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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에 있어 낮은 대출금리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학생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적 형

평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에 정부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재정위험은 커지

게 되므로 국가장학기금의 재정건전성과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 문제는 근

본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다.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재

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간의 갈등관계를 살펴보고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재정

부담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신용보증공급, 대손위험률, 대출금리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정

부필요출연금 규모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연구결과 학자금 대출금리 변화가 다

른 어떤 변수보다도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근거

하여 국가장학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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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1)(이하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안

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이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 대출, 저리 대출, 일반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학자금 대출제도 관련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취업 후 상환

제도(ICL)”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할 예정2)에 있는 등, 학자금 

대출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관점에서의 고찰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경제위기시 연체율의 상승, 낮은 채무상환율  등으로 

인해 정부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간접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

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견해도 있

어 다양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국가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정

부개입의 정도가 높고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운영의 건

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갈등관계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의 사유화가 높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두 이념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다. 

국내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은 OECD 30개국 중 최하

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채재은, 2005). 최근 사회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

자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요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정부예산과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학자금 대출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는 없다. 특정 정책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다른 정책영역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 손

실을 전제해야 하며, 특히 막대한 복지수요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고등교육재

1)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과 국가장학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중 정

부지원 학자금 대출사업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ICL), 농어촌출신대

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는 한국장학재

단 업무 중 국가장학사업을 제외한 정부학자금 대출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국가장학기금을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
가장학기금의 존폐여부와 상관없이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재정 건전성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신용보증공급, 대손위험률, 대출금리와 정부재정부담의 관계는 제도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원에 대한 재정건전성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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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확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확

대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수요의 증대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재단채권을 발행하고 있

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의 확대는 정부의 잠재적인 부채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정부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장학기금(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포함)은 신설 기

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다른 보증 기금에 비해 현재까지는 신용보증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

지만, 2009년 한 해 동안 약 2조 5천억원 학자금 신규 대출과 대출규모의 성장세를 고려하

면 향후 신용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자금 대

출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재정부담의 장기적인 예측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대출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수혜자의 폭이 넓어지고 학생부담

은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 정부재정 부

담 증가로 인해 재정위험은 커지게 되므로 국가장학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은 

기본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수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학자금대출의 재정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3). 결국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담보 없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학자금대출제도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

성간의 갈등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켜 나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제도의 현황과 주요특징을 살펴보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장학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간의 갈등관계를 대출금리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 공

급규모 및 대손위험률, 대출금리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정부재정부담 정도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국가장학기금설치의 근거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단과 기금의 설립 및 운용

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지만,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

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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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1.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배경 

고등교육에서 정부개입이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로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이 갖는 외부효과

(Externalities)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들 수 있다(하준경, 2006). 고등교육은 사적 재화

나 서비스와 달리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 증진과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생산 될 가

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김안

나, 2005; 남수경, 2007, 2008). 또 다른 이유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투자는 다른 투자와 달리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장기간 투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

본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투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김도기, 2005; 이기영, 2006; 안종석 외, 2006). 특히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학생

이나 학부모 측과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한다면, 금융기관

은 미래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커질 것이며 그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Christie & Munro, 2003; Grubb & Tuma, 1991; 박정훈 외, 2008). 이 

같은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와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개입을 정당화 하고 있다(Hauptman, 2004).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개입을 지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사회적 형평성 

확보4)를 위함이라 할 수 있다(John & Noell, 1989; Johnstone, 2003). 고등교육의 형평성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전자를 수평적 형평성

(horizontal equity), 후자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있

어서 수평적 형평성, 즉 교육기회의 균등은 고등교육을 필수재(necessities)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유해야 할 권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직적 형평성은 저소득

층 가정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

하고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이 보편

4)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은 신행정학 학파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개념의 윤리적･철학적･규
범적･포괄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불

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가

치규범(H. G. Frederickson. 1980)”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교육복지를 제공해야 함(need-based scholarship)을 의미하는 저소득층 지원

(수직적 공평성) 측면과 대학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대학

교육의 기회확대(수평적 공평성) 측면으로 나누어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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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형평성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개입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

사회적 논거로 작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Hillygus, 2005).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요구5)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 수혜자의 폭(수평적 형평성)을 넓히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

(수직적 형평성)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미국 및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는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5년을 전후로 하여 활발히 이루어 

졌는데, 이는 미국식 학자금 대출제도의 국내 도입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주제는 과거 이차보전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신용보

증 및 유동화 방식”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상당부분 정착된 최근에는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제도

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

선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며, 또 다른 관점은 신용보증 및 유동화방식이 사회적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

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이다. 

이창용 외(2006)는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도입 이후에 왜 학자금 대출금리가 상승했

는지를 채권의 유동화와 금리결정 구조에 입각하여 원인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수경(2007, 2008)은 신용보

증 및 유동화 방식이 여전히 제도운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

안으로 선진국의 소득연동상환형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연구뿐만 아니라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잠재적 재정위험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박

정훈 외(2008)는 지속가능한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료율 설

정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필규(2010)는 학자금 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금의 부

5) 2010년 1학기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는 5.7%로 국고채 금리인 4%보다 1.7%가 더 높게 책정 되었

다. 언론과 각종 민간단체에서는 국내의 주요 정책금리가 무이자나 1-4%대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으

며 해외의 주요 각국도 등록금 관련 금리는 무이자나 극히 낮은 이자만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

서 정부학자금 대출제도의 높은 대출금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채재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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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신용관리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시스템적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 유형 논문 주요내용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

식의 필요성과 효과

“우리나라 대학생 학자금융자정책에 대한 연

구: 이차보전을 중심으로”(김병호, 2004).

이차보전 방식하의 학자금 대출제도 실태

와 문제점 분석 및 이차보전 방식 내에서의

개선방안 제시

“인적자원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

금 융자제도 활성화 연구”(김안나 이영 이중

희 채재은, 2004)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차보전방식에서 신용

보증 및 유동화 방식 도입 가능성 및 타당

성 분석

“OECD 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비

교 분석 연구”(채재은, 2005)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 및 논의를 통한 정책적 시사

점 도출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

선발전(前)단계를 중심으로”(김도기, 2005)

학자금 대출제도의 목적과 공평성을 신청

자격조건, 학자금 업무 전담인력 및 대출금

리를 중심으로 분석

“학자금대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과

제: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도입방안”(이

중희, 2005)

미국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 소개와 도

입방안 제시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용

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정책효과 분석”(김안

나, 2005)

이차보전방식 하에서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용보증 및 유

동화 방식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

“미국 학자금 대출제도의 고찰을 통한 정부보

증 학자금대출 발전방안”(류기윤 윤준철,

2007)

미국학자금 대출제도의 국내 도입필요성과

타당성 논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

식의 도입에 따른 문제

점과 한계: 사회적 형

평성 및 제도개선 측면

“학자금대출 금리결정모형과 현행금리 결정

의 적정성 및 금리인하방안”(이창용, 2006)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 도입이후 대출금

리 인상의 원인분석과 금리인하 방안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쟁점과 주요국의

최근 동향 분석”(남수경, 2007).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규모 확

대, 대출정보 제공, 민간기금 유치, 통합관

리체제 확보 방안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진단과 재

설계 방안”(남수경, 2008).

미국, 영국, 일본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바

탕으로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방안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

식의 도입에 따른 문제

점과 한계: 재정건전성

확보 및 신용관리 측면

“신용보증료율의 조정 필요성에 관한연구”(박

정훈 금현섭 전형한, 2008)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제도 운영을 위한 합

리적 수준의 신용보증료율 수준

“학자금대출시장 분석 및 유동화 활성화 방

안”(김필규, 2010)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부

채 확대 가능성과 신용관리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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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자금 대출제도 현황 

1. 학자금 대출제도의 현황 및 특징

1)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화과정 및 운영방식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제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규모면

에서 상당히 영세한 수준이었으며, 주로 장학금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되었다. 최초의 학자

금 대출제도는 정부가 대학장학금법과 대여장학금법 시행령을 1961년과 1962년에 제정･공
포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에 대하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1975년부터 2005년 8월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록금 

상당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각종 연구결과를 통해 이차보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선진적인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됨에 따라 미국식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2004, 김안나 외). 이로 인해 2005년 7월에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05년 2학기부터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이하 SLBS6) 방식)”에 따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동

법에 의거하여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의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실무적인 대출관련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

여 수행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 같은 SLBS 방식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는 2009

년 5월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2009년 1월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장학기금과 교육부 산하의 특별 법인으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하여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 흩어

져 운영하던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7)하게 되었다(김정주, 2009). <표 2>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과정에 따른 운영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6) Student Loan-Backed Securities의 약어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학자금을 대출하

여 발생된 채권을 의미한다.

7)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탁 운영하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은 국가장학기금 내의 계정으로 

포함되어 한국장학재단이 관리･운용하게 되었다.



332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표 2>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과정 및 운영방식 

구 분
이차보전 방식

(‘05.1학기이전)

SLBS 발행 방식

(05.2학기～09.1학기)

재단채권 발행 방식

(09.2학기～)

대출주체 금융기관 금융기관 장학재단

사무관리 학술진흥재단
주택금융공사내

학생신용보증기금
장학재단

수혜인원

(학기평균)
18만명 28.6만명 33만명

대출한도

(1인당)
2천만원

4천만원(대학)

6천만원(대학원)

9천만원(전문대학원)

4천만원(대학)

6천만원(대학원)

9천만원(전문대학원)

대출금리 8.25～9.2% 6.59～7.80% 5.8%

정 부

이자지원
소득 무관(4%)

소득수준별 차등화

(무이자～7.8%)

소득수준별 차등화

(무이자～5.8%)

대출기간
총 14년: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총 20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총 20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취업후 학자금 상환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권보전
부모 연대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정부 보증

(학신보 보증)

정부 보증

(장학기금 보증)

* 출처: 한국장학재단(2010) 제공 자료 재구성

2) SLBS(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도입배경 및 효과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일정수준의 이자를 부담8)하고 나

머지 이자의 차이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수

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는 첫째, 학자금 대출관련 예산운영이 경직성을 띠고 대출인원의 증가에 따라 정부

지출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과 둘째, 금융기관의 소극적 참여

로 인해 사회적 최적수준의 학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수평적 형평

성 측면)를 비롯하여 셋째,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이용 및 

접근 가능성이 낮았다(수직적 형평성 측면)는 점9)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아 왔다.

8) 예컨대 대출금리가 8.5%인 경우 학생은 4%의 고정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이 4.5%는 정부가 부담

하는 방식이다. 

9) 이차보전 방식에서는 대출 대상이 등록금으로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도 14년(7년 거치, 7
년 상환)에 불과 했고 대출한도도 1인당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소득과 무관하게 이차

보전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율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대출건에 대해 동일한 이자율

(4%)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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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차보전 방식의 문제점들로 인해 2005년에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입각

한 미국식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이란 대출을 받은 학

생이채무불이행시 정부가 설치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학자금대

출에 따른 대손위험을 제거하고(신용보증); 유동화 전문기관인 한국주택공사가 위험이 제거

된 학자금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하고 투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유동화); 자본시장에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학자금대출의 재원

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SLBS 방식은 직접재정지출 방식이 아닌 신용보증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금운용상의 수

익가능성을 보장하여 이차보전 방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부재정의 경직성 문제를 상당부

분 해소하였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공급할 경우 SLBS 방식은 이차보전방식

에 비해 정부재정 부담을 상당부분 절감10)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LBS 방식에서는 대출수혜자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어 학기

당 평균 28.6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나 이차보

전 방식에서의 학기당 평균 18만명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 확보측면에서 SLBS 방식이 우

월11)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과, <표 3>을 보면 SLBS 방식이 시행된 2005년부터 학자

금 대출금액과 수혜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SLBS 방식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각종 혜택을 신설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학자금융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무이자 및 저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

부가 학생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연대 보증인이 필요 없게 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대

출 접근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학자금 대출시 담보력 확보를 위해 일정 재산을 가진 학부모의 연대보증 및 민간보증보험기관

의 신용보증(보증료율 최대 11.6%)을 필요로 했기때문에 담보력이 약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신용

보증이 쉽지 않아 결국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김병호, 2004).

10)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1조원씩 총 20년간 20조원 학자금 

대출시 이차보전 방식에 비해 SLBS 방식이 총재정소요 측면에서는 3.4배, 순재정소요 측면에서는 

5.8배 정도를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안나 외, 2004).

11) 은행 예금이 아닌 장기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학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SLBS 방식 하에서는 대출한도가 늘어

났으며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대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출기간 또한 총 20년(10년 거

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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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자금 대출현황

<표 3> 학자금 대출현황
<단위: 억 원, 천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출액 4,850 6,631 7,842 8,234 8,923 16,257 21,295 23,486 25,125

수혜인원 221 280 303 298 294 515 615 635 67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 2010.

이처럼 2005년도 2학기부터 운영한 SLBS 방식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정운영

의 유연성･효율성 확보 및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자금 대출금리12)와 국가

보증채무로 인한 잠재적 재정위험성증가 문제가 새롭게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SLBS 

채권시장에서의 시장금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에 강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에서 가산 금리의 

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자금 대출금리13)가 높아져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

다. 실제로 기존의 이차보전 방식에서 SLBS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

반학생 대출의 경우 학생부담 금리가 기존 4.0%대에서 7.0%대로 올라 고금리 문제와 이로 

12)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국고채보다 높다.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는 5.7%로 국고채의 4%보다 1.7%p가 더 높다. 2009년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1, 2학기에 각각 

7.8%와 5.8%였지만 국고채는 각각 5.8%와 4.5%에 불과했다. 

13) SLBS 발행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일정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하여 결정되며, 이때 가산 금

리는 발행기관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콜옵션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이 같은 발행금리와 SLBS 발행에 따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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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연체자 증가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학자금 대출 재원확보를 위해 발행된 SLBS는 일종의 국가보증채무에 속하며 대출

한도와 범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정부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명시적으로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인 채무로서 보증채무의 증가는 중장기적

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구조

조정기금채권 및 저소득층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햇살론 등 국가보증채무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14).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력이 약한 학생에 대한 신용대출이라는 점에

서 부실채권 발생 시 높은 대손가능성으로 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

며, 이는 결국 정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SLBS 방식은 학자금 대출금리가 SLBS 발행시장의 시장상황과 발행구조에 좌

우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재량적으로 책정할 여지가 적

으며, 대출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높아질 요인이 많다. 더불어 대손가능성이 

높은 국가보증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쉽지 않아 향후 정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3) 현행 재단채권 방식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와 특징

SLBS 방식 이후 각종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대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가장학기금의 운용 및 대출업무 구조를 살펴보면 기존 SLBS 방식하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국가장학기금으로 편입하였으며, 국가장학기금을 크게 학자금대

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과 학자금 지원계정(이하 “학자금계정”)으로 분리하였다15). 

보증계정은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신용보증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정부 등의 출연금, 보증료 및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및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반면 학자

금계정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및 학자금 대

출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예수금, 재단의 채권 매각 대금 및 각

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기부한 재산, 학자금계정의 운용 수익금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14)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 말 현재 32
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3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2011년에는 41조3,000억 원으로 

40조원을 돌파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보증계정(2010년 6월 말 총자산 8,474억원)은 금융기관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이전

의 SLBS 업무)하고 있으며, 학자금계정(2010년 6월 말 총자산 1,834억원)은 재단이 채권 발행을 통

해 조성한 자금을 재단으로부터 차입하여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직접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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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장학재단 및 국가장학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구조

*출처: 한국장학재단채권 신용등급평가 보고서, 한국기업평가(2010)

변화된 재단채권 방식에 따르면 학생들은 시중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직접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 같

은 재단채권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학자금 대출 금리결정에 있어서 정부재량의 여지를 넓

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재단채권 방식은 기존의 SLBS 방식과 마찬가지

로 “신용보증 및 유동화방식”이라는 재원조달 방식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 차이점은 한국

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한 유동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학자금 대출금

리 인하의 여지를 확보하였다는 것이다16). 

하지만 직접채권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가능해졌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

큼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SLBS 방식은 채무불이행에 따

른 대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출금융기관이 10%, 정부가 90%를 보증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재단채권 방식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손손실 발생시 최종 상환책임이 100% 정부에 귀속되도록 제도화 하였다17). 결

론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대출 및 보증상품의 이자율은 일반 금융기관의 

16) 정부는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방식을 기존 유동화채권 발행에서 직접채권 발행방식으로 바꾸어 한국

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1~1.5%포인트 정도 낮추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채발행

을 통해 재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검토했으나, 국가 빚으로 학자금 대출을 내준다는 논란이 공

청회 등에서 제기되자 정부보증 재단채권 발행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존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

식의 큰 틀을 유지하였다.

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학재단법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는 재단의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학재단법 제17조(출연금)와 제18조(채권의 발행)는 정부의 출연금 

교부를 통한 정부 재정 지원가능성과 재단채권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에 따른 보증가능성을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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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채권발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

어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2. 계층별 학자금 대출 구조와 사회적 형평성

2005.1학기부터 2009.2학기까지 SLBS 방식 도입 및 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에 따른 누적

대출건수는 약 262만 건에 이르며, 누적정부신용보증규모(이하 신용보증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2학기 현재 12조 7,22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점차적으로 등록금 수혜의 폭과 

범위가 확대되어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금리

의 변화추이와 대출 상품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학자금 대출금리 변화와 대출상품별 현황

<표 4> 학자금 대출금리 변화와 대출상품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해당
연도

2005-2 2006-1 2006-2 2007-1 2007-2 2008-1 2008-2 2009-1 2009-2

무이자
대출

72,094
(13.8%)

62,746
(7.5%)

99,735
(12.6%)

81,022
(7.4%)

116,946
(11.3%)

285,878
(23.0%)

264,010
(23.9%)

285,783
(21.68%)

332,237
(27.7%)

저리
대출

51,726
(9.9%)

57,448
(6.9%)

42,723
(5.4%)

64,732
(5.9%)

295,560
(28.6%)

398,559
(32.0%)

431,263
(39.1%)

525,340
(39.8%)

336,356
(28.0%)

일반
대출

398,506
(76.3%)

712,908
(85.6%)

650,162
(82.0%)

949,974
(86.7%)

621,311
(60.1%)

560,637
(45.0%)

408,223
(37.0%)

509,391
(38.6%)

532,820
(44.3%)

합계
522,325
(100%)

833,101
(100%)

792,620
(100%)

1,095,728
(100%)

1,033,817
(100%)

1,245,075
(100%)

1,103,495
(100%)

1,320,514
(100%)

1,201,412
(100%)

* 출처: 2010 한국장학재단 통계연보, 자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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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S 방식 도입 초기에는 6.95%∼7.05%의 대출 금리와 함께 전체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저리대출18) 및 무이자대출에 비해 일반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2007.1학기 기

준으로 86.7%)하고 있다. 반면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2학기부

터는 상대적으로 저리대출 및 무이자 대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19)하였다. 그 결과 2008

년, 2009년의 무이자 대출과 저리 대출의 합(비중 59%)은 일반대출(비중 41%)을 역전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저리 및 무이자 대출의 수혜자가 늘어나 소득격차 완화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은 향상된 반면, 일반대출 금리는 7.30%∼7.65%로 상승하여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는 저리대출 및 무이자대출 확대에 필요한 추가 정부재정

소요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보전하기 보다는 일반대출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대출 금리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정부출연금의 확대를 

실시해 왔으며20), 2009년에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수수료 및 유동화 비용

절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재단채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요컨대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수

직적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추가적인 정부재정지출이 없을 경우 일반

학생에 대한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최근 재단채권 방식으로의 변화

도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및 사회적 형평성 비교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

서 분석해 보았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재정 운영상의 유연성과 잠재적 재정부담 수준으로, 

사회적 형평성21)은 수혜범위와 이자부담의 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18) 저리대출은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 중 일부는 정부가 보전하고 차액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

며 현행 저리 1종(정부부담 3.5%)과 저리 2종(정부부담 1.5%)으로 구분하여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시

행하고 있다.

19) 2005년 2학기의 경우 일반대출, 무이자대출, 저리대출의 비중이 각각 76.3%, 13.8%, 9.9%이었으며 

2007년 1학기에는 각각 86.7%, 7.4%, 5.9%로 일반대출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점차 무이

자대출 및 저리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9년 2학기의  경우 각각 44.3%, 27.7%, 28.0%를 기록하

여 무이자 대출 비중이 최근 5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 참여정부는 2008년도 예산에 학생신용보증기금에 1,540억원을 무상지원으로 출연했다. 이명박 정부

도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서 2,5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였고, 2009년 8월에는 추경포함 3,378억원을 

학생신용보증기금(채권발행비용 포함)에 출연하였다.

21) 여기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학자금 지원혜택을 주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갈등관계의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339

<표 5>와 같다. 

<표 5> 학자금 대출방식별 재정건전성 및 사회적 형평성 분석

재정건전성 사회적 형평성

유동성 잠재적 재정부담 수혜범위 이자부담

이차보전 방식 낮다 작다 좁다 적다

SLBS 발행 방식 높다 중간 넓다 많다

재단채권 발행 방식 높다 크다 넓다 중간

먼저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은 낮은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신용보

증 및 유동화 방식에 입각한 SLBS 방식과 재단채권 방식은 공통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에 비

해 높은 유연성을 보인다. 그러나 잠재적인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이차보전금액이 명시적으

로 정부예산계획에 반영되어 정부재정지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이차보전방식과 달리, 

SLBS 방식과 재단채권 방식은 향후 지속적인 신용보증규모의 증가로 인해 정부보증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재정부담은 훨씬 높게 된다. 특히 SLBS 방식에 비해 재단채권 발행

방식은 대손손실금에 대해 100% 전액 정부신용보증을 한다는 점과, 최근 취업 후 학자금제

도 실시22) 등으로 인해 대손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잠재적 재정부담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은 그 수혜범위가 좁은 반면, 일반대출의 경우에

도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이차보전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의 이자부담은 연 4% 정도로 적

은 편이다. 반면 SLBS 방식은 대규모 신용보증이 가능해 지면서 학생들의 대출기간이 연장

되고 대출한도는 늘어 수혜범위는 넓어졌다. 그러나 학생대출 금리는 채권시장 금리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SLBS 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과 같은 SLBS 발행

비용으로 인해 높은 대출금리 수준을 보이면서 이차보전 방식에 비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은 

늘어났다. 반면 재단채권 방식은 수혜자범위에 있어서 SLBS 방식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

되, 직접채권발행으로 SLBS 발행비용을 절감23)함으로써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

는(수직적 공평성)측면보다는 대학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대학교육의 기회확대(수평적 공평성)측면에서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혜범위와 이자부담을 기준

으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비교하였다.

22)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학생들이 취업해야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구

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상환 연체로 인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3) SLBS 발행비용은 SLBS 발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를 말하며, 이에는 학자금 대출채권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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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재단채권 방식에서 2010년 2학기 대출금리24)는 5.2%로 SLBS 방식에 비해 1∼

2% 가량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차보전 방식 하에서의 학생 이자부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재단채권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변경한 것은 정부재정부담의 위험성을 감

수하고서라도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출금리 인하요구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의 확대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부실화를 막고 안정적인 학

자금 대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재정부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움직임

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결국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제도 운영의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 추구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라는 원천적인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금의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어떻게 건전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하에서는 신용보증공급, 대손위험률, 대출금리의 변화가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예측해 보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대출금리 수준과 향후 기금 

운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Ⅳ. 재정건전성 시뮬레이션 모형

1.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가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신용보증공급규모, 대손위험률, 대출금리(채권발행수익률)의 변화

에 따라 필요한 정부재정부담의 정도를 살펴보고, 정부 재정운영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과 함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본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가정을 한다.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 SLBS 선순위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신탁을 관리하는 

공사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신탁 수수료, 주관사의 인수 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및 법무법인 수수료, 
상장수수료 등 초기/계속비용과 대손비용 등의 합계이다(김정주 2009). 재단채권 발행방식으로 전환

은 이와 같은 SLBS 발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다.   

24) 대출방식이 정부보증 은행대출에서 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바뀌면서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로 낮아졌다. 2010년 2학기 금리인 5.2%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

작된 2005년 2학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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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출기간에 대한 가정이다. 학자금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환 방식으

로는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되는 “원금균등상환”과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있다. 이하 분석모형에서는 대출의 만기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하여 최장 20년을 가정

하며, 조기상환은 존재하지 않고, 상환기간동안 균등하게 원금이 상환되는 것을 가정한다.

둘째, 보증비율은 대위변제비용의 100%를 정부부담으로 가정한다. 과거 SLBS 방식에 따

르면 기금의 대손손실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금액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부분보증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따라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대손금액

의 90%만을 정부가 대위변제하며 나머지 대손위험 10%에 대해서는 학생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었다. 이는 대출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단채권 발행방식으로 변

경되면서 대손손실 발생의 경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본 모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대위변제비용의 10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기금운용배수는 신용보증공급을 당해 연도 연말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운

용배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론적인 근거는 없으나 정부출연금액에 따라서 자동

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업이나 은행권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기관의 

경우에는 파산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최적운용배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 삼지 않

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기금의 총 보증 한도는 보증재원출연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

의 20배 이내로 규정하여 운용배수를 최대 20배까지 운용25)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용배수는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자본비율(BIS)의 역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대상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한 국제 규정을 참

고할 때 12.5배 정도를 적정한 운용배수라 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운용배수를 12배로 

가정한다.

2. 시뮬레이션 모형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형은 일반적인 기금의 재정위험측정을 위해 개발된 한국조세연

구원의 기금재정위험분석모형(박형수 외, 2007)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시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2조제1항 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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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MS Office Excel 200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들과 결과변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인 정부재정부담

의 정도를 추정한다. 기본모형 분석에서는 주요 변수인 신용보증공급(G), 대손위험률(m), 채

권수익률(p)의 증감에 따라 정부필요출연금(W)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

가장학기금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대출금리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 시뮬레이션 모형 

모형의 기본가정을 토대로 대출기간은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을 가정하며, 조기상환

은 존재하지 않고, 원금균등상환을 가정하며, 운용배수(k)는 12배, 보증비율은 100%, 관리비

율은 0.5%, 채권수익률(p)은 1%, 대손위험률은 10%로 가정한다. 

3. 주요변수 설명

국가장학기금의 재정건전성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형의 변수 및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잔고: ∑G(t)

신용보증잔고 ∑G(t)는 해당연도까지의 총대출금액에 대한 보증공급액의 누적 합으로 해

당연도까지 매년 발생하는 신용보증공급(G)의 합계로 표현된다. 위 식에 따르면 신용보증잔

고 ∑G(t)는 이전년도까지 신용보증잔고∑G(t-1)와 당해신용보증공급 G(t)의 합에서 대위변제

비용(C)을 차감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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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잔고∑G(t) = 이전잔고∑G(t-1) + 해당년도신용보증G(t) - 대위변제비용 C

2) 기금기본재산: A

필요한 기금의 기본재산(A)은 신용보증잔고와 운용배수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보증잔고를 

운용배수로 나눈 값이 해당연도에 필요한 기금의 기본재산 A(t)이다. 기본재산의 변화분은 

△A로 나타낼 수 있으며, △A는 해당연도 기본재산 A(t)에서 이전연도 기본재산 A(t-1)를 차

감한 값이다. 이는 곧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정부출연금(W)과 기금운영수입(P)에서 대위변제

비용(C)과 기금관리비용(O)를 차감한 값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일정수준으로 증가시킴으로서 기금의 재정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A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변수들의 함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금기본재산A(t) = ∑G / 운용배수 k

필요추가재산△A = 해당연도기본재산A(t) - 이전연도기본재산A(t-1)

△A = (P + W) - (C + O)

3) 수입 항목

학자금 대출의 기준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하여 고시하

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하는 고정금리이다. 여기에 일정수준의 가산 금리와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종합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본 

모형에서는 정부가 채권발행금리(iπ)와 학자금 대출금리(i*)수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채권발행수입(P)은 학자금 대출금리(i*)와 채권발행금리(iπ)의 차이와 당해 

연도 신용보증잔고(∑G(t))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채권발행수입(P)은 학자금

대출 금리와 채권발행기준금리간의 차가 양(+)의 값이 되면 증가하고 그 차가 클수록 수입

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당해 연도 신용보증공급(∑G)이 늘어날수록 채권발행수입도 증

가하게 된다. 본 분석의 기본모형에서는 채권발행수익률(p)은 1%로 가정26)하고 채권발행수

익률(p)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의 변화를 살펴본다. 

정부필요출연금(W)은 기금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정부재정부담액을 

말한다. 아래 두 번째 식은 기금기본재산의 변화분(△A)에 관한 식을 변형해서 표현 한 것

26) 한국장학재단발행채권(5년물 09.08.20 기준)의 채권발행금리는 5.4%인 반면, 20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5.8%로 이 경우의 채권발행수익률(p)은 0.4%가 된다.



344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이다. 수식을 보면 수입항목에서 비용항목을 차감한 부분이 필요한 기금기본재산을 유지시

켜주지 못할 경우, 이를 정부필요출연금(W)으로 충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사후적으

로 정부필요출연금(W)의 공급을 통해서 기금의 재정위험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금운영수입P = [학자금대출금리(i*) - 채권발행금리(iπ)] * ∑G(t)    

정부필요출연금W = C + O - P + △A

4) 비용 항목

비용항목에서 기금관리비용(O)은 신용보증잔고(∑G)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기금관리비

(O)는 기금운영에 관한 인건비, 위탁수수료 및 기타경비 등으로 세분화 되지만 여기서는 단

순히 신용보증잔고(∑G)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신용보증잔고(∑G)의 규모가 커질수

록 이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비용(C)은 해당년도 상환액(R)에 대한 일정비율(이하 대손위험율(m))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대손위험율이란 받아야 할 돈 중에서 받지 못한 돈의 비율을 말

한다. 대손위험율은 결산 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

여 가능하다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손위험률 산정은 일반

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신용보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손위험율이 증가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연체율 증가와 원리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

성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보증 책임자인 정부의 재정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본 분석의 

기본모형에서는 학자금 대출은 전체 대출기간동안 대출금액의 10%가 누적대손으로 발생한

다고 가정27)한다. 또한 대손위험율의 변화에 따라 정부필요출연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

이다.

기금관리비용 O = 관리비율 o * ∑G

대위변제비용 C = 대손위험율 m * 해당년도 상환액 R

27)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체율 현황을 살펴보면 2.1%(05’)~3.3%(09’)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
년 5월에 최초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 2008년 7월 대위변제율은 0.6%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와 

비교할 때 대손위험율 10%는 다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상환기가 도래하

는 대출이 증가하여 상환부담이 커짐에 따라 대위변제율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김안나 외, 2004)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학자금대출증권의 기초자산의 누적

대손율을 바탕으로 환산한 전체 학자금 대출의 누적대손율을 추정해 보면 약 10%정도가 된다고 보

고 있다. 실제로 향후 급격한 신용보증잔고의 증가와 함께 최근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제도에 따른 

높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이유로 대손위험률이 10%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

다(인터넷신문 대자보 http://www.jabo.co.kr, 검색일 201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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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및 토론

1. 기본모형 분석의 분석결과

<표 6> 10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상환) 기금운영 분석표
<단위: 억원>

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해보증액
[G]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신용보증
잔고[∑G] 10,000 25,000 45,000 70,000 100,000 135,000 175,000 215,000 255,000 295,000 335,000 374,000 411,500 447,000

기금기본
재산[A]

833 2,083 3,750 5,833 8,333 11,250 14,583 17,917 21,250 24,583 27,917 31,167 34,292 37,250

필요추가
재산[△A] 833 1,250 1,667 2,083 2,500 2,917 3,333 3,333 3,333 3,333 3,333 3,250 3,125 2,958

대위변제
비용[C]

0 0 0 0 0 0 0 0 0 0 100 250 450 700

기금관리
비용[O] 50 125 225 350 500 675 875 1,075 1,275 1,475 1,675 1,870 2,058 2,235

채권발행
수입[P]

100 250 450 700 1,000 1,350 1,750 2,150 2,550 2,950 3,350 3,740 4,115 4,470

상환액+
대위변제 0 0 0 0 0 0 0 0 0 0 1,000 2,500 4,500 7,000

누적상환액
+대위변제

0 0 0 0 0 0 0 0 0 0 1,000 3,500 8,000 15,000

정부필요
출연금[W] 783 1,125 1,442 1,733 2,000 2,242 2,458 2,258 2,058 1,858 1,758 1,630 1,518 1,423

연차 15 16 10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당해보증액
[G]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신용보증
잔고[∑G]

480,000 510,000 536,500 559,000 577,500 592,000 602,500 610,000 615,000 618,000 619,500 620,000 620,000 620,000

기금기본
재산[A] 40,000 42,500 44,708 46,583 48,125 49,333 50,208 50,833 51,250 51,500 51,625 51,667 51,667 51,667

필요추가
재산[△A]

2,750 2,500 2,208 1,875 1,542 1,208 875 625 417 250 125 42 0 0

대위변제
비용[C] 1,000 1,350 1,750 2,150 2,550 2,950 3,250 3,500 3,700 3,850 3,950 4,000 4,000 4,000

기금관리
비용[O]

2,400 2,550 2,683 2,795 2,888 2,960 3,013 3,050 3,075 3,090 3,098 3,100 3,100 3,100

채권발행
수입[P] 4,800 5,100 5,365 5,590 5,775 5,920 6,025 6,100 6,150 6,180 6,195 6,200 6,200 6,200

상환액+
대위변제

10,000 13,500 17,500 21,500 25,500 29,500 32,500 35,000 37,000 38,500 39,500 40,000 40,000 40,000

누적상환액
+대위변제 25,000 38,500 56,000 77,500 103,000 132,500 165,000 200,000 237,000 275,500 315,000 355,000 395,000 435,000

정부필요
출연금[W]

1,350 1,300 1,276 1,230 1,204 1,198 1,113 1,075 1,042 1,010 978 942 9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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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는 신용보증잔고가 2005년에 1조원으로 시작하며 점차 신용보증공급(G)을 증가하

여 7년차 되는 2011년부터는 연간 4조원씩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경우의 현금흐름을 보여주

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용보증공급(G)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초기 몇 년간에 투입되는 신

용보증공급(G)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기금운영은 장기균형28)(Long-term Equilibrium)상태를 달

성하게 된다. 이 경우 장기균형 상태는 27년차부터 시작되며 이 때 예상되는 신용보증잔고

(∑G)는 62조원, 기금기본재산(A)은 5조 1667억원, 연간 대위변제비용(C)은 4,000억원, 기금

관리비용(O)은 3,100억원, 채권발행수입(P)은 6,200억원이며, 이 경우 연간 900억원에 해당하

는 정부출연금(W)이 필요하다.

정부필요출연금(W)은 1∼7년차까지 신용보증공급(G)이 증가함에 따라 7년차에 최고 

2,458억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연간 900

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제도시행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신용보증공급규모(G) 변동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 영향 분석

장기균형 상태에서 매년 균형적으로 공급되는 신용보증공급(G) 규모에 따라서 학자금대

출기금의 규모와 정부필요출연금(W)이 영향을 받는다. 현실적으로도 신용보증공금(G)의 규

모는 대학등록금 인상, 물가상승, 대출수요자의 확대 등 학자금 대출수요의 확대에 따라 일

정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기균형 상태에서 매년 균형적으로 

공급되는 신용보증공급(G)의 변화에 따른 기금운영의 변화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표 7> 장기균형 상태에서 연간 신용보증공급규모(G) 변동에 따른 기금 분석표
<단위: 억 원>

연간보증공급액[G]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신용보증잔고[∑G] 155,000 310,000 465,000 620,000 775,000 930,000 1,085,000

기금기본재산[A] 12,917 25,833 38,750 51,667 64,583 77,500 90,417

필요추가재산[△A] 0 0 0 0 0 0 0

대위변제비용[C]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기금관리비용[O] 775 1,550 2,325 3,100 3,875 4,650 5,425

채권발행수입[P] 1,550 3,100 4,650 6,200 7,750 9,300 10,850

상환액+대위변제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정부필요출연금[W] 225 450 675 900 1,125 1,350 1,575

28) 장기균형(Long-term Equilibrium)상태는 기금기본재산(A)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추가재산(△A)이 0이 

되는 상태이며, 주어진 가정 하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한 모형의 항목들 값이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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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균형 상태에서 연간 신용보증공급(G)이 1조원씩 증가할 때 마다 신용보증잔고는 15

조 5천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정부필요출연금(W)도 225억원씩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장기균형 상태를 가정할 경우 정부가 연간 225억 정도의 추가 부담을 통해서 이의 약 44.5

배에 해당하는 1조원의 신용보증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손위험률(m) 변동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 영향 분석

장기균형 상태에서 대손위험률(m)과 대위변제비용(C)이 정부필요출연금(W)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다. 대위변제비용(C)은 해당년도 상환액(R)과 대손위험률(m)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대손위험률은 일반적으로 당해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높으며 미래의 경제상황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대손위험율의 예측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시

에 대손위험률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은 대손위험률을 3%∼20%까지 

변화시켰을 때 정부필요출연금(W)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8> 대손위험률(m) 변동에 따른 기금 분석표
<단위: 억 원>

대손율(m) 3% 5% 10% 15% 20%

당해보증액[G]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신용보증잔고[∑G]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기금기본재산[A] 51,667 51,667 51,667 51,667 51,667

필요추가재산[△A] 0 0 0 0 0

대위변제비용[C] 1,200 2,000 4,000 6,000 8,000

기금관리비용[O] 3,100 3,100 3,100 3,100 3,100

채권발행수입[P] 6,200 6,200 6,200 6,200 6,200

상환액+대위변제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정부필요출연금[W] -1,900 -1,100 900 2,900 4,900

대손위험률(m)의 변화는 정부필요출연금(W)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위험률이 3%, 5%인 경우에는 채권발행수입(P)이 대위변제비용(C)이나 기금관리비용(O)

의 합보다 높아 정부필요출연금(W)은 마이너스 값이 되며 그만큼 기금의 재정건전성은 높

아지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손위험률이 7.75% 수준에서 정부필요출연금(W)이 0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손위험률이 10%인 경우 정부필요출연금(W)은 900억원에 이

르고, 대손위험률이 20%로 상승할 경우 정부필요출연금(W)은 4,9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즉 

대손위험률이 10%에서 20%로 상승하면 대위변제비용(C)도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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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그 차액만큼 정부필요출연금(W)으로 보충해야 한다. 분석결과는 대손위험률이 기금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손위험률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기법 개발노력과 함께 대

손위험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29). 

4. 채권발행수익률(p) 변동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 영향 분석

장기균형 상태에서 채권발행수익률(p)은 학자금 대출금리(i*)와 채권발행금리(iπ)의 차이

로 나타낼 수 있다. 채권발행수입(P)은 채권발행수익률(p)과 당해 연도 신용보증잔고(∑G(t))

와의 곱으로 계산된다. 이하에서는 채권발행수익률(p)의 변동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대손위험률(m) 변동에 따른 기금 분석표
<단위: 억 원>

채권발행수익률(p) -4% -3% -2% -1% 0% 1% 2%

당해보증액[G]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신용보증잔고[∑G]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기금기본재산[A] 51,667 51,667 51,667 51,667 51,667 51,667 51,667

필요추가재산[△A] 0 0 0 0 0 0 0

대위변제비용[C]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기금관리비용[O]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채권발행수입[P] -24,800 -18,600 -12,400 -6,200 0 6,200 12,400

상환액+대위변제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정부필요출연금[W] 31,900 25,700 19,500 13,300 7,100 900 -5,300

채권발행수익률(p)이 -4%라는 것은 학자금 대출금리가 제로금리인 경우로서 학자금에 대

해 완전 무이자 대출을 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리 수준을 국고채 금리수준인 4%로 가정하고 무이자 대출을 실시할 경우 채권발행수익률

(p)은 -4%가 된다. 이 경우 채권발행 수입은 매년 2조 4,8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정

부는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매년 3조 1,900억원의 출연이 필요하다. 또한 학자금 대

출 금리수준을 1% 포인트씩 증가함에 따라 신용보증잔고(∑G(t))에 비례하여 6,200억원의 

채권발행수입(P)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정부필요출연금(W)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29) 최근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를 시행함으로써 대손위험률이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채

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

한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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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정부재정 부담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며, 채권발행수익률(p)

은 앞에서 분석한 신용보증공급(G) 규모 및 대손위험률(m)에 비해 정부필요출연금(W)의 변

화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분석결과 종합

사회적 형평성과 기금의 재정건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다양한 상황에서 추정된 정

부필요출연금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적인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기본모형과 장기균형 상태에서의 

신용보증공급(G), 대손위험률(m), 채권수익률(p)의 증감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의 변화 추

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신용보증공급(G)의 증가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의 

변화는 다른 두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이차보전 방식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재정부담 만으로도 대규모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균형 상태에서 

신용보증공급(G)이 1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필요출연금(W)은 225억 정도로 예

측된다. 둘째, 대손위험률(m)의 변동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에서

의 신용보증공급(G) 규모의 변동에 비해 대손위험률(m)이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공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게 되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대손위험률(m)이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잠재적 위험은 현실화 된다. 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시 대손위험률(m)을 

최대 20%까지 가정하면, 대손위험률(m)이 10%인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정부필요출연금

(W)이 5.45배 증가한 4,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채권발행수익률(p)의 변

동에 따른 정부필요출연금(W)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신용보증공급(G)이나 대손위

험률(m)의 변동보다 채권발행수익률(p)이 기금 재정건전성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채권수익률(p)을 1%p 인하(또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1%p 인하)함에 따라 이

에 필요한 정부필요출연금(W)은 6,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현행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이 그 특성상 대출 

수혜자의 폭과 규모를 넓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기금의 

재정위험성을 누군가의 비용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학자금 대출금리의 변화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언론과 민간단체들의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인

하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하가 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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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고등교육에 정부개입이 정당화 되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시장실패를 치

유함으로써 고등교육이 갖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촉진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

요한 이유는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

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SLBS 방식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채택해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대손가능성이 높

은 학자금 대출의 정부 신용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기금의 잠재적 재정위험성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학생이 부담해야할 높은 대출 금리는 언론과 시민

단체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최근 재단채권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화

를 시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출금리 인하는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기금의 재정위험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주요 특징과 제도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기금

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

리에 대한 지속적인 인하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지에 대

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자금 대출금리의 변화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는 수혜자의 폭(수평적 형평)을 넓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부담을 완화

(수직적 형평)시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채권발행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재정위험은 커지게 된다. 즉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확보 문제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근본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사

회적 형평성간의 딜레마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신용보증잔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2005

년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입각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09년 2학기 현

재 신용보증잔고는 12조 7,22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신

용보증공급이 클수록 경제위기시 대손위험률 및 정부재정 부담의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도별 신용보증공급 규모와 적정수준의 신용보증잔고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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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민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등록금 인상을 적절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학자

금 대출제도는 재원(lender), 정부지원의 정도(subsidy), 차입자(debtor)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출재원 마련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반금융기관도 참여하

고 있다(류기윤 외, 2007). 특히 특별충당금(Special Allowance Payments: SAP)제도30)를 도입

하여 민간재원을 학자금 대출시장에 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연방정부

의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줄여 왔다. 특별충당금제도는 세금으로 민간자본의 이윤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측면에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신용보증잔

고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재정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

마련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대손위험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마련31)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본격적으

로 대출금에 대한 회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대손위험률의 추정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금 회수관련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파

산시에도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면제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32)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현재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상환을 계속 유예해 주고 있다. 비록 국세청이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기간(1년) 미상환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산 시에도 상환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미

국에 비하면 그 강제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30) 미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인해 일반금융기관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

부는 해당 분기의 3개월 CP금리 평균치에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더한 특별 충당금을 지급하여 대출

기관에 손실을 보전한다.

31) 201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의 연체건수가 2008년 5만6000건으로 2006
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또
한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액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단은 연체금액 관

리뿐만 아니라 연체위험에 대해 연령별, 지역별, 학과별 등 다양한 요소별로 분석 및 관리를 하여 

사전 대위변제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32) 미국정부는 개인파산절차에 따라 상환개시 후 7년 이상 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

었던 기존 파산법(Bankruptcy legislation)을 1998년 개정함으로써 기간에 관계없이 면책이 불가능하

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학자금대출

의 대손율도 1991년 23.87%에서 2000년에는 8%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김병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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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이나 우수한 상환 실적을 보이는 경우 향후 대

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자금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채권발행 비용

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유

지할 경우 대출 수혜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대출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재정운영 건전성이 더욱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조건 대

출금리 인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형평

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의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추가

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충분한 정부재정지원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건전한 기금운영을 위

해서 합리적인 대출금리의 기준은 5년 만기 국고채금리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한국장학재단채권은 정부가 전적으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국채와 마찬가지로 일

반신용평가회사에서 최고등급의 안정성33)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발행시 국고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한국

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채권발행금리를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공적기금, 대학기금 등이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학자금대출 관련 유동화증

권 및 한국장학재단 발행채권을 편입하는 사회책임펀드 등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 세제혜

택 등의 우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김필규, 2010). 다시 말해서 정부는 재단채권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프리미엄을 비롯한 가산 금리를 줄여 지속적으로 채권발행비

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여의치 않는 경우 재단채권 발행방식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한정된 정부예산하에서 채권발행 

비용을 낮추는 것이 채권수익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간의 갈등구조와 그 

해결에 대한문제는 미국과 한국과 같이 고등교육의 사유화가 높은 국가에서는 중요한 정책

과제인 반면, 고등교육의 사회화 수준이 높고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 발달한 유럽국

33) 한신정평가(주)를 비롯하여 한국기업평가(2010) 등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은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추가 출연 및 자본 완충력이 우수함을 이유로 한국장학채권의 신용등급을 “AAA/안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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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약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자금 대출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학자금 대출금리 수준34)이 제로금리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론에서 기금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던 5년 만

기 국고채금리 수준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자금 대출제도

의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바

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재정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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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Equity and Financial Integrity in Student Loans:

Simulation Analysis of a Case of Conflict

J. Hun Park & Yong-Un Jung 

In terms of social equity, lower interest rates in the student loan system will have 
positive effects by broadening the range of beneficiaries and easing the burden of 
students, whereas the financial burden and risks of government finance will increase. 
Therefore, the problem of balancing financial integrity and social equity in the student 
loan system lies in fundamental conflict. The progress, current status, and main 
features of the government student loan systems in Korea are examined in this study. 
A simulation study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social equity and 
financial integrity, in terms of the financial burden required by the government to 
assume due to changes of credit guarantee supply, bad debt risk, and loan interest rate. 
The results show that the loan interest rate has a bigger influence on financial integrity 
than any other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or enhancing social equity and financial integrity in the government scholarship fund.

【Key Words: student loan, government scholarship fund, financial integrity, social eq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