005년에서 2006년 캔사스

주의 General State Aid 포뮬러에서는 무료급식 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0.193로, 2004년에서 2005년 캘리포니아의 주 교부금에서는 0.3으로 산정

하여 교육비를 배분하였다(Duncombe et al., 2005; Imazek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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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현재 단위학교 예산액 배분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표준

교육비의 한계를 제시하고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재정배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준교육비는 학생 특성별로 다른 교육적 필요

를 고려하지 못하고, 목표하는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교육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과 충분성(adequacy)에 근

거한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고 표준교육비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

에 따라 다름을 밝히고, 학생 1인당 가중치를 도출하여 교육재정 배분시

포뮬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90%를 목표하는 교육성과로 설정하였을 때,

2011년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는 약 22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적정 학교교육예산은 약 9,700억원으로 2011년 학교

교육비 총 지출의 0.3%만큼 추가 교육예산확보가 요구된다.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2012년 핵심목표로 제시한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2% 미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원은 약 9,800억원으로 2011년 학교교육비

총 지출의 1.1%만큼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비용 소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평균의

특성을 가진 학교에서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을 1% 포인트 올리는데 소

요되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약 7,448원, 기초학력미달 학생 1% 포인트 감

소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은 712원으로 도출되었다.

표준교육비는 교육과정 운영비, 즉 경상비의 개념이므로 학생 1명에

지출되어야 하는 총 교육비의 개념인 적정교육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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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교육예산을 배분하는 과

정에서 교육적 수요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수요를

추정한 적정교육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분

석결과, 적정교육비는 표준교육비에 비해 학생 1명에 소요되는 교육비용

의 편차를 크게 추정하고 있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생 1인당 적정교

육비 추정결과를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수준과 비교했을 때, 표준교육

비만큼의 교육재정 투입은 어떤 수준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도 담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한 현재의 교육재정배분 방식이

기초교육수준에서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에 적절치 않음을 시사한다.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초교육수준(national

minimum)으로서의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다(김인

희, 2006; 류방란 외, 2006; 정동욱 외, 2011). 학력향상중점학교와 같은

교육정책 또한 교육결과의 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재정배분

시스템은 정책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최

소한의 절대적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은 학

생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표준교육비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모두 동등하게 간주하고 있고, 표준교육비에 근거한 재정배분은 중앙정

부(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예산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기에 편리한

공급자중심의 방식인 것이다. 단위학교 재정의 충분성을 보장하지 못하

는 현 재정배분 방식하에서 교육결과의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적정교육비의 산출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지 분석하여 무료급식학

생 1인당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저소득층과 같은 학생특성이 특정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 교육비용을 요구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교육수요에 근거한 단위학교 재정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현재의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적정교육비 산출결과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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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동일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무료급식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의 1.12배의 교육비용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연구는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

교급, 일반계·농업·공업·상업 고등학교와 같은 계열, 그리고 특수학교에

따라 계수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른 교육비 차이

도만 인정하고 있을 뿐, 무료급식학생 등과 같이 학생 특성에 따라 학생

간 서로 다른 교육적 필요를 균등화 하려는 가중치는 도출하지 못하였

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학교기본운

영비 배분 시 기준재정수요액은 학생수, 학급수, 건물면적, 건물연령, 초

등학교 계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생단위

의 교육적 수요를 산정할 때 무료급식학생에 대해서는 1.12명의 가중학

생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무료급식학생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등과 같은 학생 특성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충분성(adequacy)은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에

동등하게 도달하기 위해 학생마다 다르게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추정하

여, 교육예산에서 확보될 수 있을 때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적정교육비의 산출을 통해 교육재정의 충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최소한의 동등한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수

직적 형평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표준교육비를 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학생특성에 따라 동

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추정한 결과는 가중학생수로 포뮬러에 투입하여 재정배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생 특성에 따른 적정교육비 차이도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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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정 포뮬러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분석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교육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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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raises the problem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estimates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can neither consider students' respective needs nor

presume the cost based on educational outcome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Minimum in primary education, few

studies treated the cost to achieve an absolute educational goal

deeply.

An adequacy in education is a system of school finance that links

resources to outcomes to ensure all students receive an adequate level

of education.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means the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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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of money that schools should expend to accomplish an

absolute educational object. Estimating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complements the limit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has a significance in providing students with conditions to ensure

an unconditional educational achievement.

By using national test scores, schools' characteristics and settlement

of accounts, this research calculate the cost of adequacy of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oul. In addition, estimating the

cost of difference according to students'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ttempt to weight some students more heavily than others in the

distribution of aid and to include an adjustment for student needs in

aid formulas.

The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as follows.

To start with, how much is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in

Seoul national and public schools? Using cost function approach, in

this research, the cost of adequacy is calcula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per pupil cost is about 22 ten thousand won. It is needed to

ensure the finance as much as 0.3% point of Seoul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expenditure in 2011. The result of

analyzing the marginal cost of improving 1% point above-average

level, 74 hundred won per pupil is needed.

Second, what i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cost of adequacy with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per pupil expenditure? The

variance of the cost of adequacy is the largest among three kinds of

educational cost. Especially, comparing the cost of adequacy with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educational input as much as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doesn't ensure any percentage of above-average

level achievement.

Lastly, how is the cost of adequacy different to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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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characteristic? To accomplish the equal outcomes to the

performance of general students, free lunch students require the cost

as much as 1.12 tim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esent formula funding in education

based on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s not appropriate for

pursuing the equity of outcomes, because certain students will need

to pay more to achieve any given students performance. However,

distribution based on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s just convenient

to allocate educational budget collective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cost differentials to achieve

any given outcomes according to students in education finance

distribution. For further studies, it is needed to research for additional

cost of variant students such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Studies on plan to secure budget and methods to allocate

resources are also in demand.

keywords :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adequacy, education

cost function,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0-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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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Ⅳ-4> 교육비용함수 산출모형(과목별)

종속변수:

학생1인당 교육비의 로그값

고정효과모형

국어

(N=1092)

수학

(N=1092)

영어

(N=1092)

교육

성과
보통학력 이상비율

0.002

(0.001)

0.000

(0.001)

0.002

(0.001)

학교

특성

중식지원 학생비율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특수학급 학생비율
0.010

(0.009)

0.010

(0.009)

0.009

(0.009)

총학생수의 로그값
-0.708***

(0.101)

-0.733***

(0.100)

-0.708***

(0.101)

총학급수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교사연면적
7.589***

(2.662)

7.527***

(2.672)

7.674***

(2.666)

건물연령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지역

특성

학생 1인당 재산세

의 로그값

0.124

(0.088)

0.147*

(0.087)

0.120

(0.089)

Intercept
10.949***

(1.208)

11.012***

(1.212)

10.973***

(1.209)

R2 0.66 0.65 0.66

F 19.20 18.81 19.07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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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교육비용함수 산출모형(기초학력미달 기준)

종속변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로그값

OLS 추정

(N=1092)

고정효과 모형

(N=1092)

교육

성과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0.007

(0.005)

-0.000

(0.005)

학교

특성

중식지원 학생비율
0.002**

(0.001)

0.001

(0.003)

특수학급 학생비율
0.021***

(0.006)

0.010

(0.010)

총학생수의 로그값
-0.541***

(0.036)

-0.733***

(0.100)

총학급수
0.002*

(0.001)

-0.003

(0.003)

교사연면적
8.851***

(1.714)

7.516***

(2.669)

건물연령
0.001

(0.000)

0.004***

(0.001)

지역

특성

학생 1인당 재산세의

로그값

0.048***

(0.008)

0.148*

(0.087)

Intercept
10.569***

(0.232)

11.016***

(1.211)

R2 0.68 0.65

F 286.47 18.81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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