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분석

: 학력별 임금을 중심으로

서정호(徐正浩)
*1)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여건의 개선, 학력수준의 향상, GDP와 가계소득의 증가, 임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나아가 부의 축적과 지위향상은 물론 자기기록과 선발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가계의 교육비와 기회비용 등 투자비용과 임금편익의 경제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기회비용을 포함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중학교까지

1, 700만원, 대학교까지 1억원으로, 학력수준별 1인당 임금총액은 3억원에서 8억원까지 나타났다. 교육

열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교육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과 대학교육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 자기기록, 선발기준, 기회비용, 사회적 수요.

Ⅰ. 서 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2세의 인생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의 주체는 정부,

재단 그리고 대개 피교육자의 부모들이다. 투자에 대한 수혜자 역시 일반경제와 다르다.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일반경제에서는 투자수혜자가 투자자 본인이지만 학교교육의 수혜자는 투자

의 객체인 피교육자이다. 그리고 10년 또는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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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인 정부의 재정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부모 또는 사립학교 재단 등의 경제적

능력도 달라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결과 나타나는 교육받은 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대상자인 피교육자의 지능, 성품, 관심사, 적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

측정 또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 못지 않게

교육열이 강하다. 여러 측면에서 교육열이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으나 투자- 수익의 경제성

분석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투자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에 대한 성과를 경제성 분석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완벽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여부, 인식정도, 경제력이 개인마다

다르고 피교육자가 장래에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정신적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자의 투자액과 수익자의 경제적 수익과 만족도를 동일시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비용-편익을

산출하는 분석방법을 택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언정 현실과는 맞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행위와 그 이후 수익을 얻는 행위가 경제행위의 한

부분에 속하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한 인생관 형성과 정신적·물질적 만족도를

계량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각각 경제성장, 이윤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경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교육비 투자, 교육정책, 임금 및 교육정책의 개선방

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을 위하여 투자가 필요하고 피교육자가 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때문에 경제이론이나 현실지표를 원용한 투입-산출의 경제성분석은 가

능하다. 즉,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학력수준별 1인 당 평균교육비로 적용하고 임금근로자가 얻는

평균임금을 수익으로 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일반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통계자료 또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학교급별 1인 당 평균 교육비가 조사되어 있

고, 우리나라의 2,100만 명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60% 이상에 해당하는 1,300만 명 이상 차

지하고 있어(<표 11>참조) 이들이 얻는 학력별 평균임금이 수익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요-공급, 비용-수익, 효용창출 등 경제적 분석에 국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시도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시정하려는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방

편 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지출, 소득, 임금, 취업 또는 실업률 등과 관련된 거시적 자료를

인용하여 학교교육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른바 비용-편익분석이다. 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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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출액을 비용으로 설정하고 피교육자가 성장하여 얻는 개별 총 임금을 편익으로 계상

(計上)함으로써 미시적 경제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자료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경제

성분석결과에 따라 교육정책 및 임금정책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지전개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국민의 학력수준, 가구 소득

수준, 학력별 임금수준과 교육비부담, 교육여건, 고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공과

(功過)를 진단한다. 제 Ⅲ장에서 학교급별 교육비지출과 학력별 임금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

한다. 제 Ⅳ장은 이 연구의 요약과 함께 제 Ⅱ장의 교육투자의 공과(功過)와 제 Ⅲ장의 경제성

분석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사회적 수요중심의 학교교육투자, 학력별 임금격차해소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Ⅱ. 학교교육투자의 공과(功過)

1. 학력수준향상과 가계교육비부담 과중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은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교육기회는 진학률과 인

구 만 명 당 대학생 수, 그리고 교육수준은 국민의 학력구성비와 평균 교육년수를 지표로 삼는

다. 교육기회는 각급 학교의 학생 수와 졸업자 수, 상급학교 입학자 수에 의하여 산출된다. 학생

수는 각급 학교 수의 변동추이와 연관되며, 각급학교 재학생이 태어날 당시의 인구증가율과 관

련된다.

<표 1>에서 유치원생은 지난 30년 동안 24.5배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 30년 동안 17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중학생은 1970년 대비 1985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그 때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1970년대 초 이후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까지 2.0%선, 70년대 1.5%선, 그리고 80년대 후반부

터 1%선이었으나 현재는 1%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연령별 인구분포상 고등학생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30년 동안 3.5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문대생과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으

며 아직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문대생은 39배, 대학생은 10배 증가하였으

며 1975년 이후 2000년까지 4반세기 동안 대학원생 수는 석사과정이 16배, 박사과정이 21배 이

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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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급학교의 학생수 및 진학률

(단위 : 명,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학생수 진학률 학생수 진학률 학생수 진학률 석사과정 박사과정

1970 22,271 5, 749,301 66. 1 1,318,808 70. 1 590, 382 26.9 23,440 158,604 - -

1975 32,032 5, 599,074 77.2 2,026,823 74. 7 1, 123,017 25.8 62,866 217,490 12,351 1, 519

1980 66,433 5,658,002 95.8 2,471,997 84. 5 1,696, 792 27.2 151, 199 412,404 29,901 4,038

1985 314,692 4,856, 752 99.2 2, 782, 173 90. 7 2, 152,802 36.4 242, 114 950,058 57,698 10, 480

1990 414, 532 4,868, 520 99.8 2,275, 751 95. 7 2,283,806 33.2 323,825 1, 056, 126 72,417 14, 494

1995 529,265 3,905, 163 99.9 2,481,848 98. 5 2, 157,880 51.4 569,820 1, 207, 385 93,993 18, 735

2000 545,263 4,019,991 99.9 1,860, 539 99. 5 2,071,468 68.0 913,273 1, 686, 305 197, 436 32, 00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b).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 하급학교 졸업자 × 100.

<표 1>에서 1970년의 초등학교졸업자는 66% 정도만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1985년 이후부

터 99% 이상, 중학교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70년의 70%에서 1985년 90%, 2000년 현재

는 99.5%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같은 기간 27%에서

68%로 높아졌다. 1995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으

며, 2000년부터는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80년대 초 대학입학정원의 두 배 증원으로 대학진학기회가 넓혀진 이후 현재까지 고졸자

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인구 만 명 당 고등교육기관 재학

생 수는 1970년의 62.5명에서 2000년에는 711.5명으로 무려 11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2>참조).

또한 25세 이상 국민의 학력구성비도 1970년의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4분의 3에 이르렀으나

1995년 현재 4분의 1로, 대졸이상은 같은 기간 5%미만에서 20%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의

25세 이상 국민의 60% 가량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득수

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함으로써 1980년대 초반에 이미 선진국의 교육수준에 도달하였으

며(이정우 외, 1987 : 502), 6세 이상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또한 1970년의 6.62년에서 1995년에는

10.25년으로 전체국민의 평균학력은 중1 수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학력수준의 향상은 정부, 가계 등 경제주체의 교육비투자로 가능하였다. 거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특정시기에 급속히 증감되지는 않았으며 경제여건에 따라 결

정되어 왔다. 그러나 GDP 등 다른 경제지표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피

교육자 수의 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다른 투융자(投融

資)사업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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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의 교육수준

(단위 : %, 년, 명)

연 도
25세 이상 국민의 학력구성비 평균교육년수

(6세이상)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초등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70 73.4 11.5 10.2 4.9 - 62.5

1975 65. 5 14.8 13.9 5.8 6.62 98.7

1980 55.3 18. 1 18.9 7. 7 7.61 140.2

1985 43.4 20.5 25.9 10.2 8. 58 355.7

1990 33.4 19.0 33.5 14. 1 9. 54 389.9

1995 26.6 15.7 38.0 19.7 10.25 519.8

2000 - - - - - 711.5

자료 : 통계청(1996a ), 교육인적자원부(2001a ).
*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는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임.

교육투자에 대한 또 다른 지표로써 공교육비는 2000년 현재 31조 5,070억 원으로 30년 전의

1,450억 원에 비해 무려 217배 증가하였다(<표 3>참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소득이 2만 8,000

원에서 23만 7,000원으로 85배 증가하고, 가계지출이 2만 7,000원에서 188만 8,000원으로 70배 증

가한 것과 비교하면 공·사 부담의 교육비는 3배 가량 급증하였다. 학생 1인 당 공교육비 역시

같은 기간 초등학생의 경우 1만 2,000원에서 202만 3,000원으로 169배, 중학생은 108배, 고등학생

은 89배, 대학생은 15만 7,000원에서 559만 1,000원으로 36배 각각 증가하였다.

<표 3> 공교육비 및 월평균 근로자 가구소득·가계지출 추이

(단위 : 천원)

연 도
공교육비총

액(10억원)
연간 1인당 공교육비 근로자가구 월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소득 가계지출

1970 145 12 25 32 157 28 27
1975 395 27 40 73 313 65 59
1980 2,018 119 157 150 1,036 234 184
1985 4,600 319 300 398 1,210 424 329
1990 8,524 566 699 787 1,906 943 723
1995 19,215 1,412 1,380 1,785 4,227 1,911 1,408
2000 31, 507 2,023 2,690 2,840 5,591 2.387 1,88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b), 통계청(2001a ).

초·중등학생에 비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공교육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과거

에는 상급학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했으며,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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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여부결정의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또 정부, 가계의 초·중등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이들 학교의 교육여건의 질을 개선시킨 반면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투자의 뒷받침이 부진했

으며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반증한다.

육성회비 등 공교육비 외에 과외비 등 사교육비 지출도 급증하였다. 이 역시 교육에 대한 투

자이다. 가계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표 3>의 공교육비 중 일부가 포함되며 나머지는 이른바 사

교육비이다. <표 4>는 가계교육비 지표로서 도시가구와 농가가구를 구분한 공교육비와 사교육

비를 합한 가계교육비 지출 추이이다.

<표 4> 연간 교육비 지출 추이

(단위 : 천원, %)

연 도
도시가구 농가가구

소비지출 교육비지출 교육비비율 소비지출 교육비지출 교육비비율

1970 311 22 7.2 207 14 6.9
1975 700 48 6.8 616 38 6.2
1980 2, 151 126 5.8 2, 138 200 9.4
1985 3,804 280 7.4 4,691 555 11.8
1990 8,228 664 8. 1 8,227 862 10. 5
1995 15, 191 1,484 9.8 14,781 1,553 10. 5
1999 17,747 1,922 10.8 17, 123 1,653 9.7

자료 : 통계청(2001b, 2001c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가구당 교육비지출액 / 가구당 소비지출액.

<표 4>에서 도시가구의 교육비 지출률은 1970년 7.2%에서 1999년에는 10.8%로 3.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농가가구의 그것은 6.9%에서 9.7%로 2.8%포인트 증가함으로써 도시가

구보다 다소 낮게 증가하였다. 연간 교육비는 도시가구가 2만 2,000원에서 192만 2,000원으로 87

배 증가한 반면 농가가구는 1만 4,000원에서 165만 3,000원으로 118배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농촌지역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했다.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이 같은 기간 각

각 57배, 83배 증가한데 비하면 도·농 공히 교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가계지출 교육비 중 최근에 이르러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교육비 비목구분에 관한

정의가 다소 다르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4년의 연간 사교육비를 17조 5천억 원 규모(공

은배 외, 1994 : 118)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997년 13조 5천억 원으로 매년 26.8% 상승(송

태회 외, 1997 : 4)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2000년의 학생 1인당 월 교육비

22만 1,000원 중 과외비가 7만 7,000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통계청, 2001. 5 : 10).

이들 연구 및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2000년 현재의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원 대 이상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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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과외는 입시제도의 도입과 소득의 향상, 그리고 고교평준화 이

후 심화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화와 학군제가 빚은 산물로 고착화되었다. 가계의 사

교육비 지출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부담 공교육비의 약 3.6배에 달

해(우천식·이 영, 2001 : 147) 기형적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입

시과외 확대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상실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과외비를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와 <표 3>의 공교육비 총액을 합한 전체 교육비는

2000년 현재 50조원을 상회한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0%를 차지하고 정부예산의 절반 이상

에 해당된다.

2. 학력별 소득 및 임금격차 심화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 국민의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동반하였다. 사회적, 인간적 삶의

질 향상정도를 경제학적 수치를 적용하여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표 5>와 같이 가구소

득과 임금상승률 등 수익성 지표를 GDP,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와 비교하여 학교교육투자의 경

제적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표 5> 주요 경제지표 및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 %, 천원/월)

연 도
GDP 소비자물가 가구총소득 가구근로소득1) 임금상승률2 )

성장률 지수 상승률 총지수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명목 실질

1985 6. 5 48.5 2.3 56.8 423.8 7. 1 378.8 5.9 9.2 6.6

1990 9.0 67.9 8.5 74.0 943.3 17.2 809.3 16. 5 18.8 9.4

1995 8.9 100.0 4.5 100.0 1,911. 1 12.3 1,642.5 13.4 11.2 6.4

1996 6.8 103.9 4.9 104.9 2, 152.7 12.6 1,837.7 11.9 11.9 6.6

1997 5.0 107.2 4.5 109.6 2,287.3 6.3 1,938.8 5.5 7.0 2.5

1998 -6. 7 112.6 7.5 117.8 2, 133. 1 -6.7 1,815.5 -6.4 -2.5 -9.3

1999 10.9 110.3 0.8 118.8 2,224.7 4.3 1,873.3 3.2 12. 1 11.2

2000p 8.8 108.6 2.3 121.5 2,386.9 7.3 2,008.5 7.2 8.0 5.6

평균 7.26 - 5.04 - - 12. 14 - 11.63 11. 76 6.41

자료 : 한국은행(2001), 통계청(2001c ), 한국노동연구원(2001).
1) 근로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임.
2) 임금상승률은 비농전산업이며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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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16년 동안 GDP는 연 평균 7.26%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는 연 평균 5.04%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

은 각각 12.14%, 11.63%증가함으로써 GDP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산업구

조의 고도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진전 등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

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가구단위로 보면 교육투자에 대한 성과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개별가구

의 소득증가는 인적자원에 의하여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가계의 교육에 대한 투자증대로 국민의 학력, 지식, 기술수준을 향상시

켰으며 이는 GDP 등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정부와 가계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

른 분야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난 성과이다.

학교교육투자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경제성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지표로써 가구소득을 들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수준에 따른 가구소득을 비교함으로써 가계단위의 학교교육 투자의 경제적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의의도

있다. [그림 1]은 1996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연간 소득분포이다. 연간 소득수

준을 1,000만 원 단위의 다섯 단계로 구분했을 때 중·고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1,000만 원에

서 2,000만 원 사이에 40% 이상 분포하고 있다. 이를 정점으로 중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1,000

만 원 이하 분포에서 고졸가구주의 그것보다 높고, 2,000만 원 이상 분포에서는 고졸가구주의

가구소득분포보다 낮다.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포(1996)

소득(만원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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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고졸가구주 가구의 소득분포는 중졸가구주의 그것보다 완만하며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 이는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이냐 고졸이냐에 따라 가구소득이 다르고 고졸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중졸가구주의 그것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가구주의 학력별 가구소득분포를 초등학교와 대졸자 가구주의 연간 가구소득분포로 비교하면

더욱 현격한 차이가 있다. 가구주가 초등학교 졸업자인 가구의 가구소득은 1,000만 원에서 2,000

만 원 사이가 41.7%이면서 1,000만 원 미만도 31.2%에 이른다. 반면 4,000만 원 이상은 2.7%에

불과하다. 가구주가 대졸자인 가구의 소득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33.4% 분포되어

있고 3,000만 원 이상도 32%를 상회한다. 통계청자료에 의한 한 예의 분석에 불과하지만 이로써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주의 가구일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계열

자료에 의하여 분석해 보자. <표 6>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추이이다.

<표 6> 도시근로자 가구주 교육정도별 월평균 가계소득

(단위 : 천원)

연 도 평균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1985 423 306 331 404 527 668 835

1990 943 760 802 884 964 1,269 1,629

1995 1,911 1,594 1,651 1,813 1,915 2,235 2,829

2000 2,386 1,802 1,808 2,253 2,362 2,866 3,650

자료 : 통계청(2001a ).

<표 6>에서 1980년의 대졸가구주의 월평균소득은 66만 8,000원으로 고졸가구주의 가구소득

40만 4,000원과 26만 4,000원의 차이가 있다. 10년 뒤 1995년의 그 차이는 42만 2,000원으로, 다

시 5년 뒤인 2000년에는 41만 3,000원으로 점점 커진다. 여기서 학교교육에 투자를 하는 경제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많이 배운 가장(家長)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것은 당

연하다라고 여기고 넘어가기엔 학력별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학교교육투자

는 2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고 궁극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겨우 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

이 고착화 될 수 있으며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격차비율은 점진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그 원

인은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구주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결과 그 자녀가 취업함으로써 가구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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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완화되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표를 가구소득에서 개인별 임금으로 바꾸어 고찰하

기로 한다.

여기서 임금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교육의 성과 즉 개인별 수익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 중 임금근로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농전산업(非農全産業) 부문의 임금지표를 분석도구로 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지표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첫째, 1970년대 고물가시대에는 임

금상승률도 20∼30%대로 높았다. 둘째, 1980년대 초 경제안정화 대책이 추진되면서 임금과 물가

가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셋째, 근로자의 임금은 1987년 이후 근로자의 제몫 찾기로 10년 이

상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되다가 1997년부터의 경기하락으로 주춤한 상

태이다. 임금상승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근로자의 권리향상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써 귀착된 측면도 있다.

<표 7>은 근로자의 주요 특성별 비농전산업 부문의 1인당 임금총액이다. 월평균 임금 총액은

1985년 32만 4,000원에서 2000년에는 172만 7,000원으로 5.3배 상승하여 같은 기간 <표 6>의 가

구소득 5.6배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되어 왔다. 이는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과 가구소득

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는 비례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근로자 특성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 : 천원/월)

연도 전체

성별 산업분류별 학력별 연령별

남 여 제조업 서비스 중졸 고졸 전문졸 대졸
20-
24

30-
34

40-
44

50-
54

60
이상

1980 176 224 99 147 275 124 181 265 413 96 197 221 247 296

1985 324 397 190 270 484 226 303 393 686 165 327 370 390 441

1990 642 753 403 591 939 477 569 668 1, 056 335 565 623 598 586

1995 1, 222 1, 382 823 1, 124 1, 553 959 1, 100 1, 193 1, 715 619 1,007 1, 107 1, 043 886

1999 1, 599 1, 786 1, 131 1,476 1, 791 1, 157 1,359 1,442 2, 164 786 1,285 1, 481 1, 385 1, 112

2000 1, 727 1, 938 1,225 1,601 1,900 - - - - - - - - -

자료 : 노동부(2000), 한국노동연구원(2001).

그러나 학력별 총 임금은 가구주 교육정도별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고

졸학력 근로자와 대졸학력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격차는 1985년, 38만 3,000원이었으나 1995

년에는 61만 5,000원으로, 다시 1999년에는 80만 5,000원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이는 <표 6>의

가구별 소득격차보다 더 큰 폭의 격차를 나타냄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유인하고 이

를 위한 가계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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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 가구주 학력수준별 가구소득이건 개인 임금이건 그 격차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 2]는 도시근로자 가구주 교육정도별 가구소득격차와 개인의 학력별 임금격차이다.

고졸가구주의 가구소득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대졸가구주의 가구소득 지수는 1985년의 165.3

에서 2000년에는 127.2로 약 40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대졸자 개인의 평균임금 지수는 1985년

226.4에서 1999년 159.2로 약 70포인트 가량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가구소득격차보다 훨씬 더 크

다. 같은 기간 고졸자와 중졸자 가구주의 가구소득격차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개인의 임금격차는

100 대 74.6에서 100 대 85.1로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임금격차 비율의 지속적 감소는 물론, 임금절대액의 차이도 1995년

43만원에서 2000년에는 30만원으로 감소됨으로써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이 사회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84.3%수준에 달한다. 이를 1980년의 53.5%수준과 비교하면 20년 동안 30%포인

트 이상 임금격차가 좁혀졌다. 산업정책, 노조활동 등 다른 요인이 있지만 이 역시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이다. 학교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제조업의 노동생

산성을 향상시킨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임금격차의 비율이

1980년 44.2%에서 2000년 63.2%로 개선되었지만 월 임금격차는 1980년의 10만 원대, 1990년의 30

만 원대, 그리고 2000년에는 70만 원 이상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사회

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로써 고용, 임금

면에서의 성차별 또는 여성의 지식과 기술의 사양(斜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림 2]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격차

(1) 가구소득격차

중졸

고졸

대졸

(2) 임금격차

자료 : <표 6>에 의거 작성 자료 : <표 7>에 의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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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임금구조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표 7>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세에서 45

세, 즉 40대 전반을 기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임금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임

금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력이나 숙련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는 근로자의 근속년수 또는

연령, 이른바 호봉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더 많은 교육을 받아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겸비

한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가 노동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능력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

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고학력자가 더 많이 배출됨으로써 1980년대 이전과는 달

리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근로자의 숙련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러한 숙련기간 단축으로 40대 후

반 이후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임금구조는 물론 이른바 3D업종에서의 인력부족, 조기퇴직 또는

명예퇴직유발 등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3. 학교교육여건의 불균형

급속히 증가한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 학교교육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개선시켰다. 학교교

육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학교 수, 교원 수, 교원당 학생 수 등이 있다.

<표 8>은 학교 수, 교원 수 등 학교현황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비례하여 학교교육여건이

개선되었으나 반대로 오히려 악화된 부분도 있어 불균형을 이룬다. 교육여건은 다음과 같이

초·중·고등교육기관 공히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은 질적으로 저

하되었다.

그것은 첫째,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수의 증가이다. 2000년 현재 1970년에 비해 유치원 수

는 17.5배, 중학교 수는 2.3배, 고등학교 수는 2.2배, 전문대학 수는 6.1배, 대학교 수는 2.0배 증

가하였으나 초등학교는 694개교 감소하였다. 유치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산업화의 진전과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대

학은 그 수의 급증은 물론 학과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학

생 수의 감소와 도시화에 따른 이농(離農)현상으로 도시지역의 신설 학교 수에 비해 농어촌지역

의 폐교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 중·고·대학교는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양적 개선을 나타내며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학교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분석 9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8> 학교현황

(단위 : 개,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원수

(개)
교원수

학급당

원생수

교사당

원생수

학교수

(개)
교원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학교수

(개)
교원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1970 484 1,660 34. 1 13.4 5,961 101,095 62. 1 56.9 1,608 31,207 62. 1 42.3

1980 901 3,339 38.4 19.9 6,479 119,064 51.5 47.5 2, 103 54,858 65. 5 45. 1

1990 8,354 18,511 28.6 22.4 6,335 136,800 41.4 35.6 2,474 89,719 50.2 25.4

2000 8,494 28,012 26.3 19. 5 5,267 140,000 35.8 28.7 2, 731 92,589 38.0 20. 1

연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학과수

학교수

(개)
교원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원생수

학교수

(개)
교원수

교수당

학생수

학교수

(개)
교원수

교수당

학생수

석사과정

(개)
박사과정

(개)

1970 889 19,854 58.2 29. 7 26 1, 170 20.0 87 8,439 18.8 ( 75)808 ( 75)422

1980 1,353 50,948 59.8 33.3 128 5,488 27.6 96 15,022 27.5 1, 108 649

1990 1,683 92,683 52.8 24.6 117 7,382 43.9 118 34,034 31.0 2,998 1,289

2000 1,957 104,351 42. 7 19.9 158 11, 707 78.0 172 42,641 39.5 7,330 2,41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b).

둘째, 교원 수도 학교 수 및 학생 수의 증가와 동반하여 증가하여 왔다. 다만 2000년을 기점

으로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제에 영향을 받아 중등학교 교직원 수는 감소하였다. 30년 동

안 유치원교원 수는 16배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는 10만 천명에서 14만명으로 38.5% 증가하였

다. 이는 유아교육의 양적 팽창을 나타내며, 초등학교는 1970년 이전부터 이미 양적 교육여건이

충족된 채 질적 위주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교원 수의 증가비율은 중

학교 3배, 고등학교 5배, 전문대학 10, 대학교 5배로써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였다.

셋째, 교육여건의 학교급별 질적 불균형이다. 교원 수의 증가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왔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초·중등학교 대비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불균형

의 정도는 대학재정과 교직원 1인 당 학생 수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재정은 2000년 현재 GDP 대비 0.5%로 학생1인당 6,844달러이다. 이는 미국

(1.4%, $17,466), 네덜란드(1.1%, $9,989) 등 다른 OECD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평

균의 절반 수준이다(김은환 외, 2001 : 9).

교수 1인당 전문대 학생 수는 1970년 20명에서 2000년에는 78명으로, 대학교 학생 수는 같은

기간 교수 1인당 18.8명에서 39.5명으로 오히려 각각 4배, 2배 늘어남으로써 교육여건이 악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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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악화는 고학력자의 실업률 상승, 하향취업, 취업재수 등 노동시장구

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표 9>와 같이 2006년까지 13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자 수가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질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고등교육기관은 폐쇄 또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재정확충과 교수충원은 시급한

과제이다.

<표 9> 고교졸업자 감소 전망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교졸업자 수(명) 743,490 695, 156 632,822 635,432 613,921 611, 196

고졸감소인원(명, 2001년 기준) - -48,334 -110668 -108,068 -129,569 -132,29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6).

4. 고급인력의 유휴화(遊休化 )

우리나라의 대학과 대학원은 공급자중심의 학교교육으로 말미암아 시장환경변화에 둔감하며

이는 인적자원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은환 외 : 2001). 실제 신규학졸자의 졸업

당해 연도 취업률( = 취업자 수/ 졸업자 수× 100)이 낮은 편이다. 특히 대학교 졸업 후 1년 이

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취업하는 이른바 취업재수생의 비율이 1998년 이후 절반 이상을 차지한

다. 1997년 이전에도 40% 이상의 대졸자가 졸업 당해 연도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그림 3

참조). 이러한 고급인력의 유휴화는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교육의 결과이다.

[그림 3] 신규학졸자의 취업률 추이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1)에 의거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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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2000년 현재의 학교급별 취업률은 실업계 고졸자가 51.4%, 전문대 졸업자가

71.6%, 대학교 졸업자가 48.7%이다. 그 중 실업고 및 전문대의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이보다 각

각 3∼6%포인트 높다. 대졸자의 경우 취업률 면에서는 남녀차이가 없으나 전공학과에 따라 인문

사회계 졸업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1990년 이후 실업계 고졸자의 취업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전문대졸업자의 취업률

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전문대학의 재학생은 수업과정에서 현업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졸

업 직후 취업하기 때문이다.

대졸자의 취업률은 경제여건에 영향을 받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40∼50%대에 머

물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 또는 지식이 부가가치 증대에 투입되지 않고

사장(死藏)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취업재수를 하거나 졸업 1년 후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자가 취업하는 곳에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른바 취업눈높이를 낮추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졸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그림 3]에서 1980년의 신규학졸자 취업률은 ① 대졸, ② 실업계 고졸, ③ 전문대졸 순이었으나,

1990년에는 ① 실업계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순으로 바뀌었다. 이 순위는 2000년에 이르러

① 전문대졸, ② 실업계 고졸, ③ 대졸 순으로 다시 바뀌었다. 학력별 신규학졸자의 취업률이 경

제여건 변동에 따라 등락(騰落)하는 특성이 있으며, 보다 엄밀히 비교하면 경제여건, 즉 호·불황

과 학력수준별 실업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졸이하자의 실업률은 호·불황에 상관없이 항상

평균 실업률 미만을 유지한다. 또 호황시에는 고졸자의 실업률이 낮고 불황시에는 대졸이상자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의 호·불황에 따른 학력별 실업률을 비교해 보자.

<표 10>에서 경제가 불황이었던 1980년과 1998년의 예를 들어보자. 세계유류파동의 여파로

7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5%를 상회했으나 중졸이하 실업률은 3.8%, 고졸실업률

은 9.3%이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실업률은 고졸의 3분의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한 1985년부터 고졸과 대졸이상의 실업률은 다시 역전되었다. IMF구제

금융신청이 있었던 1997년의 56만 명의 실업자(실업률 2.6%)수는 1998년 146만 명(실업률 6.8%)

으로 약 세 배 가량 증가했다. 이 때 고졸실업률은 3.3%에서 8.2%로 4.9%포인트 증가했지만 대

졸이상은 3.0%에서 5.7%로 2.7%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불황시에는 고졸자가 더 많이 직업을 잃

게 되고 대졸이상자가 상대적으로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반대로 <표 10>에서 경기가 호황이고 노동시장이 안정되었던 1990년과 1995년에는 대졸이상

의 실업률이 고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고급인력이 유휴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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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령계층별,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전체

연령계층별 학력별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748(5. 2) 159(13.3) 203(10,3) 107(5. 8) 136(3. 8) 95(2.9) 45(2. 5) 4(0.6) 382(3. 8) 307(9. 3) 60(6.2)

1985 622(4. 0) 79(11. 1) 180(9.6) 130(5. 2) 116(2. 8) 80(2.3) 34(1.6) 3(0.3) 221(2. 4) 291(5. 9) 109(6.6)

1990 454(2. 4) 59(9. 2) 126(6.3) 105(3. 9) 83(1.6) 48(1.2) 30(1. 1) 5(0.4) 100(1. 1) 240(3. 4) 114(4.4)

1995 420(2. 0) 36(8. 1) 130(5.9) 86(3. 0) 84(1.3) 49(1. 1) 28(0.9) 7(0.4) 86(1. 1) 226(2. 5) 109(2. 7)

1996 426(2. 0) 32(7. 5) 126(5.9) 97(3. 4) 86(1.4) 51(1. 1) 27(0.9) 7(0.4) 83(1. 1) 231(2. 5) 111(2.6)

1997 556(2. 6) 42(9. 9) 149(7.2) 122(4. 1) 114(1. 9) 73(1. 5) 40(1.3) 15(0. 7) 119(1. 5) 307(3. 3) 131(3.0)

1998 1,461(6.8) 86(20. 9) 258(14.8) 268(9. 3) 359(5. 7) 281(5. 5) 162(5.2) 47(2. 4) 410(5. 8) 766(8. 2) 285(5. 7)

1999 1,353(6.3) 85(19. 7) 216(12.8) 236(8. 5) 328(5. 3) 276(5. 2) 162(5. 1) 49(2. 4) 369(5. 2) 713(7. 6) 271(5.3)

2000 889(4. 1) 61(13. 7) 154(9.3) 159(5. 7) 204(3. 4) 187(3. 3) 95(2.9) 29(1. 3) 232(3. 2) 453(4. 7) 204(3.9)

( )안은 실업률임. 대졸이상에는 전문대졸 포함.
자료 : 통계청(2001d, 2001e ).

Ⅲ. 학교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분석

1. 분석도구와 기준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의 목적이 화폐가치로의 환산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 향

상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인격도야 및 지식

수준의 향상이라는 교육의 목표 외에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투자의 결과로써 소득과 임금을

더 얻는 경제적 유인도 있었다. 정부, 가계, 기업 등 어느 경제주체를 막론하고 경제성에 따라

당대 또는 그들의 후세들의 국부(國富) 또는 GDP, 가계소득, 기업이윤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대

하여 투자한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투입비용과 얻는 이익 등의 경제성

을 분석함으로써 투자를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투

자에 대한 총량적·거시적 지표와 공과(功過), 경제적 성과로서의 가구소득과 임금에 관해서는

앞에서 분석했으므로 이 장에서는 개인의 교육비투자 및 임금을 중심으로 미시적 경제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개인에 대한 투자는 교육비지출이다. 교육비는 공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교육비로 나눌 수 있다. 공교육비의 지출주체는 학부모, 정부, 사립학교재단, 장학재단 등이지만



학교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분석 10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교육비의 경우 대부분 가계지출이다. 기타교육비는 하숙·자취비, 교통비, 문구·교재비 등으

로 이 역시 대부분 가계가 부담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로써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가계의 교육비지출액을 비용분석의 분석도구로 삼는다.

학교급별 구분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관행과 학제에 따라 5세부터 시작하여 유

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 전문대학 2년 또는 대학교 4년으로 하되 재수는

제외한다. 이 구분에 의하여 취업연령을 중졸자는 16세, 고졸자는 19세, 전문대졸자는 21세, 대

졸자는 23세로 가정한다.

교육비 역시 도시·농어촌 지역, 경제력, 연도별, 심지어 같은 지역이라도 이른바 학군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조사한 전국평균치를 기준한다. 분석시점은 연도별 물가, 이자

율 등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2000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른바 정태분석법을 택한다.

가계교육비 투자성과로써 임금을 편익으로 가정한다. 가구 또는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범위를

확장시킬 경우 가구원 수별 소득 차이, 이자·전세금수입 등 비사업소득이 포함되므로 교육투자

결과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의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

구 2,195만 명 중 60.7%에 해당하는 2,106만 명이 취업자이고, 취업자 중 62.4%인 1,314만 명이

임금근로자(<표 11> 참조)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을 대표적 분석도구로 삼는다. 물가, 이자

율 등을 감안하지 않는 정태분석법에 의하며 1999년을 기준 연도로 하고 임금수익의 만료 기간

을 동일하게 59세까지로 적용한다.

<표 11> 2000년 경제활동인구 및 임금관련 지표

(단위 : 천명, %)

인구(A)
15세이상

인구(B)
경제활동인구(C),
(참가율 = C/B)

취업자(D) = C - D 실업자(D)
(실업률)계(취업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47,275 36, 139 21,950(60.7) 21,061(95.9) 13, 142 7,919 889(4. 1)

자료 : 통계청(1996b). 한국노동연구원(2001)

또한 여기서 굳이 학생 또는 취업자의 출생연도, 연도별 가계지출교육비 및 임금, 이자율, 물

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동태분석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분석도구를 가계지

출교육비와 근로자의 평국한하고 이를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나머지 변수는 학생, 또는 근로자에

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2. 분석결과

그러면 먼저 교육에 대한 투자로써 가구당 학생 1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를 산출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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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과 같은 함수 (1), (2)와 등식 (3)에 의하여 교육비지출액을 산출할 수 있다.

I = f (c, e, a, l, p , s, ......)

I = f (s )

I M =
15

t = 5
S M

t , E H =
18

t = 5
W H

t , E C =
20

t = 5
W C

t , E U =
22

t = 5
W U

t

일반적으로 가계의 교육에 대한 투자 즉, 교육비지출은 가정의 경제력(c), 주변여건(e), 학생의

학습성취력(a), 학부모의 교육수준(l), 주거지역(p ), 학교급별(s )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

므로 가계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1)의 함수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분석도구와 기

준에서 학교급별 외에는 모두 동일함을 전제하였으므로 (2)와 같은 함수로 단순화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변수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결과는 중·고등학교까지냐 아니면 전문대

학 또는 대학교까지 졸업하도록 지출하느냐로 귀착된다. 따라서 중·고·전문대·대학교까지의

1인당 교육비 지출은 각각 등식 (3)과 같다.

예를 들어 한 가계가 가구원인 한 학생을 위하여 유치원에서 중학교 졸업시까지 지출하는 교

육비는 그 학생이 5세부터 15세까지 11년 동안 투자되는 학교급별 교육비를 합한 금액이다. 같

은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할 경우 5세∼18세, 전문대는 5세∼20세, 대학교는 5세∼22세

에 해당하는 18년 동안 지출한 교육비를 합하면 산술적 학교교육투자액이다.

<표 12>는 통계청이 4년 주기로 조사하는 2000년의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이다. 통계청

에서는 2000년 7월 중, 3만 표본가구내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물

론 다른 조사 또는 연구자료, 예컨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연구원이 조사한

연구자료를 인용해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 공·사교육비 기준 및 연구결과, 그리고 기준연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써 통계청이 공식적으

로 발표한 <표 12>를 활용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표 12> 2000년 학교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단위 : 천원)

계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221 122 112 175 227 547

월평균교육비 = 학교납입금 + 과외비 + 하숙 ·자취비 + 기타 교육비.
자료 : 통계청(2001. 5).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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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표 12>에 의하여 교육비지출액을 산출해 보자. 등식 (3)과 같이 교육비 지출 학

력기준을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기로 한다. 학생 1인으로 하여

금 중학교를 졸업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한 가계의 교육비는 등식 (3)에서

I M =
15

t = 5
S M

t = S5 + S6 + S7 + . . . . . . + S15

이다. <표 12>에 의하여 실수(實數)를 대입시켜 산출하면

(122,000원 × 12월 × 2년) + (112,000원 × 12월 × 6년) + (175,000 원× 12월 × 3년)

= 2,928,000 + 8,064,000 + 6,300,000 = 17,292,000원 (4)

이다. 이 경우 유치원 교육비, 초등학교교육비, 중학교교육비로 각각 292만 8,000원, 806만 4,000

원, 630만원으로 5세부터 15세까지 11년 간 총 합계 1,729만 2,000원이 소요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고등학교졸업의 경우

(4) + (227,000원 × 12월 × 3년) = 25,464,000원 (5)

을 지출하고, 전문대의 경우

(5) + (547,000원 × 12월 × 2년) = 38,592,000원 (6)

이 소요된다. 대학교를 졸업하게 할 때에는

(6) + (547,000원 × 12월 × 2년) = 51,720,000원 (7)

의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제 중, 고, 전문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취업한다고 가정하자. 임금에 의한 경제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안은 남녀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고졸 이상자의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로써 네 종류의 학교급을 예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으로써의 임금도 네

학교급별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남·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즉 중졸이하 남·여, 고졸 남·여,

전문대졸 남·여, 대학교졸업 남·여 등 8 가지 경우이다. <표 13>에 근거하여 각 개인이 취업

시부터 59세까지 얻는 총 임금을 산출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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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근로자의 성, 학력, 연령별 임금수준 (1999)

(단위 : 천원/월)

학력별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

24세
2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19세
이하

20∼

24세
2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중졸이하 449 657 835 974 1,012 872 410 550 612 603 590 580

고졸 558 676 869 1,085 1,284 1, 135 582 686 805 854 767 852

전문대졸 519 687 904 1,216 1,581 1, 554 587 707 849 1,087 1,282 1, 192

대졸이상 - 858 1,089 1,553 2, 152 2,434 - 827 1,026 1,447 1,907 2, 162

자료 : 노동부(2001).

여기서 임금소득은 학교교육수준(s), 성(x ), 능력(a), 경력(e), 연령(y ), 사업장환경(p ), 사업성과

(r)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E = f (s, x, a, e, y, p , r, . . . . . .) (8)

의 함수형태이다. <표 13>에 의한 총 임금 산출을 위하여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학력수준, 성, 연령을 고려하면 임금소득

E = f (s, x, y ) (9)

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 고, 전문대, 대학교 졸업자가 취업시부터 59세까지 얻는 임금소득은 각각

E M =
59

t = 16
W M

t , E H =
59

t = 19
W H

t , E C =
59

t = 21
W C

t , E U =
59

t = 23
W U

t

에 의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의 임금소득

E
U F = W

U F

23 + W
U F

24 + ··· + W
U F

59 =
59

t = 23
W'

U F

T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 14>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을 대입시켜 총 임금을 산출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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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중졸이하 남자의 경우

449,000원 4년(16∼19세) + 657,000원 5년(20∼24세) + 835,000원 5년(25∼29세) +

974,000원 10년(30∼39세) + 1,012,000원 10년(40∼49세) + 872,000원 10년(50∼59세)

12월 = 454,032,000원이다.

중졸이하 여자의 경우

410,000원 4년(16∼19세) + 550,000원 5년(20∼24세) + 612,000원 5년(25∼29세) +

. . . + 580,000원 10년(50∼59세) 12월 = 302,160,000원이다.

고졸 남자의 임금은

558,000원 1년(19세) + . . . + 1,135,000원 10년(50∼59세) 12월 = 519,876,000원,

고졸 여자의 임금은

582,000원 1년(19세) + . . . + 852,000원 10년(50∼59세) 12월 = 393,204,000원,

전문대졸 남자의 임금은

687,000원 4년(21∼24세) + . . . + 1,581,000원 10년(50∼59세) 12월 = 609,336,000원,

전문대졸 여자의 임금은

707,000원 4년(21∼24세) + . . . + 1,192,000원 10년(50∼59세) 12월 = 512,196,000원,

대학교졸업 남자의 임금은

858,000원 2년(23∼24세) + . . . + 2,434,000원 10년(50∼59세) 12월 = 822,612,000원,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가 23세부터 59세까지 받는 총 임금은

827,000원 2년(23∼24세) + . . . + 2,162,000원 10년(50∼59세) 12월 = 763,176,000원

이다.

여기에다 간접교육비로써 기회비용을 추가로 고려한다. <표 1>에서 99% 이상 고등학교에 진

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의 기회비용은 중졸이하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

정한다. 여기서의 기회비용은 고졸이상자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임금 해당액으로 고졸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자의 교육비에 포함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졸자의 기회비용은 중졸자가 16세부터 18세까지 얻는 임금과 같으며, 전문대졸

자의 그것은 중졸자의 16세부터 18세까지의 임금과 고졸자의 19세부터 20세까지 얻는 임금의

합계액이다. 대학교졸업자는 전문대졸업자의 기회비용에다 전문대졸자가 21세부터 22세까지 얻

는 임금을 합한 만큼의 기회비용을 더 지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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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을 남녀로 구분하여 <표 13>에 의하여 산출하면 고졸 남자의 기회비용은 중졸이하

자의 16∼18세까지 3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449,000원×3년×12월=16,164,000원 이다.

같은 방법으로 고졸 여자의 기회비용은 410,000×3년×12월=14,760,000원,

전문대졸 남자의 기회비용은 16,164,000원+(558,000원+676,000원)×12월=30,972,000원,

전문대졸 여자의 기회비용은 14,760,000원+(582,000원+686,000원)×12월=29,976,000원,

대학교를 졸업한 남자의 기회비용은 30,972,000원+(858,000원×2년×12월)=51,564,000원,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의 기회비용은 29,976,000원+(827,000원×2년×12월)=49,824,000원 이다.

한편, 교육에 대한 투자로써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비용으로 교육비에 대한 이자가 있다. 이는

기회비용과 다른 개념으로 가계의 교육비를 대출받아 투자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이자이거나 반

대로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해당한다. 교육비에

대한 이자는 기회비용과 마찬가지로 현시화되지 않는 잠재가격이지만 엄연히 비용에 해당한다. 따

라서 교육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성 분석에서는 총 임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제성분석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자발생의 기산일(起算日), 이자

율을 평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따를 뿐 아니라 실제 이자를 염두에 두고 교육비를 투자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태분석방법에 의하여 비용 - 편익

을 산출하므로 기준시점이 설정되어 있어 이자는 물론 물가도 감안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회

비용의 적용만으로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의 임금을 고려해야만 분석의 정확성이 더해진

다. 군복무여부에 따라 임금총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복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

무로써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남자의 경우 학력, 신체등급, 가정형편, 복무기간 등에 따라 다

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 역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써 가계의 학생 1인당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 후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시 얻는

임금을 기준으로 이른바 투입 대 산출의 평균적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학력별, 성별 1인당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임금 분석결과

(단위 : 천원)

구분

교육에 대한 투자

임금(B)
경제성

(B)- (A)
구분

교육에 대한 투자

임금(B)
경제성

(B)- (A)교육비
기회

비용
계(A) 교육비

기회

비용
계(A)

중졸남 17,292 - 17,292 430,380 413,088 전문졸남 38,592 30,972 69, 564 609,336 539, 772
중졸여 17,292 - 17,292 302, 160 284,868 전문졸여 38,592 29,976 68, 568 512, 196 443,628
고졸남 25,464 16, 164 41,628 519,876 478,248 대졸남 51,720 51,564 103,284 822,612 719,328
고졸여 25,464 14,760 40,224 393,204 352,980 대졸여 51,720 49,824 101,544 763, 176 6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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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표 14>와 같이 교육에 대한 투자, 즉 가계지출교육비는 최하 1,729만원(중졸)에서

최대 1억 328만원(대졸남자)으로 그 차이는 8,600만원이다. 산출, 즉 임금은 최하 3억 2백만원(중

졸여자)에서 최대 8억 23백만원(대졸남자)으로 5억 2천만원의 차이가 있다. 경제성 면에서는 2억

8,487만원(중졸여자)과 7억 1,933만원(대졸남자)으로 무려 4억 3,446만원의 격차가 있다. 경제적

차이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경제성에서 우리

나라 국민이 교육열이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고 남녀별, 학력수준별로 얻는 임금순위는 ① 대졸남, ② 대

졸 여, ③ 전문대졸남, ④ 고졸남, ⑤ 전문대졸여, ⑥ 중졸남, ⑦ 고졸여, ⑧ 중졸여 순이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목적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요인이 이를 뒷받침한 결과라 하겠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소득을 얻는다. 또

한 위의 순위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전문대를 졸업한

여자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보다 중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얻는

총 임금수익이 더 크다.

이러한 원인은 연령별 임금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여자의 경우 <표 13>에서 중·고졸자의

임금은 30대를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 하락한다. 남자의 중, 고, 전문대졸자 및 여자 전문대졸자

가 40대에 정점인 상황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빨리 임금의 정점에 도달한다. 여자 고졸 또는 전

문대졸자의 20대 전반의 임금수준이 같은 학력의 남자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 여자의 경우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종사에 따른 결과

라 하겠다. 이 때문에 전문대졸 이하의 남자 근로자가 40대에 이르기까지 숙련을 쌓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 대졸이상자는 40대는 물론 50대에도 임금이 상승한다. 전문직 종사자 또는 안

정된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숙련될수록 임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인격완성과 지식함양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에 있다 하더라도 묵시적 목적 -

만족감 고취수단, 자기기록(credentialism)을 위한 도구화, 선발기준(screening)에의 적용 등 - 추구

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를 개선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

면 교육에 대한 투자 및 교육, 고용, 임금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피교육

자의 장래 임금과 같은 경제적 수익증대 때문에 학교교육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음이 증명되었

기 때문이다. 이로써 학력별 임금격차 축소와 함께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도 이제 경제적 효율성

에 입각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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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지난 30여 년 간 정부와 가계의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교육여건이 양적으로 개선되

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왔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지식과 기술수준을 높임으로

써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뒷받침하였으나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와 대졸자 사이, 세칭 일류대와

이·삼류 대학 사이, 수도권대와 지방대 사이 등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

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비전공분야 취업, 취업재수, 유휴인력

화 등 비효율적 투자를 초래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학력수준별 임금격차가 심화되었다.

학력수준별 현격한 임금격차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더욱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교

육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의 유휴화는 사회적 낭비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의 가치기준

상 교육과 교육의 성과에 대한 문제는 항시 있어 왔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인격도야와 지식과

기술의 함양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데 있으나, 학력이 자기기록과 선발기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강한 교육열의 원인을 경제적 관점에서 찾기 위해 학교교육을 경제행

위로 간주하여 투입 대 산출 혹은 비용 대 편익의 차원에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가계지출 교

육비, 기회비용, 임금총액 등의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미시적 관점에서의 투자와 성과에 대한 분

석이다.

투자 측면에서의 분석결과 남녀별 공히 중·고, 고·전문대, 전문대·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

육비 지출액 차이는 각각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였다. 그러나 성과측면에서 학력수준별

총 임금의 차이는 각각 8,000만원에서 2억 원 이상이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임금격차도 커진

다. 경제성 분석에서 중졸과 대졸남자의 교육비 차이는 기회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억 원에도 못

미치지만 총 임금의 차이는 4억 원을 훨씬 능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어디까지나 분석도구와 기준에 의한 평균치이다. 개인간의 차이는 이

보다 더욱 심각하다. 과다한 과외비를 지출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학교납입 수업료

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가계도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원인 중의 하나

로 이러한 경제성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하여 과도한 교육비지출을 부

담하면서까지 명문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성과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격차는 심각하다. 자격을 취득하면 비교적 안정적 고소득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대학졸업자가 있는가 하면 이른바 하향취업, 취업재수, 비전공분야 취업,

유휴인력화 등을 감수해야 하는 고학력자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율성제고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미시적 성과로서의 임금은 본 연구의 속성상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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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다. 가변적 변수는 투자로서의 교육비이다. 교육비 중 정부재정지출 역시 상대적 고정변

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변수는 가계지출교육비에 국한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열악과 고급인력의 유휴화에 있으므

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학재정 확충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학교교육투자 정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재정확충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대학교육

의 수요자 위주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경제성 분석결과, 전문대이상 졸업자의 가계지출교육비와 그들이 취업하여 얻는 총임금간의

격차가 고등학교이하 졸업자의 그것에 비하면 현저히 크므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가계부담 교육

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대학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

운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는 확충된 대학재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학교교육의 과정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효과적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초학문을 제외하고는 실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하다. 이미 학문의 분야는 다양화, 세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 공급자 위주였기 때문

에 파생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학교의 존재는 학문전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력

의 사장화(死藏化)를 방치해도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전통에 얽매이기보다는 수요에 적응하는 변화를 추구함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노

동시장에서 IT계열전문가가 부족한 현상과 교수 1인당 학생 수 과다 등 전문대학 교육여건의

질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증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전자의 경우 현실사회의 수요

를 예측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더라도 수요예

측에 따른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유인을 지금까지의 공급위주에서 이제부터는 수요위주로 전환함으로

써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을 가라앉히기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에 활용할 수 없는 교육을 위한 투자는 국가적, 사회적 낭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

로 수요(需要) 없는 공급무용론(供給無用論) 을 학교교육에도 적용시킴으로써 고학력 인적자원

에 의한 부가가치증대의 유인을 제안한다.

경제논리로는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고착화되어 일시적으로 해결되어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교교육투자에

도 경제논리, 즉 수익자 부담원칙과 수요공급의 원리를 적용시켜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고급인력

의 유휴화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첨언한다. 교육투자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본 연구의 고정변

수인 임금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사업주로 하여금 학력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도록 유도함

으로써 비효율적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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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vestment
in School Education : Focusing on Wage Differences

by School Career

Se o , C hung -Ho
*2)

The investment in school education leads to the betterment of educational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of one' s schooling, the increase in GDP and domestic incomes, and the rise

in wages. Furthermore, school education influences on the credentialism and the screening as

well as on an accumulation of wealth and a rise in pos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suggestion of direction of educational investment by

means of analyzing economic effects of investment costs including domestic educational

expenses and opportunity costs, and wage profits, microscopical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The educational expenses per head of student

including opportunity costs up to the middle school, and up to the university, are 17 million

wons and a hundred million wons, respectively. And total wage sum per capita differentiated

by school career is from three hundred million to eight hundred million wons. This result

implies that one reason of high educational fever exists in economic asp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s, the educational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improving the

educational quality of professional college and on adjusting the university education to the

social needs.

Key Wor ds : I nves t ment i ng school educa t i on, Cr edent i a l i sm, Scr eeni ng, Oppor t u

cos t s , Soc i a l needs .

* The 21th Economy Social Institude, Investig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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