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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전국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로, 먼저

학교발전기금의 접수액과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 1인당 학교발전

기금과 지역의 부(富)의 수준을 대표하는 지방세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 수준이 어떠한지 실증적으

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

우 교육비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학교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교발전기금 결산 자료,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자료와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

하는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액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에 전국 초등학교 학교장 8명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

료를 함께 분석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해 연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접수된 학교발전기금 접수액과 지출액을 각 학교의 학생 수

로 나눠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학교회계와는

별도 회계로 운영되는 학교발전기금이 학교회계 수입액과 지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의 중립성 분석 방법을 활용해,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과 학생 1인당 지방세액(property

wealth per pupil)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그 다음, 학생 1인당 학교

발전기금 접수액과 지출액의 공평성 정도를 지니계수, 편차계수, 역맥룬

지수, 페어슈테겐지수를 통해 산출해 설립유형별로, 시·도 교육청별로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회계에 포함될 경우 학생 1인

당 교육비 공평성을 개선한 정도를 확인하고, 샤플리값(shapley value)

분해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공평성(지니계수)에 학교발전기금이 기

여한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의 평균값은 2014년

7.43만원, 2015년 7.92만원, 2016년 5.99만원, 2017년 5.64만원이었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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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평균값은 2014년 4.29만원, 2015년 4.60만원, 2016년 4.09만원, 2017년

4.01만원이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표준편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의 학교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회계 예산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한 결과 접수액을 기준으로 2014년 1.33%, 2015년 1.07%,

2016년 0.74%, 2017년 0.65%였고, 지출액을 기준으로 2014년 0.78%,

2015년 0.63%, 2016년 0.48%, 2017년 0.44%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과 학생 1인당 지방세액의 상관관계

는 2014년 0.2, 2015년 0.19. 2016년 0.08, 2017년 0.12의 유의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4개년도 모두 0.5 이상의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 지역은 없었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기초자치단

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관계수가 0.5 이상

인 지역은 2014년에 55개(24%), 2015년 59개(26%), 2016년 76개(33%),

2017년 95개(41%)였다.

셋째,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접수액과 지출액의 공평성 분석 결

과 접수액과 지출액 모두,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학교발전

기금은 불공평한 상태였다. 먼저 지니계수는 0.7 이상의 매우 불공평한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였고, 편차계수도 접수액과 지출액의 학생 1인

당 학교발전기금이 1 이상의 매우 불공평한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맥룬지수와 페어슈테겐지수에서도 나타났다.

역맥룬지수는 0.7 이상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교육재정이

불공평한 상태를 나타내는 수준인 0.3을 훨씬 넘는 값이다. 페어슈테겐지

수 또한 교육재정에서 불공평상 상태를 나타내는 1.1을 훨씬 넘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넷째, 학교발전기금이 교육비의 공평성에 개선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공평성 개선도가 수입

과 지출 모두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

당 교육비의 불공평에 적은 수치이지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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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니계수 영점 샤플리값 분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이 불공평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 수

준이었으나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히 컸다.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은 상대기여도가 2014년 23.29%, 2015년 24.48%, 2016년 24.61%, 2017년

29.73%, 지출액은 2014년 18.57%, 2015년 19.43%, 2016년 20.07%, 2017

년 19.62%였다. 이와 같은 기여도는 학교발전기금이 소득 요소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고려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먼저 재정 연구 시 학부모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시에는 적합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발전기금은 지역이나 학부모의 재정적 능력

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민의 애교심, 기부에 대한 긍정적 의식,

또는 기탁자가 학교에서 맡은 직책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발전기금의 불공평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제도 시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

완한 점을 논의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다시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육

비가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활동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한 교육비 격차와 불공평을 방지할 수 있

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발전기금을 운

영하지 않거나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이 없는 단위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발전기금 접수·지출 항목

을 다변화하고, 모금 및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

도의 본 취지를 살려, 학교발전기금이 교육재정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창구를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으로 다원화하여 학교발전기금이 교육재정이 필요

한 곳에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다섯째, 단위학교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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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기부 인식 개선 및 교육을 위

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지속

적인 실태 조사와 우수 활용 사례 발굴, 격차 분석이나 공평성 연구 등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교육재정의 공평성, 학생 1인당

교육비,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 관계

학번: 2017-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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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간 교육재정의 공평성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

원,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에 이르기까지 교육 재정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남수경, 2007; 우명

숙, 2007; 윤홍주, 2004; 이쌍철, 주철안, 2009; 이혜진, 한유경, 2006; 정

현주, 한유경, 2017). 우리나라의 단위학교는 표준교육비 산출공식에 의

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등으로

부터 비교적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단

위학교의 교육재정 공평성에 관한 이혜진, 한유경(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공립 초·중학교의 학생당 교육비는 지역 간에 비교적 공평

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확보되는 교육재정에서 학

교 간, 지역 간 재정 규모의 차이나 공평성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학

교회계 중 자체수입이나 학교발전기금 수입이다. 시·도 교육청 간 수평

적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불공

평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

록,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보다 일

반상업계 고등학교에서 공평성 수준이 현저하게 불공평한 상태로 나타났

다(윤홍주, 2004). 이는 시·도 교육청 간에서 보다 시·도 교육청 내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서울특별시 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니계수 값

이 0.7 이상으로 매우 불평등한 상태를 보였다(이혜진, 한유경, 2006).

비단 이런 결과는 특정 불평등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학교발전기금

수입 금액만을 단순 비교할 때에도 그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서울시 소재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발전기금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학교발전기금이 없거나 그 수입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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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금액인 20원인 학교부터 최대 1520,000,000원까지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학교알리미).

학교별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격차와 공평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

생 1인당 교육비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는 별

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예산이 단위학교에서의 학생 1인당 교

육비 산출 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교

육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실질적인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는 학생 교육비의 차이가 학생 교육활동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

고, 학업성취도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홍지영, 정동욱, 2012).

비록 학교발전기금이 학교별 재정의 격차를 야기하지만 동전의 양면

처럼 그 격차가 학교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재정확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7년 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학교회계제도에 도입되

어 시행된 학교발전기금제도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교육자치의 물결

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노력으로 학교에서 필

요로 하는 교육재정을 자체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금

의 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발전기금은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전입되어 오는 안정적인 재원과는 달리, 예산 규모나 기부 시기 등

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재원이다. 그럼에도 각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들은 부족한 학교 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학교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박여관, 2001; 박연숙, 2007).

재원확보가 불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교육 당사자들이 그 필요성을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학교발전기금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국내 연구들은 처음 국내에

서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발전 방향 등을 논하기 위한 연구

(강원근, 2001; 송기창, 1998)나 단위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용

실태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박문선, 2003; 박여관,

2001; 박연숙, 2007; 우숙, 2001; 전제웅, 2015)만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

시·도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위 항목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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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을 다루고 있을 뿐(윤홍주, 2004; 이혜진, 한유경, 2006), 학교발

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 이에 대한 공평성 분석을 자세히 다룬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교육재정의 공평성 논의 시 함께 논의되는 것이 지역이나 학부

모의 부의 수준과 교육재정과의 관계다. 대표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이 재정의 중립성인데, 재정의 중립성은 학교가 속한 교육구의 재

정적인 능력이나 부모의 소득이 학생의 교육비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원리다(Odden & Picus, 2008). 교육재정과 지역의 부의 수준이 재정의

공평성 논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유는 교육재정의 형평성의 원리이자,

이것이 공평성 실현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다(우명숙, 2007; 최준렬,

2013; Berne, R. & Stiefel, L., 1984). 이에 관해 교육구의 재정적 수준이

학생 교육비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에서는 관련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Charles R. Link, Kenneth A. Lewis and David E. Black., 1981;

Elchanan Cohn, 1987; Glenn, W. J., Griffith, M., Picus, L.O., & Odden,

A, 2015; Martin S. Feldstein, 1975; William L. Webber, 1991), 우리나

라는 표준교육비 산출 방식에 의한 교육비 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가 속한 지

역구나 학부모의 재정적 능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교육재원이

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

을 학부모의 재정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다(윤홍주,

2004; 이혜진, 한유경, 2006).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

나 지역의 재정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지, 학교발전기금과 지역

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학

교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이 시·도 교육청별로 어떠한지를 살펴본

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발전기금과 지방세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 수준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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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전국 초등학교의 2014~2017학년도 학교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은 어떠한가?

학교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학교회계가 아닌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서 별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접수

액과 지출액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또한 학교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학교발전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도 교육청별로 산출하여 학

교발전기금의 규모를 확인하다.

연구 문제 2. 전국 초등학교의 2014~2017학년도 학생 1인당 학교

발전기금과 지방세액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학교발전기금은 지역인사와 학부형의 기부로 이루어지는 기금이므로

지역의 부의 수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확인하고자 전국

초등학교의 2014~2017학년도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을 대표

하는 지방세액(이혜진, 한유경, 2006)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

해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과 지방세액을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지방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3. 전국 초등학교의 2014~2017학년도 학생 1인당 학교

발전기금의 공평성은 어떠한가?

전국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과 지출액의 공평성

은 어떠한지 불평등지수 산출을 통해 분석한다. 대부분의 불평등지수는

상대적인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므로, 각 지수들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4개의 지표를 선정해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에서 사용한 지표는

공평성 분석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 일반적인 분포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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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차계수, 중앙값 이하에 초점을 둔 역맥룬지수, 중앙값 이상에 초점

을 둔 페어슈테겐지수를 사용한다.

연구 문제 4. 학교발전기금이 전국 초등학교의 2014~2017학년도 학

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에 기여한 정도는 어떠한가?

학교발전기금은 현재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은 학생의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므로,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여기

서는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 수준(A)과 포함되었을 경우의 학생 1인당 공평

성 수준(B)의 차이를 A로 나눈 값을 산출한다. 만일 {(B-A)/A}*100의

값이 0보다 크다면 학교발전기금이 공평성 수준을 감소시킨 것이고, 0보

다 작다면 공평성 수준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

한 공평성 측정 지표는 지니계수다. 또한 지니계수를 영점 샤플리값 분

해를 통해 B에 해당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구성하는 학교회계의 수

입과 지출 항목들 중 학교발전기금이 공평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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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1. 학교발전기금제도

가.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과 변화

학교발전기금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재정의 한

영역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학교발전기금의 성격을 가진 교육재정이 학교회계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1950~60년대에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기부로 어느 정도 충당하곤 했다.

1970~90년에는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1970년에는 육성회비

를 징수하는 것으로 일체의 잡부금을 금지하였으며, 1983년에는 학교장

의 관리 하에 자발적인 찬조금품만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1992년에는 각

급 학교에서 찬조금품을 일체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각 시·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 접수창구를 설치하였다. 4년 후

인 1996년에는 다시 각급 학교에서 육성회와 학부모회, 후원회만 기부금

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시행함으로써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관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

록 하였다(권익위원회, 2011).

하지만 이런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기부금에 대해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한편, 정부를 향한 비판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이즈

음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자,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

육부는 기부금을 제한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입장으

로 제도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초·중등교육

법에 공식적으로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 2월 2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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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법 시행령에 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권익위원회, 2011; 광주교육청)

이후 2000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

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발

전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즈음인 1999년에는 초·중등교

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교단위

예산제도 및 학교발전기금제도 도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강조된 교육자치의 실현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흐름

은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다(강원근, 2001; 윤정일,

2000).

1998년 학교발전기금이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던 학교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전국 공·사립 초·중등학교회계에 복식부기가 도입됨에 따라

회계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정 상태와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에 복식부기 회계 방법을 도입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3년에는

학교회계에서 민간 이전수입 세입으로 처리하던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과목해소의 변경으로 인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

는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2013년보다 학교발전기금회계 조성 학교수

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경상북도교육청, 201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한

국교육개발원, 2015). 그리고 2015년에는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

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에 하교발전기금을 일체 사용 제한하던

내용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는 학교체육진흥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인건비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한편, 학교발전기금제도에 강제적 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04년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에 제출되었다(초·중등교육법개정안, 2004.9.10.). 하지만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 폐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결

정하는 방향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유지, 운영되던 학교발전기금제도는

2009년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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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면서 한 차례 더 폐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초·중등교육법 일

부개정법률안, 2009.4.1.), 폐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결되면서 학교발전

기금은 지금까지 존속해오고 있다.

나.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목적과 운용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 교육시설의 보충 및 확

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교육부,

2016, p.198)”이다.

학교발전기금의 기본 방침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예산회계를 통해 학교운영비로 충당되는 기본적 교육활동

비 외에 교육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되는 추가적인

경비로 학교발전기금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사용 목적과 조성 방안,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수립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더불어 기금 조성 시, 단위학교 내외의 개인, 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갹출, 모금되어야 하며, 모금된 기금은 순수

한 교육목적(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경상남

도교육청, 2012; 울산광역시교육청, 20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6).

학교발전기금은 접수 시 기부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의 세

가지 종류로 접수된다.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기부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

다. 자발적 조성금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학부모 등의 기부자가 자발적

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모금금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학부모 외의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선, 수목, 재상을 말한다. 이 중 자발적 조성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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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금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을 지닌다(강원도교육청, 2014; 경상남도교육청, 2012; 경상북도교육

청. 2015; 부산광역시교육청, 2015; 인천광역시교육청, 2015).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4조 제 4항

에 근거해 학교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 운

용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은 ①학교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의 네 가지

용도에 맞게만 사용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5; 광주광역시교육청,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충청남도교육청, 2012; 충청북도교육청,

2015). 실제로 교육청 감사 지적 사례 중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외 집행

에 관한 지적 사항이 더러 발견되기도 한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2; 대

전광역시교육청, 20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4; 전라남도교육청,

2016; 전라북도교육청, 2016).

2. 교육재정의 공평성

가. 교육재정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

학생의 교육비는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재정적 능력이나 부모의 경

제적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Odden & Picus, 2008). 이는

정부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에

게 제공되는 교육기회가 개별 학생이나 학교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의

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윤홍주, 2003).

이와 관련된 논의는 교육재정의 중립성(fiscal neutrality)이라는 원리

로 교육재정의 공평성 논의 시 함께 운위되는 주제다. 교육재정의 공평

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교육구의 재정능력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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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각 학교가 속한 지역이나 교육구

별로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나 학생

들에게 투입되는 비용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교육

구의 재정능력에 의해 교육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Serrano 판례나

Tennessee 판례 등을 통해 수평적 공평성 실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윤

정일, 송기창, 김병주, 나민주, 2015; 최준렬, 2013).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세라노(Serrano)사건으로, 주정부의

학교재정 계획이 지방재산세에 근거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미국 최고법원은 교육자치구의 빈부 격차에 의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헌법을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Serrano v. Priest, 5 Cal, 3d 584, 1971).

한편,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에 과세권

이 없어 재정적 중립이 문제시되지 않아왔다(윤홍주, 2003). 또한 단위학

교로의 재정 조달 방식은 표준교육비 총액배부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재정

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없었다. 하지만 단위학교의 추가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

어,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교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교육재정에서 정의되는 공평성의 의미는 평등성의 의미를 넘어 공정

성의 의미를 포괄한다. 교육에서 평등성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 차이에 초점을 둔 양적 개념이다. 그러나 공평성은 자연

법사상에 기초한 정의의 이념을 근거로 판단되는 질적인 속성을 지닌 개

념으로 평등성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반상진, 1998). 공평

성은 보통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뉘는데, 수평적 공평성

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원칙(equal

treatment of equals)이고, 수직적 공평성은 여건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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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야 하는 원칙(unequal treatment of unequals)이다. 다시 말해 수평

적 공평성은 모든 학생은 동일한 교육의 투입, 과정, 결과를 균등하게 수

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직적 공평성은 학생 개개인이 지닌 능력이나

재능, 신체적 차이 등을 인정하고 이에 맞게 교육자원을 차등적으로 지

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Berne, R. & Stiefel, L., 1984, 1994).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에 대한 공평성은 재정 배분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표준교육비 산출 방식에 의해 단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이 총액 배분되고 있으며, 표준교육비는 한

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다(최준렬, 2013). 이렇듯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교육비는 공평성이 확보

되고 있으나(조성영, 2018), 그 외에 목적사업비나 학교발전기금 등이 각

학교별로 예산액과 공평성의 차이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김

영길(2016)의 연구에서는 목적사업비가 학교재정 배분의 불공평성을 심

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수평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학교발전

기금의 공평성은 어떠한지, 학교발전기금이 학교회계에 포함될 경우 공

평성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선행연구 검토

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연구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98년 학교발전기금이 법적 제도

로 도입되었을 시기를 즈음하여 이루어졌다(강원근, 2001; 박문선, 2003;

박여관, 2001; 박연숙, 2007; 송기창, 1998; 우숙, 2001; 전제웅, 2015). 송

기창(1998)은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 증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모금을 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직

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 해당 연구는 학교발전기

금에 관한 법이 제정된 해에 수행된 연구로, 향후 학교발전기금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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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특별히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발

전기금을 모금하되,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비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강원근(2001)은 학교발전기금을 단위학교

책임경영, 자율경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

로 보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단위학교와 학부모에게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과감히 위임해야 하며,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와는 조금 다르게 박여관(2001), 박연숙(2007), 임금례(2001),

의 연구는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실태에 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 초등학교에

속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박연숙(2007)의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발

전기금 조성의 투명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

육재정의 부족을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첫 번째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발전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다양한 방안 마련과 기금 조성 및

기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소재 중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박여관

(2001)의 연구 결과,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 집단은 그

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발전기금의 적정 조성 금액에 있어서도 두 집단은 조금 다

른 결과를 보였는데, 교사의 경우 전체 학교 예산의 5%미만을, 학부모는

5~10% 정도를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사의 약 40%는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기

부자에게 전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사 중 약 2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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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격차로 인한 교육평등의 실현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

고, 이에 대해 학부모 집단은 가장 많은 비율인 약 30%가 동일하게 문

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주체로

60% 이상의 응답자가 학교운영위원장이, 약 25%의 응답자가 별도의 조

성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금례(2001)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운영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

반을 차지했고, 약 30%의 응답자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연합체 형태여야 한다는 응답이 차지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학교발전기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학교의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가장 먼

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선 연구들이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였다면, 우

숙(2001)과 전제웅(2015)의 연구는 각각 서울시 소재 중학교와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과 더불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Wood(1989)가 제시한

기금조성의 4단계(조사, 배양, 간청, 예우) 전략을 통해 기금 조성 전략을

분석했다. 두 연구 모두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나. 교육비와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비와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재정의 중

립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의 중립성에 관한 연구는 재

정의 공평성 연구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재정의 공평성에 관

한 모든 연구가 재정적 중립성을 함께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소수의

연구만이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였다(윤홍주, 2004; 이쌍철, 주철안,

2009; 이혜진, 한유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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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철, 주철안(2009)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공평성을 분석하면서 재정

적 중립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과

학생 1인당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광역자치

단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보다 재정적 중립성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한유경(2006)과 윤홍주(2004)의 연구는 재정적 중립성의 분석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의 교육비 공평성을 분석한 이혜진, 한유경(2006)의 연구

에서는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단위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의 학부모 재정능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했다. 그리고 지역의 재

정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속한 자치구의 재정 능력을 판단

하는 지표로 자치구별 지방세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의 재정능

력과 초등학교의 교육비가 정적 상관이 있고,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윤홍주(2004)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하면서 재정적 중

립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국가지원교육비와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은 역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국가지원교육비가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재정 능력을 대표한다고 보고 이와 학생의 교

육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재정적 중립성이 전국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 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재

정 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남수경, 2007; 우명숙, 2007; 이쌍철, 주철

안, 2009; 정현주, 한유경, 2017)와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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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2004; 이혜진, 한유경, 2006; 정현주, 한유경, 201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남수경(2007)은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를 이용해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의 1987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형평성을

분석하였고, 학생 1인당 경상교육비를 총 세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

설비를 제외한 값으로 설정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공평하게 배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지역보다

는 광역시 단위에서 재정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가중학생

수를 기준으로 바뀌면서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남수경(2007)이 활용한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는 대표적인 교육재정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수인데, 이쌍철, 주철환(2009) 또한 이 두 지수를

활용해 2002년~2006년의 5개년 동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금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육

경비 보조금은 다소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능력이 낮을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이 증가해 재정적 중립성

이 저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볼 때, 기초 단체

간의 지역적 차이가 커 수평적 공평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5개년

간의 공평성 지수를 시계열적으로 볼 때, 각 지수들은 공평성이 개선되

는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명숙(2007)은 전국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총액과

시설비를 제외한 총액, 인건비,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상으로 공평

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페어슈테겐지수, 맥룬지수, 편차계수

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고, 특히 시설비의 경우 특정 시·도에 편중되어 배분돼 불공평성이

크게 나타났고 인건비의 경우도 불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현주, 한유경(2017)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형평과 기능을 수

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교부금이 영향을 주는지를 지니계수와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분해요법(generalized entropy index decomposition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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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배분된 학교

기본운영비의 공평성을 지니계수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

중·고등학교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특별교부금의 배분이 재정형평에 기여

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이 배부되기 전이나 후 모두 지니계

수 0.5 이상으로 불공평한 배분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이를 지역

규모, 학교규모로 나누어 다시 지니계수를 산출할 경우, 공평성 정도가

약 0.2~0.4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한편,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윤홍주, 2004; 이혜진, 한유경,

2006)도 이루어졌다. 윤홍주(2004)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공립 초·

중·고등학교의 2001년 학교회계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공평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 상관계수,

적정성 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경비의 지출 면에서 수평

적 공평성과 적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별히 초·중등학교의 수평적 공

평성과 적정성이 시·도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런 차이는

교육청 간에서보다 동일 교육청 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별히 단

위학교의 세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시설비였는

데, 이 경우 학교 여건의 차이가 보정되지 않은 채 교육 재정이 배분되

어 시설비에 지출되는 항목이 커, 적정 수준의 교육비 지출이 어려워진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혜진, 한유경(2006)은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의 2004년 학교회계 결

산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재정의 공평성을 측정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지

수는 범위, 제한된 범위, 편차계수,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다. 연구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은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고, 지역 간의 차이보다는 동일 지역 내 학교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공평성의 경우 세입, 세출 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학

생당 교육비는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었으나, 항목별로 볼 때

는 세입 항목 중 목적사업비, 자체수입,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

항목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연구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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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발전기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운용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

그쳤고 학교발전기금회계 자체에 대한 분석 연구는 미흡하였다. 둘째, 교

육재정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에 대한 분석은

단위학교 재정의 하위 부분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학

교발전기금을 학부모의 재정 능력 지표로 활용한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

이것이 재정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지,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넷째, 학교발전기금이 실

질적으로 학생 교육비의 성격을 지니지만 이를 반영한 교육비 산출이나

공평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발전기금회

계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

준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은 어

떠한지,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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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주된 연구의 대상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학교발

전기금이다. 전국 초등학교의 수는 2014년 5,882개교(국·공립 5,807개교,

사립 75개교), 2015년 5,914개교(국·공립 5,839개교, 사립 75개교), 2016년

5,970개교(국·공립 5,896개교, 사립 74개교), 2017년 6,005개교(국·공립

5,932개교, 사립 73개교)로, 신설교, 폐교, 휴교 등의 이유로 다소 변동적

이다. 신설 및 휴교 후 재개교하여 학교발전기금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접수는 되었으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분교의 경우 학교회계가 본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했으며, 통합학교는 학교회계가 상위 학교급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학교회계와 관련된 자료, 학교 개황에

관한 자료, 지역의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 학교장 심층면담 자료다. 먼

저 학교회계와 관련된 자료는 학교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7

년까지의 전국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의 학교회계 예·결산서,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와 학교발전기금회계 자료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학

교 개황에 관한 자료는 학교의 학생 수 및 교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로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학교

개황자료를 활용한다. 지역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는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액 자료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심층면담 자료는 전국 초등학교 학교장 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

결과해석과 논의, 제언을 위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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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가. 교육비와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 분석

학교발전기금이 지역의 부의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

해 교육재정의 중립성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재정의

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부모

의 경제적 능력과 학교의 교육비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반상진,

1998; Cohn, 1984; Odden & Picus, 2008). 이를 위해 학교의 교육비와

지역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 간의 상관계수나 탄력성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지수값이 작을수록 교육재정은 중립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관계수가 0.5 이하일 경우 재정의 중립성이 지켜진다고 볼

수 있고, 탄력성 지수가 0.1 이하일 경우 재정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

다(최준렬, 2013).

이 연구에서는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과 지역의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지방세(이혜진, 한유경, 2006)를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지방세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과 학생 1인당 지방세액의 상관관계를 학교 설립유형별로, 지역의

규모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지를 세분하여 분석했다.

나. 교육비 공평성 분석

공평성을 분석하는 각종 지수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가치판단에

의한 상대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표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수들을

함께 산출하여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명숙, 2007).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편차계수와 공평성 분석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 중앙값 이하에 관심을 둔 역맥룬지수,

중앙값 이상에 관심을 둔 페어슈테겐지수를 사용한다. 또 영점 샤플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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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에 기여하는 정

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행·재정적 책임자인 초등학교 학교장

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결과를 해석, 논의하며 제언을 도출한다.

1)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지니계수는 배분의 공평성 분석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척도이다. 만

일 사회의 소득 배분이 완전히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 상태인 0이 되며,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 지니계수는 1이 된다. 하지

만 이는 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수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재정경제학사전(2001)은 기존 연구들과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지니계수 해석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산출 결과 지니계수가

0.5일 경우 높은 불공평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0.4 이하일 경우 불공

평 상태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연구의 경우, 지니계수 산출

시 0.1~0.2 사이에 값을 보일 경우 재정배분의 공평한 상태로 제시하며,

0.2~0.4 사이의 경우 다소 공평하다고 볼 수 있으며, 0.4 이상의 값을 가

질 때 매우 불공평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오범호, 2004; 윤홍주,

2004; 정현주, 한유경, 2017, Odden & Picus, 2008, 1992).

2) 편차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편차계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분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불평등 지수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

눈 값이다. 편차계수는 경제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이해하기 쉬워 정책 분석 시 자주 사용된다(조성영, 2018).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한 상태, 1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수가 0에 가깝다는 것은 각각의 사례들이 평균에 가

깝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며, 1에 가깝다는 것은 평균과의 차이가 크므

로 불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차계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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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상대적인 수치이다. 이런 이유로 해석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Odden & Picus(2008)는 절대적인 수치를 0.1로 제시하고 있

다.

3) 역맥룬지수(Inverse McLoone Index)

맥룬지수는 지니계수와 함께 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시 자주 사용되

는 지표로, 중앙값(median) 이하에 속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평균값에 근

접해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니계수가 전체 사례의 공평성에 초점

을 두고 있다면, 맥룬지수는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사례의 불평등에

초점이 있다. 맥룬지수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0과 1사이의 값을 지니

며, 0.7~0.9의 값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0.95이상일 경우 바람직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우명숙, 2007; Odden & Picus, 2008; Hale, 2013). 많

은 경우 불평등지수들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의

미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맥룬지수는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맥룬지수는 분석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1

에서 맥룬지수값을 뺀 지수인 역맥룬지수(Inverse McLoone Index)를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역맥룬지수의 값은 0.05를 절대 기준으로 정하고

0.1~0.3의 값을 나타낼 때 평등한 상태로 볼 수 있다(Odden & Picus,

2008).

4) 페어슈테겐지수(Verstegen Index)

페어슈테겐지수는 중앙값 이하의 값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역)맥룬지수

와는 달리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관심을 둔 불평등 지수다. 페

어슈테겐지수는 교육비의 중앙값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학생 교육비를

지출하는 학교 간의 교육비 분포를 보여준다(Verstegen, 2002). 페어슈테

겐지수는 그 값이 보통 1 이상의 값을 보이며, 1에 가까울수록 공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분석 결과 지수값이 1.1 이상으로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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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학생 교육비 지출의 상위 집단 간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우명숙, 2007; 이호준, 2001).

5) 샤플리값 분해(Shaply value decomposition)

샤플리값은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에서 나온 개념

으로, 게임을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협동으로 획득된 총 이득을 참여자

각자의 한계적 기여(marginal contribution)에 따라 균형 배분하는 규칙

이다. 협조적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이 개념을 활용해 불평등을 구성

하는 소득 원천별 한계 기여도를 산출해낼 수 있다(Sastre & Trannoy,

2002; Shapley, L.S., 1953). 샤플리 분해 방법은 여러 분해 방법 중 유일

하게 소득 원천들의 기여를 계산한 후 이를 합한 것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값과 같아지는 유일한 분해 방식이며(Chantreuil &

Trannoy, 1999; Hart & Mas-Colell, 1989), 일반화된 엔트로피 계열의

지수나 지니계수 모두를 분해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기

백, 2017).

샤플리값 분해 방법은 분해 과정에서 소득 원천들의 부분집합을 형성

하는데 이 때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는 소득원천에 대해 어떤 값을 부여

하는 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평균값을 부여하는 평

균 샤플리값 분해 방법(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이고, 하나는 모든 가구에 대해 0 값을 부여하는 영점 샤플리값

분해 방법(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이다. 영점 샤플리

값은 소득 점유율보다는 불평등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므로(이

우진, 2016), 이 연구에서는 영점 샤플리값 분해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

석 결과 샤플리값이 양(+)인 경우 해당 소득원천이 불공평에 기여한 것

으로, 음(-)인 경우 해당 소득원천이 공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이성재, 이우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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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합연구

이 연구는 통계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함께 실행된 혼합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혼합연구는 통계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점을 모두

지닌 연구 방법이다. 연구 수행 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

를 활용해 사전에 정해진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구

성해가는 특징을 지닌다. 혼합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특정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일반화하는 데에 있다(Creswell, 2013).

교육재정 연구는 대부분 양적연구로 이루어지며, 질적 연구나 통합연

구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김지하, 2015; 윤홍주, 2011, 이희숙,

2017). 하지만 심층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도 심층적으로 상황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제도 등의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내부의 복잡한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사례가 가진 독자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윤홍주, 2011; Seidman, 2009).

연구를 위해 단위학교의 행·재정적 책임자이자 학교 운영 전반에 관

한 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 즉 학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장들은 총 8명으로 연구의 계량적 분석

자료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의 기간에 학교에서 근무 중인 자를

면담자로 선정해 연구 자료의 유기성과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단위로 분석한 연구 결과의 적합한 해석과 심

도 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시 지역, 도 지역, 특별자치도 지역, 읍 지역,

면 지역에 속한 학교의 학교장들을 고루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

다. 이 연구에 활용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와 같으며, 연구에 참여한 연

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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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문 내용 근거

개인

배경과

학교장의

역할

·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학교장으로서의 귀하의 행정적, 재정적 역

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기,

문영진,

문영빛,

권순형

(2016)

학교

발전기금

모금

과정

· 최근 3년 간 귀하가 재직 중인 학교의 학교발전기

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여관

(2001),

임금례

(2001)

· 학교발전기금은 학기 중 어느 시기에 주로 모금이

됩니까?

· 귀하는 학교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

십니까? 만약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

십니까?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의 경제적, 사회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

발전기금

지출

과정

· 학교발전기금이 학교교육활동의 어떤 내역으로 지

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연순

(2007),

전제웅

(2015)

· 학교발전기금의 수입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원인데, 학교의 교육활

동을 계획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과도하게 기탁된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해 지출에 어

려움은 없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입

니까?

학교

발전기금

재정적

중립성과

형평성

· 학교발전기금이 학교가 속한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윤홍주

(2004),

이혜진,

한유경

(2006)
· 학교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발전기금

제도

· 학교발전기금 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근

(2001)

<표 Ⅲ-1>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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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소속 학교

지역규모
교직 경력 교장 경력 전문직 경력

A교장 남 읍 37년 3개월 8년 3개월 11년

B교장 남 특별시 32년 5년 10개월 6년 6개월

C교장 남 특별시 29년 2년 6개월 9년 6개월

D교장 여 도 37년 2년 5개월 10년

E교장 여 도 35년 3년 3년

F교장 여 도 34년 3년 4년 6개월

G교장 여 면 32년 8개월 5년 8개월 없음

H교장 여 특별자치도 39년 3년 없음

<표 Ⅲ-2>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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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2014 2015 2016 2017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국 5,882 5,807 75 5,914 5,839 75 5,970 5,896 74 6,005 5,932 73

서울 596 557 39 597 558 39 599 560 39 596 558 38

부산 303 297 6 304 298 6 306 300 6 305 299 6

대구 218 214 4 218 214 4 223 219 4 228 224 4

인천 240 235 5 239 234 5 243 238 5 245 240 5

광주 149 146 3 152 149 3 153 150 3 154 151 3

대전 143 141 2 145 143 2 146 144 2 147 145 2

울산 118 118 0 116 116 0 117 117 0 117 117 0

세종 24 24 0 34 34 0 37 37 0 43 43 0

경기 1,185 1,182 3 1,195 1,192 3 1,222 1,219 3 1,237 1,234 3

강원 349 346 3 350 347 3 351 348 3 351 348 3

충북 259 258 1 260 259 1 259 258 1 257 256 1

충남 403 402 1 404 403 1 404 403 1 406 405 1

전북 413 413 0 414 414 0 414 414 0 416 416 0

전남 423 420 3 422 419 3 425 422 3 428 425 3

경북 465 462 3 466 463 3 466 464 2 467 465 2

경남 488 486 2 492 490 2 498 496 2 501 499 2

제주 106 106 0 106 106 0 107 107 0 107 107 0

<표 Ⅳ-1> 분석 대상 학교수

분석 대상 학교는 2014년 5,882개교, 2015년 5,914개교, 2016년 5,970개

교, 2017년 6,005개교로, 학교 신설, 휴교, 폐교 등으로 학교정보공시가

되지 않은 학교와 통합학교, 휴교 등의 이유로 상위학교와 본교에 학교

회계가 통합되어 있는 학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립초등학교는 2014

년, 2015년 75개교, 2016년 74개교, 2017년 73개교다. 분석 대상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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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별, 설립유형별 학교수는 <표 Ⅳ-1>와 같다.

가.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액 분석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 학교의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한 결과

는 <표Ⅳ-2>와 같다. 분석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액 평균값은 2014년 7.43만원, 2015년 7.92만원, 2016년 5.99만원, 2017년

5.64만원이다. 2014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평균 2.08만원으로 가장

작은 값을, 충청북도교육청이 평균 17.06만원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2015년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89만원으로 가장 작은 값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충청북도교육청이 17.77만원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2016

년에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1.61만원으로 가장 작

은 값을, 경상남도교육청이 14.88만원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2017년

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평균 1.52만원으로 가장 작은 값을, 충청북도

교육청이 13.83만원으로 가장 큰 평균값을 보였다.

분석 기간 중 최소값의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5년 0.11만원과

2016년 0.09만원, 2017년 0.06만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2017년 0.18

만원,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 0.23만원과 2017년 0.2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0원이었다. 반면 최대값은 그 차이가 상당했는데, 2014년에는 최대

689.72만원(부산광역시교육청), 2015년 최대 924.52만원(울산광역시교육

청), 2016년 최대 1282.05만원(경상남도교육청), 2017년 351.78만원(경상

남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준편차 값을 보면 더욱 상

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2014년의 표준편차 값은

22.32만원, 2015년 24.35만원, 2016년 21.81만원, 2017년 15.52만원으로 모

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의 평균값보다 표

준편차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 학교의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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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Ⅳ-3>와 같다. 분석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지출

액 평균값은 2014년 4.29만원, 2015년 4.60만원, 2016년 4.09만원, 2017년

4.01만원으로 접수액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인 평

균값을 보면 2014년에는 수입액 기준과 같은 지역인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 평균 1.15만원으로 가장 작은 값을, 충청북도교육청이 평균 9.43만원

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1.75만원으로 가장 작은 값을, 충청북도교육청이 10.08만원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2016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0.82만원으로 가장

작은 값을, 울산광역시교육청이 12.23만원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2017년에는 접수액 기준과 같은 지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평균 1.01만

원으로 가장 작은 값을, 충청북도교육청이 10.09만원으로 가장 큰 평균값

을 보였다.

분석 기간 중 최소값의 경우 2016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0.09만원과

2017년 충청북도교육청의 0.18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0원이었다. 반면

최대값은 접수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상당했는데, 2014년에는

최대 482.06만원(부산광역시교육청), 2015년 최대 320.94만원(강원도교육

청), 2016년 최대 986.05만원(울산광역시교육청), 2017년 261.67만원(경상

남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준편차 값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2014년의 표준편차 값은 12.26만원, 2015년 13만원,

2016년 15.36만원, 2017년 9.53만원으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의 평균값보다 표준편차값이 더 크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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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국 7.43 22.32 0 689.72 7.92 24.35 0 924.52 5.99 21.81 0 1282.05 5.64 15.52 0 351.78

서울 3.95 14.56 0 318.87 3.28 16.52 0 364.68 3.06 14.97 0 314.68 1.52 3.61 0 43.12

부산 9.40 46.93 0 689.72 8.72 33.59 0 366.86 2.70 7.99 0 104.34 3.22 16.06 0 175.86

대구 3.43 8.65 0 103.98 3.94 9.32 0.15 113.15 2.44 3.68 0 35.23 1.85 3.27 0 26.87

인천 3.08 6.18 0 52.91 3.18 5.86 0 60.70 3.31 4.26 0 29.25 5.17 23.11 0 317.99

광주 2.88 9.15 0 100.09 3.90 10.04 0 112.46 1.92 3.97 0 19.12 1.59 4.43 0 41.08

대전 3.13 4.15 0 18.52 2.89 4.14 0 20.74 1.61 2.65 0 19.87 1.93 2.87 0 13.74

울산 7.46 16.85 0 132.98 15.44 86.86 0.11 924.52 7.46 20.27 0.09 197.26 6.40 16.36 0.06 146.23

세종 6.20 6.35 0 25.26 4.68 5.64 0 29.88 5.92 13.28 0 79.46 3.21 3.38 0.18 16.85

경기 3.53 15.96 0 461.92 3.36 13.92 0 410.21 2.48 6.82 0 104.08 2.90 12.08 0 230.76

강원 13.82 23.77 0 210.09 16.41 32.69 0 322.63 9.90 17.67 0 189.55 10.44 16.03 0 145.57

충북 17.06 23.06 0 266.16 17.77 25.18 0 277.62 12.74 15.79 0.23 104.12 13.83 21.60 0.20 218.33

충남 12.65 23.65 0 230.00 13.60 24.09 0 265.23 11.49 19.40 0 179.19 10.16 17.54 0 213.77

전북 7.68 17.44 0 181.28 9.07 25.27 0 343.62 5.81 9.72 0 77.72 5.87 12.62 0 188.06

전남 4.89 16.73 0 215.22 4.97 12.75 0 124.12 3.91 11.94 0 204.65 3.31 8.62 0 126.96

경북 5.66 13.45 0 118.56 6.49 13.74 0 156.27 7.10 16.73 0 222.92 8.10 18.33 0 202.35

경남 15.05 37.38 0 450.09 15.41 30.01 0 323.51 14.88 61.28 0 1282.05 10.86 25.73 0 351.78

제주 12.81 25.92 0 227.78 12.40 25.25 0 225.45 8.35 18.57 0 173.85 7.94 9.78 0 50.56

<표 Ⅳ-2> 학생 1인당 발전기금(접수),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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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전국 4.29 12.26 0 482.06 4.60 13.00 0 320.94 4.09 15.36 0 986.05 4.01 9.53 0

서울 2.47 5.10 0 49.69 1.75 5.98 0 125.29 1.13 2.53 0 36.29 1.01 6.03 0

부산 4.16 28.34 0 482.06 3.56 11.34 0 127.68 2.22 5.63 0 50.13 2.19 6.07 0

대구 2.46 3.31 0 18.49 3.16 5.46 0 54.70 1.52 2.19 0 17.23 1.45 2.15 0

인천 2.55 5.53 0 48.96 2.55 4.85 0 44.67 1.61 3.02 0 27.64 2.20 8.69 0

광주 1.15 2.63 0 16.29 2.23 3.82 0 17.66 0.82 2.35 0 14.31 0.57 1.67 0

대전 2.25 3.31 0 14.28 1.75 2.95 0 16.96 1.05 1.99 0 18.89 1.09 1.39 0

울산 5.69 13.00 0 88.24 6.12 14.84 0 122.47 12.23 91.34 0.09 986.05 3.93 9.85 0

세종 4.24 4.45 0 15.85 2.90 2.51 0 10.88 2.70 2.97 0 9.55 2.45 3.42 0

경기 1.87 5.97 0 125.69 1.89 5.30 0 110.90 1.81 4.97 0 83.88 1.67 4.13 0

강원 7.12 13.71 0 133.14 9.48 24.89 0 320.94 8.23 12.62 0 98.35 8.57 12.44 0

충북 9.43 10.24 0 63.64 10.08 18.90 0 256.98 9.28 11.17 0 64.67 10.09 13.15 0.18

충남 7.48 14.08 0 147.32 7.96 15.21 0 227.64 7.53 10.49 0 92.75 7.80 14.54 0

전북 4.40 10.09 0 125.56 5.69 18.96 0 294.14 4.31 7.22 0 55.56 4.81 7.68 0

전남 3.52 15.38 0 199.36 2.96 9.02 0 123.62 2.16 5.09 0 52.79 2.22 4.53 0

경북 3.30 7.82 0 74.24 4.14 8.74 0 101.43 5.08 9.97 0 90.80 5.54 8.78 0

경남 8.73 15.59 0 126.85 9.47 16.69 0 152.51 8.82 15.58 0 113.66 8.33 17.25 0

제주 7.82 22.47 0 227.78 7.32 22.76 0 225.45 5.05 4.54 0 21.74 5.58 5.65 0

<표 Ⅳ-3> 학생 1인당 발전기금(지출),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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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지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4

전체 7.43 22.32 0 689.72 4.29 12.26 0 482.06

공립 7.44 22.45 0 689.72 4.29 12.33 0 482.06

국립 1.53 2.13 0 7.86 1.15 1.91 0 7.10

사립 8.04 11.76 0 61.13 5.16 7.40 0 33.68

2015

전체 7.92 24.35 0 924.52 4.60 13.00 0 320.94

공립 7.92 24.43 0 924.52 4.57 12.91 0 320.94

국립 2.29 2.99 0 9.51 1.83 2.27 0 6.80

사립 9.36 20.95 0 129.84 7.27 19.23 0 125.29

2016

전체 5.99 21.81 0 1282.05 4.09 15.36 0 986.05

공립 5.96 21.58 0 1282.05 4.10 15.45 0 986.05

국립 1.87 2.02 0 5.53 1.55 1.91 0 7.03

사립 9.48 36.79 0 314.68 4.33 8.01 0 50.13

2017

전체 5.64 15.52 0 351.78 4.01 9.53 0 261.67

공립 5.66 15.62 0 351.78 4.01 9.41 0 261.67

국립 1.88 2.65 0 10.47 1.62 2.20 0 6.55

사립 4.35 6.41 0 36.02 4.82 16.96 0 143.04

<표 Ⅳ-4>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발전기금, 단위: 만원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과 지출액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값은 <표Ⅳ-4>와 같다. 공립초등학교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43만원과 7.92만원의 평균값을 보였고, 2016년에는 조금 감소한 금액인

5.99만원, 2017년에는 5.64만원의 평균값을 보였다.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설립유형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2014년에는 1.53만원, 2015

년 2.29만원, 2016년 1.87만원, 2017년 1.88만원의 평균값을 보였다. 사립

초등학교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설립유형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2014년 8.04만원, 2015년 9.36만원, 2016년 9.48만원을 보였고,

2017년에만 전년보다 절반 정도 감소한 4.35만원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시·도 교육청별 기술통계와 마찬가지로 표준편차 또한 모든 기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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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유형에서 평균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국립의 경우 약 2

만원 정도의 표준편차를 보였으나, 공립은 15.62만원(2017년)부터 24.42

만원(2015) 범위의 편차를 보였고, 사립은 6.41만원(2017년)부터 36.79만

원(2016년)까지의 편차를 보였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해에서 약 4만원

정도의 평균값을 보였고,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해에서 약 1.5만원

정 도의 평균값을 보였다. 사립 초등학교는 2014년 5.16만원, 2015년 7.27

만원, 2016년 4.33만원, 2017년 4.82만원의 평균값을 보였다. 표준편차는

접수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조금 낮게 나왔으나 접수액과 마찬

가지로 모든 해에 모든 설립유형에서 평균값보다 표준편차값이 크게 나

타났다. 공립초등학교는 최소 9.41만원(2017년)부터 최대 15.26만원(2016

년)까지의 값을, 국립초등학교는 최소 1.91만원(2014, 2016년)부터 최대

2.27만원(2015년)까지의 값을 보였다. 사립초등학교는 편차값의 최소, 최

대값의 범위가 넓은데, 최소 7.4만원(2014년)부터 최대 19.23만원(2015)년

까지의 값을 보였다.

나. 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치하는 비율 분석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회계 예산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

지하는 비율을 산출했다.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은 학교회계 수입 대비 비

율로, 학교발전기금 지출액은 학교회계 지출 비율로 산출했다.

먼저 분석 기간 중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이 0원인 학교의 수를 확인할

결과, 2014년 557개교, 2015년 481개교, 2016년 748개교, 2017년 885개교

였다. 그리고 지출액이 0원인 학교는 2014년 1,013개교, 2015년 872개교,

2016년 879개교, 2017년 982개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회계 예산 대

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접수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1.33%, 2015년 1.07%, 2016년 0.74%, 2017년 0.65%였고, 지출액을 기준

으로 보면 2014년 0.78%, 2015년 0.63%, 2016년 0.48%, 2017년 0.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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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최소값은 접수액을

기준으로 울산이 2015년 0.04%, 2016년 0.04%, 2017년 0.02%, 세종이

2017년 0.07%, 강원이 2016년 10.19%, 충북이 2016년 0.08%, 2017년

0.06%의 값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였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이 2016년 0.04%, 강원이 2016년 9.59%, 충북이 2017년 0.06%

의 값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였다.

[그림 Ⅳ-1] 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접수)

시·도 교육청별 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이차지하는 비율을 접수

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그림Ⅳ-1]과 같고,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

출한 결과는 [그림Ⅳ-2]과 같다. 접수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의 비율이 평균 2%가 넘는 지역은 없었으나 1% 이상이 되

는 지역은 2014년 9개, 2015년 9개, 2016년 5개, 2017년 5개 지역이었다.

이 중 4년 연속 1%가 넘는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경남이었고, 3년 연

속 1%가 넘는 기역은 울산이었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도 2%를 넘

는 지역은 없었으나 1%를 넘는 지역이 2014년에는 5개, 2015년 5개,

2016년 2개 지역이었고 2017년에는 없었다. 그리고 2년 연속 1%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경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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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지출)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수입액 대비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비율의

최대값은 [그림Ⅳ-3]에 제시되어있다. 이 중, 100%이상이 되는 지역은

2014년 서울(105.52%), 부산(118,92%), 경기(1627.99%) 세 지역이었고,

2015년에는 없었다. 2016년에는 경남 한 지역만이 165.34%로 학교회계보

다 학교발전기금 규모가 더 컸고, 2017년에는 없었다. 또한 학교회계 수

입액의 절반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까지의 비율을 보인 지역은 2014년 경

남(75.11%)이 있었다. 2015년은 서울(97.36%), 부산(64.27%). 울산

(52.69%), 경남(60.52%)이었고, 2016년에는 없었고, 2017년에는 인천

(83.4%)뿐이었다.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지출 대비 학교발전기금 지출 비율의 최대

값을 시·도 교육청별로 제시한 그래프는 [그림Ⅳ-4]과 같다. 대부분의 지

역에서 10%를 넘지 않지만, 10%를 넘는 지역들도 존재했다. 2014년에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최대값이 10% 이상이

었으며, 이 중 부산은 학교회계 규모와 유사한 수준(86.25%), 서울

(155.44%)과 경기(669.33%)는 학교회계 규모보다 큰 수준이었다. 2015년

에 최대값이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역은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으나 학교회계 규모와 비슷하거나 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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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값을 갖는 지역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학교회계규모

와 비슷하거나 큰 수준의 최대값을 보이는 지역은 없었고, 10% 이상의

최대값을 가지는 지역은 울산, 강원, 충남, 경북의 네 지역이었다. 마지막

으로 2017년은 전국의 최대값이 22.52%(인천)였고 그 이하와 10% 이상

의 최대값을 가지는 지역은 서울, 경기, 충남, 경남이 있었다.

[그림 Ⅳ-3] 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접수 최대값)

[그림 Ⅳ-4] 학교회계 대비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지출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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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발전기금과 지방세액과의 상관분석

가. 설립유형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지

만, Odden & Picus(2008)와 국내 선행연구(윤홍주, 2004; 이쌍철, 주철

안, 2009; 이혜진, 한유경, 2006)에서 분석한 재정적 중립성의 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기준을 상관계수 0.5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상

관계수가 0.5 이상일 경우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이 어느 정

도 상관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를 해석할 때

상관계수가 ~0.2일 경우 상관이 매우 낮다고 해석하고, 0.4이상의 값을

보일 경우부터 상관이 있다고 해석한다(성태제, 2010). 이를 근거로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학생 1인당 지방세와 학생 1인당 학교발

전기금 지출액은 4개년도 모두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

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수를 살펴보면 2014년 0.20, 2015년 0.19. 2016년

0.08, 2017년 0.12로 매우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전국을 기준

으로 볼 때,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과 학생 1인당 지방세액은

상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2014 2015 2016 2017

전국 0.20*** 0.19*** 0.08*** 0.12***

국립 -0.21 0.06 -0.11 0.10

공립 0.20** 0.19*** 0.08*** 0.12***

국공립 0.20*** 0.19*** 0.08*** 0.12***

사립 0.11 -0.004 -0.04 -0.01

<표 Ⅳ-5>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지방세-학교발전기금 지출액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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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학교

설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Ⅳ-5>와 같다. 국립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2014년과 2016년에는

음의 상관, 2015년, 2017년에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공립 초등학교는 4

개년도 모두 유의하게 양의 상관을 보였으나 0.2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

다.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4년에

는 양의 상관,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음의 상관을 보였다. 비록 공

립 초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

도,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만 상관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은 학생 1인당 지방세액과 상관이 없어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규모별 분석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과 학생 1인당 지방세액의 상관분석

을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표Ⅳ-6>와 같다. 분석결과 2016년의 리지역

과, 4년 모두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014 2015 2016 2017

리 지역 0.22*** 0.16*** 0.03 0.05*

읍면 지역 0.05 0.02 0.01 0.02　

도 지역 0.14*** 0.17*** 0.23*** 0.21***

광역시 지역 0.12*** 0.35*** 0.39*** 0.27***

<표 Ⅳ-6> 지역규모별 학생 1인당 지방세-학교발전기금 지출액 상관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에는 읍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의한 수

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0.1~0.2 수준의 낮은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었다. 2015년에는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광역시 수준에서 다른



- 38 -

지역보다 높은 0.35의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016년에는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에서만 각각 0.23, 0.39의 양적

상관을 보였다. 이어서 2017년에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을 제

외한 지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양적 상관을 보였으나 모두 0.3 이하의 낮

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4개년도의 모든 지역규모를 볼 때 0.4

이상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는 지역은 없었다. 다시 말해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학교발전기금은 지역

의 부의 수준과 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기초자치단체별 분석

지역

(기초자치단체 수)
2014(비율) 2015(비율) 2016(비율) 2017(비율)

전국(229) 55 (24%) 59 (26%) 76 (33%) 95 (41%)

서울(25) 1 (4%) 2 (8%) 5 (20%) 4 (16%)

부산(16) 2 (8%) 6 (24%) 7 (28%) 6 (24%)

대구(8) 1 (4%) 0 (0%) 4 (16%) 3 (12%)

인천(10) 3 (12%) 2 (8%) 2 (8%) 4 (16%)

광주(5) 0 (0%) 2 (8%) 2 (8%) 2 (8%)

대전(5) 1 (4%) 0 (0%) 1 (4%) 2 (8%)

울산(5) 2 (8%) 2 (8%) 2 (8%) 2 (8%)

세종(1) 1 (4%) 0 (0%) 0 (0%) 0 (0%)

경기(31) 15 (60%) 15 (60%) 17 (68%) 17 (68%)

강원(18) 4 (16%) 5 (20%) 6 (24%) 7 (28%)

충북(11) 5 (20%) 6 (24%) 6 (24%) 8 (32%)

충남(15) 0 (0%) 5 (20%) 6 (24%) 8 (32%)

전북(14) 2 (8%) 2 (8%) 2 (8%) 5 (20%)

전남(22) 5 (20%) 1 (4%) 1 (4%) 3 (12%)

경북(23) 5 (20%) 4 (16%) 5 (20%) 11 (44%)

경남(18) 7 (28%) 5 (20%) 9 (36%) 11 (44%)

제주(2) 1 (4%) 2 (8%) 1 (4%) 2 (8%)

<표 Ⅳ-7> 학생 1인당 지방세-학교발전기금 지출액 상관계수 0.5 이상 지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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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는 학생 1인당 지방세와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지출액

의 상관관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중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기초자지단체의 수를 제시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229개 기

초자치단체 중 상관분석 결과가 0.5 이상인 지역은 2014년에 55개(24%),

2015년 59개(26.82%), 2016년 76개(34.55%), 2017년 95개(43.18%)였다.

상관계수가 0.5 이상을 보인 기초차지단체의 수가 가장 많은 시·도 교육

청은 경기도로, 4년 연속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60% 이상의 지역이 0.5

이상의 값을 보였다.

구체적인 시·도 교육청별 기초자치단체의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1>

과 같다. 분석 결과 중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상관이 매우 높다고 해

석할 수 있는(성태제, 2010) 지역도 있었다. 먼저 광역시를 보면 서울에

서는 2016년 중구가 0.82, 부산에서는 2017년 강서구가 0.8, 2017년 동래

구가 0.8, 대구에서는 동구가 2016년 0.8, 2017년 0.86의 값을 나타냈다.

또, 광주에서는 20165년 북구가 0.85, 대전에서는 2016년 유성구가 0.83,

울산에서는 4개년도 모두 0.9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도지역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2015년과 2016년 광명시가 각

각 0.91, 0.95의 값을, 2015년 구리시가 0.82의 값을 보였다. 동두천시는

2015년부터 0.81, 0.86, 0.97의 상관을, 시흥시는 2015년 0.87, 0.88의 값을,

하남시는 2015년 0.92, 2016년과 2017년 0.88의 값을 나타냈다. 강원도에

서도 2014년 동해시가 0.82, 춘천시에서 2015년부터 0.94, 0.83, 0.88, 2017

년의 화천이 0.83의 상관계수 결과를 보였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가 4

년 연속 0.8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증평군이 2015년 0.99, 청주시가 2015

년 0.8, 201년 0.81의 결과를 보였다. 전라북도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무

주군가 0.8 이상의 값을 보였고,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의 구례군만 0.89

의 값을 보였다. 또, 경상북도에서는 울릉이 2016년과 2017년에 0.9 이상

의 값을, 2017년 청도군이 0.86의 값을 나타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15

년부터 진주시가 0.8 이상의 값을, 통영시가 2017년에 0.8의 값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에서는 서귀포시가 2014년과 2015년 각각 0.87, 0.85의

상관을 보였고, 충청남도와 세종시에서는 0.8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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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없었다.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

준이 상관이 있다고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2014년과

2015년에는 70%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관계수가 0.5 미만의

값을 보였고, 2017년에서야 비로서 약 40%의 지역이 0.5 이상의 상관계

수값을 보였다. 또한 0.8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값을 보인 지역들 또한 4

년 연속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지역은 드물었다. 다시 말해, 상관관

계가 높은 지역일지라도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는

매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기에 상관이 있다고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라. 심층면담 분석

지역의 부의 수준과 학교발전기금액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8명의 전국 초등학교 학교장과의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는 많지 않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창들

이 십시일반 모아서 5만원 10만원 모아서 100만원 한다든지 200만원 한

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 후배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골은 동창회가. 

그 사람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야(A교장).”

“경제적 수준만 가지고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나 지역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층

에서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콩 한쪽도 나눠먹는 그런 정서가 있는 분들

은 본인 것을 아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C교장).”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인 수준도 무시는 못합니다. 조선 사업이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는 다 조선업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아파트가 다 

비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하면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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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지역의 경제적 수준 때문에 발전기금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보기 

어렵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고. 학교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지역민이 학교를 마을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

역의 경제적 수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F교

장).”

심층면담 내용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이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

을 안 받는 것은 아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주 밀접한 상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창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기탁하거나 “지역민이 학

교를 마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나 “정서”와 더 관련이 있었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보다는 대학 

이런 데 큰 데에 하지 작은 초등학교에는 별로 안 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보다는 졸업생 중에 저명한 인사가 하든지(A교장).”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장 등에서 기부를 하고 (기탁자들이) 경제

적으로 부유하지는 않고,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

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 회장, 총동문회장 등(H교장).”

“졸업식 때 동창회에서 아이들 장학금 주라는 거하고 그것이 3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또 따로 도서를 사라고 해마다 10만원, 20만

원 줘요(D교장).”

이와 더불어 “(해당 학교)졸업생 중에 저명한 인사”가 기탁을 하거나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회장, 총동문회장 등”의 “어떤 책임”을 맡

았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이 기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학교발전기

금은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도 무시는 못 하나”, “경제적 수준만 가지고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나 지역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여유는 많지 않아도” 또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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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은 층에서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기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 분석

가. 지니계수 분석

2014 2015 2016 2017 4년 평균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전국 0.77 0.77 0.77 0.76 0.76 0.76 0.77 0.75 0.77 0.76

사립 0.77 0.69 0.74 0.79 0.76 0.76 0.77 0.75 0.76 0.75

국공립 0.66 0.77 0.77 0.76 0.80 0.72 0.66 0.80 0.72 0.76

<표 Ⅳ-8>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니계수

일반적인 불공평 지수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통해 학생 1인당 학교

발전기금의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설립유형별로는 <표Ⅳ-8>과 같다.

설립유형별로 볼 때 2014년과 2017년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

교발전기금 접수액의 지니계수가 0.66으로 낮게 나온 편이다. 하지만 이

는 매우 불공평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인 0.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학

교발전기금은 재정 배분이 매우 불공평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니계수 분석을 시·도 교육청별로 한 결과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결과

는 [그림Ⅳ-5], 지출을 기준으로 한 결과는 [그림Ⅳ-6]과 같다. 시·도 교육

청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2017년 전국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발

전기금의 지니계수는 4년 동안 접수액과 지출액 모두에서 0.5 이상의 값

을 보였다. 접수액을 기준으로 볼 때 불공평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전라

남도였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과 광주, 경기도가 지니계수가 4년 평균

0.8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였고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였으나 두 지역 모두 0.5 이상의 값으로, 불공평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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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지니계수(접수)

지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불공평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접수액과 마찬

가지로 전라남도였고 그 뒤를 이어 광주도 4년 간 평균 0.8 이상의 계수

값을 보였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지역 또한 세종시로 4년 평균 약 0.5

의 값을 보였으나 이 역시 매우 불공평상 상태였다.

[그림 Ⅳ-6]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지니계수(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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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차계수 분석

편차계수는 표준편차를 이용해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분

석의 각 사례들이 평균으로부터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

는 지수다. <표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 1

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평균 편차계수는 접수액 기준 3, 지출액 기준 2.86

이다. 비록 국공립 초등학교의 2014년 접수액과 지출액, 2016년의 지출

액, 2017년의 접수액 기준이 편차계수 2를 넘지 않지만 이 또한 높은 수

준의 불공평 상태를 나타낸다. 교육재정 연구에서 편차계수는 보통 0에

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편차가 높음을 의미한다.

즉, 계수값이 클수록 불공평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개는 0.1을 기

준으로 공평성 정도를 판단한다(Odden&Picus, 2008). 따라서 최근 4년

간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은 편차계수를 산출한 결과 접수액과 지출액

모두에서 불공평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4 2015 2016 2017 4년 평균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전국 3.00 2.86 3.08 2.82 3.64 3.75 2.75 2.37 3.00 2.86

사립 3.02 2.88 2.22 2.63 3.62 3.77 2.76 2.35 3.02 2.88

국공립 1.45 1.42 3.09 2.82 3.86 1.84 1.46 3.49 1.45 1.42

<표 Ⅳ-9>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편차계수

[그림Ⅳ-7]과 [그림Ⅳ-8]은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

금의 접수액과 지출액의 편차계수 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

림Ⅳ-7]와 같이 접수액 면에서 편차계수가 가장 작은 지역은 2017년 제

주가 1.22였고 지출액 면에서는 세종이 0.9 였으나, 두 계수 값 모두 공

평하다고 해석할 수 없는 값을 지니고 있었다. 접수액 면에서 보면 가장

편차계수가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4.25의 값을 보였고 서울도 4를 넘는

4.19의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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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편차계수(접수)

[그림Ⅳ-8]와 같이 지출액 면에서 보면 대구, 대전, 충북이 각각 1.55,

1.56, 1.36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또한 1

이 넘는 매우 불공평한 상태였다. 4년 간 평균 편차계수가 가장 컸던 지

역은 부산으로 평균 3.82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울이 3.42의 값을 보이며

불공평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편차계수(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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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맥룬지수 분석

2014 2015 2016 2017 4년 평균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전국 0.71 0.71 0.72 0.71 0.72 0.73 0.74 0.75 0.72 0.73

사립 0.74 0.76 0.70 0.71 0.78 0.86 0.77 0.87 0.75 0.80

국공립 0.71 0.71 0.72 0.71 0.72 0.73 0.74 0.75 0.72 0.73

<표 Ⅳ-10>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역맥룬지수

역맥룬지수는 지니계수와 더불어 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에 자주 활

용되는 불공평 지수로, 중앙값 이하의 사례들이 얼마나 중앙값에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맥룬지수는 0.1~0.3의 값을

가질 때 평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표Ⅳ-10>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 접수액과 지출액의 역맥룬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접수액과 지출액 모

두를 보면 0.7 이상의 값을 가진다. 이런 결과는 4년 간 사립초등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Ⅳ-9]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역맥룬지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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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역맥룬지수(지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역맥룬지수의 수입면에서 본 결과는 [그림

Ⅳ-9]와 같고, 지출면에서 본 결과는 [그림Ⅳ-10]와 같다. 여기서 2014,

2015년 전남의 지출과 2017년 광주의 지출값은 중앙값이 0이어서 계수값

산출이 불가능했다. 평균적으로 모든 시·도 교육청이 0.5 이상의 역맥룬

지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전남은 접수액과 지출액 모두에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역맥룬지수 값이 각각 0.913, 0.9166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역맥룬지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불공평 상태를 나타내는 값

인 1에 매우 근접한 값으로, 전라남도의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중

앙값 이하에 속하는 학교들의 불공평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페어슈테겐지수 분석

페어슈테겐지수는 역맥룬지수와 달리 중앙값 이상의 사례들이 얼마나

중앙값에 근접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평성 지수다. 페어슈테겐지

수는 1에 가까운 값일수록 공평한 상태를 의미하며, 보통 1 이상의 값을

나타낸다. 교육재정 연구에서는 지수값이 1.1 이상일 경우 교육비 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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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 이상의 집단 간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우명숙,

2007; 이호준, 2001). <표Ⅳ-11>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도 교육

청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페어슈테겐 값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앙값 이상에 분포한 학생 1인당 학교발

전기금액의 불공평성은 중앙값 이하에서 보인 불공평성보다 심각했다.

설립유형별로 볼 때 2016년 사립 초등학교의 접수액 기준 페어슈테겐지

수가 9.86, 2017년 사립 초등학교의 지출액 기준 지수가 15.27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하지만 최소값을 보인 2016년 국공립초등학교의 지출

액 기준 지수값인 3.64 또한 1.1 이상의 매우 불공평한 값을 보이고 있

다.

2014 2015 2016 2017 4년 평균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접수 지출

전국 5.32 5.17 4.83 4.49 4.86 3.75 5.22 4.22 5.06 4.41

사립 4.75 7.93 5.51 6.96 9.83 5.58 4.62 15.27 6.18 8.94

국공립 5.24 5.12 4.74 4.36 4.61 3.64 5.24 4.00 4.96 4.28

<표 Ⅳ-11>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페어슈테겐지수

[그림 Ⅳ-11]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페어슈테겐지수(접수)



- 49 -

[그림 Ⅳ-12]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페어슈테겐지수(지출)

[그림Ⅳ-11]는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페어슈테겐지수의 수입면

결과이고, [그림Ⅳ-12]는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페어슈테겐지수의

지출면 결과다. 이를 보면 특히 역맥룬지수에서도 가장 불공평 정도가

심각했던 광주와 전남의 경우, 산출이 가능한 기간에서 모두 두 자리 수

의 지수값이 나왔다. 이는 다른 지역의 페어슈테겐지수가 한 자리수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치이며, 교육재정 연구에서 주로 불공평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값인 1.1보다 상당히 큰 값이다. 분석 결과 지수 값이 1

과 가까운 수치를 보인 2014년 충복의 접수와 지출, 2015년 세종의 지출,

2016년 제주의 지출이 있었으나 이 또한 1.1을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생 1인당 학교

발전기금은 접수액과 지출액 측면에서 불평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심층면담 분석

분석 결과와 같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간에 불공평 정도가 심각하다.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는 앞서 학교발전기금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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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의 경

제적 수준이나 애교심, 동문의 기탁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취지와도 연관이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와 교육자치의 물결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으로 단위 학교의 노력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학교장들은 학교에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학교장들은 “표준교육비

는 얼마 양이 안 찬다”고 느끼거나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학교에서

“자유롭게”운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기업 등에 “편

지”를 보내거나 “동창회에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

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교장으로서 역량 발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 교육비와 교육활동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

인다.

“작은 학교일수록 교장의 경영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환경이 좋아지고 아이들에게 체험 

학습 한 번 더 보낼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돈도 작은 학교는 학

생 수에 비례해서 적게 주니까. 근데 제가 그 때 있을 때는 도교육청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OO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편지를 써

가지고 혜택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OO기업 약 3천만원 △△기업에서 4

천 5백만원 그니까 그 작은 시골 학교에 완전 최첨단 스마트 스쿨 솔루

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

장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고 학교발전기금 역시 가만

히 있으면 절대 동창회든지 주변 유관 기관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회에 그 이야기를 했죠(E교장).”

“표준교육비는 얼마 양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많이 (확

보)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 역량 발휘를 좀 하는 거죠. (중략) 우리는 □

□장학재단하고, 지역 ◇◇ 골프존하고 MOU를 맺어요. □□장학재단에서 

1800만원쯤 예산을 받았어요. 발전기금으로. 골프존과의 MOU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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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필드를 나갈 수 있도록, 돈은 아니지만 사용료로 

그렇게 하고 있고(G교장).”

“작년에 학교 전교생 체육복을 구입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이 발전기금

을 기탁할 때 좋은 일이라고 권장은 한 적이 있다(H교장).”

반면 여러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 간 기탁액의 차이와 불공평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장들은

학교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자체적 노력이 자칫 기탁자에게 부담을 주거

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

에 학교발전기금 마련에 일부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학교장

들은 그 이유가 아직 학교에 “기탁을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는 이미지가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

재하기 때문으로 보거나, 학교발전기금 기탁을 독려하는 행동을 취할 경

우 “학부모들에게 기탁을 하라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요즘에 그리고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 총회나 이럴 때 여러분

들께서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해

서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에게 기탁을 

내라는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급적 안 하고 있죠. 아마 

보통의 경우 그럴 거 같아요(B교장).”

“2015년에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제가 2016년 3월 1일부터 가서 근

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발전기금 자체에 대

한 어떤 의미라든가 취지라든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학교가 처

해져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발전기금을 조성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특히 발전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기탁문화가 활성화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를 기탁한다거나 기부한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설사 그러지 않다고 하더

라고 모아져서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말썽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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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조심했었고 신중하게 접근했던 입장이었고(C교장).”

이렇듯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이 학교 간 불공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학교발전기

금 모금 노력으로 인해 학교장들이 교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에 어려움

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모금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

에 일부 학교장들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학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노력 여부와 정도로 인해 학교발전기

금의 불공평성이 커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발전기금이 교육비 공평성에 미친 영향 분석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는 별도의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운영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시에는 학

교발전기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이 학생교육활동

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바, 학교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학

생 1인당 발전기금 산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학교발전

기금이 포함되기 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 지수(A)를 학교발전

기금이 포함된 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 지수(B)에서 뺀 값을

A로 나눈 값을 백분율 값(%)으로 산출해 개선도({(B-A)/A*100})를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에 포함됨

으로 인해 공평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 이

와 더불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우의 지니계수

값을 영점 샤플리 분해 방법을 이용해 분해한다. 이를 통해 학교발전기

금이 학교회계에 포함될 경우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학교발전

기금이 학교회계의 공평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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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발전기금이 교육비 공평성을 개선한 정도

[그림 Ⅳ-13] 학교발전기금의 교육비 공평성에 대한 개선도(수입)

[그림 Ⅳ-14] 학교발전기금의 교육비 공평성에 대한 개선도(지출)

학교발전기금의 교육비 공평성에 대한 개선도는 수입면에서 [그림Ⅳ

-13]와 같고, 지출면에서 [그림Ⅳ-14]와 같다.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

육비에 포함될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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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수입과 지출 모두에서 소폭 증가했다. 또 분석 기간 동안 절반 이

상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우 지니계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불공평에 적은 수치이

지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 학교발전기금이

불공평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역은 수입 측면에서는 2014년 부산(2.13%)

이었고, 지출 측면에서는 2016년 울산(4.65%)이었다. 한편 기여도가 음

(-)의 값을 보인 지역들은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됨으로 인해 공평성 정도

가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와 B, B-A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

록 2>에 제시되어 있다.

나. 학교발전기금이 교육비 공평성에 기여한 정도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에 포함될 경우, 학교발전기금

이 공평성 지수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수입면은 [그림Ⅳ

-15], 지출면은 [그림Ⅳ-16]와 같다. 먼저 학교회계의 수입을 구성하는 소

득원천은 정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지원금수입, 행정

활동수입, 기타가 있고 여기에 학교발전기금이 추가된다. 다음으로 학교

회계의 지출을 구성하는 소득원천은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해

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학교 재무활동이 있으며 여기에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이

추가된다.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한 학교회계의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수입 요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 75%를 차지하는 정부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이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가 교육비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부담수입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은 약 1%정도로

지원금수입 다음으로, 때로는 행정활동수입 다음으로 수입 요소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발전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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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지출액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15] 학교발전기금의 교육비 공평성에 대한 기여도(수입)

수입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부담수입은 상대기여도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24.73%, -28.96%, -30.72%, -23.72%를 보였다. 샤플리

분해 결과 상대기여도가 음수로 나온 경우 공평성 정도를 개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이우진, 2016), 학부모무담수입은 공평성 개선에 해

당 비율만큼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관심사인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은 상대기여도가 4년 간 조금씩 증가하며 각각

23.29%, 24.48%, 24.61%, 29.73%를 보였다. 이는 학교발전기금이 불평등

에 23~29% 가량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이 소득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려할 때 학교발전기금이 학교 예산의 불공

평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나 수입 요소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정부이전수입의 공평성 기여도와 비교해보

면, 학교발전기금의 불공평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약 3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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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이며, 그 다음으로 약 17%를 차지하는 학

교 일반운영, 약 15%를 차지하는 선택적 교육활동과 기본적 교육활동이

다.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은 약 0.7%의 값으로 학교 재무활동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다.

[그림 Ⅳ-16] 학교발전기금의 교육비 공평성에 대한 기여도(지출)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한 학교회계의 지출 측면에서 볼 때 학생 1인당

발전기금의 공평성 개선에 기여한 요소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선

택적 교육활동이었다.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학교시설 확충, 학교재무활동

에 이어 세 번째로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었는데, 기여도는 2014년

18.57%, 2015년 19.43%, 2016년 20.07%, 2017년 19.62%를 차지했다. 이

또한 수입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발전기금이 지출 요소해서 차지하는 비

율을 고려할 때 불공평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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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도

비율 상대
기여도

비율 상대
기여도

비율 상대
기여도

서울 1.13 35.16 0.89 38.12 0.68 48.61 0.32 53.97

부산 2.09 44.67 1.84 51.91 0.52 42.14 0.61 50.61

대구 0.94 41.35 1.16 43.45 0.65 37.74 0.43 40.84

인천 0.72 31.91 0.72 36.90 0.68 29.25 1.00 48.14

광주 0.78 37.56 1.08 47.13 0.53 43.48 0.41 52.07

대전 0.78 31.31 0.70 41.39 0.36 40.47 0.39 42.52

울산 1.60 27.47 3.31 46.13 1.61 39.96 1.27 42.99

세종 0.78 19.72 0.72 20.70 1.03 29.37 0.51 18.05

경기 0.82 30.90 0.78 38.42 0.46 34.42 0.48 35.59

강원 1.39 18.01 1.82 25.83 1.10 24.97 1.07 22.69

충북 1.90 13.73 2.16 25.08 1.40 24.94 1.43 27.82

충남 1.64 23.05 1.69 29.83 1.35 27.17 1.11 23.46

전북 0.80 23.08 0.95 25.18 0.59 26.75 0.54 27.03

전남 0.51 32.14 0.56 37.82 0.38 36.06 0.31 35.96

경북 0.50 23.74 0.64 28.51 0.67 29.81 0.62 28.18

경남 1.90 22.88 1.99 26.93 1.84 31.46 1.24 26.94

제주 1.65 19.57 1.62 34.60 1.06 33.33 0.89 26.18

<표 Ⅳ-12> 시·도 교육청별 지니계수 샤플리 분해 결과(수입), %

<표Ⅳ-12>는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포함될 경우 지니계수의 샤플리 분해 결과 중, 학교발전기금이 수입액에

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대기여도를 정리한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이 학교

회계에 포함될 경우 그 비율은 최소 0.31%(2017년 경남), 최대

3.31%(2015년 울산)로 매우 작다. 하지만 상대기여도의 경우 최소

13.73%(2014년 충북), 최대 53.97%(2017년 서울)까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2017년 서울은 상대기여도가 가장 높음에도 학교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2%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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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도 비율

상대
기여도 비율

상대
기여도 비율

상대
기여도

서울 0.75 30.97 0.50 32.91 0.26 36.83 0.22 39.89

부산 0.98 32.99 0.80 32.47 0.46 31.18 0.44 30.15

대구 0.69 22.25 0.95 23.38 0.42 24.18 0.35 25.44

인천 0.62 26.91 0.60 25.83 0.35 25.51 0.44 30.86

광주 0.32 30.14 0.63 29.53 0.23 35.40 0.15 34.57

대전 0.58 28.20 0.44 30.17 0.24 27.47 0.23 26.05

울산 1.27 22.52 1.37 22.06 2.64 40.91 0.79 29.89

세종 0.59 14.41 0.47 10.29 0.48 14.85 0.41 17.90

경기 0.47 24.07 0.48 24.91 0.40 23.86 0.33 23.83

강원 0.77 17.66 1.11 19.51 0.96 16.29 0.94 15.32

충북 1.09 10.95 1.29 15.78 1.07 14.08 1.08 14.30

충남 1.00 18.58 1.03 17.76 0.91 15.95 0.88 14.82

전북 0.48 17.95 0.62 19.36 0.45 16.54 0.45 16.07

전남 0.38 25.63 0.34 24.47 0.22 23.56 0.22 23.43

경북 0.33 18.96 0.45 18.86 0.55 18.34 0.50 16.74

경남 1.14 16.84 1.26 16.30 1.12 17.91 0.97 17.13

제주 1.06 20.80 1.01 24.33 0.72 14.73 0.73 17.36

<표 Ⅳ-13> 시·도 교육청별 지니계수 샤플리 분해 결과(지출), %

<표Ⅳ-13>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로, 전체 분석 기간 중

가장 학교회계에서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0.22%(2016년

전남), 최대 2.64%(2016년 울산)로 나타났다. 상대기여도는 수입액을 기

준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조금 낮았는데, 그 값은 최소 14.3%(2017년 충

북), 최대 29.89%(2017년 서울)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시·도 교육청별 샤

플리값 분해 결과는 <부록3>에 제시되어 있다.

다. 심층면담 분석

학교장 심층면담에서도 계량적인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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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플리 분해 결과 정부 이전수입은 <부록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수입액에서 약 57%~8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평성 기여도를

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공평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불공평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관심사인 학

교발전기금은 학교 간 규모 차이로 인해 불공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심층 면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 싶이 학교 예산

이 그리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됐어요. 지금 특히 A시·도 교육청 같은 경

우는 그러지 않아요. 주어진 원칙대로 고르게 배분해요(A교장).”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되는 학교회계 총액분 말고도 특별교부금이라

든가 목적사업비, 안 그러면은 구청에서 주는 경비보조금, 그 다음에 기

타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금, 그 외에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시

의원을 통해서 받는 특별 경비 같은 것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총으로 

해서 학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략) ... 왜 내가 굳이 발전기금에 

손을 대서 괜히 오해를 사고, 말이 많아지고 학교가 시끄러워 질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돈(예산)을 끌어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발전기금이 후순

위의 일인 거죠. 교장님에 따라서는 공적인 루트(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등)를 뚫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학교발

전기금)를 사용할 수 있겠죠(C교장).” 

“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시내에 큰 학교이기 때문에 표준교육비 가지

고 충분해 얼마든지 (교육활동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학교장이 된 

지) 2년 됐지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특교(특별교부금)로 내려오는 것

들, 시설비, 도서관, 과학실 안전바 설치, 한 2억 정도 들면 도서관이나 

과학실이나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교육청 예산으로) 맡아서 하고(D교

장).” 

“제가 아는 선배(학교장) 중에 한 사람은 그 학교도 학교가 S지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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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쪽에 있는데 학생 수가 3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돈을 자꾸 줘서(기

탁을 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1억씩 준대요(E교

장).” 

현재는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표준교육비의 형태

로 총액 배분되고 있으며, 심층면담 결과처럼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

단체 이전수입에서 단위학교의 상황과 학교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

비의 차이, 공평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C학교장과 같이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교 예산을 정부 이전수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들은 학교발전기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로 인해 불공평의 차이가 발생하기

도 한다. 가령 E학교장의 심층면담 결과와 같이, 단위학교의 학생 수가

적어 정부 이전수입이 많지 않지만, 학교발전기금이 1억이라는 상당한

액수로 기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D학교장의 사례와 E학교장이 말한 학

교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예산에서 불공평을 야기하

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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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학교발전기금과 지방세액 관계에 대한 논의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학생 1인

당 지방세액과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의 설립유형별, 지역규모

별, 기초자치단체별 상관관계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2014년부

터 2017년까지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학교발전기금은 지역의 부의 수

준과 상관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분석결과를 설립유형

별로 봤을 때,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과 학생 1

인당 지방세액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결과에서는 리 지역과 도 지역, 광역시 지역

에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 또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마

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 결과, 2014년에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24%), 2015년에는 59개(26.82%), 2016년에는 76개(34.55%), 2017년

에는 95개(43.18%) 기초자치단체에서 0.5 이상의 상관을 타나내고 있었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윤홍주, 2004; 이혜진, 한유경, 2006;

조성영, 2018)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혜진, 한유경(2006)은

서울시 소재 공립 초·중등학교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을 위해 학교발전기

금을 단위학교의 학부모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또한

윤홍주(2004)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수준에서 학부모의 재정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성영(2018)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학

교 재정공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발전기금 수입액과 학생 1인당 교육

비와의 상관관계와 증감률을 통해 재정적 중립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해

당 연구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의 소재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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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 학교발전기금이 단위학교의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229개 기초

자치단체별로 살펴본 상관관계 분석 결과, 2014년에는 약 70%, 2015년에

는 약 65%, 2016년에는 약 55%, 2017년에는 약 50%에 해당하는 기초자

치단체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실제 심층면담 결과, 학교발전

기금은 지역이나 기탁자의 부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민

의 애교심, 기부에 대한 기탁자의 가치관, 기탁자가 학교에서 맡은 역할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육재정 연구 시, 지역

의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변수

적합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에 대한 논의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은 접수액과 지출액으로 각각 나누

어서 시·도 교육청별, 설립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불평등

지표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지표(지니계수, 편차계수, 역

맥룬지수, 페어슈테겐지수)를 통해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학교

발전기금의 접수액과 지출액 모두 네 가지의 지표에서 매우 불공평한 상

태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불평등 분석 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지니계수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0.7이상의 매우 높은 값을 보

였고,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편차계수 또한 모든 시·도 교육

청에서 1이상의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전체 사례수의 하위 50% 이하

의 사례들의 불평등에 관심을 갖는 역맥룬지수 결과 또한 모두 0.7이상

의 높은 불평등 지수가 산출되었고, 상위 50% 이상의 사례들의 불평등

에 관심을 갖는 페어슈테겐지수 또한 1.1 이상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

를 나타내는 값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

등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이나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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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확보하는 재원이 아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재원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불공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학교급과

는 무관하게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공평성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부

항목은 급식비와 학교발전기금이었다(윤홍주, 2004: 이혜진, 한유경,

2005: 이혜진, 한유경, 2006). 하지만 선행연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초등

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였으나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급식비에 있어서 재정의 공평성 문제는

해결되었었으나 학교발전기금은 그렇지 않다. 특히나 이혜진, 한유경

(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 재정 수입을 구성하는 여타 요소들의 편차계

수는 1이 넘지 않지만 학교발전기금은 1을 넘는 상당히 불공평한 상태를

보였다.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발전

기금의 공평성은 여전히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며 부족해진 교육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했고,

학교로 들어오는 외부 재원이 음성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

는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권익위원회,

2011; 광주광역시교육청). 하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원으

로 교육비가 확보되고 있는 현재, 무상·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

교에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추가적 교육비가 있다면 학교장의 노력이나

학교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2018년은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만들어진 지 20년

이 되는 시기이며, 학교발전기금의 불공평 상태가 심각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된 지 10여년이 지난 때이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불공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나 대안 마련 없이 유지,

존속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나 지역 인사의 기부로 학생 교육

비가 마련된다는 좋은 취지의 교육재원 마련 제도다. 따라서 연구 결과

에 따라 무작정 기탁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도 시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할 점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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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다시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육비 공평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영된다. 이에 현

재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접수액과 지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은 학생 교육

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시 포함되

는 것이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이 학교회계 수입

액에 포함될 경우와 학교발전기금 지출액이 학교회계 지출액에 포함될

경우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발전기금액

이 제외됐을 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니계수(A)와 포함됐을 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니계수(B)를 산출해 B-A/A의 값을 계산했다. B-A/A

의 값이 양수(+)일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교육비의 공평성에 기여한

것으로, 음수(-)일 경우 불공평성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순 차분으로는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에 기

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지니계수 영점 샤플리 분해 방법

을 통해 B를 구성하고 있는 각 수입과 지출 항목들이 공평성에 어느 정

도 기여하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B-A)/A}*100의 분석 결과 그 값이 양의 값을 가진 지역들도

있었으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음의 값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발

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포함될 경우 불공평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값을 보면 대부분 1% 이하의 값을 보인다.

이는 학교발전기금이 학교회계에 포함될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에서 수입을 기준으로 0.5%, 지출을 기준으로 0.3%가 가장 작은 비율이

며 모두 2%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 차치하는 비율은 작지만 영

점 샤플리값 분해를 통해 확인한 학교발전기금이 불공평에 기여하는 정

도는 전국적으로 수입은 2014년부터 매년 23.29%, 24.48%,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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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록 지출은 매년 증가하지는 않았지

만 2014년 18.57%, 2015년 19.43%, 2016년 20.07%, 2017년 19.62%의 비

율로 불공평에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재정 규모의 차이로 교육

활동의 차이가 발생해서만이 아니다. 교육활동의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

지만 교육비의 차이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 홍지영, 정동욱(2012)의 연구 결과, 서울시 평균의 특징을 가

진 초등학교에서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을 1%포인트 증가시키는

데에 학생 1인당 약 7,448원이 소요된다. 만일 학교의 또 하나의 경제적

수준인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제공받는 교육의 기회나

내용이 달라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의 능력이나 학교의 능력에 따라 학교마다 교육비의 차이

가 난다면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정신이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

무상·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정부는 초·중

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공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가 개별 학교의 사

회, 경제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윤홍주, 2003).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 시행할 의무가 있다(교육기본법

제4조 2항).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차지단체들은

책무를 다해 학생들의 교육기회에 있어서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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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전국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와 학교발전기금의 공

평성을 분석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우 공

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교발전기금 결산 자료,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자료, 내고장알리미에

서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액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초등학교 학교장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을 진행해 수집한 질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해

연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분석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접수액

평균값은 2014년 7.43만원, 2015년 7.92만원, 2016년 5.99만원, 2017년

5.64만원이었다. 또,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지출액 평균값은 2014년

4.29만원, 2015년 4.60만원, 2016년 4.09만원, 2017년 4.01만원으로 접수액

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어든 금액이었다. 전국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과 지출액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립유형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국립의 경우 약 2만원 정도의 표준편

차를 보였으나, 공립 초등학교는 15.62만원(2017년)부터 24.42만원(2015)

범위의 편차를 보였고, 사립 초등학교는 6.41만원(2017년)부터 36.79만원

(2016년)까지의 편차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회계 예산 대비 학교발전기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접수액과 지출액 모든 측면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접수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1.33%, 2015

년 1.07%, 2016년 0.74%, 2017년 0.65%였고,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0.78%, 2015년 0.63%, 2016년 0.48%, 2017년 0.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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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발전기금과 지역의 부의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과 학생 1인당 지방세액의 상관분석을 실시했

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5 이상일 경우에만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학생 1인당 지

방세와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지출액은 4개년도 모두 매우 유의한 수

준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상관계수는 2014년 0.20, 2015년

0.19. 2016년 0.08, 2017년 0.12로 매우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역규

모별로 분석한 결과 4개년도의 모든 지역규모를 볼 때 0.5 이상의 유의

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 지역은 없었다. 그리고 229개 기초자치단체

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볼 때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0.5 이상을 보인 지역은 2014년에 55개(24%), 2015년 59개

(26%), 2016년 76개(33%), 2017년 95개(41%)였다.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교발전기금이 모든 지역의 부의 수준과 상관이 있다고 일반화하

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셋째,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의 접수액과 지출액의 공평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불평등 지수는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니계수, 사례들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편

차계수, 중앙값 이상의 값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역맥룬지수, 그리

고 중앙값 이하의 값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어슈테겐지수다. 분

석 결과 접수액과 지출액 모두에서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은 불공평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지니계수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0.7 이상의 값

을 보여 교육재정 연구에서 매우 불공평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인 0.4

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였다. 편차계수는 보통 0~1사이의 값을 지니며 1

에 가까울수록 불공평상 상태를 나타내는데, 분석 결과 모든 시·도 교육

청에서 접수액과 지출액의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이 1 이상의 값을 보

였다. 역맥룬지수는 0.3 이상의 값을 보일 시 불평등한 상태라고 해석하

는데,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0.7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페어슈테겐지수는 1.1 이상의 값은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내나 모든 지역

에서 1.1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생 1인당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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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발전기금은 매우 불공평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되기 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 지

수(A)에서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된 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 지

수(B)를 뺀 값을 A로 나눈 값을 백분율 값(%)으로 산출해 개선도를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에 포함됨

으로 인해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우의 지니계수값을 영점

샤플리 분해 방법을 이용해 분해한다. 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이 공평성

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확인했다.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에 포함될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 1인당 교육비 공평성 개선

도가 수입과 지출 모두에서 소폭 줄어들었다. 또 분석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우 공평성 개선도가

줄어난 것으로 보아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불공평에 적은

수치이지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교발전기금이 학생 1인당 교

육비 산출에 포함될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공평성 지수에서 기여하는 정

도를 확인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은 약 1%정도로 지원금수입 다음

으로 혹은, 행정활동수입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은 상대기여도가 4년 간 조금씩 증가하며 각각

23.29%, 24.48%, 24.61%, 29.73%를, 지출액은 기여도가 2014년 18.57%,

2015년 19.43%, 2016년 20.07%, 2017년 19.62%였다. 이는 학교발전기금

이 불평등에23~29% 가량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학교발전기

금이 소득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려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학교발전기금이 제도화된 1998년 이후, 학교발전기금은 단위학교에서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교육비 외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로 20여 년 간 활용되어 왔다. 특히나 음성적으로 모금, 지원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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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던 찬조금 형식의 지원금이 학교회계제도의 틀 안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접수되고 지출되도록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학교발전기금을

통해 단위학교는 학교 교육시설을 보수하거나 확충하고, 교육용 기자재

나 도서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학교체육활동

이나 기타 학예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복지나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보다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학교발전

기금은 여전히 불법찬조의 우려 속에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불법 찬조나

학생교육비 외 사용과 같은 오용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며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해 학생 교육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 교육비의 차이는 교육

활동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추후 학업성취도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나 무상·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초등교육 단계

에서 국가로부터 확보되는 교육재정 외에,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

교발전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이로 인한 교육비나 교육활동의 지나

친 불공평은 예방,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발전기금이 교육비의 공평성 개선에

기여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한 교육비 격차와 불공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제도가

처음 형성될 당시부터 기탁금의 하한이나 상한이 없었다. 그러나 기탁금

의 상한선을 성급하게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발전기금의 취지에 어

긋나고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 형성 초

기 송기창(1998)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재정

의 확보를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비 격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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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급히 제도를 수정하기보다

는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단위학교 학교장, 운영위원회,

교사, 학부형, 지역인사, 기탁자 등)과 교육재정 연구자, 교육정책 전문

가, 정부 등의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발전기금이 교육재정 확보와 단위학교의 재정 공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지 않거나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이 없는

단위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 기

간 동안 학교발전기금 접수액이 없는 학교는 전체의 약 10% 정도였다.

학교발전기금의 불공평이 심각한 이유는 일부 학교들의 기탁금이 지나치

게 많은 까닭도 있지만, 기탁금이 전혀 없는 학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이 중 일부 학교들은 기탁금이 없는 사유를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

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단위학교를 학교발전기금은 기탁자가

원하는 경우 연중 언제든 기탁금을 접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

위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탁금이 없는 학교들은 기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액이 없다. 학교발전기금은 단위학교의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기탁금이 없는 학교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이 교육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가능성을 줄어야 할 것이

다.

셋째, 학교발전기금 접수·지출 항목을 다변화하고, 모금 및 활용에 자

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본 취지를 살

리고 교육재정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

교발전기금은 단위학교의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교

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한 자

율성을 부여할 때 교육자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강원근, 2001).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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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교장과의 심층면담 결과 학교장들은 학교발전기금의 단점 중의 하

나로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것과 용도 변경 시 행정 처리 과정의

“번거로움”을 꼽았다. 학교발전기금 기탁자의 기탁 목적에 맞게 이를 사

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초등교육법 제 33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는 선에서 단위학교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는 책임·자율 경영의 적극적 주체

자로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발전기금 접수 창구를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으로

다원화하여 학교발전기금이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공평하고 효율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학교발전기금은 접수 창

구가 단위학교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는 단위학교를 위한 교육재정 지원

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으나, 기탁자의 기탁 의사를 제한하는 기

능을 하기도 한다. 기탁자에 따라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 학교의 고른 발

전을 위해, 또는 교육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불특정 학교를 위해 일

정 금액을 기탁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지

원청이나 교육청, 교육부 등에도 교육발전기금(가제)을 기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또는 단위학교에서 과대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액

이 있다면 학교에서 지출하고 남은 차액을 교육발전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 기탁이 학교

여건 상 어려운 학교에 교육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이 오히려 교육재정의 공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단위학교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기부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심층면담 결과 학교장들은 공통

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교육재정 기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거나 이

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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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하는 것을 일종의 불법찬조의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교육분야 불법찬조 근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국가청렴위원회, 2005: 국민

권익위원회, 206, 2009, 2012). 그러므로 교육재정에 대한 “기탁문화가 활

성화”, “양성화”되고 “기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적으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학교에 홍보하고 안내”하거나, 학부모

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발전기금에 관련된 지속적인 실태 조사, 우수 활용 사례

발굴, 격차 분석이나 공평성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학교발전기금의 규모에 대한 현황은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

하는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와 ‘사립학교 교비회계 분석 종합보

고서’를 통해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개별 학교에서 학교발전기

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역 내·지역 간 격차는 어떤지, 발전기금

의 공평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학교발전기금은 국

가에서 배분하는 교육재원과는 달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재원이다. 이로 인해 심각하게 공평성이 저해되는 수준의 학교발전기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실태 조사와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도 개선 논의

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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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강남 -0.08 -0.07 0.06 0.24

강동 -0.14 0.16 -0.11 0.46*

강북 -0.2 -0.15 -0.03 -0.19

강서 0.56*** 0.16 0.62*** 0.63***

관악 -0.19 0.05 0.12 0.13

광진 0.05 0.11 -0.08 0.1

구로 0.23 0.11 0.31 0.4

금천 0.11 0.08 0.43 0.05

노원 0.02 0.27 0.44** 0.38*

도봉 -0.28 -0.25 0.49* 0.37

동대문 0.06 -0.2 -0.1 -0.06

동작 -0.22 0.12 0.19 -0.07

마포 0.3 0.29 0.22 0.66***

서대문 0.07 -0.02 0.22 -0.04

서초 0.24 -0.16 0.52** -0.03

성동 0.01 -0.12 0.02 0.01

성북 -0.09 0.16 0.22 0.08

송파 0.06 0 0.21 0.22

양천 -0.14 0.6*** 0.65*** 0.51**

영등포 0.06 -0.01 0.31 0.21

용산 -0.3 -0.13 0.1 0.02

은평 -0.18 -0.21 -0.02 0.27

종로 0.05 0.03 0.29 0.07

중구 0.14 0.68* 0.82** 0.65*

중랑 0.02 0.27 0.58** 0.39

<서울특별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부록 1>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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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산

강서 0.07 0.48 0.55* 0.8***

금정 0.41 0.5* 0.25 0.5*

기장군 0.69** 0.67** 0.47* 0.58**

남구 -0.31 0.68*** 0.07 0.01

동구 0.79* 0.64 0.76* 0.09

동래 0.35 0.49* 0.64** 0.8***

진구 0.33 0.36* 0.56*** 0.31

북구 0.16 0.15 0.05 -0.04

사상 0.24 0.46* 0.32 0.34

사하 0.52** 0.66*** 0.73*** 0.69***

서구 0.13 0.44 0.48 0

수영 -0.2 -0.24 0.21 0.17

연제 0.36 0.56* 0.52* 0.63**

영도 0.41 0.59* 0.52 0.25

중구 -0.27 0.16 -0.67 -0.24

해운 0.39* 0.22 0.64*** 0.34

<부산광역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구

남구 -0.22 -0.02 0.33 -0.17

달서 0.01 -0.02 0.32* 0.41**

달성 0.36 0.05 0.68*** 0.75***

동구 0.77*** 0.49** 0.8*** 0.86***

북구 0.31 0.06 0.66*** 0.47**

서구 0.39 0.44 0.58* 0.55*

수성 0.11 -0.08 0.36* 0.45**

중구 0.42 0.31 0.59 0.46

<대구광역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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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전

대덕 0.03 0.06 -0.14 0.46*

동구 0.56** 0.39 0.13 0.61**

서구 -0.01 -0.12 0.16 0.45**

유성 0.45** 0.34* 0.83*** 0.61***

중구 -0.09 0.14 0.09 0.43*

<대전광역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천

강화 0.54* 0.93*** -0.06 0.81***

계양 0.1 0.22 0.11 0.1

남동 0.11 0.03 0.2 0.09

동구 0.69 0.51 0.58 0.1

미추홀 0.69*** 0.48* 0.69*** 0.8***

부평 0.15 0.1 0.4** 0.53***

서구 0.09 0.09 0.19 -0.02

연수 0.11 0.25 0.25 0.37

옹진 -0.49 0.59 0.71 -0.35

중구 0.58* 0.88*** 0.93*** 0.96***

<인천광역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주

광산 0.2 0.66*** 0.63*** 0.43**

남구 -0.09 0.09 -0.04 0.04

동구 0.1 -0.14 -0.16 0.29

북구 0.14 0.85** 0.55*** 0.51***

서구 0.49** -0.02 0.26 0.65***

<광주광역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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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울산

남구 0.97*** 0.97*** 0.98*** 0.97***

동구 0.1 0.46 0.19 0.39

북구 0.27 0.22 0.63** 0.44

울주 0.55** 0.47** 0.43* 0.71***

중구 0.31 0.15 0.11 0.18

<울산광역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종 세종 0.54** 0.3 0.46** 0.4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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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기

가평 0.27 0.25 0.58* 0.44

고양 0.54*** 0.47*** 0.38*** 0.56***

과천 0.68 0.55 -0.15 0.23

광명 0.78*** 0.91*** 0.95*** 0.57**

광주 0.27 0.66*** 0.7*** 0.74***

구리 0.24 0.82*** 0.46 0.41

군포 0.26 0.04 -0.22 -0.07

김포 0.65*** 0.62*** 0.63*** 0.35*

남양주 0.29* 0.39** 0.52*** 0.52***

동두천 0.39 0.81** 0.86*** 0.97***

부천 -0.12 0.2 0 0.11

성남 0.59*** 0.35** 0.29* 0.36**

수원 0.1 0.18 0.25* 0.13

시흥 0.55*** 0.87*** 0.88*** 0.75***

안산 0.27 0.39** 0.4** -0.01

안성 0.47** 0.44** 0.43* 0.38*

안양 0.59*** 0.05 0.26 0.01

양주 0.71*** 0.67*** 0.65*** 0.6***

양평 0.18 0.16 0.52* 0.37

여주 0.25 0.64** 0.53* 0.62**

연천 0.62* 0.53 0.52 0.7**

오산 0.16 0.72*** 0.33 0.59**

용인 0.49*** 0.7*** 0.66*** 0.59***

의왕 -0.21 -0.02 -0.1 0.15

의정부 0.06 0.03 0.37* 0.68***

이천 0.6*** 0.66*** 0.79*** 0.74***

파주시 0.52*** 0.51*** 0.52*** 0.46***

평택 0.52*** 0.68*** 0.66*** 0.71***

포천 0.51** 0.57*** 0.74*** 0.57***

하남 0.93*** 0.88*** 0.88*** 0.58**

화성 0.64*** 0.41*** 0.56*** 0.64***

<경기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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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강원

강릉 0.43** 0.09 0.46** 0.37*

고성 -0.11 -0.14 -0.14 -0.11

동해 0.82*** 0.31 0.3 0.39

삼척 0.43 0.43 0.72*** 0.58**

속초 0.69* 0.65* 0.75** 0.78**

양구 0.05 0.09 0.04 0.54

양양 0.36 -0.12 -0.15 0

영월 0.09 0.08 0.19 0.17

원주시 -0.09 0.37** 0.42** 0.29*

인제 0.02 0.19 -0.02 0.07

정선 -0.05 0.05 0.54* 0.51*

철원 0.63** 0.84*** 0.61* 0.55*

춘천 0.64*** 0.94*** 0.83*** 0.88***

태백 0.05 0.61* 0.3 0.31

평창 0.33 0.57* -0.03 0.51*

홍천 -0.05 0.02 0.12 0.47*

화천 0.07 0.19 0.76** 0.83***

횡성 0.46 0.26 0.07 0.46

<강원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충북

괴산 0.11 0.05 0.3 0.12

단양 0.15 0.41 0.62* 0.75**

보은 0.69** 0.18 0.19 0.11

영동 0.44 0.49 0.38 0.71**

옥천 0.56 0.56 0.58* 0.73**

음성 0.58** 0.65** 0.6** 0.61**

제천 0.87*** 0.84*** 0.85*** 0.82***

증평 0.68 0.99** 0.91 0.91

진천 0.41 0.66** 0.37 0.53*

청주 0.76*** 0.8*** 0.81*** 0.75***

충주 0.75*** 0.58*** 0.7*** 0.5**

<충청북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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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충남

계룡 0.06 0.18 0.5 0.60

공주 0.16 0.62*** 0.59*** 0.55**

금산 0.17 0.53* 0.08 0.35

논산 0.38* 0.4* 0.43* 0.55***

당진 0.08 0.13 0.61*** 0.59***

보령 0.1 0.06 0.08 0.05

부여 0.38 0.46* 0.52** 0.5*

서산 0.35 0.64*** 0.69*** 0.67***

서천 -0.02 0.07 -0.01 0.02

아산 0.34* 0.34* 0.42** 0.61***

예산 0.41* 0.69*** 0.31 0.51*

천안 0.33** 0.53*** 0.65*** 0.75***

청양 -0.25 0.09 0.16 0.01

태안 0.28 0.33 0.68** 0.45

홍성 0.43* 0.34 0.11 0.11

<충청남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북

고창 0.46* 0.15 0.01 0.04

군산 -0.09 -0.12 0.03 0.01

김제 -0.07 -0.09 0.26 0.61***

남원 0.24 0.26 0.44* 0.27

무주 0.17 0.89*** 0.83** 0.71*

부안 -0.05 0.24 0.44* 0.48*

순창 0.1 0.59* 0.15 0.19

완주 0.5** 0.19 0.35 0.65***

익산 0.23 0.28* 0.55*** 0.57***

임실 0.08 0.33 0.28 -0.08

장수 0.25 0.11 0.16 0.13

전주 0.35** 0.31** 0.46*** 0.68***

정읍 0.7*** 0.01 0.15 0.39*

진안 0 0.03 -0.18 0.1

<전라북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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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남

강진 0.35 0.24 -0.14 -0.12

고흥 -0.03 0.02 -0.43 -0.09

곡성 -0.1 -0.05 -0.41 -0.32

광양 0.23 0.3 0.49** 0.57**

구례 0.89*** 0.33 0.39 0.11

나주 0.5* 0.38 0.46* 0.23

담양 0.76** -0.26 0.06 0.01

목포 0.74*** 0.36* 0.71*** 0.56***

무안 0.33 -0.26 -0.04 0

보성 0.71** 0.77*** 0.34 0.49*

순천 -0.11 -0.01 0.41** 0.65***

신안 -0.12 0.39 -0.13 -0.06

여수 0.13 0.3* -0.02 0

영광 0.41 0.27 0.08 0.24

영암 0.32 0.31 0.35 0.45

완도 -0.14 0.33 0.43 0.4

장성 0.44 -0.19 -0.14 0.26

장흥 -0.1 -0.05 -0.48 0.03

진도 0.01 0.26 0.34 0.04

함평 -0.02 0.02 0.27 -0.3

해남 -0.21 0.34 -0.18 0.24

화순 0.06 0.03 0.01 -0.21

<전라남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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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북

경산 0.8*** 0.59*** 0.34 0.54**

경주 0.68*** 0.47** 0.72*** 0.71***

고령 0.18 0.49 0.47 0.6

구미 0.52*** 0.41** 0.32* 0.67***

군위 -0.28 -0.04 0.2 -0.15

김천 0.55** 0.48* 0.3 0.52**

문경 0.54* 0.55* 0.8*** 0.53*

봉화 0.27 0.3 0.42 0.44

상주 0.28 0.32 0.53** 0.74***

성주 0.38 0.21 0.27 0.18

안동 -0.07 -0.06 0.15 0.52**

영덕 0.5 0.38 0.37 0.18

영양 -0.03 -0.15 0.47 0.11

영주 -0.16 0.37 0.22 0.33

영천 -0.09 0.05 0.64** 0.45

예천 0.06 0.62* 0.22 0.74**

울릉 0.92 0.76 0.99** 0.99**

울진 0.17 0.38 0.3 0.12

의성 -0.36 -0.05 -0.11 0.59*

청도 -0.18 0.21 0.38 0.86***

청송 -0.22 -0.08 0.45 0.11

칠곡 0.23 0.18 0.34 0.32

포항 0.45*** 0.54*** 0.4** 0.47***

<경상북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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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남

거제 0.19 0.47** 0.65*** 0.17

거창 0.28 0.52* 0.44 0.73***

고성 0.08 0.35 0.47* 0.46*

김해 0.54*** 0.67*** 0.47*** 0.65***

남해 0.4 0.34 0.71** 0.57*

밀양 0.69*** 0.61** 0.61** 0.67***

사천 0.41 0.48* 0.5* 0.73***

산청 0.67* 0.48 0.4 0.5

양산 0.5** 0.24 0.7*** 0.63***

의령 0.42 0.39 0.51 0.47

진주 0.76*** 0.83*** 0.8*** 0.8***

창녕 0.21 0.24 0.32 0.44

창원 0.71*** 0.45*** 0.43*** 0.51***

통영 0.29 0.34 0.6** 0.8***

하동 0.39 0.35 0.66** 0.48

함안 0.77*** 0.8*** 0.76*** 0.54*

함양 0.24 0.07 0.29 0.7**

합천 0.19 0.33 0.34 0.34

<경상남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
서귀포 0.87*** 0.85*** 0.04 0.6***

제주 0.41** 0.56*** 0.67*** 0.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액-학교발전기금 지출금 상관관계(음영: 0.5 이상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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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지니계수)에 학교발전기금이 개선하는 정도

학생 1인당 교육비(A)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B)
B-A (B-A)/A, %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전국 0.4401 0.4192 0.4084 0.4193 0.4407 0.4205 0.4093 0.4199 0.0006 0.0013 0.0009 0.0006 0.1406 0.3087 0.2143 0.1405

서울 0.2659 0.3853 0.2144 0.2177 0.2663 0.3849 0.2154 0.2177 0.0004 -0.0004 0.0010 0.0000 0.1534 -0.0940 0.4734 -0.0129

부산 0.2875 0.3586 0.2144 0.2874 0.2936 0.3611 0.2871 0.2891 0.0061 0.0024 0.0007 0.0016 2.1310 0.6824 0.2405 0.5626

대구 0.2659 0.4359 0.2144 0.2608 0.2668 0.4375 0.2587 0.2615 0.0010 0.0016 0.0003 0.0007 0.3656 0.3728 0.1033 0.2657

인천 0.2946 0.4210 0.2144 0.2957 0.2954 0.4206 0.3164 0.2969 0.0009 -0.0005 -0.0005 0.0012 0.2940 -0.1069 -0.1559 0.4116

광주 0.3018 0.2615 0.2144 0.2755 0.3025 0.2609 0.2637 0.2755 0.0006 -0.0006 0.0001 0.0000 0.2018 -0.2409 0.0516 -0.0033

대전 0.2525 0.2341 0.2144 0.2544 0.2522 0.2347 0.2593 0.2542 -0.0003 0.0006 0.0002 -0.0002 -0.1251 0.2691 0.0895 -0.0935

울산 0.3772 0.2520 0.2144 0.2903 0.3802 0.2512 0.3175 0.2940 0.0030 -0.0009 0.0040 0.0036 0.7970 -0.3380 1.2636 1.2472

세종 0.3911 0.2904 0.2144 0.3918 0.3906 0.2959 0.3811 0.3914 -0.0006 0.0055 0.0006 -0.0004 -0.1432 1.8975 0.1679 -0.0980

경기 0.3757 0.2542 0.2144 0.3933 0.3781 0.2551 0.3781 0.3943 0.0024 0.0009 0.0010 0.0010 0.6383 0.3474 0.2673 0.2489

강원 0.4025 0.3720 0.2144 0.4071 0.4017 0.3703 0.3946 0.4064 -0.0008 -0.0016 -0.0001 -0.0007 -0.1916 -0.4412 -0.0172 -0.1715

충북 0.4072 0.3663 0.2144 0.3763 0.4077 0.3792 0.3687 0.3778 0.0005 0.0130 0.0009 0.0014 0.1120 3.5373 0.2411 0.3821

충남 0.3386 0.2968 0.2144 0.3948 0.3381 0.2971 0.3628 0.3944 -0.0005 0.0004 -0.0001 -0.0005 -0.1586 0.1254 -0.0198 -0.1165

전북 0.4391 0.3644 0.2144 0.4229 0.4388 0.3641 0.4196 0.4224 -0.0004 -0.0003 -0.0003 -0.0005 -0.0870 -0.0771 -0.0705 -0.1171

전남 0.3759 0.4184 0.2144 0.3698 0.3756 0.4180 0.3699 0.3693 -0.0003 -0.0003 -0.0002 -0.0005 -0.0689 -0.0767 -0.0662 -0.1298

경북 0.4501 0.3070 0.2144 0.4177 0.4497 0.3083 0.4095 0.4176 -0.0004 0.0013 0.0001 -0.0001 -0.0918 0.4264 0.0313 -0.0321

경남 0.4187 0.3383 0.2144 0.4198 0.4203 0.3384 0.4107 0.4205 0.0015 0.0001 0.0022 0.0007 0.3620 0.0322 0.5366 0.1737

제주 0.3487 0.3559 0.2144 0.3256 0.3486 0.3578 0.3020 0.3257 -0.0001 0.0019 0.0016 0.0001 -0.0155 0.5263 0.5269 0.0455

사립 0.1163 0.1250 0.1271 0.1206 0.1159 0.1258 0.1278 0.1203 -0.0004 0.0008 0.0006 -0.0003 -0.3577 0.6006 0.5034 -0.2538

국공립 0.4423 0.4208 0.4100 0.4212 0.4430 0.4221 0.4109 0.4218 0.0006 0.0013 0.0009 0.0006 0.1461 0.3165 0.2168 0.1453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지니계수)에 학교발전기금이 미치는 영향(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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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비(A)
학교발전기금이 포함될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B)
B-A (B-A)/A, %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전국 0.4323 0.4139 0.4057 0.4111 0.4326 0.4147 0.4067 0.4120 0.0003 0.0007 0.0010 0.0008 0.0687 0.1783 0.2463

서울 0.2533 0.3810 0.2012 0.2046 0.2529 0.3806 0.2017 0.2052 -0.0004 -0.0004 0.0005 0.0006 -0.1504 -0.1092 0.2580

부산 0.2785 0.3485 0.2751 0.2802 0.2818 0.3499 0.2765 0.2811 0.0032 0.0014 0.0013 0.0009 1.1639 0.4020 0.4779

대구 0.2591 0.4332 0.2523 0.2553 0.2589 0.4342 0.2530 0.2560 -0.0002 0.0011 0.0007 0.0007 -0.0865 0.2521 0.2930

인천 0.2864 0.4075 0.3051 0.2928 0.2873 0.4073 0.3058 0.2938 0.0009 -0.0002 0.0008 0.0010 0.3173 -0.0395 0.2475

광주 0.2985 0.2603 0.2625 0.2718 0.2985 0.2592 0.2631 0.2723 0.0000 -0.0011 0.0006 0.0005 -0.0010 -0.4165 0.2369

대전 0.2472 0.2321 0.2550 0.2507 0.2470 0.2316 0.2553 0.2510 -0.0002 -0.0005 0.0003 0.0003 -0.0663 -0.2335 0.1200

울산 0.3664 0.2483 0.3117 0.2925 0.3690 0.2475 0.3262 0.2952 0.0026 -0.0008 0.0145 0.0027 0.7090 -0.3213 4.6502

세종 0.3674 0.2787 0.3779 0.3824 0.3677 0.2813 0.3779 0.3825 0.0003 0.0026 0.0000 0.0000 0.0868 0.9485 -0.0087

경기 0.3655 0.2353 0.3671 0.3702 0.3667 0.2353 0.3681 0.3710 0.0012 0.0001 0.0010 0.0008 0.3332 0.0327 0.2822

강원 0.3948 0.3647 0.3890 0.3983 0.3941 0.3639 0.3888 0.3982 -0.0007 -0.0009 -0.0002 0.0000 -0.1720 -0.2352 -0.0465

충북 0.4041 0.3606 0.3631 0.3721 0.4039 0.3637 0.3636 0.3728 -0.0002 0.0031 0.0005 0.0007 -0.0562 0.8590 0.1471

충남 0.3361 0.2868 0.3590 0.3914 0.3355 0.2874 0.3592 0.3915 -0.0006 0.0006 0.0002 0.0001 -0.1821 0.2260 0.0574

전북 0.4384 0.3613 0.4175 0.4221 0.4380 0.3612 0.4174 0.4220 -0.0004 0.0000 -0.0002 -0.0001 -0.0901 -0.0028 -0.0436

전남 0.3740 0.4181 0.3653 0.3606 0.3741 0.4178 0.3650 0.3604 0.0001 -0.0004 -0.0003 -0.0002 0.0230 -0.0887 -0.0695

경북 0.4341 0.3089 0.4014 0.4028 0.4340 0.3109 0.4015 0.4029 -0.0001 0.0020 0.0001 0.0001 -0.0207 0.6335 0.0289

경남 0.4132 0.3333 0.4047 0.4166 0.4139 0.3331 0.4064 0.4180 0.0007 -0.0002 0.0017 0.0013 0.1650 -0.0486 0.4146

제주 0.3401 0.3513 0.2950 0.2944 0.3405 0.3525 0.2951 0.2945 0.0004 0.0012 0.0001 0.0000 0.1041 0.3507 0.0441

사립 0.0918 0.0922 0.1104 0.0946 0.0919 0.0940 0.1114 0.0956 0.0002 0.0018 0.0009 0.0010 0.1809 1.9437 0.8447

국공립 0.4346 0.4159 0.4074 0.4131 0.4349 0.4166 0.4084 0.4139 0.0003 0.0007 0.0010 0.0008 0.0699 0.1777 0.2489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지니계수)에 학교발전기금이 미치는 영향(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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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시·도 교육청별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 결과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1.13 35.16 0.89 38.12 0.68 48.61 0.32 53.97

정부이전수입 57.29 -89.95 57.24 -92.23 51.37 -89.74 54.04 -73.15

기타이전수입 0.74 43.77 0.68 41.50 0.67 52.28 0.68 62.81

학부모부담수입 33.99 9.50 34.63 4.39 41.33 -43.58 39.44 -35.53

지원금수입 0.08 53.86 0.00 55.88 0.00 66.21 0.00 0.00

행정활동수입 2.03 23.30 1.86 23.49 1.37 27.58 1.56 49.14

기타 4.73 24.37 4.71 28.85 4.59 38.65 3.96 42.76

총 지니계수 0.27 0.26 0.22 0.22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75 30.97 0.50 32.91 0.26 36.83 0.22 39.89

인적자원 운용 11.25 62.38 11.29 67.24 9.68 72.70 9.17 69.7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0.78 -42.85 29.94 -46.50 37.75 -73.18 37.13 -68.61

기본적 교육활동 12.67 -5.62 12.62 -4.54 11.05 -10.30 11.51 -9.50

선택적 교육활동 22.20 -21.96 22.33 -25.67 19.28 -25.92 18.76 -25.12

교육활동 지원 8.49 9.27 9.27 -0.35 9.22 2.19 10.36 -0.94

학교 일반운영 11.51 -4.61 11.57 -4.37 9.97 -4.11 10.35 -3.88

학교시설 확충 2.13 35.51 2.29 43.61 2.71 49.17 2.44 48.22

학교 재무활동 0.22 36.91 0.19 37.67 0.09 52.62 0.05 50.18

총 지니계수 0.25 0.24 0.20 0.21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서울>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2.09 44.67 1.84 51.91 0.52 42.14 0.61 50.61

정부이전수입 61.72 -14.38 63.99 0.16 67.06 7.05 64.88 -0.32

기타이전수입 1.43 49.22 1.21 57.05 1.51 53.85 1.34 52.77

학부모부담수입 26.97 -57.17 27.55 -51.85 26.10 -47.31 26.00 -48.48

지원금수입 0.36 49.04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90 6.04 0.68 16.98 0.59 20.33 0.64 19.81

기타 6.53 22.58 4.73 25.76 4.23 23.94 6.52 25.61

총 지니계수 0.29 0.30 0.29 0.29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98 32.99 0.80 32.47 0.46 31.18 0.44 30.15

인적자원 운용 2.65 33.32 3.91 28.31 3.76 29.90 3.69 28.7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6.14 -44.05 36.09 -37.74 35.49 -33.60 36.28 -34.03

기본적 교육활동 12.28 -2.04 11.97 1.48 12.20 0.00 12.24 -2.41

선택적 교육활동 21.39 -23.63 21.31 -20.20 20.55 -17.81 20.49 -16.11

교육활동 지원 10.01 13.79 10.08 21.67 11.67 16.80 10.44 18.83

학교 일반운영 15.21 12.40 14.28 20.57 14.19 18.43 14.53 17.36

학교시설 확충 0.71 34.64 0.94 40.67 1.21 38.36 1.29 38.27

학교 재무활동 0.63 42.58 0.61 12.79 0.47 16.74 0.60 19.20

계 0.28 0.28 0.28 0.28

<지니계수 분해-income source(소득원천)별 기여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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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94 41.35 1.16 43.45 0.65 37.74 0.43 40.84

정부이전수입 66.92 22.45 62.90 8.53 66.10 17.44 68.39 12.95

기타이전수입 0.25 49.15 0.48 60.78 0.36 51.15 0.39 61.13

학부모부담수입 28.96 -49.02 31.85 -52.31 30.13 -43.85 25.95 -46.16

지원금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1.14 10.14 1.07 13.05 1.01 18.78 0.79 15.83

기타 1.78 25.94 2.54 26.51 1.76 18.73 4.06 15.40

총 지니계수 0.27 0.23 0.26 0.26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69 22.25 0.95 23.38 0.42 24.18 0.35 25.44

인적자원 운용 2.39 36.00 4.21 30.39 4.13 26.13 3.96 23.8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6.45 -26.95 39.26 -23.23 37.06 -29.92 37.21 -32.72

기본적 교육활동 15.33 -13.53 13.23 -10.82 13.29 -10.62 12.84 -7.22

선택적 교육활동 20.03 -28.44 20.04 -29.07 20.35 -25.92 17.98 -20.74

교육활동 지원 10.29 18.92 9.36 16.53 10.38 19.79 12.29 21.16

학교 일반운영 12.93 -0.11 12.31 3.02 13.83 11.85 14.44 12.32

학교시설 확충 1.88 49.16 0.64 43.27 0.53 41.76 0.91 35.38

학교 재무활동 0.00 42.71 0.01 46.53 0.00 42.74 0.01 42.53

총 지니계수 0.26 0.23 0.25 0.26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대구>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72 31.91 0.72 36.90 0.68 29.25 1.00 48.14

정부이전수입 68.41 -4.14 66.57 -2.31 68.61 9.50 69.28 -3.95

기타이전수입 0.38 47.96 0.40 55.88 0.40 52.80 0.49 57.80

학부모부담수입 25.34 -52.44 27.27 -50.43 26.32 -43.80 24.80 -47.30

지원금수입 0.94 50.92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68 8.44 0.63 13.39 0.72 12.78 0.63 14.36

기타 3.54 17.35 4.40 46.57 3.27 39.48 3.80 30.94

총 지니계수 0.30 0.30 0.32 0.30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62 26.91 0.60 25.83 0.35 25.51 0.44 30.86

인적자원 운용 2.60 32.53 3.86 25.81 5.79 37.02 4.17 29.8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8.67 -42.13 39.11 -41.17 38.00 -39.69 37.37 -34.40

기본적 교육활동 17.36 -3.26 15.39 -2.04 14.43 -7.50 14.59 -7.88

선택적 교육활동 19.42 -10.46 18.24 -11.94 17.00 -14.04 18.30 -6.81

교육활동 지원 7.47 14.84 7.55 10.63 8.04 6.98 10.84 7.12

학교 일반운영 12.43 5.96 13.92 17.94 14.31 16.66 12.18 9.55

학교시설 확충 1.41 37.94 1.32 37.34 1.73 36.83 1.74 32.19

학교 재무활동 0.02 37.67 0.01 37.62 0.36 38.24 0.37 39.51

총 지니계수 0.29 0.29 0.31 0.29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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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78 37.56 1.08 47.13 0.53 43.48 0.41 52.07

정부이전수입 63.65 -15.26 61.45 -10.02 61.06 -16.95 63.65 -0.14

기타이전수입 0.59 44.57 0.82 65.92 0.72 51.56 0.46 58.94

학부모부담수입 31.69 -56.72 34.88 -57.01 36.16 -63.83 34.01 -50.20

지원금수입 0.32 47.89 0.00 0.00 0.15 56.83 0.00 0.00

행정활동수입 0.46 20.36 0.40 22.71 0.40 16.33 0.38 19.56

기타 2.51 21.61 1.36 31.27 0.98 12.58 1.10 19.77

총 지니계수 0.30 0.26 0.26 0.28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32 30.14 0.63 29.53 0.23 35.40 0.15 34.57

인적자원 운용 4.09 26.94 6.42 25.42 5.81 33.72 6.17 35.0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1.18 -34.55 43.28 -36.32 42.85 -39.11 40.39 -39.92

기본적 교육활동 12.66 -8.76 11.10 -8.13 11.77 -10.41 11.70 -8.34

선택적 교육활동 18.23 -17.65 17.44 -22.43 18.55 -23.67 18.32 -19.02

교육활동 지원 7.06 10.92 5.90 15.40 4.99 12.46 6.39 4.87

학교 일반운영 14.16 11.06 14.82 16.28 15.67 11.25 16.31 11.98

학교시설 확충 2.01 43.56 0.41 39.72 0.14 39.14 0.57 40.86

학교 재무활동 0.28 38.33 0.01 40.53 0.00 41.22 0.00 39.96

총 지니계수 0.30 0.26 0.26 0.27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광주>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78 31.31 0.70 41.39 0.36 40.47 0.39 42.52

정부이전수입 65.09 -5.44 65.75 8.85 67.24 15.63 68.31 10.71

기타이전수입 2.33 50.45 1.88 53.64 1.63 49.35 1.37 48.93

학부모부담수입 28.31 -62.41 28.84 -50.55 27.84 -45.83 27.43 -49.48

지원금수입 0.17 58.00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67 10.40 0.62 12.70 0.54 12.40 0.50 16.24

기타 2.63 17.69 2.22 33.98 2.38 27.97 2.00 31.08

총 지니계수 0.25 0.25 0.26 0.25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58 28.20 0.44 30.17 0.24 27.47 0.23 26.05

인적자원 운용 2.25 29.28 3.33 20.01 3.13 20.30 2.97 21.25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1.46 -42.68 40.71 -38.29 39.50 -36.79 41.61 -41.10

기본적 교육활동 13.66 -3.40 13.49 -4.30 15.11 4.81 14.52 0.69

선택적 교육활동 20.48 -19.63 19.78 -18.19 19.79 -19.30 19.13 -15.39

교육활동 지원 8.26 22.86 8.42 23.00 7.72 15.18 7.54 16.09

학교 일반운영 12.60 14.80 12.69 14.62 13.35 16.18 13.12 19.89

학교시설 확충 0.57 46.26 1.08 50.28 0.91 48.55 0.72 50.14

학교 재무활동 0.16 24.30 0.07 22.71 0.25 23.59 0.16 22.38

총 지니계수 0.25 0.25 0.26 0.25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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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1.60 27.47 3.31 46.13 1.61 39.96 1.27 42.99

정부이전수입 70.94 18.53 67.42 19.64 69.67 15.54 72.36 8.04

기타이전수입 0.65 35.85 0.64 40.17 0.96 53.83 0.65 61.00

학부모부담수입 22.63 -50.03 24.82 -47.77 24.85 -54.06 24.03 -57.68

지원금수입 0.12 37.42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93 5.64 0.80 10.56 0.68 8.46 0.66 6.91

기타 3.13 25.13 3.01 31.27 2.23 36.26 1.02 38.74

총 지니계수 0.38 0.38 0.32 0.29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1.27 22.52 1.37 22.06 2.64 40.91 0.79 29.89

인적자원 운용 0.66 10.63 0.63 7.81 0.64 13.94 0.64 13.3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44 -16.34 36.43 -18.52 34.65 -25.34 36.74 -24.50

기본적 교육활동 14.75 -5.28 16.24 1.38 15.84 -5.95 15.25 -4.50

선택적 교육활동 26.36 -1.37 22.58 -6.50 22.27 -7.32 22.71 4.52

교육활동 지원 11.95 20.57 10.62 22.93 9.90 15.15 10.62 16.99

학교 일반운영 11.82 9.87 11.65 11.99 11.89 10.41 11.68 12.99

학교시설 확충 0.74 29.63 0.47 29.09 1.70 39.67 1.07 36.21

학교 재무활동 0.02 29.77 0.02 29.76 0.49 18.53 0.50 15.07

총 지니계수 0.37 0.36 0.33 0.30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울산>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78 19.72 0.72 20.70 1.03 29.37 0.51 18.05

정부이전수입 87.45 16.14 73.91 -18.54 79.54 3.69 75.79 -9.53

기타이전수입 1.44 40.02 1.30 45.40 1.49 43.47 0.91 42.09

학부모부담수입 5.11 -12.35 10.13 -16.06 12.73 -25.31 16.99 -11.99

지원금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47 17.27 0.32 16.39 0.38 21.61 0.42 22.05

기타 4.76 19.20 13.63 52.11 4.83 27.17 5.37 39.33

총 지니계수 0.39 0.37 0.38 0.39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59 14.41 0.47 10.29 0.48 14.85 0.41 17.90

인적자원 운용 1.10 10.31 1.72 18.91 0.91 12.17 1.05 18.5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8.33 -10.28 30.47 -12.13 32.99 -12.05 36.96 -8.54

기본적 교육활동 17.63 -8.03 13.98 -7.37 15.45 -2.40 14.20 -2.22

선택적 교육활동 16.29 -0.66 14.29 -11.57 15.19 -12.55 16.47 -4.63

교육활동 지원 12.37 12.25 17.24 20.28 17.17 28.75 12.60 14.13

학교 일반운영 17.21 12.59 20.91 26.07 16.27 14.65 16.39 16.05

학교시설 확충 6.47 40.49 0.92 25.99 1.43 27.84 1.59 32.39

학교 재무활동 0.02 28.94 0.01 29.53 0.11 28.74 0.34 16.36

총 지니계수 0.37 0.36 0.38 0.38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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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82 30.90 0.78 38.42 0.46 34.42 0.48 35.59

정부이전수입 77.83 -8.85 77.66 -4.33 80.66 -6.19 75.01 -3.73

기타이전수입 1.77 41.39 1.68 50.65 1.99 50.81 1.23 43.93

학부모부담수입 12.45 -39.47 12.60 -37.20 10.32 -34.34 9.11 -29.87

지원금수입 0.04 37.60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72 11.73 0.58 18.89 0.55 20.34 0.63 23.62

기타 6.37 26.69 6.70 33.57 6.04 34.96 13.54 30.45

총 지니계수 0.38 0.36 0.38 0.39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47 24.07 0.48 24.91 0.40 23.86 0.33 23.83

인적자원 운용 3.83 10.65 5.56 7.46 5.81 7.26 5.72 7.25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8.93 -20.69 29.30 -18.56 26.46 -16.32 25.14 -15.19

기본적 교육활동 12.98 3.86 12.33 2.09 11.23 2.07 10.44 2.71

선택적 교육활동 19.44 -6.76 18.19 -8.52 16.11 -8.62 14.72 -7.35

교육활동 지원 9.80 15.58 9.92 15.31 11.33 15.72 12.96 15.42

학교 일반운영 16.67 14.40 17.65 17.42 17.16 15.77 16.11 15.14

학교시설 확충 7.52 33.20 6.31 31.91 11.28 33.68 14.05 32.30

학교 재무활동 0.37 25.69 0.26 28.00 0.23 26.59 0.53 25.89

총 지니계수 0.37 0.35 0.37 0.37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경기>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1.39 18.01 1.82 25.83 1.10 24.97 1.07 22.69

정부이전수입 76.69 -2.01 74.97 0.37 78.59 11.01 80.26 14.01

기타이전수입 1.63 30.05 1.84 36.19 1.74 35.89 1.45 36.94

학부모부담수입 10.51 -23.75 12.45 -22.70 12.48 -19.52 11.72 -16.81

지원금수입 0.20 34.73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1.01 18.30 1.42 31.77 0.57 23.31 0.42 17.32

기타 8.58 24.66 7.51 28.54 5.52 24.34 5.08 25.85

총 지니계수 0.40 0.38 0.39 0.41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77 17.66 1.11 19.51 0.96 16.29 0.94 15.32

인적자원 운용 2.24 14.54 2.03 12.14 1.79 19.40 2.37 21.9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2.65 -10.08 28.12 -7.01 26.42 -6.36 25.05 -7.71

기본적 교육활동 14.13 1.90 19.63 4.23 21.44 8.51 21.80 6.18

선택적 교육활동 16.36 0.72 13.73 -0.65 13.11 -1.06 12.58 -0.44

교육활동 지원 9.31 9.90 8.73 7.67 8.65 10.10 8.61 7.56

학교 일반운영 29.27 14.36 22.16 13.23 23.85 15.35 24.03 15.95

학교시설 확충 4.76 27.71 4.07 31.69 3.05 24.70 3.52 24.38

학교 재무활동 0.51 23.30 0.42 19.20 0.72 13.07 1.10 16.83

총 지니계수 0.39 0.38 0.39 0.40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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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1.90 13.73 2.16 25.08 1.40 24.94 1.43 27.82

정부이전수입 74.86 1.72 74.82 13.76 74.68 14.44 76.00 17.79

기타이전수입 2.37 29.24 2.30 38.86 2.70 38.03 2.32 36.18

학부모부담수입 14.24 -25.45 16.83 -27.71 16.52 -22.83 15.86 -22.58

지원금수입 0.36 34.43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73 17.16 0.71 24.47 0.72 22.84 0.54 17.56

기타 5.54 29.16 3.17 25.53 3.97 22.59 3.86 23.23

총 지니계수 0.41 0.36 0.37 0.38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1.09 10.95 1.29 15.78 1.07 14.08 1.08 14.30

인적자원 운용 1.13 18.89 1.14 21.55 1.02 20.26 0.98 18.85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6.23 -14.53 40.36 -17.22 38.13 -16.38 38.10 -15.07

기본적 교육활동 13.00 2.51 11.89 -1.88 12.33 -0.83 12.52 -0.93

선택적 교육활동 18.43 0.62 16.61 -0.40 15.79 -0.40 16.75 1.44

교육활동 지원 13.75 18.67 12.27 11.41 15.39 11.86 14.95 13.56

학교 일반운영 15.47 10.33 15.69 9.55 14.97 9.80 14.87 9.48

학교시설 확충 0.86 25.90 0.74 29.98 1.27 31.49 0.68 28.56

학교 재무활동 0.05 26.67 0.00 31.25 0.02 30.12 0.07 29.80

총 지니계수 0.40 0.35 0.36 0.37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충북>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1.64 23.05 1.69 29.83 1.35 27.17 1.11 23.46

정부이전수입 78.09 -1.41 79.50 9.55 79.73 4.79 82.59 9.11

기타이전수입 2.20 40.11 2.52 50.74 2.86 49.19 2.06 41.97

학부모부담수입 13.29 -41.33 13.48 -36.24 12.50 -28.62 10.82 -20.74

지원금수입 0.16 42.01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49 13.33 0.44 18.92 0.46 17.48 0.53 16.15

기타 4.14 24.23 2.37 27.19 3.10 30.00 2.89 30.05

총 지니계수 0.34 0.34 0.36 0.39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1.00 18.58 1.03 17.76 0.91 15.95 0.88 14.82

인적자원 운용 1.46 16.07 1.84 16.76 2.07 15.50 2.28 14.3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4.77 -19.66 36.32 -18.25 35.35 -11.51 32.81 -3.86

기본적 교육활동 20.37 2.75 18.90 0.67 18.79 1.56 20.26 2.07

선택적 교육활동 12.53 -3.14 13.20 -2.60 13.17 -1.83 12.98 -1.72

교육활동 지원 10.85 13.85 10.22 13.67 10.38 12.66 11.99 11.81

학교 일반운영 17.26 7.67 17.42 8.21 18.10 8.06 17.84 7.86

학교시설 확충 1.69 30.62 1.07 31.18 1.22 29.54 0.89 26.70

학교 재무활동 0.06 33.26 0.01 32.61 0.02 30.06 0.08 27.98

총 지니계수 0.34 0.33 0.36 0.39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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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80 23.08 0.95 25.18 0.59 26.75 0.54 27.03

정부이전수입 80.35 12.20 75.69 9.29 76.81 19.06 77.19 18.84

기타이전수입 1.29 24.91 1.39 27.40 1.26 34.23 1.15 33.81

학부모부담수입 12.74 -19.16 17.80 -22.31 17.99 -12.95 17.57 -16.33

지원금수입 0.25 31.93 0.02 33.94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38 14.20 0.33 14.83 0.31 16.29 0.33 18.45

기타 4.18 12.85 3.82 11.66 3.04 16.63 3.22 18.21

총 지니계수 0.44 0.42 0.42 0.42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48 17.95 0.62 19.36 0.45 16.54 0.45 16.07

인적자원 운용 3.61 24.05 4.53 25.33 4.66 24.64 5.09 24.8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7.06 -11.63 30.43 -15.55 30.70 -11.34 29.65 -13.16

기본적 교육활동 16.55 0.44 16.93 1.19 16.95 1.44 17.08 1.47

선택적 교육활동 17.09 0.03 13.07 -3.56 13.05 -4.00 14.16 -3.09

교육활동 지원 9.32 6.51 9.51 5.68 9.21 4.88 10.49 7.59

학교 일반운영 25.08 14.67 24.17 15.40 24.51 16.17 22.66 15.71

학교시설 확충 0.78 24.49 0.72 26.45 0.46 25.87 0.40 24.79

학교 재무활동 0.03 23.49 0.02 25.72 0.01 25.80 0.01 25.80

총 지니계수 0.44 0.42 0.42 0.42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전북>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51 32.14 0.56 37.82 0.38 36.06 0.31 35.96

정부이전수입 79.13 -3.69 81.23 9.62 82.87 13.05 83.68 13.03

기타이전수입 2.20 39.14 2.31 49.12 1.81 44.98 1.53 44.70

학부모부담수입 14.94 -27.45 12.81 -32.58 11.67 -31.91 10.94 -33.38

지원금수입 0.65 37.96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54 9.79 0.48 13.23 0.46 11.77 0.45 12.19

기타 2.03 12.10 2.61 22.78 2.82 26.05 3.08 27.50

총 지니계수 0.38 0.36 0.37 0.37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38 25.63 0.34 24.47 0.22 23.56 0.22 23.43

인적자원 운용 1.40 22.48 2.82 17.09 3.32 17.13 3.01 15.8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9.07 -15.95 27.11 -18.96 24.52 -16.77 23.84 -16.68

기본적 교육활동 16.62 1.79 16.26 0.21 14.99 3.48 15.35 5.11

선택적 교육활동 20.51 -5.34 20.88 -3.47 17.13 -2.65 19.27 -4.08

교육활동 지원 13.52 8.08 12.45 9.92 19.71 8.55 17.72 8.21

학교 일반운영 17.81 7.12 19.13 9.41 18.90 13.90 19.07 14.16

학교시설 확충 0.64 27.31 0.92 31.02 0.92 29.49 1.01 30.95

학교 재무활동 0.06 28.88 0.09 30.31 0.29 23.31 0.52 23.06

총 지니계수 0.37 0.36 0.37 0.36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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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0.50 23.74 0.64 28.51 0.67 29.81 0.62 28.18

정부이전수입 75.82 -4.54 74.39 3.26 77.68 3.78 78.51 7.76

기타이전수입 2.57 25.69 3.04 37.62 2.80 37.97 2.66 39.85

학부모부담수입 8.92 -14.25 9.93 -22.77 9.75 -24.88 8.05 -21.93

지원금수입 0.45 29.37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54 12.82 0.53 20.65 0.46 19.23 0.42 14.82

기타 11.20 27.16 11.47 32.74 8.63 34.09 9.73 31.31

총 지니계수 0.45 0.42 0.41 0.42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0.33 18.96 0.45 18.86 0.55 18.34 0.50 16.74

인적자원 운용 1.35 14.41 2.95 10.90 2.80 10.58 2.40 11.3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01 -5.71 34.73 -6.88 34.79 -5.83 31.41 -7.23

기본적 교육활동 20.08 -0.52 15.75 0.90 14.82 0.44 12.76 0.95

선택적 교육활동 12.78 2.85 12.00 1.43 11.38 1.26 10.86 3.49

교육활동 지원 11.98 8.93 12.60 9.46 13.94 9.87 17.51 12.47

학교 일반운영 18.84 10.58 19.32 11.74 19.96 12.75 18.37 12.83

학교시설 확충 2.62 25.11 2.03 26.09 1.70 26.72 5.85 23.91

학교 재무활동 0.01 25.38 0.18 27.49 0.07 25.87 0.34 25.44

총 지니계수 0.43 0.41 0.40 0.40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경북>

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1.90 22.88 1.99 26.93 1.84 31.46 1.24 26.94

정부이전수입 77.72 13.30 77.98 26.87 79.74 25.24 81.91 26.97

기타이전수입 1.73 33.64 1.74 37.43 1.92 41.07 1.52 42.16

학부모부담수입 13.69 -38.85 14.03 -33.72 13.76 -37.74 12.60 -36.45

지원금수입 0.13 33.83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65 11.36 0.55 13.38 0.60 11.84 0.47 10.43

기타 4.17 23.85 3.72 29.12 2.14 28.13 2.27 29.95

총 지니계수 0.42 0.44 0.41 0.42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1.14 16.84 1.26 16.30 1.12 17.91 0.97 17.13

인적자원 운용 2.10 16.35 3.41 12.50 3.35 14.00 3.57 14.3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5.13 -11.18 32.88 -3.09 32.44 -14.88 33.00 -13.02

기본적 교육활동 13.20 3.59 12.56 1.65 12.74 3.68 12.90 4.59

선택적 교육활동 15.60 -3.50 16.21 -2.44 14.68 -4.74 14.79 -3.36

교육활동 지원 12.41 15.32 13.15 14.31 14.96 18.14 15.19 15.50

학교 일반운영 16.83 14.31 17.30 14.01 17.16 15.55 16.82 14.80

학교시설 확충 3.54 22.18 3.20 21.43 3.52 23.12 2.75 23.97

학교 재무활동 0.03 26.09 0.02 25.32 0.03 27.23 0.02 26.01

총 지니계수 0.41 0.43 0.41 0.42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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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비율 상대
기여

학교발전기금 접수금 1.65 19.57 1.62 34.60 1.06 33.33 0.89 26.18

정부이전수입 76.46 -0.41 76.16 -2.16 74.05 -16.84 73.49 -1.00

기타이전수입 0.65 22.51 0.52 32.63 2.75 64.11 0.38 33.47

학부모부담수입 15.20 -46.60 17.54 -48.13 17.61 -54.58 15.72 -43.76

지원금수입 0.42 42.25 0.00 0.00 0.00 0.00 0.00 0.00

행정활동수입 0.61 25.29 0.32 20.43 0.41 17.92 0.50 25.85

기타 5.00 37.38 3.83 62.63 4.13 56.07 9.01 59.25

총 지니계수 0.35 0.31 0.30 0.33

학교발전기금 지출금 1.06 20.80 1.01 24.33 0.72 14.73 0.73 17.36

인적자원 운용 1.10 13.46 1.31 17.24 1.33 11.88 1.15 9.35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58 -26.30 35.78 -29.23 36.89 -29.42 35.65 -29.65

기본적 교육활동 14.41 1.33 12.82 -2.28 13.22 -0.80 13.00 1.60

선택적 교육활동 17.14 -1.64 16.07 -8.07 17.31 -4.58 15.18 -5.19

교육활동 지원 13.37 13.01 13.51 13.16 13.56 23.89 12.68 20.81

학교 일반운영 13.34 14.93 12.43 10.47 13.07 15.57 13.13 16.97

학교시설 확충 6.91 38.64 6.99 40.14 3.89 33.28 8.15 36.86

학교 재무활동 0.09 25.78 0.09 34.25 0.02 35.46 0.32 31.90

총 지니계수 0.34 0.31 0.30 0.29

<지니계수 샤플리값 분해-구성요소별 기여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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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quity of the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 fund nationwide. First, it examines the

amount of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econd,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and the local tax that represents the level of wealth

in the region. Third, the level of equity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was demonstrated empirically. Finally, it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on the equity of education

for each student. To do this, the school development fund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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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he public school accounts, the private school accounts, and the

local taxation data from 2014 to 2017 were used. In addition, several

mixed research methods that analyzed the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principals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were used.

The specific analysis method is as follows. First,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amount

of school development fund income and expenditure received from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from 2014 to 2017 by the number of

students in each school. In addition, the ratio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which operates separately from school accounting,

was compared to the school accounting income and expenditure. Next,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development fund and

local wealth level. To do th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nditure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and the property wealth

per pupil is analyzed. Then, the degree of equity of the amount of

school development fund income and expenditure per student was

calculated by Gini coefficient, Deviation coefficient, Inverse-McLoone

index, Verstegen index. Finally, it analyzed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the equity of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when the

school development fund was included in school accounting, and

analyzed the degree of contributing to the equity(Gini coefficient) of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through the Shapley value

decomposition .

First, the average amount of income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was 7.43 million won in 2014, 7.92 million won in

2015, 5.99 won in 2016 and 5.64 million won in 2017. The average

expenditure was 4.29 million won in 2014, 4.6 million won in 2015,

409,000 won in the year, and 4.01 million won in 2017.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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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s are very high in all regions, which confirms that the

school development fund gap is large. Finall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ratio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o the school

accounting budget, it was 1.33% in 2014, 0.74% in 2015, 0.74% in

2016 and 0.65% in 2017 based on the amount of school development

fund income. and based on the expenditure, it was 0.78% in 2014,

0.63% in 2015, 0.48% in 2016 and 0.44% in 2017.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development fund and the local wealth level is as follow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and the

local tax amount per student is 0.2 in 2014 and 0.19 in 2015. 0.08 in

2016 and 0.12 in 2017,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by

reg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of 0.5 or more in all

four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229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 it is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a region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5 or more were 55 units(24%) in 2014, 59

units(26%) in 2015, 76 units(33%) in 2016, and 95 units(41%) in 2017,

respectively.

Third,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was unfair in all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both in terms of the amount of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and the equity analysis of expenditure. First, the Gini coefficient

showed a very unfair state of 0.7 or more, and the deviation

coefficient also showed a highly unfair status of 1 or more for the

school development fund per student for the income and expenditure.

These results were also found in the inverse-McLone and Verstegen

indexes. The inverse-McLone index was 0.7 or more, which is much

greater than the level of 0.3 that indicates the unfair educational level

in the previous studies. Verstegen index also showed a much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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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n education financing than 1.1, indicating the unfair statu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tent to which the school

development fund improves the equity of the education expenses, it is

confirmed that the improvement rate of education cost per student is

reduced in both income and expenditure in more than half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school development

fund is a small number to the inequality of the education expenses

per student but it can be considered to influence. Second, the school

development fund contributed to the unequity through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coefficient zero point Shapley value. As a

result, the school development fund was about 1%, but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inequality was considerably larg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school development fund income was 23.29% in 2014,

24.48% in 2015, 24.61% in 2016, 29.73% in 2017, and that of

expenditures was 18.57% in 2014, 19.43% in 2015, 20.07% in 2016 and

19.62%. Considering the ratio of school development fund in the total

income, the relative contribution reflects a meaningful resul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the school development fund as

an indicator of parent financial ability in financial research. The

school development fund may be affected by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the region or the parents, but it has been shown that the affinity

of the locals, their positive awareness of donation, or the position of

the donor in the school affect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econd,

the unequity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is seriou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unequity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and discus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ystem after a long time. Final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he cost of education per pupil va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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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y lead to the problems of having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 which requires a solution.

The suggestions for solving this and developing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ystem are as follows. First, discussions should be

held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the disparity and inequity

caused by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inspect and provide support for schools that do not operate

the school development fund or do not receive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hird,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hould be diversified in

terms of receiving and expenditure items, providing the autonomy in

fundraising and utilization to activate the system, and taking

advantage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find ways for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o contribute to the educational financing equity.

Fourth, the reception desk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hould be

diversified into the unit school, the education support agency, and the

education office, etc., so that the school development fund can be

utilized more equitably and efficiently than the place where education

finance is needed.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national and regional

efforts to improve the awareness and education of donation of

education funds so that unit schools can secure educational finances

actively through fund raising of school development fund. Sixth, it is

necessary to continually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to find cases of excellent use, to analyze the gap

and to conduct an equity research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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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in education finance, education cost per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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