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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보통 학생

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최소 기준의 교육 성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학업 성취도를 학교 교육의 주

요 성과로 보고,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소 성취기준을 기초학력 이상 학

생 비율 100%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의 2013년, 2014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교육비용함수를 추정하고(Berne & Stiefel, 1984;

Duncombe, 2007; 홍지영·정동욱, 2012), 그 계수 값으로 총교육비

지수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치, 다

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일정 수준의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를 산출함으로써 그 비용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교육

비 배분 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문제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비용함수를 통해 산출한 교육비 지수는 어떠한가? 모

든 특성이 평균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비를 100으로 두었을 때

개별학교의 상대적 교육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비 지수를

산출하였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총교육비 지수는 평균값이 99.99

로 최솟값이 96.16, 최댓값이 103.21이었다. 평균값보다 교육비 지

수가 높은 학교는 총 51.72%였는데 이는 평균이 100인 학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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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더 필요한 학교가 전체 학교의 51.72%에

달함을 의미한다. 이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수를 산출

한 결과 평균값이 101.61, 최솟값이 18.97, 최댓값이 219.2로 산출되

었다. 이 경우 평균보다 교육비 지수가 높은 학교가 총 50.57%로

평균 특성을 가진 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교육비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문화가

정 학생 교육비 지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평균값과 편차가 크게

나타나 교육비 산출 시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을 특별히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적정수준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초등학생 1인당 적정교육

비는 얼마인가?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인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

정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일반 학생의 교육비 수준 및 실제교육

비와 비교하기 위해 평균 특성을 갖는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먼저 산출하였다. 기초학력 이상 학생 1%를 높이는 데 필요한 비

용과 기초학력 이상 학생 100%에 도달하기 위한 적정교육비를 구

한 후 현행 교육비와 비교함으로써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재정 규모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교육비는 학생의 적정수준 교육 성

과 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동일 수준의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

육비용은 얼마나 다르게 추정되는가? 이는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특성을 가

진 학생들에 비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상대적 교육비를 산출하

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업 성

취도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다문

화가정 학생 가중치를 구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

치의 평균값이 0.71로 산출되었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 성취도 수준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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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71% 더 소요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현행 교육비 산출 방식은 학생의 특성과 요구

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업성취도 수준으

로 대표되는 교육 성과에 대한 학교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단위 교육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학생 특성에

따라 교육비 수요가 다름을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

재 교육비 산출 방식에서 나아가 이 연구에서와같이 학생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여 투입하는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

재정 확보 및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유

형과 교육적 필요가 다양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를 단

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에서 나아가 학교당 교육비 배

분 방식을 세분화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학생교육비, 적정교육비, 교육비용함수, 한계비용, 교

육재정의 적정성

학 번 : 2018-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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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아이는 개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1989)”.

2019년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양

극화·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부처적 정책방안

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9). 이는 포용적 성장과 실질적 평등의 달성을

목표로 삶의 영역 전반에서 다문화가족, 미혼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주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악한 교육여건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

나는(Banks, 2006)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은 포용적 성장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교 및 지역 환경의 격차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의 역할에 요구가 증

대되면서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격차’에 주목

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김정원, 김경애, 김민, 김

영삼, 김효진, 2010; 교육부, 2017), 그 대상이 유·초·중등의 학교급 구분

에서 더 나아가 장애학생, 다문화 및 탈북학생,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

단 학생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교육은 계층의 재생산 역할(Luchtenberg, 2004; Gillborn, 2008)을 하

는 것으로 인식되며, 교육의 질은 한 국가의 복지·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어 취약계층 교육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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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학생들 간 보다 안정적이고 평등한 역량 수준 제고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그중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그 수가 최근 5년간 매

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17년에는 10만 명을 초과하였다. 이는 전체 학

생 대비 1.9%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

로 예상한다.

새터민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학습 결손, 편

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

호, 2014; 교육부, 2019). 이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성과를

이루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적극적 교육지

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

장하는 것은 포용적 성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

식함에 따라 비용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서 재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추정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교육 투자의 양적 팽창이 뒷받침되어왔다(김

민희, 2015). 1980년대 1조를 조금 넘어 섰던 교육 예산은 총예산을 기준

으로 2019년 약 63조 9천억원에 이르며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특히 유

아 및 초·중등 교육에 약 53조 7,165억원을 투자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

을 도모하였다.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교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성

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초기의 교육서비스는 주로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두고 평등한 교육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에는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결과적 평등 보장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업 성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에

의 요구가 늘고 있다. 2018년도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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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면서 공교육 책임 강화 및 학생 중심의 혁신 교육환경 조성을 목

표로 하였다. 학교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지원을 통해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결과적 평등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교육비 투자와 결과적 평등 달성의 관계에 대해 실제 교육재정의 충

분성과 학교 교육의 책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Iatarola &

Stiefel, 2003; 고장완, 2004; 우명숙, 2010)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교

육재정 시스템과 기초학력 향상 정책, 학교 평가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

책무성 정책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때, 교육 책무성을 측정하는 지

표들은 진학률, 졸업률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는데 다수의 연구

에서 학업 성취도를 대표적인 지표로 고려하였다(Baker & Green, 2008;

홍지영·정동욱, 2012; 정동욱·이호준·조성경·이현국·정승환, 2013).

교육재정과 교육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재정의 확보뿐만 아니

라 재정 배분을 통한 결과적 평등에 대한 책무성을 묻게 되었음과 관련

이 있다. 단순한 재정의 양적 팽창에서 더 나아가 질적 효용성을 의심하

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학생 수에 따른 교육비의 산출에서 나

아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 확보 및 배분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교육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새롭게 교육복지 대상으로 떠오르는 취약계층이 교육

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교육복지가 학생 개별 특성의 차이와 무관하게

평등한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기범, 1996; 이돈희, 1999), 취약계층 학생이 보통 학생과 같이 교육활

동을 영위하고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엄문영·김민희·오범호·이선

호·김혜자, 2015) 어느 정도의 교육 투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학교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는 단위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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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단위학교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책정 및 배

분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

분 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목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소요 교육비를 의미한다(공은배·김지하·우명숙·이광현· 김현철·

김중환, 2011; 김지하·우명숙·김동훈·박상욱·엄문영, 2012). 그러나 표준교

육비의 산출 과정에서는 학생 특성에 따른 교육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

한다. 따라서 표준교육비와 같은 최저소요 교육비가 아닌 일정 수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비, 즉 적정교육비를 산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교육비 산출 및 배분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

정교육비 산출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 시도가 이루어졌다(백일우·권재현,

2006; 홍지영·정동욱, 2012; 엄문영·오범호·윤홍주, 2013; 윤홍주, 2014;

김민희, 권순재, 2018). 이 연구들은 적정교육비를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

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적정교육비 산출 과정에서 학생 특성에 따른 한계비용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무료급식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 소득 불평등에 의한

차별적 특성을 갖는 학생이었다. 이러한 시도와 함께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신 취약계층의 교육비 수요를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김정원 외, 2010)

그렇다면 얼마가 적정한 교육비일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지원

센터의 건립,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이 실제 지출되는 경비로서의 교육

비용이 아닌 성과와 밀접히 연계된 개념으로 필요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려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를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증

가하고 있는 신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적정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또

한, 산출 결과를 단위학교 예산 배분 과정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

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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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다문화가정 학생의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이 연구의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비용함수를 통해 산출한 총교육비 지수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경제함수 모형으로 나타낸 교육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그 계수를

활용하여 총교육비 지수를 산출한다. 총교육비 지수는 학생 1인당 교육

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평균 수준인 학교의 교육비를 100이라

고 했을 때 개별학교의 상대적 교육비 수준을 보여준다. 나아가, 단위학

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

각하고 Duncombe(2007)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교육비용함수 추정 결과

에서 도출된 계산식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를 산출한다. 그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에 따른 학교 간 상대적 교육비 수준

을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적정수준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초등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는 얼마인가? 이는 실제교육비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일정한 교육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을 위

해 목표하는 교육 성과를 기초학력 이상 학생 100%로 설정하였다. 모든

학생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비

용을 추정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0%로 줄이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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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정교육비를 추정한 것이다.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와 학교당 적정

교육비를 산출한 후 이를 실제교육비와 비교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할 총

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셋째, 동일 수준의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정

교육비는 얼마나 다르게 추정되는가? 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는 얼마인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취약한 교육여건에 놓여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같은 수준의 교육성과 달성에 필요한 교육비 역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반 학생과 동일 수준의 교육 성과를 목표로 얼

마나 더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

치를 구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한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

으로 한 다양한 사업별 주체를 구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최근 국제

결혼, 이민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다양

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해 오고 있다(감사원, 2018). 그 과정에서 부처

별 정책 대상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미흡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

로 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각 부처의 정책 추진 내용 및 비용

을 구분하여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만의

교육비를 추정하기보다 전체 학생 교육비 대비 상대적 교육비를 추정하

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추정하였다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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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분석 자료의 한계를 갖는다.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의 더욱 엄밀한 추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적정교육비란 일정 수준의 교육 성취를 목표로 성과 달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추정하는 만큼 학생의 성취도 정보가 필요한데 2013년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국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단일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

렵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이 연구에서는 시·도, 도시 규모를 고려하여

표집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개년도 데이터 분석

에 그쳤다. 따라서 추가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학업성취도와 교육비용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교육비를 추정하지 못하

였다.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구

분되며 국제결혼 가정은 다시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학생의 교육적 수요와 필요는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할 때 각 유

형의 특성을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유형의 학생 수, 현행

교육비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따라 개별 유형 특성을 고려한 교

육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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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가. 다문화가정 학생 추이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이 그 예

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는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

은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은 감소하는 데 반해 다

문화가정 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

체 학령인구(6∼21세)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8만 명이 감소했으며, 저

출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통계청(2017)에서는 그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학령인구는 2015년 892만 명에서 2025년

708만 명으로 향후 10년간 184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지적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만 명을 초과하였다. 2018년에는 그 규모가 약 12만 2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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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달하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1.9%의 규모

이며, 2012년 조사 당시 전체 학생의 0.7%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매

우 증가한 것이다.

출처: 교육부(2018). 2018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그림 Ⅱ-1] 전체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증감 추이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규모 및 유형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정부에

서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국

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교육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독려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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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 중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다문화가족 자녀

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등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시·도 연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다

문화교육 활성화 노력’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

하고,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 지원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교육부,

2018).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2018

년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과제의 성과는 세계시민의식부

터 다문화 통합성, 또래 수용성 등의 지표로 측정하고 있는데, 인지적 특

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은 2006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정 학생

들의 한국 사회 적응, 문화적 이해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일반 학생들과 분리하여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배경을 갖지 않는 학생도 문화 수용성과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포함한다(양계민, 2017). 다문화가정 학생

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급, 언어발달 단계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 지

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다문화 교육은 학교를 교육

을 통해 모든 학생이 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위

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오상철·이화진·장경숙·

구영산, 2013). 이는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을 고

민한 결과이다.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해 발달과정별 지원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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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으며, 교원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 내용 외에 2017년에는 교육부·법무부 협업을 통해 중도

입국자녀의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과제 세부과제 사업명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유치원 확대 다문화유치원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다문화멘토링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학생 정서상담 지원 다문화거점 Wee센터

재능과적성에맞는진로교육강화
글로벌브릿지사업

이중언어교육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다문화중점학교

교원 역량강화
다문화교육지원단

다문화교육교사연구회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강화 우리아이학교보내기 번역

다문화교육정책홍보및자료공유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범부처·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법무부 출입국 정보공유

시도교육청의책무성 제고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체계 구축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주: 양계민(2017)의 <표 Ⅱ-11>에 연구자가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함

<표 Ⅱ-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 현황(201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의 다양성, 학습 기회 제

공 등 균등한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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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학령기 다문화가정 학생은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23.8%), 어려운

가정형편(18.6%) 외에도 학교공부의 어려움(9.7%), 한국어 공부의 어려

움(5.0%)을 겪고 있었다. 이는 공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을 제고 하고 학업 성취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Torres(1998)는 다문화주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쟁점을 무시

하고 문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학교 적응과 문화의

이해,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해소 등은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글로벌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

육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적 평

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 마련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은 교육과정에 다

문화 내용을 포함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의 논의에서 나아가고자 한

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이 놓인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 여건에 주목하

여 대상 자체를 충분히 교육하고, 결과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 학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다문화 수용성, 정체성, 문화

인식, 태도 등 적응적 특성에 대해 이루어졌다(오상아·한유경·양영, 2017;

정호용, 2017; 윤석상, 2011). 다문화가정 학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는 20011년부터 다문화

청소년 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을 통해 다문화 청

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학술대회

도 개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관한 연구 역시 대부분 정의적 영역의 충족

과 학교 적응, 문화적 이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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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과목별 교수법,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조영달·박윤경·성경희·이소연·박하나, 2010; 황갑진, 2011; 양영자, 2012;

김한길·소경희, 2018).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들

의 한국 사회 초기 정착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초

등학교 이전 단계의 학생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체 학생 대비 다

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도에 대한 논의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 비율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수

준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지원할 교

육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정착을 지원하던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생활

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여성가족부, 2018a)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생들이 당면하는 학업

의 어려움과 일반 학생과의 성취도 격차, 교과별 교수학습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

졌다(Oakes, 1985; Delpit, 1995; Orfield & Lee, 2006; C. Suarez-Orozco

& Todorova, 2008).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

교 부적응(오성배, 2005; 김정원 외2008)으로, 이는 학습결손의 주요 원

인이 된다. 이 연구들은 인종 및 언어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의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분리하여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교육 내에서 다문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다. 학생의 성취도 수준은 단순히 높은 성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및 또래 문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문화가정이 갖는

교육적 소외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김민

환, 2010).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업 성취도 격차를 밝힌 연구(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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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김연이, 2011)에서는 전 과목 평균과 각 과목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서적 불안정성, 학교 부적응 등으로 분

석했다. 실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인종, 빈곤, 언

어적 배제의 3중 격리를 경험한다고 분석했다(Orfiel & Lee, 2006). 이

연구에서는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경험하는 격리가 낮은 학업성취도

및 높은 중퇴율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경우 낮은 학업성취도 및 졸업률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정 과목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이정우,

2013)에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사회과목 중

특히 역사 교과와 관련하여 낮은 이해도를 보였으며, 문화와 세계의 흐

름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점을 보였다.

학습 부진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도 꾸준히 이루어졌다(신진아 외, 2012; 오상철 외, 2013). 이 연구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과 탈북학생

의 교과별 성취 특성을 분석하기도 하고, 일반 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

한 학업 성취도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학습 부진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유관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인지적 특성보다

정의적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다수였으며, 연구가 한국어 및 문

화 이해 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 역시 특정

과목에 대한 교수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

연구를 통해 특정 교과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

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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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재정의 적정성

가.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확보와 투자는 총예산을 기준으

로 2019년 약 75조원에 이르며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학교에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제한적인 제로섬

구조에서 보다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을 위한 기준은 꾸준히 논의의 대

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형평성(Equity)의 개념이 사용되어 왔는

데, 특히 Baker와 Green(2008)이 법적, 경제적 용어로서 형평성의 개념

을 정의한 데 이어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Downes &

Stiefel, 2008) 교육재정 분야에서 형평성의 원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

는 크게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다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되

는데, 수평적 형평성(equal treatment for equals)이란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 수요를 갖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학생 수 또는 학급 수를 기준

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재정 배분의 기준이다(Berne & Stiefel, 1984).

반면, 수직적 형평성(unequal treatment for unequals)은 각 학생이 처

한 교육 여건과 특성에 따라 차등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

념으로 사용된다(Berne & Stiefel, 1984; 이준호·박현정, 2012; 홍지영·정

동욱, 2012). 학생별 상대적 능력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더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직적 형평성의 기준은 사회적 가치, 공감대 등에 따라 상대적 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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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박주호·안상준, 2014), 상대적 격차 해소를 확신

할 수 없음이 과제로 남아 있다.

유형 내용

허용적 평등

인종, 신분 성별에 관계 없이 가질 수 있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의미함. 능력에 따른 차별은 인정. 의무교육의 제

도화 등이 이에 해당함

보장적 평등

취학의 평등.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마다 학교를 설치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장학금

과 무상교육을 제공할 평등을 의미함

여건의 평등

인적구성, 교육과정, 교육시설의 균등 등 학교 여건을 비

슷하게 조성하는 것. 교사의 질, 학교의 환경, 배우는 내

용의 평등. 콜맨보고서는 이 여건의 평등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이미 불평등하게 조성된다고 주장함

결과의 평등

교육성취도와 졸업 후 수입의 균등 등 교육 결과의 평등

을 의미함. 이는 보상적 평등과 같은 의미. 예를 들어 대

입 전형에서 기회 균등 선발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등은 결과적 평등을 고려한 정책에 해당함

주: 교육부(2017)의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관점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Ⅱ-2> 평등의 유형

이러한 형평성 개념을 바탕으로 초기의 교육재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

적인 관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에서 평등성을 보장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자원의 투입 단계에서 균등한 재정 배분

을 통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고민한 것이다(Berne & Stiefel, 1984; Baker

& Green; 2008).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은 모두 상대적



- 17 -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모든 학생이 충분히 교육받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Coleman(1966) 등이 지적한 것과 같이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Garms & Smith, 1970) 이들은 오히려 일정한 성

취 수준을 정하고 집단 간 성취도가 서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교

육기회의 평등을 이루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을 기

반으로 최근에는 교육재정이 단순히 양적 팽창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교육

의 장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교육을 통한 격차 완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모든 학생이 처

해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에 기회의 균등에서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 교육결과의 평등

최근에는 교육재정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나아가 교육재정이 학업성취도 격차 줄이고, 최소 수준 이상의

교육 성과를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적 평등에 초점을 두고 교육재

정 배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의 평등에서는 교육재정의 투입이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교육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 한다

(Ladd, 2007; Baker & Green, 2008). 그 준거로 적정성(Adequacy)의 개

념이 등장하였는데, 모든 학생의 적정 교육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으로

이는 수직적 형평성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이준호·박현정; 2012).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개인의 능력은 우연에 의한

것이므로 능력에 따른 교육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차등의 원칙과 기

회균등의 원칙은 능력주의를 부정하고 교육기회가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

장을 강조한다. 이를 바람직한 교육재정 배분 기준의 관점에서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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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윤정일(2004)도 결손집단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고 학생 개인의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 보장으로서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조건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는 그 범

위가 넓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아동의 발달단계와 필요 및 요구에 부합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윤정일, 2004; 김인희,

2010; 류방란·이혜영·김미란·김성식, 2006). 김인희(2010)의 연구에서는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발생하는 삶에서의 손실을 교육소외로 규정하고,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 적응, 교육 충분에 초점을 둔 절대적 평등을 이루

기 위한 노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별 학생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이는 개인뿐만 아니

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투자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수단이 되

는 것이다.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차별 없는 출발선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 놓

인 학생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가정의 빈곤 정도가 대표적인 지표가 되어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Becker & Tomes, 1986; Click, 1998). 취약계층일수록

인지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영숙·강경석, 2005)는 연구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들은 취약계층 아동의 가장 큰 공통점이 빈곤

으로 보고 빈곤이 아동의 발달과 교육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였다. 김정원 외(2010)에서도 가정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격차의 극대화, 학생 특성 다양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취

약계층에 주목하게 되었다. 2018년 교육부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

화 계획의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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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다(교육부, 2018).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접근 가

능한 교육 인프라, 인적 인프라, 부모의 자녀 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

악한 조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며,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 이처럼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가정환경, 거주 지

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강조하던 교육재정 배분의 논의는 최소한

의 절대적 수준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려

는 논의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류방란 외, 2006; 김정원, 2008; 정동

욱, 2011;). 상대적 소외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투입에서 학생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 균등한 배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절대적 교육

수준 보장을 함께 목표로 교육결과의 산출의 측면에서도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반되었을 때 교육격차 해소에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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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정교육비

가. 표준교육비의 한계

빠르게 변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

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인 배

분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는 「초·중등교육

법」제 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에 의해 단위학교가 학교회계제도에 따

라 교육재정을 운용해오고 있다. 학교회계의 주요 재원은 시·도 교육청

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부금의 책정 및 배분 과정에서 교육비는 한국교

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단위학교에 총액배분 되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비 배분 시 총학생 수를 기준으로 최저소요 교육비

를 배분하는 방식이다(공은배 외, 2011).

표준교육비는 통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목표로 하는 교육성과 달성

을 위한 최저소요 교육비를 의미한다(공은배 외, 2011; 김지하 외, 2015).

더 나아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 기준운영비’로 해석할 수

있는데(김지하 외, 2015: 389), 그 개념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최저 소요 교육비, 적정교육비 등과 개념의 구분이 어렵다. 이

는 연구자에 따라 ‘표준’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윤정일, 2004).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를 통해 1998년

부터 주기적으로 학교급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표준교육비를 산출해왔

다. 그간 교육과정, 학급당 학생 수, 교원 수와 같은 교육조건 등 교육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변화가 있었으나 연구 절차와 방법은 1988년

정립된 기본 모형이 거의 유지되었다(김지하 외, 2015).

표준교육비 산출에서 고려하는 구성 요소는 [그림 Ⅱ-2]와 같이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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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비, 창의적체험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3

년 자유학기제의 시행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에서

는 자유학기제경비 역시 표준교육비의 구성 요소에 포함하였다. 이는 또

다시 세부 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시설비, 표준운영비, 표준인건

비를 모두 고려하여 표준 교육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때 교육비용과

교육비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 공은배 외(2011), 김지하 외(2015)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함

[그림 Ⅱ-2] 표준교육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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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정한 교육재정 배분을 위해 산출한 표준교육비는 실제 교육재

정 배분 포뮬라에 적용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에 표기

된 바에 의하면 교육경비 산출시 단위비용을 적용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적용률로 조정과정을 거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필요

한 비용보다 작은 규모의 교육비가 배분될 수 있는데, 일례로 확인한 바

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표준교육비의 약 70%만 반영되었다.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 표준교육비 산출과

같이 학교의 규모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일괄 배분하는 방

식은 다양한 학생 특성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구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고

고등학생

단가 (원) 178,000 445,000 537,000 435,000

출처: 교육부(2017)

<표 Ⅱ-3> 현행 학생경비 1인당 단가

참고로 <표 Ⅱ-4>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명시

하고 있는 학생 경비 1인당 단위비용이다. 현재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고 고등학생, 특성화고 고등학생, 특수학교 학생, 영재학교

학생으로만 구분하여 단위비용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그 고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적정교육비의 개념 및 산출

적정교육비는 적정수준 교육성과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비를 의미한다(김민희·권순재, 2018). 이는 공정한 배분에 중점을 둔 표

준교육비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교육 성과로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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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때, 교육비는 교육경비와 구분되어야 한다.

교육비(cost of education)는 교육과정 상 합의한 교육 성과 수준을 달

성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재정을 의미한다(김지하 외, 2015).

이는 교육재정의 투자 규모를 교육 결과와 연계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교

육 취약계층 학생이 더 많은 학교의 경우 교육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반면, 교육경비(expenditure of education)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 내

용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구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에 따

라 다르게 책정되는 비용이다(Imazeki, 2010).

그 개념에서 알 수 있듯 적정교육비의 산출은 투입한 비용에 따른 성

과를 보장하는 책무성(김민희·권순재, 2018)을 요구한다. 한정된 자원으

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는 교육재정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

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의 공평한 배분에 중점을 둔 표준교육

비는 결과적 평등 달성에 한계가 있다. 최소한의 절대적 교육수준을 보

장하고자 한다면. 취약계층일수록 동일 수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 교육기회와 여건을 더욱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Duncombe &

lukemeyer, 2003)

초기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표준교육비 산출

에 근거하고 있는데(김재규·공은배·백성준·이원영, 1994; 윤홍주, 2003;

장영숙·강경석, 2005; 백일우·권재현, 2006), 이들은 표준교육비 산출에

최저 경상비를 적용한 방식으로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엄문영·오범

호·윤홍주, 2013). 반면, 적정교육비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적

정교육비 산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홍지영·정동욱, 2012; 엄문영 외, 2013; 윤

홍주, 2014; 김민희·권순재, 2018). 일정한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

한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육비용함수 외에

도 전문가 판단 모형, 성공적인 학교 접근방법 등 다양하다(Downes &

Stiefel, 2008; 김지하 외, 2012; 송기창·윤홍주·오범호·엄문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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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분석방법 판단근거

규범적

접근

방법

비교

모형

Benchmark

(우수기관, 대학, 국가)

성공적인 사례

GDP 대비 교육비

학생당 교육비

합의

모형

전문가 합의 도출 이상적인 교육여건

이해당사자(설문조사) 소망하는 교육여건

계량적

접근

방법

함수

모형

비용함수

추정(회귀분석)
교육비 결정요인

원가

모형
활동단위별 원가분석 표준 교육과정(초중등)

출처: 나민주 외(2009)

<표 Ⅱ-4>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

대표적인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 중 하나인 전문가 판단 모형

(Professional Judgment Model)은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하였으나, 전문가 개인의

경험과 의도에 의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책정한 교육 재정과 실

제 학생들의 교육성과와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Guthrie & Rothestein, 1999; Augenblick & Myers, 2003; 윤홍주,

2014).

비교적 최근에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용함수 모형(Cost Function Model)은 목표로 하는 학업 성취도 수준

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교육비를 산출하는 함

수 모형이다(Duncombe, 2002; Downes, 2004; Imazeke & Reschovsky,

2006; Taylor et al., 2018). 이 모형은 교육비 산출 과정에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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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다양한 변수를 함수 모형에서 통제할 수 있으며, 산출한 결과 값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간 상대적 교육비를 비교할 수 있다.

다. 적정교육비에 관한 연구

적정교육비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적정교육비 산출 모

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교육비용함수 모형을 활용하

고 있으며, 그밖에도 전문가판단 모형, 성공적인 학교 모형, 증거기반 모

형, 총체적 학교설계 모형 등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비용함수 모

형을 통해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와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를 추정한다.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비용함수 모형 외의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전문가 판단 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있다. 윤

홍주(2014)의 연구에서는 재정 확보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전

문가 판단 모형을 설계하여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비

용함수 모형으로 추정 한 교육비와 비교하였다.

다양한 방법론의 조합을 통해 적정교육비를 산정하려는 시도도 이루

어졌다. Downes(2004)와 Bradbury(2004)는 비용함수 모형과 성공한 학

교 모형, 전문가 판단 모형을 함께 사용하였다. 다양한 방법론의 조합은

전문가 판단 모형의 경험에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을 보완하고 교육비용

함수의 단순함을 보완하는 방법이므로 각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타당

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모형을 조합한 시도도 필요하다(Downes &

Stiefel, 2008).

반면, 교육비용함수(Education Cost Functions)는 학생 1인당 필요한

교육비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절대적인 교

육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비를 산출한다(Downes & pogue,

1994; Duncombe, 2002; Duncombe, et al., 2003; Reschovsky & Imaze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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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Imazeki & Reschovsky, 2006; Imazeki, 2010). 비용을 ‘기준이 되

는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로 정의했을 때, 이를

교육에 적용하면 교육 비용이란 적정수준의 성취에 도달할 기회를 제공

할 만큼의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Duncombe, 2007). 국내 연구들은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단위학교 적정교육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학교 운영의 적정 규모를 제언하였다(백일우·권재현, 2006). 비용함

수를 통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적정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실제 교육비가 학생 특성에 따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홍지영·정동욱, 2012; 엄문영 외, 2013).

이 연구에서는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성과에 도

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기본교육비용과 한계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홍

지영, 2012, 김지하 외, 2016)는 점에 주목한다. 한계 비용이란 다른 변수

들을 통제했을 때, 추가적 교육서비스가 필요한 일정 특징을 보이는 학

생들에게 필요한 비용이다. 동일 수준의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

한 교육비가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름을 인정하고, 추가 교육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학생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에 대한 가중치 형

태로 설명된다(김지하 외, 2012).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학생의 특성은 무료급식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으로 나누어진다(홍지영·정동욱, 2012; 김지하 외, 2012; 엄문영 외,

2013). 또한, 특수교육 학생을 고려한 연구와(정봉도, 2002; 김남순·정은

희, 2005) 인종에 따른 교육비용에 집중하여 산출한 연구도 있었다

(Baker, 2011). 연구를 통해 무료급식 학생의 경우 약 1.12배의 추가 교

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지영·정동욱, 2012). 특수교육 학생이

일반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8.4%의 공교

육비가 더 필요하다(엄문영 외, 2013).

이렇듯 한계 비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적정 교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를 산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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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리하

면 <표 Ⅱ-6>과 같다.

관련 선행연구
교육 비용 영향 요인

학생 특성 변수

교육

비용

함수

모형

백일우,

권재현

(2006)

학교규모, 학급당 학생수,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자체수입,

학생 복리비, 교수학습할동비, 공통운영비, 업무 추진비, 시

설비

홍지영,

정동욱

(2012)

보통학력 이상 비율, 중식지원 학생 비율, 특수학급 학생비

율, 총 학생 수, 총 학급 수, 교사연면적, 건물연령, 학생 1

인당 제산세

엄문영,

오범호,

윤홍주

(2013)

학생수, 특수교육 학생수, 기초학력비율(수학),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무

료급식비율, 비정규사무직, 학생 1인당 순세계잉여금

윤홍주

(2014)

학생수, 학생 수 제곱, 학교의 경제적 수준, 학생당교육경비

보조금, 학생당시설확충비, 교과 및 특기적성 참여율, 특수

교육대상자 비율, 급식지원자 비율, 순세계잉여금 비율, 중

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김민희,

권순재

(2018)

총 지방교육재정 예산, 교육기관 수, 교직원 수,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Duncombe

(2002)

평균 수입, 유권자의 세금액, 효율성 지수, 장년층 인구 비

율, 도시 인구 비율, 자가 소유 비율, 자가 건물 연령,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비율, 전화기 소유자 비율

Duncombe,

Yinger

(2005b)

재정적 수용력, 학생의 필요, 신체 건강 상태, 학업성취도

Duncombe 교사 임금, 학생 빈곤율, 흑인-백인 학생의 학업성취도 차이,

<표 Ⅱ-5> 비용함수 모형 투입 학생 특성 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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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생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하지는 못했다. 그중 다문화 인구는 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교육

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생, 탈북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과 함께

교육 복지 고려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수

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

육 여건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해 적정교육비를 산출할 때 연구

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대량

의 데이터 구축이 가장 강조되는데 이는 비용함수와 같은 모형에 투입하

여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추이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Downes & Stiefel, 2008). 또한, 비용함수를 활용해 학생 1인당 교육비

를 추정할 때 투입하는 변수의 구성, 성취도의 기준, 추정 연도 등에 따

라 그 추정액이 달라질 수 있음(Imazeki, 2010; 김지하 외, 2015)을 고려

해야 한다.

(2007)
특수교육 학생 비율, 지역 변수, 학교 등록률, 재정능력, 인

구특성변수, 연도변수

Imazeki

(2010)

지역의 평균 수입, 중앙정부의 지원 금액, 주 정부의 지원금

액, 전체 세금 대비 주거 용지 비율, 학사 학위 소지자 비율,

자가 소유자 비율

Eom

(2012)

교사의 질, 동료효과, 부모의지지, 주당 교외 활동 시간, 교

칙, 학교 문화, 수학 성적의 평균값,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교육 공간 비율, 소수자 비율, 영어 능력 부진 비율

Taylor et

al. (2018)

졸업률, 학교 등록률,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 변수, 빈곤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비율, 특수 학생 비율, 인구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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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대상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2013년, 2014

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발달 단

계에 따른 교육 수준, 인지적·정의적 발달 정보, 교육정책의 효과 등을

담은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연구 및 성과 평가의 지표가 되고 있다. 「한

국교육종단연구2013」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해 필

요한 단위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 정보와 학교별 세입, 세출 내역을 포

함한 학교특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자체 조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단됨으로 인해 초등학생의 인지적 영역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 자세한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급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2018년 총 다문화가정 학생은 122,212명이며, 그중 초등학생이 98,263명,

중학생이 8,320명, 고등학생이 15,629명 순이었다(교육통계, 2018). 초등학

교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80.4%에 달하며 다른 학교급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정 수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

정교육비 산출을 위해 학업 성취도 기준을 기초미달 학생 0%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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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의 확대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습결손의 누적을 예방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

했을 때, 초등학교급은 분석 대상으로 적절하다.

다음으로 학교 유형은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교육종단연

구는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회계 방식, 학교 운영과 학생 구성에 차이를 보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18년 기준 전국 총 6,064개의 초등학교 중

사립 초등학교는 74개교로 약 1.2 %의 비율을 보인다(교육부, 2018). 이

에 국·공립학교가 초등학교급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

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명 미만인 학교 역시 분석 대상에 포

함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정교육비 산출은 도달해야 할 성취 수준

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일반 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추가로

요구하는 교육비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혀 없는 학

교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없는

학교를 별도 구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총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학교당 학생 수는 학교의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소규모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정상 규모 학교보다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지하 외, 2016). 한국교육개발원의 교

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1,220

개교로 총 학교 수 대비 약 20%가 소규모학교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선

정 기준을 통해 설정한 최종 분석 대상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초등학교 패

널 설문 대상인 242개교 중 총 174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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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 선정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적정수준 교육성과 달성에 필요한 교육

비를 추정하는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다. 종속변수인 학생 1인당 공교육

비는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비용,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비, 선택

적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한 학교의 세출예산 총액을 총학생 수로 나눈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적정교육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교육 성과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

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의 성과란 학업성취도 외에도 졸업률, 진학

률, 정의적 능력의 발달 정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

나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

는 학업 성취도를 성과 기준으로 한다(Duncombe & Yinger, 2005b;

Duncombe, 2007; Imazeki, 2010; 홍지영·정동욱, 2012; 엄문영 외, 2013;

Taylor et al., 2018). 특히 교육비용함수에서 학업 성취도는 연구자에 의

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김지하 외, 2012)는 주

장에 따라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모든 학생이 이해해야 할 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했다고 평가

받는 기초학력 수준(박인용 외, 2017)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로 학업성취 수준은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학력

으로 나뉜다. 이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 등급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으로 정의하는 것과 동일

한 기준이다(박인용 외, 2017). 모든 학생이 최소 기준의 교육 성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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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 즉 기초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0%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였다. 세 과목 평

균값 도출을 위해 세 과목에 모두 응시한 학생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구분 변수설명

종

속

변

수

교

육

비

용

로그 학생 1인당

교육비

- 세출예산총액 / 학생 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단위: 원)

독

립

변

수

교

육

성

과

기초학력 이상

비율

- 1. 기초미달, 2. 기초, 3. 보통, 4. 우수

-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 기초학력 이상

학생 합 / 각 과목 응시 학생 수 합 x 100

(단위 %)

학

교

특

성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총 학생 수 x 100

(단위 %)

학생빈곤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방과후학교 바우처 수혜자 수의 합

/ 총 학생 수 x 100 (단위%)

학급수 - 학교 내 총 학급 수 (단위: 개)

학교용지 총계 - 학교용지 총계 (m)

로그 총 강사 수
- 학교당 강사 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단위: 명)

지역 규모 - 1. 특별시, 2. 대도시, 3. 중소도시, 4. 읍면지역

<표 Ⅲ-1> 변수 설명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결정하는 학교특성에는 추가 교육비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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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규모, 시설 및 인건비가 있다. 먼저 보통 학생과

비교했을 때 추가 교육비가 필요한 학생의 특성으로 각 학교의 다문화가

정 학생 비율을 고려하였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의 적정교육비 연구에서는 추가 교육비가 필요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

려는 노력에 따라 무료급식 학생 비율(홍지영·정동욱, 2012), 특수교육

학생 수(엄문영 외, 2013)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정교육비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빈곤율이 높을수록 학교당 교육비가 더 필요할 것이므

로 학생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투입하였다. 학생 빈곤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수, 방과후학교 바우처 수혜 학

생의 수의 총합을 학생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했다. 이때, 차

상위계층은 기초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는데,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다

른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교육급여와 구분된

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한 종류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교육급여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만 지급 받고 있어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금

액이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홍지영·정동욱, 2012;

김지하 외, 2012) 학교당 학생 수가 일정 수 이상일 때 고정비용 이상이

소요된다는 규모의 경제의 논리와 표준교육비 산출 시 학교의 규모를 고

려하고 있음(김지하, 2015)을 바탕으로 학교 내 총 학급수를 비용함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학교 시설 유지비용의 지표로 학교용지 면적을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 학교특성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교원 인건비이다. 교육비용함

수를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산출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원 1인당 인건비

를 교육자원 변수로 포함하여 산출한다(Duncombe & Yinger, 200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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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단일호봉제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인건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순

환보직제를 실시하여 단위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유동적인 우리나라 교사

임금체제를 고려하여 교직원 1인당 인건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2011)에

따르면 정규직 교원 인건비는 학교 교직원의 평균 호봉을 산출하여 표준

화한 값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인건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여 별도로 표준

화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정

규직 교원, 즉 기타직 및 보조직 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하여 표준교

육비를 산출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단위학교 강사 수를 포함하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의 특성 외에도 지

역 특성을 고려하였다. 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의 규모별 특성은 적정교육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제하였다

(엄문영 외, 2013; 윤홍주, 2014).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 연구의 주요

변수는 <표 Ⅲ-1>과 같다.

제 3 절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가. 연구 모형

적정교육비를 추정하는 모형에는 크게 비용함수 모형, 전문가 판단 모

형, 증거기반 모형, 효과적 학교 모형이 있다(윤홍주, 2012). 이 연구에서

는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다.

먼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종속변수로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교육비용함수 모형을 구성하였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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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용함수 모형에서 도출된 계수들을 활용하여 평균 수준 학교를 기준

으로 상대적 교육비 수준을 나타내는 교육비 지수를 산출하고, 학생 1인

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하며,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에 따른 가중치 계산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교육비용함수는 교육 비용을 종속변수로 두고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ncombe, Yinger(2003)의 연구에서 소개한 교육비용함

수 모형을 따른다.

C = f(S, W, N, P)

C 교육비용

S 학업 성취도

W 자원 투입 비용

N 학생 수

P 학생 특성

교육비용함수는 적정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산출한다. 목표하는 교육 수준이란 학업 성취도 즉 시험 성적으로 확인

할 수도 있고 진학률이나 졸업률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표준화하기 용이한 학업 성취도를 교육 성과

로 본다.

분석방법은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를 활용하였다. 패널회

귀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보다 랜덤효과모형이 적합

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분석에 앞서 중요한 기본 가정들이 성립하

는지 점검하였다. 특히,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 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

하다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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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LR검정법을 활용하여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검증하고, Wooldridge 검

정법을 활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확인된 이분산성이 존재했다.

패널데이터를 합동 회귀분석(Pooled OLS Regression)로 추정할 경우 이

분산성이 존재하여 BLUE(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교육비용함수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계수를 활

용하여 개별 학교의 상대적 교육비 수준을 나타내는 교육비 지수와 다문

화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평균적인 특성을 보이는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현행 교육비와 비교하여 추가로

필요한 교육비 총액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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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에 비해 추가로 교육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

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된 이 연구의 연구모형

은 [그림 Ⅲ-1] 과 같다.

나. 교육비 지수(Cost Index) 산출

교육비용함수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비 지수와 학생 가중치를 산

출하고, 이를 학교 간 상대적 교육비용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Duncombe, 2007; 김지하 외, 2012). 먼저 교육비 지수는 교육비용함수

를 활용하여 학생 특성에 따른 교육비의 상대적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이는 단위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를 산출할 때 교육 비용함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이 평균적인 특성을 보이

는 학교에 비해 각 학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

육비용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산출하는 값이다. 이때, 학교 수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는 학교 크기, 저소득층 학생 비율, 다문화가정 학

생 비율 등이 있다.

교육비 지수는 크게 총비용 지수와 개별비용지수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김지하 외, 2012). 총비용 지수는 모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을 고

려하는 것으로 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학교의 특성을 지수화 한

개별비용지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해

평균적 특성을 가진 학교의 교육비 지수를 예측한 총비용 지수와 주요

관심사인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을 고려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

를 산출한다.

총비용 지수는 평균적인 특성을 가진 학교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개별학교를 비교한 상대적 적정교육비 수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육

비용함수의 모든 변수가 평균 특징을 갖는 가상의 학교의 적정교육비 수

준을 100으로 했을 때, 각 학교가 통제 불가한 요인들로 추가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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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적정교육비 수준을 보여주는 총비용 지수가 110이라면 해당 학교는

평균 특성을 가진 학교에 비해 교육비용이 10%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학교 수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

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균 학교 교육비는 교육 비용함수에서 도출한 각 연속변수들의 계수

값과 교육비용함수를 구성하는 각 변수의 평균값을 곱하여 더한 값에 상

수항을 더하여 산출한다. 각 학교의 교육비는 개별학교 해당 변수의 실

제 값에 교육 비용함수에서 도출한 계수를 곱하여 더한 값에 상수항을

더한 값이다. 학교별로 예측된 상대적 지수는 모든 변수에 대해 평균 특

성을 가진 학교의 교육 비용에서 각 학교에 대해 예측된 비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산출된 각 학교의 교육비 지수의 평균값은 100에 가깝게 나타난

다. 기준이 되는 100보다 더 큰 값을 갖는 학교는 추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적정교육비 계산식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보장하

기 위해 기초학력 이상 학생 100%를 목표로 할 때의 적정교육비를 산출

한다. 즉,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기초학력 수준 이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를 추정하는 것이다. 적정교육의 목표가 되는 성취 수준

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김지하 외, 2012; 홍지영·정동욱,

2012; 엄문영 외, 2013; 윤홍주, 2014), 이때 성과 수준을 분리하는 기준

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 등급을

따른다.

적정교육비는 비용함수를 통해 산출한 추가 교육비를 실제 교육비에

더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윤홍주, 2014). 교육비용함수의 기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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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이상 학생 비율 변수의 회귀계수에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를 곱

한 값은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1% 높이기 위한 학생 1인당 추가

교육비를 의미한다. 이 값에 학생 수를 곱한 값이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1% 높이기 위한 교당 추가 교육비가 된다. 최종 목표로 하는 기

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100%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교당 추가 교육비

산출을 위해서는 여기에 개별 학교당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곱한

값을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학업 성취도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추가 교

육비 산출에서 더 나아가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기초학력 이상 학생

100% 달성을 위한 추가 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라. 가중치(Weight) 산출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차이도

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교육비 차이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적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비를 배분할 때에도 차이를 두어

야 함을 인정한다. 기준이 되는 학교급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단위

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학교급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단위 교육비의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다(윤정일, 2004).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비 배분 과정에서 교육비차이도를 규정하는 별

도 조항이 없다. 이에 학생의 특성에 따른 1인당 교육비의 상대적 수치

를 표현하기 위해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

문화가정 학생 가중치는 교육비용함수에서 산출한 다문화가정 학생 변수

의 계수와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을 곱한 값을 exp 취하여 1을 빼고,

이 값을 다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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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분석대상 특성

이 연구는 교육비용함수모형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한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표 Ⅳ-1>과 같이 기술통계 결

과를 제시하여 분석대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을 통해 다른

모든 특성이 평균 수준인 학생이 적정수준의 성취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1인당 적정교육비가

확보되고 있는지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실제 학교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를 제시한다. 또한, 적정교육비의 학교 간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학

교당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 현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술통계는 분석 대상인 2013년과 2014년의 통계량을 따로 제시하고,

전체 평균도 함께 제시하였다. 실제 교육 비용함수에는 학생 1인당 교육

비와 강사 수의 자연로그값을 투입하였으나, 본 기술통계표에서는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을 제시하였다.

총 분석 대상인 1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학생 1인당 교육

비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약 193만원, 2014년에는 약 205만원으로 두

해 평균 약 199만원의 교육비가 산정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비용,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비, 선택적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이다.

교육 성과 변수로 고려한 학업 성취도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

체 과목 평균 91.75%였다. 이때, 세 과목 모두에 응시한 학생을 분석 대

상으로 하여 세 과목 평균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의 산출을 보다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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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13 2014 전체

(N=174) (N=174) (N=348)

종

속

변

수

교

육

비

용

학생 1인당 교육비

(원)
1,937,347 2,059,408 1,999,034

독

립

변

수

교

육

성

과

평균 기초학력

이상 비율
91.83 91.66 91.75

기초

학력

이상

비율

국어 95.93 94.23 95.08

영어 88.48 87.80 88.14

수학 91.08 92.95 92.02

학

교

특

성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1.47 1.92 1.70

학생빈곤율 15.87 17.43 16.15

학급수 31.02 30.65 30.83

학교용지 총계 (m2) 21025.32 20950.28 20987.80

총 강사 수 0.98 0.85 0.92

지

역

특

성

지역

규모

읍면지역 0.17 0.17 0.17

중소도시 0.41 0.41 0.41

대도시 0.26 0.26 0.26

특별시 0.16 0.16 0.16

<표 Ⅳ-1>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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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과목을 각각 살펴보면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국어는

95.08%, 수학은 92.02%, 영어는 88.14% 순서로 국어 과목의 성취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국어와 영어과목의 경우 2014년의 성

적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으므로 전년도보다 추가 교육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독립변수로 고려한 학교특성 변수 중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2013

년도 1.47%에서 2014년도 1.92%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이론적 배

경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증가 현황과 일치한다. 학생 빈곤

율 변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방과후학교 바우

처 수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다

문화가정 학생 비율과 함께 2014년에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

교 규모의 대리변수인 학교당 학급수는 평균 30.83명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지 및 시설비를 고려하기 위해 살펴본 학교용지 총계는 두 해에 거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학교특성으로 고려한 학교당 강사 수

는 최소 0명에서 최대 5명으로 평균 0.92명이었다.

(단위: 천원)

구분 총교육비
학교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13 253,814,260 1,375,647 512,248 1,937 788

2014 262,502,246 1,377,478 512,625 2,059 853

<표 Ⅳ-2> 분석대상 실제교육비 규모

전체 분석대상 학교 중 41%가 중소도시의 학교였으며, 26%가 대도

시, 17%가 읍면지역, 16%가 특별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적정교육

비 산출을 위해 분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제교육비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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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인 174개교의 교육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학교당 교육비는

2013년 평균 약 13억 7,564만원, 2014년 평균 약 13억 7,747만원으로 나

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2013년 평균 193만원에서 2014년 평

균 205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단위: 명, %)

구분 학생수
다문화 학생 수 다문화 학생 비율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2013 145,185 9.59 0 70 1.47 0 15.32

2014 142,192 11.65 0 89 1.92 0 20.75

<표 Ⅳ-3> 분석대상 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고자 하는 만

큼 다문화가정 학생 정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학교의 학생 분포와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표Ⅳ-3>과 같다. 분석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전체 학생 수는 2013년 14만 5천여명에서 2014년 14만

2천여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평균 9.59명에서 11.65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규모 및 비율이 높아졌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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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교육비 지수

로그 학생 1인당 교육비
OLS GLS

(N=348) (N=348)

교육

성과

평균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0.001

(0.002)

0.002***

(0.001)

학교

특성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0.010

(0.009)

0.007**

(0.003)

학생빈곤율
0.000

(0.001)

0.001**

(0.000)

학급수
-0.015***

(0.002)

-0.014***

(0.000)

학교용지 총계 (m2)
0.000

(0.000)

0.000***

(0.000)

로그 총 강사 수
-0.009

(0.012)

-0.005*

(0.003)

지역

특성

지역

규모

중소도시
-0.126***

(0.049)

-0.147***

(0.015)

대도시
-0.053

(0.053)

-0.064***

(0.014)

특별시
-0.373***

(0.062)

-0.391***

(0.020)

연도
0.042

(0.030)

0.056***

(0.007)

cons
14.847***

(0.218)

14.816***

(0.065)

Wald Chi2 224.85***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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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교육비용함수 산출 결과

<

표 Ⅳ-4>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교육비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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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합동회귀분석(Pooled OLS)

결과와 패널데이터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다른 시점과의 자기상관을 통제

하기 위해 활용한 패널 GLS(Generalized Least Square) 분석 결과를 함

께 제시한 것이다. 해석은 보다 강건한 모형인 GLS 분석 결과를 중심으

로 한다.

우선,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유의한 관계

를 보였다.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

가 교육비가 필요할 것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역시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높은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현황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방과후학교

바우처 수혜자를 함께 고려한 학생 빈곤율도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료급식 학생 비율과 특수교육 학생 비율

을 고려하여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는 경향으로 교육 복지 재정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교의 규모를 나타내는 학급 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와 부적 관계를 보

인다. 이는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의 규모의 경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학교용지

총계는 그 면적과 연령이 공통경상운영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했을 때 교육비와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총 강사 수가 많아질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게 소요된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지역변수는 읍면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여부에 따라 교육비가 적게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읍면지역 학교에

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연구와 소규모 학교 및 학생 수의 적정성을 연구



- 46 -

한 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패널 GLS 분석 특성상 연도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분석

하였으며(한치록, 2017), 그 결과 해가 지날수록 교육비는 더 많이 소요

됨을 확인했다.

로그 학생 1인당 교육비

GLS

국어

(N=348)

영어

(N=348)

수학

(N=348)

교육

성과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0.003***

(0.001)

0.001**

(0.000)

0.000

(0.001)

학교

특성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0.006*

(0.003)

0.008**

(0.003)

0.008**

(0.003)

학생빈곤율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학급수
-0.014***

(0.000)

-0.014***

(0.000)

-0.014***

(0.000)

학교용지 총계 (m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로그 총 강사 수
-0.007*

(0.004)

-0.005

(0.003)

-0.007

(0.003)

지역

특성

지역

규모

중소도시
-0.140***

(0.015)

-0.147***

(0.015)

-0.145***

(0.014)

대도시
-0.057***

(0.016)

-0.066***

(0.014)

-0.060***

(0.013)

특별시
-0.392***

(0.022)

-0.392***

(0.019)

-0.377***

(0.020)

연도
0.059***

(0.008)

0.055***

(0.007)

0.047***

(0.006)

cons
14.671***

(0.064)

14.861***

(0.052)

14.948***

(0.063)

Wald Chi2 2317.06*** 3384.82*** 24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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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 과목별 교육비용함수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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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종속변수로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과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교육 성과 변수인 과목별 기초학

력 이상 학생 비율을 먼저 살펴보면 수학 과목을 제외한 국어와 영어 과

목의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추가

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 역시 그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과목별 교육비

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더욱 많

은 교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 교육비용함수 산출 결과 교

과목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학생의 과목별 학습 특성도 함께 고

려했을 때, 보다 맞춤형 교육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교육비 지수 다문화 학생 교육비 지수

2013 2014 2013 2014

총 학교수 (개교) 174 174 174 174

평균 99.99 100.05 101.61 100.00

최소 96.16 96.00 18.97 17.55

최대 103.21 103.77 219.2 211.83

평균 이상 학교

(개교)

90

(51.72%)

90

(51.72%)

88

(50.57%)

84

(48.28%)
평균 이하 학교

(개교)
84 84 86 90

<표 Ⅳ-6> 총교육비 지수 및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

<표 Ⅳ-6>에서는 총교육비 지수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총교육비 지수를 기준으로 약 51.72%의 초등학

교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특징으로 인해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반수의 학교가 평균 특성을

갖는 학교에 비해 추가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적정교육 수준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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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교육비 지수는 2013년과 2014년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 반면 다문화지수의 경우 2013년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

평균 특성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총교육비 지수는 평균적인 특성을 갖는 학교의 적정교육비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비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값이 100에 가까운 값으로 나

타난다. 정확히 100이 아닌 조금 못 미치거나 조금 넘어선 값으로 산출

되는 것은 실제 완전히 모든 특성이 평균인 학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Duncombe, 2007; 엄문영 외, 2013).

[그림 Ⅳ-1]와 [그림 Ⅳ-2]은 각각 총교육비 지수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의 평균, 최댓값, 최솟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박스플롯이다.

[그림 Ⅳ-1] 총교육비 지수

총교육비 지수의 최댓값이 2014년 103.77로 평균인 100.05에 비해 추

가 교육비가 필요한 학교 비율이 51.72%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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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다문화 학생 교육비 지수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는 최댓값이 2013년의 219.2%

로 평균에 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비용이 많은 학교가 총 교육비 지수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교육비의 약 두 배 이상의 교육비

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비 확보 및 배분에

있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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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교육비용함수의 값을 활용하여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 성취 목표를 기초학력 이상 학생 100%로 설정했으므로 여기에서

는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1% 높이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교육비와

최종적으로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100%가 될 때, 즉 기초학력 미

달 학생 비율이 0%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이

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교육비와 실제 분석대상 학교의 현행

교육비 규모를 비교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할 교육비의 총액을 제시하였

다.

(단위: 원)

학생 1인당 추가교육비 교당 추가 교육비

2013 2014 2013 2014

평균 2,916.66 3,186.22 2,060,811.16 2,146,889.37

국어 5,756.55 6,252.26 4,067,383.43 4,202,382.01

영어 2,046.41 2,222.64 1,445,926.09 1,493,917.13

수학 97.51 105.91 68,898.05 71,184.81

<표 Ⅳ-7> 기초학력 이상 학생 1% 상승을 위한 추가 교육비

<표 Ⅳ-7>은 교육비용함수에서 산출한 계수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이

상 학생 비율을 1%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교육비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평균 학력 수준의 상승을 위해 학생 1인당 약 3,186원이 추가

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각 과목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 과목

의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1% 높이기 위해서는 6,252원이, 영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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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는 2,222원이, 수학은 105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과목 중 국어 과목의 추가 교육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기술통계

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국어 과목의 기존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가

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원)

학생 1인당 추가 교육비 교당 추가 교육비

2013 2014 2013 2014

평균 265,316.26 291,266.81 190,056,781.60 197,669,800.41

국어 551,323.28 590,089.91 388,856,928.67 397,035,885.61

영어 178,482.21 193,766.47 129,340,124.13 132,229,443.07

수학 8,766.63 9,813.03 6,302,220.87 6,634,666.16

<표 Ⅳ-8> 기초미달 학생 0% 달성을 위한 총 추가 교육비

<표 Ⅳ-8>은 총 기초미달 학생 0% 달성을 위한 추가 교육비의 합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교육 성과의 기준으로 한 기초학력 이

상 학생 100% 달성, 즉 다시 말하면 기초미달 학생 0% 달성을 위해 필

요한 학생 1인당 추가 교육비와 학교당 총 추가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

다.

우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기위해 필요한 총 추가 교

육비는 학생 1인당 평균 29만 1,266원으로 산출되었다. 과목별로 분석했

을 때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수준 도달을 위해 평균 59만원

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으며, 영어는 평균 19만원, 수학은 평균 9천원 가

량의 추가 교육비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른 과목

에 비해 국어 과목의 전체 학생 적정교육수준 도달이 가장 많은 재정적

보조를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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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구분 적정교육비 실제교육비 차이

2013 2,868 2,538 330

2014 2,968 2,625 343

<표 Ⅳ-9>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0% 달성을 위한 적정교육비와 실제교육비의 비교

<표 Ⅳ-9>에서는 위의 두 표를 바탕으로 실제교육비와 적정교육비를

비교하고,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교육비의 총액을 제시하였다. 이미 적정

교육비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비를, 적정 교

육비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금액

을 합산한 결과 2014년 기준 총 필요 교육비가 2천 968억원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실제 교육비에 비해 총액이 약 343억원 더 큼큰 것으로 나타

나 추가 교육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

비 산출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 4 절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평균 특성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한 것에 이어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같은 수준의 적정교

육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다르게 추정되는지 살펴본 것이

다. 학생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육비 산출을 위해 우선 학생 가

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

건이 같은 경우를 가정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에 따른 교육비의 차

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 53 -

구분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치

사례수 평균 최소 최대

2013 174 0.7131 0.7093 0.7490

2014 174 0.7143 0.7093 0.7639

<표 Ⅳ-10>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치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치를 제시한 <표 Ⅳ-10>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71% 더 소요된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1인당 최소

70%에서 최대 76%까지 교육비를 더 필요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원)

구분 실제 교육비
일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2013 1,937,000 2,295,316 3,932,105

2014 2,059,000 2,341,266 4,013,632

<표 Ⅳ-11>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와 실제 교육비 및 일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의 비교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치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을 1%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추가 비용을 산출

할 수 있다. 산출 결과 2013년에 총 4,996원, 2014년에 총 5,462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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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1% 높

이는데 일반 학생에 비해 약 2,070원에서 2,262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표 Ⅳ-11>에서는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고 이를 앞서 구한 일반 학생 1인당 적

정교육비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변수가 모두 평균값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일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가 추가 확

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는 2013년

393만 2,105원, 2014년 401만 3,632원으로 산출되었다. 즉, 다문화가정 학

생 1인당 교육비는 일반 학생의 교육비에 비해 총 1.71배 더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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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적정수준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 1

인당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여 일반 학생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반하여 그 수와 비율이 증

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과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여건 때

문에 일반 학생보다 추가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계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비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로 대표되

는 결과적 평등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다. 이는 학업 성취도를 학교교육의 주요 성과로 보고, 공교육

의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

정 성취기준을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100%, 즉 기초미달 학생 비율

0%로 설정하였다.

적정교육비 산출 방식은 교육비용함수모형, 전문가 판단모형, 성공적

인 사례모형 등 다양하다(Downes & Stiefel, 2008; 송기창 외, 2013). 이

연구에서는 그중 교육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여 평균 특성을 갖는 학교에

비해 각 학교의 상대적 교육비 수준을 나타내는 총교육비 지수와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비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교육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

여 일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다. 산출 결과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학생 1인당 평균 29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학교 수준에서는 약 1억 9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다문화가정 학생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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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약 0.71의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성과를 이루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약 71%의 추가 교육비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산

출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는 약 393만원에서 401만원으

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 함양을 포용하는 교육을 위해

서는 같은 수준의 교육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더라도 학생 특성에 따라

다른 수준의 교육비가 필요함을 밝힌다는 의의가 있다. <표 Ⅳ-11>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상대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

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결과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교육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

개개인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보다 효

율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다

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 통폐합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일

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다(양계민, 2017; 감사원, 2018).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재구성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발달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

육비 배분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교당 교육비 배분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단

위비용은 유·초·중·고등학생 외에 특수학교 학생과 영재학교 학생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고려 대상을 다양화·세분화하고, 학생 수 자체에

가중치를 두거나 단위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배분 방식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년 표준교육비 산출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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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비용을 고려한 것과 같이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규모를 고려한 예산 지급 방식을 마련하고 충

분한 교육비를 배분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 높은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함수 모형을 구성하

여 변수들간 관계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적정교육비 산출의 경우 데이터

의 정확성과 엄밀함이 가장 중요하다(Downes & Stiefel, 2008). 이에 보

다 엄밀하게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장기적 분석과 지역별, 학교급별, 취약계층의 서

로 다른 유형별 적정교육비를 추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보

다 풍부한 연구와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초학력 이상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같이 보통학력 이

상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교육비를 추정할 필

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

로 구분되며 국제결혼 가정은 다시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의 학생 비율과 성취도 정보를 파악하여 유형에

따라 다른 교육적 수요와 필요도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교육비를 산출해

볼 수 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의 규모는 양적으로 꾸준히 팽창했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교육부, 2018). 이는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

지증진, 학교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재정

배분의 대상에 대한 고려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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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정의 확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추가 교육재

정 투자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학생의 학습 성과 보장을 위해 교

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인지적 학습 능력, 사회적 지지, 자아 정체성을 균

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Schuller, Brassett-Grundy, Green,

Hammond & Preston, 2002).

어떠한 상황에 놓인 학생이라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사회에

서 동의한 최소의 교육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교육이 단순히 국가교육과정을 전

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의 삶의 전반을 보살피는 동시에 학업 성취도

를 제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처간 정보의 허물 없는 공유

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적정성 제고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다문화가정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의 별도 추정

노력은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비

산출과 이를 통해 결과적 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

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교육비 지원이 필

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비 산출을 시도해

왔다. 이처럼 보다 엄밀한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존의 시도와 이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이 더해지는 것,

즉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보려는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특

성을 고려한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용적 교육

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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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child deserves the same educational opportunities regardless

of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s they are granted. Indeed,

education is the cornerstone of not just individual’s but also nation’s

prosperity.

To secure the quality of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role of educational support especially lies at the fields of public

finance. With the finite education finance and for its efficienc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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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f discussion has moved from the discourse of equity which is

a relative concept based on comparisons of spending across schools

to the conception of educational adequacy, which is discussed in

absolute term to provide sufficient spending for students to have an

opportunity to meet the standard level of performance.

This study is an inaugural attempt to measure the adequate cost of

educ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guarantee their

absolute level of education. It is an effort to highlight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schooling and its financing system by

computing how much funding is sufficient for multicultural students

to meet the standard achievement. Challenging the current school

financing system with the adequate cost of education can secure the

vertical equity which in terms of the outcomes can also be construed

as an adequacy.

Among the quality data sets, this stud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from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 of 2013 and 2014.

To measure the adequate cost of education, this study adopts the

Cost Function Approach which applies economic theory and the

functional form to measure the cost of obtaining the established

standard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Using a panel

GLS(Generalized Least Square) estimators, it was possible to draw

more reliable assumptions. Adequate spending for the multicultural

students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spending in the benchmark

school by a cost index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been calculated using the cost function estimates.

Major findings demonstrate as follows: First, cost index of

multicultural student is derived from 18.97 to 219.2. The 50.57% are

deduced to have the index larger than 100 which means that about

50.57% of primary school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nee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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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pport than the ones with averag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distributing education budget to the school budget

accounting, the government need to ramp up efforts to allocate them

differently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school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Second,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for general students to

ensure that they achieve the basic academic proficiency level is

identified not sufficient. It shows that current school budget

distribution structure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 cannot cater

the student needs enough for the adequate education.

Third, the output of the weight for multicultural student turns out

to be 0.71. It means that if other conditions are all the same,

multicultural students to reach the sam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71% more of education budget is needed. The spending

that is deemed adequate to assist the schooling of multicultural

students is measured as 4,031,632 won in 2014.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spective financial supports to th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 that current school

financing system for multicultural students are not sufficient

whereupon lead to the argument that we need to secure adequate

budget considering student characteristics especially if they are

obvious to be exposed to a feeble education conditions.

Distributing even amount of educational finance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at all will reach the equal academic

achievements. Discriminatory inputs are required for groups with

different educational needs. Incorporating different student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ng

school budget. It is necessary to compose the school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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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more actively and substantially based on the education policy

and the system to protect the adequate education for unheeded group

of students.

Keywords : Education cost of multicultural student,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cost function approach, marginal cost

Student Number : 2017-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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