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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년 이상 유지된 낮은 합계출산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교육부는 2014년 1월 향 후 10년간 약 16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였다. 대학의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이지만,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된 근거로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통계청의 18세 전국 장래 추계

인구와 2014년 전국단위 대학정원의 비교자료뿐이다. 대학정원의 감축이 학생, 대학, 지역경제까지

큰 파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근거가 세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3 수험생, 재수생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16개 시도 별

로 2032년까지 전망하고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16개 시도 별 현재의 대학정원이 2032년까지 계

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16개 시도 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 대학 충원

율을 산출을 시도하였으나, 수험생의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할 수 없어 현실적인 전망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배치표 상의 학과순위가 계속 유

지된다는 가정에서 전체 일반대학 7,277개 학과 순위를 추정하고, 이 학과들의 정원을 전체 대학 정원

에서 차감해 가는 방법으로 지역별 대학 충원율을 2032년까지 산출하였다. 16개 시도 별로 산출된 대

학충원율은전국단위로보았을때보다지역별특성과문제점을좀더확연하게보여주었다.

주요용어: 감쇄추세지수평활법, 대학입학시험응시생, 대학입학정원, 충원율.

1. 서론

학령인구의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대학

들을 그 어느 때 보다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학령인구란 초·중·고·대학에 재학하는 연령대인 만 6세에서

21세까지의 인구를 나타낸 것으로 그동안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정

원 감축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관

련된연구가많이진행되어있지않다고볼수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이 당면할 문제들에 대한 연구로 You (2009)는 대학구조조정 방안과 해

외 대학의 구조조정 동향분석을 하였으며 Kim (2010)은 대학의 과잉공급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

행 하고 대학의 입학정원 도출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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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연구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들을 대학뿐이 아닌 교육부분의 전반적인 문제로 다루었다.

Hwang과 Choi (2011)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관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

학뿐 아니라 초·중·고등교육기관의 학령인구를 시계열모형으로 예측하였다. Lee (2011)은 앞으로 교육

체제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예측 진단하고 교육부문 구조조정 방안의 모색과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등교육을 모두 다루었으며 학령인구와 더불어 교원에 관한 문제까지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Bae

(2012)에서는 4년제 대학 충원율과 전문대학 충원율을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충원율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7개권역으로나누어서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유학

생비율을가정한충원율까지도제시하였다.

2014년 1월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이계획에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

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정원을 표 1과 같이 3단계에 거쳐 감축하게 된다. 1단계인 2016년까지 4만 명,

2단계인 2019년까지는 5만 명, 마지막 3단계인 2023년까지는 7만 명에 대한 감축 계획을 세웠다. 이미

2014년 대학정원 중 약 3만 명을 감축한 것으로 보도되어 교육부의 1주기 대학정원 감축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에 따른 대학의 5등급 평가가 완료된 시점까지도 대학구조

개혁법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대학정원 감축안의 실효성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에 있다. 대학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대학사회뿐 아니라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경제에도 큰 파문을 줄 수

있으므로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통계청의 18세 추계인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18세가 고등학

교 3학년 (이하고3)에해당하는나이이기는하지만, 모든 18세가대학입학시험 (이하대입)을보는것

은 아니다. 또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비록 적은 규모이겠

지만 모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즉 대학정원 감축과 관련된 계량적인 근거를 더 세

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재수생’을 간과하였으며 재수생이 가장 많았

던 2000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응시생 603,238명에서 재수생은 254,538명 (42%)이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이 받게 될 충격은 서울·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크게 될 것이

다. 그런데도 지역 관점에서의 계량적 분석은 7개 권역별 대학 충원율 전망 (Bae, 2012)을 볼 수 있다.

더욱 계량적인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Yoon과 Kim (2010)은 수도권 지역 고3 학생수 예

측과 대학 입학 정원수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Kim (2011)은 경상북도 지역 시군을 기준

으로 하여 고3 학생수 예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이중지수평활법을 이용한 계

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계량적 모형에 기반한 연구로 Yoon과 Kim (2012)는 비선형 회귀모형을 이용

하여우리나라전체학년별인구에대하여전국단위연구를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책의 근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를진행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 18세 (고3 학생)인구가아닌대입응시생수에초점을맞추어대

학정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16개 시도의 관점에서 대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파장을 평가하여 대학정원

감축을위한좀더세밀한계량적근거를만들어보고자한다.

본 논문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장에서는 전국 그리고 지역별 대입 응시생 수에 대한 예

측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3절에서는 응시자 수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대학 충원율 예측 결과를 정리하

였다. 이어서 4절에서는 전국 대학 학과별 정원과 입학자원의 수에 대한 예측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충

원율 예측을 위한 가상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5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

향에대하여언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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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입학시험 응시생 예측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다음 Figure 2.1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추계인구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전체 고3 학생 수를 예측한 시도표이다. 19세에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가정할 때 2013년 1세인 아동은 2032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초등학교, 중

학교는의무교육이고이시기의사망률은매우낮으므로고등학교진학률만고려하면 2032년까지의고3

학생의수를예상할수있다. 고3 학생수예측은먼저초등학교 (1987∼2012년), 중학교 (1993∼2012),

고등학교 (1996∼2012)의 학생 수를 코호트로 합하여 정리하였다. 그 후 감소율을 구하기 위하여 한 코

호트별로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의감소율을구하여최근 5년의감소추

세를 적용하여 2013년도에 들어온 초등학교 학생에 적용하여 학령인구를 구하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

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은 2013년도 1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수에 인구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인구 감소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다시 학생 수의 감소율을 적용하여 학령인구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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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 change of the populaton of Korean high school 3 grade students

Figure 2.1을 살펴보면 고3 학생 수의 변동에서 두 번의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613,728 명이었던 고 3학생 수는 2024년 386,842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다. 첫 번째 큰 감소가 있었던 2000년∼2003년의 경우 174,299명의 감소가 있었고 두 번째 큰 감소는

2015년∼2024년사이에 226,883명의감소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

특별한위기감없이넘어갔던 1차시기와달리앞으로다가올 2차시기에는큰사회적변화와이에따

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자. 2012년 기준 고3 학

생수는 636,724명, 대입응시생수는 668,522명, 대학정원 (일반대와전문대)은 540,949명으로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고3 학생 수보다 대학정원이 많았음을 볼 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생및 기타 (검정고

시 등)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응시생의 총 숫자는 대학정원을 웃돈다. 대입 정원은 1998년 623,635명에

서 2012년 540,9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다. 즉 1차 시기 감소와 2차 시기 감소의 차이는 대입

응시생 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1차 시기의 경우 대입 응시생의 수가 대학 정원보다 많은 상태였으나,

2차 시기의 경우 대학 정원보다 대입 응시생의 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더 정확한 대학 충

원율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3 학생 수만을 고려한 학령인구의 수만 가지고 분석을

수행해선안되며더욱정확한응시생수에기반을둔연구를수행하여야한다. 현재우리나라대학의정



1178 Ki Whan Kim · Chang Ho Lee · Boseung Choi

원문제는지역별로큰차이를보인다. 서울을포함한수도권과지방간에큰차이를보이며이와같은차

이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의 대학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응시생 수에

대한예측과더불어더욱정확한예측을위해서는지역별로세분된예측을함께수행하여야한다.

2.1. 전국단위 예측

Table 2.1은 대입 응시생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응시생의 수를 고3과

재수/기타로 구분한 것이다. 재수생과 기타 (고시 등)은 두 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기타’의 경우

응시생 대비 1∼2%의 규모이므로 재수생/기타의 항목으로 합산하였다. 1998년 총 대입 응시생은 약

87만 명에서 2013년 약 65만 명으로 약 25% 감소한 상태이다. 응시생 중 고3과 재수/기타의 비율

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고3의 경우 (Table 2.1의 네 번째 열) 약 70∼78% 수준이고 재수생/기

타 (Table 2.1의 다섯 번째 열)의 비율은 약 22∼30% 수준이다. 2032년까지 고3 학생 수 대비 응

시생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3 학생 가운데 대입 응시비율과 전년도 고3 학생 가운데 재수를 선택

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Table 2.1의 마지막 두 열에 제시되어 있다. 고3 학

생 수가 감소하였던 2001∼2003년 고3 학생의 평균 응시율은 약 75.4%이며 줄어든 고3 학생 수가 유

지되었던 2004∼2009년 고3 학생의 평균 응시율은 약 78.5%이고, 마지막으로 고3 학생 수가 증가한

2010∼2013년의 고3 학생 평균 응시율은 약 81.9%정도로 계산되었다. 고3 학생의 대학 입학시험 응시

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의해 예측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변화양상을 통

해응시율을결정하는것이더안정적일것으로판단하였다. 2014∼2032년까지고3학생수의변화는이

미 결정되어있으므로 (Figure 2.1) 변화 양상에 따라 연도별 고3 학생의 대입 응시율은 완만한 감소가

지속하는 2014∼2019년은 0.8190으로, 갑작스러운 감소가 연속되는 2020년은 0.7537, 급격한 감소 후

일정수준이유지되는 2021∼2032년은 0.7845를적용하기로하였다.

Table 2.1 Applicants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Applicant Applicant A/(# of 3rd. B/(# of 3rd. students)

Year (A) (B) A/(A+B) B/(A+B) students) in previous year)

1998 623,130 245,513 0.71736 0.28264 0.84562 ℡℡.

1999 631,745 264,377 0.70498 0.29502 0.84489 0.42427

2000 603,238 269,059 0.69155 0.30845 0.78884 0.42590

2001 541,662 197,467 0.73284 0.26716 0.73578 0.32735

2002 482,089 193,833 0.71323 0.28677 0.71877 0.35785

2003 476,129 198,025 0.70626 0.29374 0.80643 0.41076

2004 435,538 174,719 0.71370 0.28630 0.74002 0.36696

2005 422,310 171,496 0.71119 0.28881 0.74184 0.39376

2006 425,396 163,503 0.72236 0.27764 0.74886 0.38716

2007 446,597 138,337 0.76350 0.23650 0.78164 0.32520

2008 448,472 140,367 0.76162 0.23838 0.77068 0.31430

2009 532,436 145,398 0.78550 0.21450 0.92389 0.32421

2010 541,880 170,347 0.76082 0.23918 0.85532 0.31994

2011 526,418 167,213 0.75893 0.24107 0.81179 0.30858

2012 510,972 157,550 0.76433 0.23567 0.80250 0.29929

2013 509,081 141,666 0.78230 0.21770 0.80653 0.27725

재수생의숫자를반영하는데있어서는대학입학시험응시생가운데재수/기타의비율을이용하는것

보다 전년도 고 3학생 응시생 수 대비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Table 2.1의 마지막 열을 보면 이 비율의 변화는 1999년 약 42%에서 2013년 약

27%로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3 학생의 감소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계속된 고3 학생의 감소로 인해 재수/기타의 비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

거값의평균을적용하는것보다는시계열모형을이용하여예측값을추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

되어 전년도 고3 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의 예측을 위하여 감쇄추세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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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amping trend)을 사용하였다. 2032년까지 22개 시점 값을 예측하였고 이때 적합 된 모형의 계

수는 LEVEL=0.10785, TREND=0.999, DAMPING=0.9로계산되었다.

다음으로대학입학정원을예측하여보자. 대학입학정원은 1998년 623,635명에서 2012년 540,949명

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부분은 정원 예측이라는 측면 보다 현재의 감소추세를 연장하였

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Figure 2.2에서 흰 동그라미로 표시된 대학 입학

정원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이고 선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따라 계산된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기상관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오차항

이 자기회귀 과정을 따르는 시계열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대학 입학 정원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적합

된모형은다음과같다.

yt = 634180− 6527t+ ϵ̂t, ϵ̂t = −1.033ϵ̂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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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 comparison among the populaton of Korean high school 3 grade students, university applicants,

and university quota.

대한민국 정부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 감축 계획을 제시하였다. 3주기로 나누어

1주기 (’14 ∼ ’16)에 4만 명, 2주기 (’17 ∼ ’19)에 5만 명, 마지막 3주기 (’20 ∼ ’22)에 총 7만 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Figure 2.2는 예측된 학령인구 (고3),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 본 연구에서 예

측한 대학 입학 정원, 그리고 정부의 정원 조정안을 함께 표시한 그림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시험 응시생 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고3 학생수를 그대로 이용하

였다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부분과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재수 및 기타의 역할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18세의 인구가 고3이 아니듯이 모든 고3 학생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므로

고3 학생의 수만으로 대학 정원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의 추세를 볼 때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2015년 수능시험에서는 고3학생의 수보다 응시생의 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재수및기타응시생의수가빠르게감소하기때문이며, 이런현상이지속하여 2023년이후는정

부조정안에서약 50,000명이정원감축이더필요하게된다.

2.2. 지역단위 예측

이제 전국단위에서 예측한 대학 입학 시험 응시생 수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세분화

하여 보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먼저 응시생 수가 고3 학생 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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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서울, 경기이며 응시생 수와 고3 학생 수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제주 7개 지역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응시생 수가 고3 학생 수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 지역

은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개지역이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향후 충분한 대입 응시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 지역의 신입생 충원은 어

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3 학생 수와 대입 응시생 수가 유사한 지역은 주로 광역시 지역이었으

며, 경남, 제주가 광역시가 아니면서 포함되었다. 광역시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이므로 광역시에 위치를

둔 대학 역시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의 경우는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역시 두 개의

시로구성되었기때문에도지역과는다른양상을보이는것으로판단되나, 규모는상대적으로작다. 대

입 응시생 수가 고3 학생 수보다 적은 지역은 주로 도 지역이며, 울산이 특이하게 포함되었다. 울산의

특징은다른광역시지역과비교하면고3 학생의대입응시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나는것이주요원인

인것으로판단된다.

Table 2.2 Forecasting results of applicants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by regions

Region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32

Seoul 149,409 149,566 133,193 109,852 98,773 86,952 87,057 94,544 81,819 88,956

Busan 39,821 38,700 34,040 28,175 24,422 21,213 21,179 22,806 20,814 20,672

Daegu 35,785 35,486 31,943 26,043 22,987 20,034 20,046 21,056 19,021 17,476

Incheon 36,169 36,508 33,013 27,685 25,164 22,791 23,303 25,614 23,860 21,885

Gwangju 22,437 23,192 21,157 17,943 15,959 13,761 14,523 15,299 14,224 12,181

Daejeon 21,686 22,414 20,450 17,342 15,424 13,302 14,038 14,787 13,748 11,773

Ulsan 15,491 15,524 13,769 11,255 9,742 8,729 8,844 9,807 8,999 8,612

Gyeonggi 174,080 122,044 114,667 97,823 89,427 81,805 84,981 92,287 83,559 76,539

Gangwon 16,566 17,526 16,076 13,598 11,792 10,803 10,713 11,111 10,175 9,208

Chungbuk 16,056 16,780 15,285 13,090 11,300 10,397 10,512 11,207 10,184 10,114

Chungnam 21,273 22,537 20,962 18,297 16,122 15,272 15,609 17,071 15,710 14,754

Jeonbuk 21,905 22,716 20,617 17,557 14,947 13,394 13,192 13,747 12,492 11,790

Jeonnam 19,761 20,380 18,648 15,260 12,756 11,236 10,940 11,639 10,082 10,735

Gyeongbuk 19,796 20,544 18,911 15,397 12,837 11,243 10,930 11,628 10,074 10,723

Gyeongnam 40,186 40,702 37,858 31,608 27,489 24,809 25,328 27,902 25,475 24,646

Cheju 7,432 7,835 7,253 6,381 5,684 5,137 5,123 5,273 4,735 4,447

지역별 대입 응시생의 예측은 지역별 고3 학생의 대입 응시비율 응시자 대비, 재수/기타 응시자 비율

을 2012년, 2013년 자료로부터 추출하고 2개년도 평균비율을 이미 예측된 2032년까지의 고3 학생 수에

곱하여 1차 계산하였다. 1차 계산된 결과는 전국 대입 응시생의 예측결과를 이용하여 최종 조정하였다.

Table 2.2는 지역별 수능응시자 수의 예측결과이며, 지면의 이유로 짝수 해의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지

역별 응시생 예측결과는 다음장에서 제시되는 지역별 충원율 예측 결과인 Figure 3.2와 Figure 3.3에서

자세히확인할수있다.

3. 대학 충원율 예측

3.1. 전국단위 충원율 예측

대학 정원은 정원 내 충원과 정원 외 충원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원 내 충원만을 다

루고자 하였다. 정원 내 충원율은 년 대입 응시생 수에서 년의 ‘재수/기타’ 응시생의 수를 빼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엄밀하게는 ‘기타’ 응시생은 제외되어야 하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재수/기타’로

묶어서사용하였다. 다음 Figure 3.1은전국의고3 학생수, 대입응시생수, 정원내신입생수, 충원율

등을 계산한 것이다. 충원율은 현재의 대학 정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비현

실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과의 비교를 위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

고있는 2015년현재지역별정부의정원조정안은부재한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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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National supplement rate of university entrance quota in Korea

3.2. 지역별 충원율 예측

다음 Figure 3.2와 3.3은 Figure 3.1과 유사한 그림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측한 결과이다.

Figure 3.2로부터 (a)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로 대입 응시생 수가 고3 학생 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

입 자원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는 부산광역시의 경우로 지역의 대입자

원보다 대학정원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그림은 지역 간의 이동을 고려한 것이 아

니므로 실제보다 낮은 충원율을 보인다. (c)는 대구광역시의 경우로 2019년까지 100% 이상의 충원율

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 특성상 인근 경상북도 지역에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하면 실제 충원율은 이보다 작을 것이다. (d)는 인천광역시의 경우로 가장 큰 특징은 대입 자원보다 지

역의 대학 정원이 현격히 낮다는 것이다. 지역 간 학생의 이동을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으나, 서울

특별시보다대입자원면에서는여유가있는것을알수있다. (e)는광주광역시의경우로현재의충원율

은 약 8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비현실적

인면이있다. (f)는대전광역시의경우로지역의대입자원보다대학정원이상당히많은것을알수있

다. (g)는울산광역시의경우로인천광역시와마찬가지로지역자원대비대학정원이현저히낮은것을

볼수있다. 지역간이동을고려하지않는다면, 정원충원은전혀어려움을겪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h)는 경기도의 경우로 대입 응시생의 규모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고3 학생 수를 웃돌고 있다. 상대적으

로 대학 충원의 어려움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Figure 3.3으로부터 (a)는 강원도의 경우로 지역 자원

대비대학정원이무척높은것을알수있다. 지역간이동에의한충원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향후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영동지역은 영서 지역에 비하여 어려움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b)는 충청북도 지역으로 지역 자원대비 대학 정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이동에의한충원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향후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한다. (c)는충청남도의경

우로강원도, 충청북도와마찬가지이며, 오히려지역자원과대학정원의차이는가장큰것으로보인다.

(d)는 전라북도의 경우로 현재의 충원율은 78% 정도이고 향후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

라북도는유입보다는유출의많을것으로예상하여, 어려움은점차커질것으로예상한다. (e)는전라남

도 지역으로 대학 충원율에서 다소 높은 듯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f)는 경상북도 지역으로 지역자원과 대학정원사이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강원, 충청도 지역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g)는 경상남도의 경우로 지역자원 대비 대학정원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간 이동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향후 대학정원 충원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h)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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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지역자원의 감소가 예측되므로 대학정원 충원에는 다른 지

역들과마찬가지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한다.

(a) Seoul (b) Busan

(c) Daegu (d) Incheon

(e) Gwangju (f) Daejeon

(g) Ulsan (h) Gyeonggi

Figure 3.2 Regional supplement rates of university entrance quota in K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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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ngwon (b) Chungbuk

(c) Chungnam (d) Jeonbuk

(e) Jeonnam (f) Gyeongbuk

(g) Gyeongnam (h) Jeju

Figure 3.3 Regional supplement rates of university entrance quota in Kora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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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 그림을 보면 대학정원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현재의 정원이 계속된다

는 가정을 하였고, 지역 간의 이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비현실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대

략 적인 현상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 충청, 경북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 학

생 수 대비 많은 대학정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으로 부터의 유입이 이들 지역

의 대학충원율을 유지시켜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계속적인 대학 신입생의 유입이 일어나도

록환경을구축해야할것이며, 다른지역들은이와반대되는정책을펴야할것이다.

3.3. 전문대와 일반대 간의 충원율 비교

앞서 언급되었던 대학정원은 일반대와 전문대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일반대학의 정원은 1999년 ∼
2012년까지 329,385명에서 341,908명으로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의 경우는 294,250명에서

209,324명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율로 보면 일반대 정원은 전체 정원

대비 1996년 약 53%에서 2012년 약 62%로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약 47%에서 38%로 줄

어든 것이다. 일반대학의 수는 1999년 158개에서 2012년 189개로 늘었으며, 전문대학의 수는 같은 기

간에 161개에서 142개로줄어든것을알수있다. 전문대학에서일반대학으로의전환이적지않았던것

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당연히 앞으로 정원충원에서 일반대와 전

문대 중 어느 곳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하여 일반대과 전

문대 간의 신입생 연령대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Table 3.1은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일반대와 전문

대 간의 신입생 나이를 3구간으로 나누어 비교 정리한 표이다. 일반대 입학생의 경우 나이별 (18세 미

만, 19∼25세, 26세 이상)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대의 경우는 18세 미

만의 경우 신입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26세 이상의 학생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은 전문대의 경우 26세 이상의 신입생 수가 일반대의 경우보다 최근 (2012, 2013년) 약 10배가

많다는 것이다. 비록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 고3 학생의 수가 줄어들 경우 전문대의 경우 신

입생유치전략에따라정원충원이유리할수도있는부분이다.

Table 3.1 Forecasting results of applicants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by regions

number of university rate of university number of college rate of college

18- 19-25 26+ 18- 19-25 26+ 18- 19-25 26+ 18- 19-25 26+

2006 245,346 84,348 5,887 0.73 0.25 0.02 138,324 72,902 43,207 0.54 0.29 0.17

2007 250,933 86,084 5,233 0.73 0.25 0.02 147,601 65,538 42,256 0.58 0.26 0.17

2008 259,384 78,445 5,087 0.76 0.23 0.01 150,558 57,350 41,383 0.60 0.23 0.17

2009 266,174 76,614 4,962 0.77 0.22 0.01 148,392 56,184 37,949 0.61 0.23 0.16

2010 276,455 77,816 4,240 0.77 0.22 0.01 161,469 51,342 36,333 0.65 0.21 0.15

2011 270,379 87,208 4,105 0.75 0.24 0.01 167,612 51,692 30,389 0.67 0.21 0.12

2012 266,194 101,685 5,062 0.71 0.27 0.01 160,076 54,480 24,396 0.67 0.23 0.10

2013 270,359 92,084 3,072 0.74 0.25 0.01 153,324 52,861 21,522 0.67 0.23 0.09

4. 학과 순위를 이용한 가상 실험

지역별충원율예측결과는지역간의이동을고려하지못한한계를지니고있다. 대학입학에의한거

주지 이동의 경우 지역 간 이동자 수는 파악할 수 있으나 전출입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동

에 의한 효과를 자료화하여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 전철의 개통에 따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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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영서지역까지통학거리가증가하였다. 따라서지역별충원율예측결과는전반적인경향을가늠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예측결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역 간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학과 순위에 따

라먼저정원이충원된다는가정하에가상실험을진행하였다. 가상실험을위하여대학입학정원과학

과순위를결정하기위한몇가지가정을설정하였다

먼저 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가설의 경우 현재의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가정하였다. 전문대학

의 입학정원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반대학의 입학정원만을 고려하였다. 이후 감소하게 되는 입학 정원

은 현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입

학 정원 비율도 현재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32년까지 같은 비

율로유지될것이라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학과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웠다. 먼저 전국 일반대학의 총

7,267개 학과를 가상 실험의 대상 학과로 선정하였다. 학과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입종합학원에

서 제공하는 배치표를 이용하였다. 이 배치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시모집에서의 학과 순위를 결정하였

다. 전문대학을 제외한 이유는 배치표 상의 순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치표 상에 모집단위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즉 가군, 나군, 다군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높은 쪽으로 순위를 결정하였다.

배치표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학과의 경우 가상 실험에서 제외하였고 전체 입학정원에서도 차감하였다.

배치표를이용하여학과순위를결정하는데있어서다수의같은순위가발생하게된다. 같은순위가발

생하는 경우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의 순위를 높게 하였다.

다음으로 의예과, 한의학과, 법학과와 같은 특정 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들의 순위가 배치표상에 높은

대학의학과에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부터 2장에서 예측한 대입 응시생 수를 가지고 학과순위에 따라 학과별로 입학자

수를 배분하였다. 모든 배분이 완료되면 대학별로 배분 결과를 합하였다대학별 합산 결과 전체 정원의

50%를채우지못하고이러한결과가 2년동안유지되는경우해당학교는정원을채우지못하는경우로

고려하여 전체 정원에서 해당 대학의 정원을 차감하고 학과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해당 학과들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2032년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상실험은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인위적인 정원 조정 없이 완전 경쟁상태에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였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 계획에 따라 매년 같은 비율로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는데 같은 비율로 차감된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완전 경쟁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

을가정한것이고두번째는완전계획에의하여동등하게구조조정이되는상황을가정한것이다. 다음

Table 4.1은 첫 번째 상황에서 가상 실험의 결과이고 Table 4.2는 두 번째 상황에서 가상 실험의 결과

를 정리한 표이다. Table 4.1의 결과를 보면 2032년 전체 정원의 감축률은 35%로 교육부의 계획과 일

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이 작은 대구, 울산,

인천, 제주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정원에 큰 변화가 없거나 미비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나머지지방대학들이입학자원감소의타격을모두받는다고볼수있다. 괄호안의숫자

들은대학의수를나타낸다. 두번째열과 7번째열의숫자는구조조정되지않은대학의수를나타내고

3, 4, 5, 6번째 열의 괄호 안의 숫자는 가상 실험의 결과에 의하여 구조조정이 되는 대학의 숫자를 나타

낸다. 다음으로 Table 4.2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부의 안의 따라 모든 대학이 공평하게 정원을 줄여나

간다면 정원 감소에 따라 퇴출당하는 대학의 숫자가 매우 미미함을 볼 수 있다. 두 결과 모두 너무나 극

단적인결과를보인다. 두결과사이에적절한조정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1186 Ki Whan Kim · Chang Ho Lee · Boseung Choi

Table 4.1 Changes for regional university quota by year; scenario 1.

The number of universities are in the parentheses.

Present Future Reduction

Region quota 2017 2019 2021 2025 Quota rate

Seoul 61,924 (38) 295 (0) 0 (0) 0 (0) 200 (1) 61,429 (37) 1%

gyeonggi 32,852 (29) 1,238 (4) 0 (0) 0 (0) 1,607 (2) 30,007 (23) 9%

Busan 29,305 (12) 5,340 (3) 4,955 (3) 0 (0) 3,735 (1) 15,275 (5) 48%

Chungnam 28,481 (12) 3,789 (4) 3,308 (2) 0 (0) 7,006 (4) 14,378 (2) 50%

Gyeongbuk 25,114 (19) 12,399 (13) 2,694 (1) 0 (0) 872 (1) 9,149 (4) 64%

Gangwon 16,641 (8) 4,645 (1) 1,755 (1) 0 (0) 1,881 (2) 8,360 (4) 50%

Daejeon 15,437 (11) 2,134 (4) 3,777 (2) 0 (0) 0 (0) 9,526 (5) 38%

Chungbuk 15,401 (10) 6,083 (3) 0 (0) 0 (0) 120 (1) 9,198 (6) 40%

Jeonbuk 14,853 (9) 3,424 (3) 2,489 (2) 0 (0) 5,051 (2) 3,889 (2) 74%

Gyeongnam 13,396 (9) 5,505 (5) 0 (0) 0 (0) 1,090 (2) 6,801 (2) 49%

Gwangju 12,923 (10) 5,420 (7) 0 (0) 0 (0) 4,044 (1) 3,459 (2) 73%

Daegu 8,404 (3) 972 (1) 0 (0) 0 (0) 0 (0) 7,432 (2) 12%

Jeonnam 8,160 (10) 3,411 (5) 858 (1) 0 (0) 1,647 (1) 2,244 (3) 73%

Incheon 5,845 (3) 0 (0) 0 (0) 0 (0) 0 (0) 5,845 (3) 0%

Ulsan 3,146 (2) 0 (0) 0 (0) 0 (0) 0 (0) 3,146 (2) 0%

Cheju 2,785 (2) 595 (1) 0 (0) 0 (0) 0 (0) 2,190 (1) 21%

Total 294,667 (187) 55,250 (54) 19,836 (12) 0 (0) 27,253 (18) 192,328 (103) 35%

Table 4.2 Changes for regional university quota by year; scenario 2.

The number of universities are in the parentheses.

Present Future Reduction

Region quota 2017 2019 2021 2025 Quota rate

Seoul 61,924 (38) 1,737 (0) 2,178 (0) 2,978 (0) 0 (0) 41,120 (38) 34%

Gyeonggi 32,852 (29) 912 (0) 1,121 (0) 1,554 (0) 0 (2) 21,941 (27) 33%

Busan 29,305 (12) 805 (0) 1,006 (0) 1,381 (0) 0 (0) 19,550 (12) 33%

Chungnam 28,481 (12) 797 (0) 974 (0) 1,353 (0) 0 (0) 18,951 (12) 33%

Gyeongbuk 25,114 (19) 696 (0) 835 (0) 1,202 (0) 0 (0) 16,788 (19) 33%

Gangwon 16,641 (8) 470 (0) 556 (0) 812 (0) 0 (0) 11,090 (8) 33%

Daejeon 15,437 (11) 435 (0) 527 (0) 742 (0) 0 (0) 10,259 (10) 34%

Chungbuk 15,401 (10) 444 (0) 522 (0) 731 (0) 0 (0) 10,230 (10) 34%

Jeonbuk 14,853 (9) 415 (0) 510 (0) 708 (0) 0 (0) 9,877 (9) 34%

Gyeongnam 13,396 (9) 377 (0) 450 (0) 637 (0) 0 (1) 8,932 (8) 33%

Gwangju 12,923 (10) 370 (0) 451 (0) 609 (0) 0 (1) 8,595 (9) 33%

Daegu 8,404 (3) 244 (0) 289 (0) 393 (0) 0 (0) 5,588 (3) 34%

Jeonnam 8,160 (10) 249 (0) 275 (0) 385 (0) 0 (0) 5,402 (10) 34%

Incheon 5,845 (3) 162 (0) 201 (0) 277 (0) 0 (0) 3,911 (3) 33%

Ulsan 3,146 (2) 88 (0) 111 (0) 150 (0) 0 (0) 2,092 (2) 34%

Cheju 2,785 (2) 87 (0) 95 (0) 134 (0) 0 (0) 1,837 (2) 34%

Total 294,667 (187) 8,288 (0) 10,101 (0) 14,046 (0) 0 (6) 196,163 (181) 33%

5. 결론

지금부터 4∼5년 후면 대학가는 인구절벽이라고 부를 정도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의 감소

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게 된다. 가장 먼저 발생할 일은 각 대학의 충원율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

다. ‘어떤 대학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일차적으로 궁금한 문

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지방대학의 충격이 크고 심각할 것이다.’ 정도로 문

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지역별 세부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너무나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세

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에 대비해야 하는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족한 지역별 연구 즉,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대학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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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을 세세히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질적 · 양적 요소로 나누어 대

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명입시학원의 학과 배치표를 대학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학령인구가 아닌 대학 입학시험 준비생을 16개 시도로 나누어

분석대상으로 놓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연구결과로 제시한 지역별 대학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의 역할 없이 대학 간의 경쟁에 의해서만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해소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충격은 서울 · 수도권 이외의 지역대학에만 영향을 주게 된

다. 반대로교육부가적극적으로역할을하는경우학령인구감소충격은전국의모든대학에나누어흡

수될 수도 있다. 비록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교육부 역시 대학구조개혁 추진방

향이 다소 변화를 보이지만, 교육부의 적절한 역할 없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이 위기를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역대학이 넘기는 너무 높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대학들이 건실한 체계로의

개선과경쟁력을갖도록변화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정책개발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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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announced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lans which reduces 160,000 of the university entrance quota during 10 years from Jan-

uary 2014. Because the reduction plans of entrance quota influence regional economy

as well as students and universities, naive evide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is disappointed. In this research, we forecast the total number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candidate by 2032 including not only third grade high school students

but also repeaters according to the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We also

forecast the regional university recruiting rate using the forecasts of the total number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candidates. However, we can not make more realis-

tic results because we can not apply the inter-regional movement of students to the

forecast. In order to handle this limitation, we first estimated the rank of the whole

7,277 departments of all universities in Korea and assigned the quotas according to

the estimated rank for each departments and then we calculated the local university

recruiting rate. The estimated the university recruiting rates of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can provide more noticeable results of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than that

of nationwide.

Keywords: Exponential smoothing with damping trend, university entrance candidate,

university entrance quota, university recrui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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