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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대 (주립대)           사립대         공립 + 사립 

 4년제  2년제  합계   4년제  2년제  합계  4년제  2년제   합계

  672  1,000  1,672  2,102   721  2,823  2,774  1,721  4,495

미국의 대학 운영정책 및 운영 현황

1. 미국 대학 현황

 1) 대학 수

  ○ 미국 대학은 크게 공립 (주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 4년제와 2년제로 구분

됨

  ○ 2009-2010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 수는 4,495개이며 이 중 공립대가 1,672

개 (전체의 37.2%), 사립대가 2,823개 (전체의 62.8%)로 사립대의 수가 더 많음

  ○ 10년 전과 비교하여 총 대학 수는 411개 (약 10%)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인 대학 수의 

증가 속에서 2년제 공립대의 수는 68개 감소했음

                      <표 1> 2009-2010년도 미국 대학 수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그림 1> 공립대와 사립대 학교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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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졸업자 수 및 졸업 비율

  ○ 2009년도 졸업생 수를 보면 총 학사학위 취득자는 1,601,368명이며, 이 중 공립대가 

1,020,435명 (63.7%), 사립대가 580,933명 (36.3%)으로 대학 수와 반대로 졸업자 수

는 공립대가 많음

  ○ 반면에 총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656,784명인데, 공립대가 308,206명, 사립대가 

348,578명으로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사립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도 총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67,716명으로 이 중 공립대가 39,911명, 사립대

가 27,805명으로 석사와 달리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다시 공립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학위 및 자격 분야에서 모두 10년 전에 비하여 

졸업자 수 가 증가했는데, 특히 사립대 졸업자 수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표 2> 2009년도 각 학위 및 자격 취득자 수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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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공립대와 사립대 학위 취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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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2009년도 대학 형태별 졸업 비율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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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제 대학의 졸업 비율은 4년제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들 중에서는 영리 사립대들의 졸업 비율이 공립대 및 비영리 사립대에 비하여 낮

은 졸업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림 3>에서 보듯이 4년제 비영리 사립대의 졸업 비율이 79%로 가장 높은 반면에 2

년제 공립대의 졸업 비율은 21%로 상당히 낮은데, 이는 2년제 대학 학생들의 상당수

가 졸업 보다는 4년제 대학 편입을 목적으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임

 3) 전공 분야

  ○ 2009년도 학사학위 취득자들의 전공을 보면 경영 (Business) 분야가 가장 많은 

348,000명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임

  ○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학 및 역사관련 전공을 하고 있으며 보건 관련 및 

교육학 분야 전공자들의 수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학사와 달리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전공은 교육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영 분

야임

  ○ 10년 전에 비해 학사과정에서의 교육관련 전공자 수는 감소했으나 석사과정에서의 

교육관련 전공자 수는 크게 증가했음

  ○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영관련 전공자의 수가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

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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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학사학위 전공분야 분포와 변화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그림 5> 석사학위 전공분야 분포와 변화

  가.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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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립대학 (주립대학)의 구성과 운영

 1) 구성

  가. 이사회 (Governing Board)

  ○ 미국 내 모든 주들은 주립대학의 관리를 위해 한 개 이상의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음

  ○ 이사회는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장의 선임을 비롯하여 대

학의 기금, 재원 배분,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감독,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시책을 결정함

  ○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이사들은 주 의회 또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

사회에서 선출함

  ○ 이사회의 이사들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보통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많은 경

우에 주지사,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도 함

  ○ 이사회의 기본적 임무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학과 재정 및 성과 측면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

  ○ 이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체계의 전반적 임무 개발과 주 헌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설치

   -소속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 예산 및 자원의 배분

   -재정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권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고등교육의 이해관계 사이의 완충 역할

   -인적, 물적 자산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유지 및 보존

   -고등교육기관의 광범위한 관심을 반영한 정책 (예: 학사 및 학생관련 정책) 개발 및 

실행

   -학위 수여에 관련한 사항

   -교수 임용 및 기타 인사 관련 정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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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장 (President)

  ○ 대부분 주림대학의 운영은 총장 (President 또는 복수 캠퍼스의 경우 Chancellor)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운영위원회가 임명함

  ○ 총장에게는 대학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 이사회의 정책을 실행하여 개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책임, 그리고 대학

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금 관리는 물론 새로운 재원을 조성

하는 기금 조성자 (Fund Raiser) 로서의 책임까지 있음

  ○ 총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학의 각 구성단위들과의 끊임없는 협의 및 책임

을 공유해야 함

  

  다. 교수

  ○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교수의 주요 책임은 학생에 대한 교육, 교수방법개발, 연구 등

과 관련된 내용들임

  ○ 최근에는 교수의 선발, 승진, 보수를 포함한 근무조건, 총장선출, 대학의 재정운영 

등에 있어 교수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평의회는 보통 입법기능, 자문기능, 토론 기능을 가

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입법기능은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

정 권한임

  ○ 자문기능은 예산, 시설, 학사일정, 대외관계, 인사정책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자문

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토론기능은 교수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대학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임

  라. 학생

  ○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학 내 의결기관에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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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대학교수연합회, 미국교육위원회, 공립대학 이사회연합 등의 단체들은 대학 운

영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학생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함에 있어 대학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토

론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운영에 관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권리

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실제로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

생연합의 결정, 교수평가, 각종 특별활동 등이 있음

 2) 주요 운영 제도

  가. 총장 선임제도

  ○ 미국 대학의 총장 선임제도는 대학의 유형과 전통, 지역사회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학의 당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기

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 총장의 자격기준은 시대적 변화와 대학 기능의 변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과거

에는 학문적 자질이나 정치적 역량이 강조된 반면, 최근에는 재정확보능력, 경영능

력, 지역사회 개발능력 등 다방면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음

  ○ 총장은 주로 내부 인사보다는 대학행정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가 선호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에서 사립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고, 유사한 규모

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들 사이의 교류가 많은 편임

  ○ 총장의 공석이 공고되면 첫 단계로 이사회 주관의 총장선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일

반적으로 이사회, 행정직원 대표, 학생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인사 대표 등으로 구

성됨

  ○ 일부 대학에서 총장선임위에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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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생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투표권은 없는 경우가 많음

  ○ 총장선임위원들은 대학의 당면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임될 총장의 자격

요건을 결정함과 동시에 총장 후보로 학내 인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학내 인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지만 대학의 

위기상황에 따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총장 영입의 경우에는 내부 

인사의 지원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임

  ○ 총장선임위의 조직, 자격요건의 결정 후에는 총장 초빙에 관한 홍보를 하여 모집된 

총장 후보들에 대한 구체적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소수로 압축함

  ○ 소수의 최종 후보자 명단이 이사회에 제출되면 이사회는 이중에서 신임 총장을 최종

적으로 결정하는데, 주립대학시스템에서는 현직 총장이 총장선임위원장을 맡아 자신

의 후임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음

 

  나 예산 제도

  ○ 2차 대전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많은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축소되었으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음

  ○ 주립대학들은 제한된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중인데, 대부

분 ‘점증식 예산제도’ (incremental budgeting system)에 기초한 예산 시스템을 

운영 중임

  ○ 점증식 예산제도란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안을 기준으

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대학들은 기본

적으로 전년도에 지원 받은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매 회계연도를 시작하고, 그 이후 

경제성장률과 대학의 사업요구 및 충당 가은 기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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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예산제도는 대학이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서도 매년 신규 프로

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립대학들이 채

택해 왔음

  ○ 그러나 70년대 이후 공적 부문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의 재정이 어렵게 

되자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전체의 예산관리를 분권화시키는 감축관리지향의 ‘영기

준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였음

  ○ 영기준예산제도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이나 

신규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매년 0을 출발점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따라 그 프로

그램의 존속, 축소, 확대 여부를 새롭게 체계적으로 분석 및 검ㅌ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 이 제도는 각 개별 단위기관들이 예산 운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모

든 계층의 관리자가 결정항목의 개발과 평가에 참여함에 따라 업무개선의 동기가 부

여됨

  ○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평가되므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우선순위의 평가에 따

라 보다 중요한 프로그램에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 운영 및 자금 배정의 탄력성 

확보 가능

  ○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나치게 분권화되어 있어 대학 전체의 가치나 목표가 소홀히 다

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는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절

충적인 방안인 ‘책임중심관리’(responsibility center management)를 사용 중임

  ○ 이는 각 단위기관들이 교육예산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학의 도서관처럼 예산이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는 각 기관의 지출

을 근거로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단위기관과 행정기관 및 대학본부는 예산배정에 관한 의사

결정을 공유하여 대학 전체의 가치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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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거버넌스 구조와 주요 정책

                   <그림 6> 미국의 대학 거버넌스 구조

                  

 1) 연방정부와 공립대학

  ○ 미국은 교육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에 국한 시키고 있음

  ○ 연방헌법에 의하면 교육은 주정부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1980년 교육부 조직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정부의 다양한 학자금보조 

프로그램 후원과 대학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제공 등 대

학재정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역할은 법률 및 교육정책 등에서 일정부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교육부 조직법 (1980) : 연방교육부의 임무는 “1)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동등한 교

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사명 완수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와 지방정부의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들을 지원하고 도우며, 3) 교육연구 및 교육프

로그램 등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의 보급, 교류를 촉진시키고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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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4) 대통령과 국회, 국민들에게 연방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5) 시민, 학부모, 학생들이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

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

 2) 주정부와 주립대학

  ○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해당 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승인된 법인으로서 성격을 가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주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함

  

  ○ 이는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이 주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

칙은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의 주립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의 상당 부분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주정부와 주립대학의 관계는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주 정부의 한 조직

으로 간주되는 주립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학들은 법률적으로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정부의 세입과 세

출 조항에 의한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통임

  ○ 주정부가 교육에 관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ㄱ다양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주의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주지사 (Governor)와 주 교육부장관 

(Secretary of Education)의 역할이 중요함

  ○ 주지사는 교육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

과 교육제도 운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 교육부장관, 주 교육감, 주 교

육위원 및 주립대학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고 감독하는 등 인사와 예산을 통한 조

정권을 행사하는 상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주 교육부장관도 주지사와 같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지지 않지만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좌하고, 주립대학 운영위원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을 대학에 알리는 교량

적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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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역할은 ‘통제’에서 ‘거버넌스’의 형태로 변화하였으

며 이러한 거버넌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은 교육기관들을 관

리하고 대학에 기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3)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 미국의 대학들은 주립이든 사립이든 정부의 지시나 감독이 아닌 교육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시장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주립대에 대해서는 경상비와 시설비 지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

금 및 학자금 융자,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는 경상비

와 시설비를 거의 지원하지 않음

  ○ 따라서 주립대와 사립대는 등록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립대를 선택

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과

정을 제공함으로써 주립대와 경쟁을 하고 있음

  ○ 대체로 사립대는 주립대에 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

에 주가 통제하는 고등교육 부문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하고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중임

  ○ 주립대와 사립대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기준만으로 주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기는 어려움

  ○ 주립대가 사립대와 다른 점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 지출금으로 보조를 받는다는 

것인데, 주립대는 주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저렴한 수업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대들은 연구 보조금이나 연구 계약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공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음

  ○ 실질적으로 주립대와 사립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학의 운영방식인데 최근 들어

서는 재정의 규모와 역할 측면에서 매우 유사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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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립대학 시스템

  ○ 미국 대학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원리에 의해 대학교육 시장이 지배되고 있기 때

문에 학생모집, 교직원 채용,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다른 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는 것으로 각 주립대 역시 한정된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많

은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대학들과 치열한 경쟁 중임

  ○ 주립대학들은 주의 주민들을 수요자로 하여 그들에게 고등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따라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함

  ○ 이러한 경쟁과 보완의 관계는 별개의 대학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학이 여러 개의 캠퍼스로 구성된 경우에는 단일 대학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주립대학은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캠퍼스로 운영되기도 하

는데, 이 경우에는 대학 자치의 기본 조직을 구축하고 캠퍼스 간 인적 물적 상호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시스템 (University system)을 운영함

  ○ 대표적인 대학 시스템으로는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뉴

욕 주립대학 시스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ystem), 위스콘신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등이 있음

  ○ 대학 시스템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캠퍼스들로 구성된 종

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함

  ○ 단일 시스템의 경우 하위 대학들은 소속된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입학 및 졸업 사정, 교직원 채용 및 승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지는 동

시에 법인 이사회의 관할 및 통제를 받음

  ○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은 전체를 단일 시스템

으로 하고 산하에 여러 캠퍼스를 두어 운영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10개 대학 연합 시스템으로 21만 여명의 학생과 16만 여명의 교직원을 보유한 

거대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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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스콘신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은 대표적인 종합 시스템으

로 단일 시스템과 달리 조정과 책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들이 효율

적인 자원배분 및 상호협력을 위해 각각의 대학이 지닌 특성에 따라 시스템 내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함

  ○ 위스콘신대학 시스템은 위스콘신주의 주립대학을 박사학위수여 대학군 (doctoral 

cluster), 종합대학군 (university cluster), 평생교육 대학군 (university 

outreach cluster)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Wisconsin-Madison, Wisconsin-Milwaukee 

등 2개 대학이 속해있는 박사학위수여 대학군은 학사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갖춘 대

학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있음

 5) 대학 평가 시스템

  가. 배경

  ○ 미국 대학의 질 관리는 정부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평가기구, 학문분야 평가기구 등

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니 학생 수가 늘고 학생 집단이 다양해지

면서 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어 미 고등교육 평

가인증 협의회 (Council of Higher Education Accrediation, CHEA)와 같이 평가기구

의 질을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

  ○ 대학의 자발적 노력과 자체 관리 체제가 우선시되는 미국에서도 프로그램의 대외 공

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다수 

대학들이 외부 평가기구가 실시하는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

  나. 주요 내용

  ○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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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지역 내 대학에 대한 기관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지역별 평가인증 조직 

(regional organization)  

   -특정 종교 및 종파와 연계된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종교관련 평가인

증 조직 (national faith-related organization)

   -주로 직업교육에 특화된 교육을 수행하는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수행

하는 직업관련 평가인증 조직 (national career-related organization)

  ○ 위 조직들의 기관 평가인증과는 별도로 의학 및 약학,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등과 

같이 학문 분야별로 대학 내 학문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들도 평가인증 활

동을 수행 중임

  ○ 위 평가인증 기관들은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관이며, 인증평

가 참여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음

  ○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활동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인증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 평가인증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대학이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인증평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민간 인증평가 

기관들도 인증평가의 책무성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외부평가를 ‘인정’(recognition)이라고 하며,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직은 평가인증기구들의 협의체인 고등교육 평가인증 협의회 

(CHEA)와 교육부 (USDE)를 들 수 있음

  ○ 지역별 평가인증기관의 인증평가 절차는 <표 2>, 그리고 연방정부 교육부 및 CHEA의 

인정 절차는 <표 3> 및 <표 4>를 참조할 것,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

반적인 평가인증 절차는 표들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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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지역별 인증평가 기관의 인증평가 절차 

출처 : 유현숙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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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연방 교육부의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인정 절차

출처 : 유현숙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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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CHEA의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인정 절차

출처 : 유현숙 외 2009

  다. 언론 기관의 대학 평가 사례 : US News & World Report의 대학 순위 조사

  ○ US뉴스는 신입생 입학성적과 입학 난이도, 지원 경쟁률, 교수ㆍ학생 비율, 학교 재

정, 대학 간 상호 평가 점수 등을 합산 평가한 순위를 종합대학 및 학부중심 인문대

학 (Liberal College) 부문에 걸쳐 발표하고 있음

  ○ 2011년 9월 13일에 발표한 2011-12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가 

공동 1위를 차지하며 미국의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는데, 2년 전에는 하버드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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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대가 공동 1위, 지난해에는 하버드대가 단독 1위에 올랐었음

  ○ 올해 3위에는 3년 연속 예일대가 자리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의 3강 구도가 갈수

록 견고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4위는 컬럼비아대가 차지했고 캘리포니아공대(칼텍),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

드대, 시카고대, 펜실베이니아대(UPenn) 등 5개 대학이 공동 5위로 평가됐음

  ○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듀크대는 10위로 미국 남부 소재 대학으론 유일하게 톱 10

에 끼었으며, 주립대학 중에서는 버클리대와 남가주대(USC), UCLA, 버지니아대, 앤

아버 소재 미시간대, 채플힐 소재 노스캐롤라이나대가 20위권에 들었음 

  ○ 학부중심 인문대학 부문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칼리지가 같은 주에 있는 

앰허스트 칼리지를 누르고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고 3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의 스워스모어 칼리지가 올랐음

 6) 대학 구조조정 사례 (버지니아 주)

  가. 배경

  ○ 미국의 대다수 고등교육 정책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소관이므로 강한 분권적 특

성을 갖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기구와 대학이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중인데 이는 대학 구조조정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함

  ○ 1990년대 후반부터 버지니아 주내 대학들에서는 대학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더불

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생과 교수, 명성, 자원

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이러한 인식 하에 University of Virginia (UVA), College of William and Mary, 

Virginia Tech (VT) 등 버지니아 주내 주요 3개 대학은 주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

  ○ 3년 이상의 이러한 노력 끝에 2005년 버지니아주 고등교육 구조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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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ed Higher Educatio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Operations Act 

2005)이 마련됨

  ○ 버지니아 대학 구조조정 추진 경과

   -2005년 7월 1일 : 법안 발효

   -2005년 10월 1일 : 경영 협약 교섭

   -2006년 7월 1일 : 경영 협약 발효

   -2007년 5월 8일 : 2005-06 학년도 대학 수행 기준 확정

   -2007년 10월 1일 : 2008-2014 6개년 계획이 주지사 및 주의회에 제출됨

   -2007년 12월 19일 : 경영 협약의 수행 기준이 주 재무장관에게 보고됨

   -2008년 5월 13일 : 2006-07 학년도 대학 수행 기준 확정

   -2008년 가을부터 새로운 인적 자원 시스템 가동 

  나. 주요 내용

  ○ 구조조정 법안의 핵심은 버지니아의 주립대학들이 주정부가 제시한 11개 성과 목표

치 (performance benchmarks)를 달성하는 대가로 등록금 책정, 조달 (구매), 인사, 

건설 등에 대한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3단계 접근법에 

의해 시행됨

  ○ 1단계는 주에서 명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대가로 모든 버지니아 주립대학

에게 추가적인 운영 권한 (additional operational authority)이 부여되는데, 여기

에는 잉여금의 사용, 수입 및 자본 리스의 사용, 특정조달 보고의무 면제 

(exemption from procurement reporting requirements), 과거 허가되지 않았던 조달 

방법에 대한 허용 등이 포함됨

  ○ 추가로 1단계에 참여한 모든 대학들에게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단계 및 3단계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일정한 제한 조건 내에서 개별 대학들이 특정한 기능 영역에서 

추가적인 자율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지사와 MOU를 체결하거나 경영협약을 맺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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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의 실천을 위해 주정부는 대학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구체적인 이행사항 역시 마련함

  ○ 주정부의 요구사항으로는 

   -소외계층 학생이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것

   -가계수입에 상관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할 것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학생들이 정해진 시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학업 지속 비율을 증가시킬 것

   -주 경제개발을 촉진할 것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다른 학교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

   -정해진 재정적, 행정적 관리 목표를 달성할 것

   -6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 

  ○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 이행사항은

   -잉여자산에 대한 매각, 토지이용권 획득, 학문적 활용을 위한 대학소유 재산수입 또

는 자산임대 허용

   -주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10만 달러 이상의 정보공학 장비 구입 권한

   -행정 및 전문 교수요원 채용에 대한 독자적 정책수립 권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건물 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방법 결정 권한

   -주정부와 MOU 교환 권한

   -대학 이사회의 등록금 책정 권한

 7) 대학 특성화 정책

  가. 미국 대학의 특성화 정책

  ○ 미국의 대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의해 발달되어 왔으나 주정

부는 대학운영에 영향력을 최소화 해왔는데, 이러한 지배구조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미국 대학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

  ○ 이에 따라 미국의 개별 대학들은 주정부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는 상태에서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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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형     대학 주도형   정부 대학 협력형  

    목표

고급 산업인력 양성

기초 필요분야 인력 

 양성

대학의 생존 및 발

전전략

대학별 역할 및 기

능 분담

    유형

지역사회 요구에 따

른 특성화

주 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특성화

대학 자체 강점분야

의 특성화

학문간 특성화

연구중심대학, 교육

중심대학, 단기대학 

등

    전략

정부가 지역사회 요

구 분석과 필요인력 

예측을 통해 기본계

획 작성 및 추진

정부가 대부분의 재

정을 지원

대학의 사명, 역할에 

근거한 자체 발전계

획에 따라 추진

대학 자체의 재원조

달 (외부기관, 기부

금, 연구비 등)

정부가 거시적 측면

에서 고등교육체제

의 효율성을 고려하

여 추진

대학은 자체 의사결

정구조를 통해 발전

전략 수립

    사례
버지니아 간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조지메이슨 대학의 

특성화 사례

캘리포니아의 대학 

시스템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타 대학과 구별되는 차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특성화’등 노

력을 지속

  ○ 대학들의 특성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재정지원과 법규의 정비를 통한 

후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한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와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다라 정부가 특정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함

  ○ 정부주도의 특성화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는 주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 등 주의 권한이 강한 경우 정부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학의 자발적 특성화 및 정부주도의 특성화와 함께 미국 대학 특성화 중 하나는 대

학의 기능별, 역할별 분화를 들 수 있음

 

                     <표 3> 미국 대학 특성화 정책 모형

출처 : 유현숙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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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경우 대학의 기능별 분화는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나, 캘리포

니아처럼 정부의 강한 주도하에 기능적 역할 분화를 이루기도 하여 이 경우 주정부

는 거시적 입장에서 법적 정비를 통해 특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은 이러한 체제 

내에서 자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을 채택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학 특성화 정책 모형은 <표 3>과 같이 정부 주도

형, 대학 주도형, 정부 대학 협력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나. 정부주도의 특성화 사례 : 버지니아 간호사 육성 프로그램 (The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2004)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주도의 특성화 사례로 대표적인 것인 현재 버지니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육성 프로그램임

  ○ 2004년 버지니아 주정부는 인력수요 예측을 통해 2020년까지 22,600명의 간호 인력

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

  ○ 이를 위해 주정부는 대학들에게 다양한 지원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간호사 프로

그램에 대한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예산 지원방법도 변경

  ○ 주정부는 신규 재원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 배정

시에도 배정된 예산을 간호사 프로그램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예산 방식으로 

변경

  ○ 대학 뿐 아니라 간호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을 보조하고 원격교육을 강조하여 대학과 사립 원격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거

나 각종 행정적 지원을 실시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금 인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요

구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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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학 주도의 특성화 사례 : 조지메이슨 (George Mason) 대학교

  ○ 미국 대학 특성화 정책에서 특성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대학의 발전 전략에 의

한 자발적 특성화 사례로서 버지니아에 위치한 조지메이슨 대학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1980년대 초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해 전통적인 의미

의 공과대학이 아닌 정보공학 및 시스템공학 특성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깨달음

  ○ 지역의 기업인들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 양성이 가능한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

을 요구했고, 동시에 현재의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함

  ○ 대학 측은 이러한 요구를 주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기업들로부터의 지

원을 약속받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지메이슨대학은 1985년에 정보기술공과대학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을 설립히였고, 미국에서는 최초로 IT분

야의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음

  ○ 조지메이슨대의 이러한 특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다음

과 같음

   -대학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지역적,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

   -적극적인 투자, 특히 우수한 교수 요원에 대한 투자

   -공립대학으로서 주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들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라

는 것

 

  라. 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특성화 사례 : 캘리포니아의 대학 시스템

  ○ 1960년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구, 교육, 봉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학교육 시스

템을 3가지로 분화 시켰음

  ○ 연구중심대학으로 캘리포니아대학 (UC) 시스템, 실무중심의 교육 대학으로 캘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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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립대학 (CSU) 시스템, 그리고 지역사회 및 주민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컬리지 

(CCC) 체제를 구축

  ○ 이 시스템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ᅟᅡᆨ내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지속중임

  ○ UC는 버클리, 어바인, LA 등 10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캠퍼스에는 총장과 

부총장이 있고 연구 지향적 기능에 따라 어떠한 사설 연구기관보다도 활발한 연구 

실적을 보이고 있음

  ○ CSU는 23개 주립대학으로 구성되어 교육즁심, 학부중심의 대학들로 ‘캘리포니아 경

제 엔진’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교육과 기술이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체

제를 통한 연계학위과정을 강조하고 있음

  ○ CCC는 110개의 전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며 직업준비 교육 등 이른바 ‘후기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의 대학교육 거버넌스는 교육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차별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거버닝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교육기관 목적의 차이에 

대한 인지 및 그에 따라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별로 분화된 이사회가 주의 대학들을 일관성 있는 목표에 의해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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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5

(백만달러)

 2008-

 2009

(백만달러)

     총수입액 중 비율 (%)   

 2004-

 2005

 2007-

 2008

 2008-

 2009 

        Total  234,842  267,385   100.0   100.0   100.0

 영업 수입  136,767  158,799    58.2    55.5    59.4

   등록금 및 수업료     38,526   51,840    16.4    17.5    19.4

   정부 지원금   44,376   43,096    18.9    15.3    16.1

      연방   30,071   26,092    12.8     9.3     9.8

       주    6,818    7,403     2.9     2.9     2.8

      지역    7,487    9,600     3.2     3.2     3.6 

   기업 보조금   17,673   21,358     7.5     7.5     8.0

   병원   21,772   27,302     9.3     9.2    10.2 

   기타 영업 수입   14,420   15,202     6.1     6.0     5.7

 영업외 수입   85,517    92,448    36.4    38.4    34.6

   연방 충당금    1,784    2,011     0.8     0.7     0.8

   주정부 충당금   55,325   65,486    23.6    24.9    24.5

   지역 충당금    7,687    9,787     3.3     3.4     3.7

   정부 무상 지원    3,919   15,747     1.7     4.4     5.9

   기부금     4,606    5,894     2.0     2.2     2.2

   기타 영업외 수입    2,674    3,011     1.1     0.8     1.1

 기타 수입   12,557   16,318     5.3     6.1     6.0

4. 대학의 재정 운영

 1) 재정 구조

  가. 수입과 지출

                        <표 4> 공립대학의 수입 구조

자료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공립대학의 수입원을 크게 영업 수입과 영업외 수입으로 나누어 보면 약 6:4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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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5

(백만달러)

 2008-

 2009

(백만달러)

     총지출액 중 비율 (%)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Total  215,794  273,030   100.0   100.0   100.0

      교육   59,657   75,079    27.6    27.5    27.5

      연구   22,551   26,651    10.5     9.7     9.8

     공공 봉사    9,418   11,245     4.4     4.1     4.1

     학술 지원   14,259   18,805     6.6     6.8     6.9

     학생 지원   10,042   12,939     4.7     4.7     4.7

     산하기관 지원   17,455   23,079     8.1     8.5     8.5

     운영 관리   13,578   17,840     6.3     6.5     6.5

     감가상각    9,593   13,719      4.4     4.9     5.0

     장학금 등    8,403   11,105      3.9     3.7     4.1

     관련 기업   16,664   20,588     7.7     7.5     7.5

     병원   20,105   25,945     9.3     9.2     9.5

      기타    6,702    5,777     3.1     1.8     2.1

    영업외 지출    7,306   10,259     3.4     5.1     3.8

비율로 영업 수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영업 수입 중 이전에는 정부 지원금이 등록금 및 수업료 수입보다 많았으나 최근 들

어 두 부문의 비중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남

  ○ 공립대학의 영업외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정부의 충당금인 것만 보아도 미국 

공립대학의 운영은 주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5> 공립대학의 지출 구조

 자료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공립대학의 지출에서는 교육기관인 만큼 당연히 교육 부문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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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비 현황

  ○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모두 등록금 및 수업료, 기타 학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비영리 사립대 (private not-for-profi)의 경우 학비가 비싼 대신 공립대 및 영리 

사립대 (private for-profit) 들에 비해 장학금 혜택이 많이 있음

  ○ 공립대의 경우 평균 연 학비 19,300달러 중 약 19%인 평균 3,700달러가 장학금 등으

로 감면되고 있으며, 비영리 사립대의 경우 평균 연 학비 37,400달러 중 약 29%가 

장학금 등으로 감면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영리 사립대의 경우 평균 연 학비 33,500달러 중 장학금 혜택은 약 8%

에도 못 미치고 있음

                   <그림 7> 평균 연 학비와 장학금 비율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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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원 급여 현황

  ○ 미국 대학들은 직업 교욱 중심의 2년제 대학부터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연구 중

심 대학 등 다양한 유형만큼 교원들의 급여 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09-10학년도 기준으로 사립 연구중심 대학 교원 평균 연봉은 97,700 달러로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반면에 2년제 사립대 교원 평균 연봉은 44,700 달러에 불과해 

사립 연구중심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침

          <그림 8> 2009-10 학년도 대학 유형별 교원 연봉 비교 

자료 :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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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가. 유형 

  ○ 미국 대학의 장학금은 수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무상장학금 : 교육비 필요에 근거하여 수여되며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

   -대여장학금 :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대여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장학금

   -근로장학금 : 대학 내외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 그 임금으로써 교육비를 보조하게 

하는 제도

   -사적장학금 : 학문적 재능이나 체육, 예술 특기 등과 같은 특수 자격을 갖춘 학생, 

특정 민족, 특정 종교 학생 등에게 수여하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

  ○ 수여 기관에 의한 장학금의 분류

   -연방정부 장학금 : 연방정부에 의해 수여

   -주정부 장학금 : 각 주정부에 의해 제공

   -대학 장학금 : 각 대학이 자체 재원에 의해 수여 

      예)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록금감면

   -공공 및 민간단체 장학금 :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가 제공 

   -개인장학금 : 개인이 자신의 장학이념에 따라 적격자에게 수여

  나. 종류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연방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참조

  ○ 주정부 장학금의 예 

   -캘리포니아 주 : 캘리포니아 무상장학금, 아동발달 무상장학금 등의 주정부 무상장학

금과 주정부 대여장학금, 주정부 근로장학금 및 기타 재능장학금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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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콘신 주 : 위스콘신 고등교육 무상장학금, 위스콘신 등록금 무상장학금, 재능 촉

진 무상 장학금, 청각 시각 장애학생 무상장학금, 인디언 학생 무상장

학금, 소수민족 학생 무상장학금, 소수민족 교사 대여장학금, 학업우

수 재능장학금을 운영

  ○ 대학 장학금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의 재정 필요나 학업성취에 근거하여 대학자체의 장학금을 지급

   -무상장학금, 재능장학금,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납입금면제 및 감면 장학금 등을 운영

   -각 대학은 장학금담당기구를 운영

   -각 대학은 연방정부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

  ○ 기타 장학금

   -사적 장학금

   -지역사회단체 장학금

   -고용주 장학금

   -전문협회 장학금

   -금융기관의 대여금

   -특별 프로그램

 3) 연방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가. 제도적 근거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

한 목적으로 1965년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HEA)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음

  ○ 처음에는 여러 부처에 관련 예산과 기능이 분할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교육관련 기

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가 설립되면서 학자금 지

원관련 예산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교육부 내의 학생 보조국 

(Federal Student Aid, FSA)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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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연방 및 주정부와 각종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장학금 

및 세제혜택과는 달리 보증 형태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이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교육부가 이를 보증하

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간접적 방식을 통해 연방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부

담을 줄이고 그것을 통하여 지원 학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유형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자금의 조달처, 차입자, 정부의 이자 지원 여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됨

  

                    <표 6>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유형

            

  ○ 자금 조달처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하면서 연방정부에

서는 단순히 지급 보증만을 해주는 형태의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FFELP)과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이 기금을 직접 대출해주는 형태의 Ford Direct Student 

Loan(FDLP),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자금을 조성해 대출을 해주는 Federal Perkins 

Loan Program(FPLP) 등으로 구분

  ○ 학생이 차입자가 되는 Perkins Loan, 학부모가 차입자가 되는 Parents Loan 

Undergraduate Student(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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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이자 지원 여부에 따라 Unsubsidized Stafford Loan과 Subsidized Stafford 

Loan으로 구분

  ○ 위 유형 구분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 즉 FFEL이나 FDL 프로그램은 Perkins 

Loan, Stafford Loan 방식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음

  ○ 최근 Subsidized Stafford Loan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Unsubsidized Stafford 

Loan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

에서 대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표 7> 1999-2010 미국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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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2009-2010 학부생 학자금 대출 유형 비교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그림 10> 2009-2010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유형 비교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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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미국 총 장학금 규모의 증가 및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그림 12> 미국 총 학자금 대출 규모의 증가 및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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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방정부의 주요 학자금 대출 상품

  ○ Federal Unsubsidized Stafford Loan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품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2008년부터 6.8%의 고정 금리 적용

   -학년 및 상황에 따라 연간 5,500-20,500$까지 대출 가능

  ○ Federal Subsidized Stafford Loan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계소득확인 (family income test)를 통해 대상자 선정

   -2008년부터 6.0% 고정 금리 적용

   -학년에 따라 연간 3,500-8,500$까지 대출 가능

  ○ Federal PLUS Loan for Parents

   -학부모를 차입자로 하여 대출해주는 상품

   -2006년부터 7.9-8.5%의 고정 금리 적용

   -대출 가능 금액은 다른 대출의 여부 및 금액 등에 따라 정해짐

  ○ Federal Perkins Loan

   -5.0%의 고정 금리 적용

   -재학 중 이자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졸업 후 최대 10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학부생은 5,500$까지, 대학원생은 8,500$까지 대출 가능

 4)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가. 현황 

  ○ 주립대학들의 경우 주내 (In-State) 거주 학생들은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등록금을 내는 학비 감면 혜택을 받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당연히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일부 주립대의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  및 근

로봉사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 학생과 동일한 학비감면 혜택을 

주기도 함, 예를 들어 Minnesota State University, Mankato 의 경우 일정 수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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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성적 (학점 2.5 이상) 및 근로봉사 (주당 25시간)를 조건으로 외국인 학생들에

게 주내 거주 학생과 동일한 학비감면 혜택 부여함

  ○ 사립대학들의 경우 주내 거주 학생, 타주 거주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등록

금 정책에 차이가 없으나 학교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장학금 혜

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는 사실상 각 학교의 자율적 권한에 의해 제한적인 

부분에서 시행 중임

  나. 학교별 사례

  ○ University of Kansas  

   -International Merit Awards : 외국인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자들을 대상

으로 경쟁 선발을 해서 연간 5,000 달러에서 10,000 달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KU-IIE : 이 학교와 국제교육연구원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과 

공동으로 시행 중인 장학제도이며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해 연간 21,000 달러까

지, 최장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함

  ○ Pittsburg State University

   -피츠버그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International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p 제도를 운영 중임 

   -학부에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데, 교환학생, 정부 및 

관련기관 장학생, 단기 과정 학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선발된 학부생들은 학기당 1,000달러의 학비를 감면 받음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유사한 장학제도 시행 중

  ○ Montana State University

   -학부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첫 해 3,500 달러까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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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등 입학 관련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3.0 (B)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경우 학

교 장학기금 상황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5) 기부금 제도

  가. 기부 가능 자산

  ○ 현금, 수표 및 신용카드 

   -가장 간단한 기부 형태

  ○ 유가증권

   -기부자가 유가증권을 기부하면 대학 측에서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취득 당시에 비해 가치가 많이 상승한 유가증권을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

  ○ 부동산

   -토지, 주택, 별장 등 수익용 자산 기부

   -전부 또는 일부매각 및 일부기부 형태로 가능

   -생애 수익형 기부 (life income gift) 형태로 기부 가능

   -주택을 기부하되 사망시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도 가능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 동산

   -책, 그림, 골동품, 가구, 보석 등 동산 기부 가능

   -증여공제 및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산 기부의 대가로 생존동안 반대급부 수령 가능

 나. 기부 형태

  ○ 평생 수익형 기부 (life income gifts)

   -대학이 기부자에게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소득을 지급

   -무수익 또는 저수익 자산을 기부하고도 소득 지급 받을 수 있음

   -공익 잔여재산 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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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연금형 기부 (Charitable Gift Annuities) : 즉시형, 이연형, 점증형, 가변형, 

교육연금 등

   -합동 수익 기금 (Pooled Income Funds) : 여러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을 모아 펀드 형

태로 운영, 안정형, 균형형, 성장형 등

  ○ 유증 (Bequests)

   -유언의 형태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등을 기부

   

  ○ 공익선행신탁 (Charitable Lead Trust)

   -자산을 공익선행신탁에 기부

   -신탁종료시에 원본이 기부자에게 귀속되는 기부자 공익선행신탁 (Grantor Lead 

Trusts), 비기부자 공익선택신탁 (Non-grantor Lead Trust)로 구분

  다. 기부금 운영 시스템 사례

  ○ 미국 대학들은 동문이나 기업 등 기부자들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

하면서 고수익을 낳을 수 있는 곳에 유효적절하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일례로 하버드대는 기부 받은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적인 회사 Harvard 

Management Company (HMC)를 가지고 있음

  ○ HMC는 약 2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회사이며 보스턴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400

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 중임

  ○ 중립적 자산분배 원칙 (neutral asset allocation)에 따라 미국 및 외국의 주식, 사

채, 사모 펀드 (private equity), 부동산 등 11개 자산으로 분류하여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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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2010 미국 대학 기부금 랭킹 1-30

자료 : 미국 대학 경영자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NAC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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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부자에 대한 혜택 (세제 혜택, 기여 입학제 등)

  ○ 세제 혜택

   -미국에서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총소득의 50%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됨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현금 또는 다른 자산 등 기부자산의 종류, 

기부형태, 기부 받는 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 소득의 10%임

   -개인 또는 법인의 공제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에도 총소득의 50% 한도는 적용되나 대규모 기부금에 대해서는 6년에 걸쳐 소득공

제가 이루어짐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데, 교육기관에 증여한 재

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함

   -세법상 유산세 (Estate Tax)는 사망 시에 남기는 부동산, 동산, 유향 및 무형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교육기관에 유증하거나 이전하는 재산은 공제 받음

  ○ 기여 입학제

   -미국 대학들에서는 거액 기부자의 자녀 등에 대해 특례 입학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인 기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부자와 학교 사이

의 비공식적 협의에 의해 학교 측이 입학 여부를 결정함 

   -미국 대학들의 대표적 특징인 학사 운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의 

명성, 전통 등에 따라 천차만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해당 대학들이 오랜 기간 기부금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미국

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라

는 점이 기여 입학제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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