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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서울�노원구,�을)

오늘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대학원 사회의 갑을문제를 다룬 <대
학원생의 눈물>에 이은 을지로위원회 “20대의 힘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제입니
다.

20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을지로위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청년을 
버린 나라의의 말로가 매우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의 기둥이 되는 30·40대가 그 출발점인 20대부터 각종 주거비와 등록금으로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취직이 안 되어 비정규직과 인턴을 전전하고, 불안정한 삶
이 반복되자 결혼과 출산 앞에 좌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
어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20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러나 현실은 삼포 세대, 장그래 세대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의 시선은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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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멀어지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대의 힘”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합
니다. 20대의 든든한 ‘빽’이 되어주고자 하는 을지로위원회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20대의 주거 문제가 바로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대표적인 요인입
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 기숙사 비용 인상이 매섭습니다. 
반값등록금 논란에 가려진 채 야금야금 오르더니 한 학기에 150만원을 훌쩍 넘는
가 하면, 대학원생 석·박사들에게는 학기 당 2~3백만 원에 이르는 이용료를 받는 
등 청년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 역시 국민의 세금을 상당 수 지원받는 사회적 공공기관
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짐이 되는 기숙사비 결정 구조에 폭리를 취하는 부분
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원가는 적절한지, 운영비가 과도하게 책정되
어 있지는 않은지 투명하게 밝혀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비가 
안정되면 주변 주거 시설비도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
금의 고액 기숙사비와 불투명한 책정 구조를 방관하고 청년들에게 부담을 강요하
는 것은 결국 빚을 내어 공부하라고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잘 하는 것이 바로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의 든든한 빽이 되겠습니다. “20대의 힘”을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개선하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 “20대의 힘”이 
되어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연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대의 힘이 모여 새로운 권력을 만들
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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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이미경�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서울�은평구.�갑)

요즘 대학생들은 참 힘겹습니다. 등록금과 용돈을 충분히 지원받는 대학생들은 몰라도 그
렇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통학이 불가능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처지는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등록금을 내기도 벅찬데, 방값이나 하숙비까지 막무가내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난과 물가상승의 여파로 수도권 대학가 하숙비나 집세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
다. 수도권의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대학가에서 방 구하기는 전쟁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학생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주거 해결 방법은 기숙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난해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 수 대비 18.1%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
우 14.1%까지 낮습니다. 

설사 높은 경쟁률을 통과하여 기숙사에 들어가도, 비싼 기숙사비를 걱정해야합니다. 대학 
기숙사는 평균 100만원을 넘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한 학기 기준 2인실은 보증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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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52만 8000원, 중앙대는 4개월 기준 신축 기숙사 2인실은 129만 8000원을 내야 합니
다. 한국외대 역시 2인실 기준 100만4000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세·고려·건국·경희·숭실대 등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고액 
기숙사비 상위대학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민자 기숙사는 정부가 부족한 기숙사 
확충을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얻는 임대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민자 기숙사는 연 7∼8%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어 대학생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
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싼 기숙사비의 책정 방식에 대해 학교 측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 비용마저 나날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까지 
빚으로 남아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자연스
레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주거비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 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민달팽이유니온과 대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관
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보공시에 수입과 지출 내역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결과'를 대학들에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당사자인 대학생과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
고, 현장 속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 그 성과가 법안 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이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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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유은혜�의원(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경기�일산동구)

“대학기숙사, 제대로 된 대학교육을 위한 청년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입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대학생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던 반값등록금 문제에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휴학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치
인이자 어른으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했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역시 대학등록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쩌면 더욱 심각한 부분
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멀리 유학길에 오른 젊은 청춘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꿈을 키워야할 시기에 해가 갈수록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대학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등에 
지고 힘겨운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은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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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몰락하고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문제 역시 우리 청춘들이 오롯이 대학생활을 통
해 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주거문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은 등록금 못지 않다는 사
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문제와 함께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
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기숙
사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 해결을 위해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주요한 청년 대상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행복기숙사를 통해 사립대 
기숙사비의 3분의 1수준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수용율을 30%까지 확대하며, 사
립대 기숙사비도 30%까지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반짝했던 대학기숙사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학교
밖 행복기숙사나 민간자본이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학교내 기숙사 건립 정책이 유지되
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심각한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딥니다. 여전히 새
해가 되면 사정이 어려워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탈락한 학생의 부모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인을 통해 부탁하거나 전화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숙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설을 갖추는데 급급하다보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학교주변 하숙집보
다 비싼 기숙사를 설립하는 오류도 겪었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가 방값 걱정에 대학생
들과 부모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
는 권리로서 대학기숙사 정책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주력해
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에 발벗고 나선 것이 기쁘고 반
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원
하겠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우원식, 이미경 의원님을 비롯하여 민달팽이유니온과 대학생주
거권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기꺼이 발제와 토론
을 맡아 진지한 공론의 장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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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기숙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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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흔히 사회학자들은 공공성을 크게 네가지로 분류한다. 공익성, 공

개성, 공정성, 공민성(민주적 시민성)인데 대학 기숙사는 공익성과 크게 관계된다. 공익

성은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다수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하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을 공익이라고 하기도 한다.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사회학적 논의는 많지만 적어도 사회구조로 발생한 문제의 조정과 그로 인한 결과가 사

사로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공익과 공공의 개념이 통한다.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 비율은 약 14만명(2012년 기준), 전체 대학

생의 30%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10%를 웃돌고 있다. 비단 지방에서 

서울로 교육을 하러 온 대학생들만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살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할 수 있지만 통학 시간이 2시간을 넘어, 많게는 4시간이 넘지

만 주거비가 부담스러워 비독립상태인 학생들을 포함하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더욱 더 늘어난다.

교육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선택은 오롯이 개인의 선택

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기숙사의 공공성은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점에

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 서울로 대학을 온 학생이 주거비로 한 달에 40

만원을 더 지출하고 이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 

주거비를 스스로 벌지 않아도 되는 학생과 공정한 학점 경쟁이 가능할까? 이 친구의 삶

은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해도 과연 같을까? 그리고 그 다른 삶이 옳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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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의 균등은 단순히 수업을 한 교실에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부모의 지원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학교와 정부가 고등교육에 관해 갖춰야 할 공공성의 태도이며 그런 점

에서 대학 기숙사는 그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숙사 건립 그 결과가 공공성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숙사 

결정의 과정과 건설 주체와 운영 및 관리의 내용에 따라 기숙사의 공공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본 글은 대학의 기숙사가 공공성이 확보되기 위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1. 기숙사 비용

기숙사가 가장 공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렴한 비용에 있다. 한

국사회는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여 가격이 상당히 높고 불균형한 임대차 관

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비싸고 열악한 환경에 놓

이기 쉬운데,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방값역전현상’이다. 

고시원의 월 ㎡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의 그것보다 비싼 현상을 일컬어 방값역전현상이

라고 한다. 이는 곧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함과 동시에 주거불

평등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가 중심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고시원의 

임대료가 비싼 것은 그만큼 대학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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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역전현상, 민달팽이유니온, 2013.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소득에서 주거비로 월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을 RIR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25%이 넘어갈 경우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하고 있기에 주거비 보조 지원 등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렇듯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현재에서 저렴한 기숙사가 바

로 기숙사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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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숙사라고 해서 모두 저렴한 것은 아니다. 2005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추진 배경으로 한 ‘민자 유치 교육시설 관리 지침’이 발표되었다. 대학교에 기숙사, 문

화시설 등 직접적인 교육시설이 아닌 공간에 민간투자가 허용된 것이다. 민간 투자 유치

를위해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 지원을 실시했고 이렇게 도입된 민자 기숙사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기숙사의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서 민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숙사 수용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부족하다. 2014년 대학알리미 기준 서울 지역 대학교(4년제) 기숙사 

수용률은 11.2%로 10명 중 한명 정도만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기숙사 수용률이 

5%미만인 학교는 8개 학교, 아예 기숙사가 없는 학교도 네 곳이나 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민자 기숙사는 

값 비싼 기숙사가 되어 다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민자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었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최종 이용자가 그 

건물의 비용을 책임지는 수익형 민자 기업(BTO)으로 건립하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게 되는 기이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숙사가 새로 신축이 되었지만 직영기숙사와는 다른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

용 때문에 기숙사가 공급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국, 공립 대학교의 경우 2인1실의 한 방당 평균 한달 기숙사비용은 29만원, 사립학교의 

경우는 46만7천원에 달한다. 민자 기숙사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3

년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의 민자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으로 52

만1000원이다. 2인실은 32만1900원, 3인실 31만4800원, 4인실 이상 24만6400원으로 

조사되었다. 2인1실 기준으로 한 방당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64만3800원이다. 

직영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한 사립대학의 관계자는 민자 기숙사를 먼저 지었기에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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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역시 그 형평성에 맞추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는 부영그룹에 기부를 받아 지은 직영 기숙사가 학교 주변 원룸보다 비싸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숙사는 저렴한 주거 공간임을 잊지 않고 공급에 있어 합리적인 비용

과 책정 기준 역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숙사 시설

기숙사는 학생들의 집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학습, 사교 그리고 문화의 공간까지 다양한 역할을 포함한다.1) 게다가 최근 

기숙사에 RC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 기숙사는 거주공간의 기능을 더하여 친교, 기타 

활동을 통한 학업의 연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숙사는 교육적인 시설과 

주거시설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숙사의 환경이 주거 환경으로서 적절하지 못

하다면 공공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UN사회권위원회(1991) 일반논평 4에 포함된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는 주거권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기숙사 시설에서의 확보해야 할 공공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단 부담가능

성은 비용에 관한 내용이기에 앞서 논의했으므로 제외하겠다.

1) 박행자 외, 이용자 평가를 통한 대학기숙사 내부공간의 거주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7. 일부 인용

적절한 주거, UN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4, 1991

⓵ 점유의 법적인 안정성 

⓶ 서비스 시설,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성

⓷ 부담 가능성 

⓸ 살만한 집인지와 관련되는 거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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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적절한 주거는 총 7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충족되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의미한다.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점유의 법적인 안정성은 사람이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전월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돈이 없을 경우 이사가

야 하는데 이는 곧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점유의 법적인 

안정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집을 떠나는 위험을 법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서비스 시설,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성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또는 대학 기숙사의 경우 학교는 적절한 주거 기반 시

설과 서비스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주거 생활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거빈곤이 심각하기에 기숙사는 최저 주거 기준2)을 충족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주거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인 기숙사이기에 최저주거기준은 물론 여타 시설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숙사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3). 

2)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14㎡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갖추면서 내열, 방음, 소음 등에 양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표의 구성 중 구분은 박행자 외(2007)을 참고했다.

⓹ 접근성

⓺ 입지 

⓻ 문화적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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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 현황 및 시설 개별 사용 공동 사용

생활기능
침실 ᄋ ᄋ

화장실, 세면실 ᄋ ᄋ
샤워실, 탈의실 ᄋ ᄋ

학습기능
독서실 ᄋ

컴퓨터실 ᄋ
세미나실 ᄋ

지원기능

어학실 ᄋ
전시공간 ᄋ

로비 ᄋ
스포츠 시설 ᄋ

식당 및 조리실 ᄋ
휴게실 ᄋ
세탁실 ᄋ

위의 열거된 시설을 중심으로 기숙사의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사용과 공동 

사용이 가능한 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공간 구성이 어떠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필요 시설을 검토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라는 공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것이 이를 

위해 거주환경 평가 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아래의 표는 대학 기숙사 내 공간별 거주환

경평가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4)

4) 박행자 외, 「이용자 평가를 통한 대학기숙사 내부공간의 거주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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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행태적

인자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 및 사적 영역성 확보의 정도
식별성 마감재, 색채에 의한 각 공간들의 식별 정도

과밀성
고안의 심리 밀도에 의한 적정 친화성 유지 정

도
동질성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이미지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기능적

인자

편의성 공간구조 및 지원시설 등의 편리한 정도
융통성 공간의 유동성 및 연속성의 정도

공간크기 공간의 크기 등과 관련된 시각적 쾌적성의 정도
동선 동선의 편리성 및 다양성 정도

접근성 자신의 거주공간과 관련한 접근성 정도

기술적

인자

시설물의 

안전
조명 및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 정도

시공도 마감재 상태의 완성 정도
설비관련시

설
냉･난방, 위생, 소방의 만족 정도

박행자 외(2007)

이를 통해 살펴보면 물리적 시설의 기능적, 기술적 인자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거주하는 

또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요인, 위 표에서는 행태적 인자로 제시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나 프라이버시와 동질성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과 공

용 공간이 적절하게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간은 의식을 상당 부분 지배하기에 공간의 구성이 거주하는 학생들과 교직원, 교

수에게 어떤 심리적 그리고 행태적 영향을 미칠지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의 철학이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 시설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곧 

그 철학에 대한 대학의 입장이 분명 있어야 할 것이다. 편리하고 신식 건물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배움과 생활을 할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갖고 대학이 바

라는 인재이자 시민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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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생활수칙

기숙사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에 분쟁을 예방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으로서 

생활 수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의 기숙사 생활 수칙은 학생을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생활 수칙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상

당 부분 침해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우선,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하듯이 단국대학교의 경우 생활관(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자격기준이 

교수와 교직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며 이

에 따른 생활 수칙과 각종 규칙 역시 직접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아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상점과 같은 기준은 오히려 학생 간의 경쟁 또는 이미 정해진 기숙사 생활 수칙에 충실

히 이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장이 인정하는 한에서만 상점이 부과되기

에  그 기준 또한 생활관장의 판단 등과 같은 자의적인 내용이다. 만일 학교의 제도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시에는 상점을 기대하기가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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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생활관 상점기준표

출처 : 단국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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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생활관 벌점 기준표 (일부)

출처 : 단국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활동을 하는 생활관 학생회의 경우, 학생회장 공석 시 교

수 또는 교직원인 생활관장이 학생회장을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이외에도 위의 <그림>처

럼 생활관 내에서 낙서, 유인물, 부착물, 공고물 등을 무단 게시할 경우 벌점을 받게 된

다. 이는 곧 게시판에 안내하는 모든 문서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행사 역시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타 생활관내에서 공동체 생활

을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생활관장과 운영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기도 하다. 이는 곧 사칙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 개진과 다양한 활동을 관장

의 의지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희대학교 제2기숙사 생활 수칙 내 벌점기준표에 따르면 ‘기숙사 내, 외에서의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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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주동자’는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퇴사 조치 및 입사를 불허한다. ‘무단 집회’라

고 하여 한국사회의 주요 특징인 학생들의 모임 또는 의견 개진을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고 통제의 영역으로만 여기는 현상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

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회동 또는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의 자유이다. 사전에 여타의 의견 개진의 통로가 없고, 생활관장이 허가하는 집회만 열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규정은 사실상 기숙사 운영에 관한 문제 제기 또는 의견 개

진의 방식과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수칙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 또한 더러 발견된다. 서울대

학교는 통금이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통금시간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높은 비율

의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제제를 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통금이 문제가 되자 

여학생은 통금 제도를 존속하고 남학생의 경우 폐지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요구와 안

전 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호라는 이유로 다른 안전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체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학생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금은 완화되었지만 벌

점 제도는 강화되어 결국 제로섬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지방의 한 대학의 경우는 

기숙사내 ‘셧다운제’를 실시해 사생들의 게임을 강제적으로 막는 제도를 실시하는 내

용의 수칙을 얼마 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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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학교의 기숙사 생활 수칙은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 조율 또는 평화적 갈등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 벌점 제도만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학내 구성원, 특히 기숙

사에 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생활 수칙 수립 및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

이다.

4. 기숙사 건립의 결정 과정

2014년 가을, 신촌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이화여대 앞에서 연일 집회를 가졌다. 이유는 

신촌 지역 학교인 연세대, 이화여대의 기숙사 신축에 대한 반대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지역 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주변에 원룸 임대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은 기숙

사 신축으로 공실이 생기고 월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기숙사 신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노는 학생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신촌 지역을 비롯 경희대, 고려대가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 신축 역시 이러한 갈등을 빗겨나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고려대

학교는 성북구의회에서 기숙사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언론에서는 주민 생존권과 대학생 주거권이 대치되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구의회와 

구청 역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소유자들, 즉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기 일쑤다. 

한편,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해 4월,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고성으로 공청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대문구

청은 기숙사 신축을 반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

으며, 비오톱 등의 지역 주민들의 논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 신

축 발표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숙사 건립만큼 중요한 것은 대학이 지닌 사회

적 책무이다. 대학은 대학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규모의 중요성에 따라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 없기에 공공성과 민주성이 더욱이 요구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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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덜란드는 광역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학생당(party)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학생들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대학교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적 조건 속에서 학생들의 주거권이 보장되

고 있으며 이는 곧 일정 부분 학생 임대주택 또는 청년 임대주택 건설로 나타난다. 이렇

듯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역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학생 참

여 보장 또한 고려되어야 다양한 이해 관계가 조정 및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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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대학생 주거실태 해결방안 모색

손영하, 경희대학교 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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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기숙사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 간의 

갈등과 이를 통해 본 미시적 합의정치의 중요성

- 고려대학교 개운산 기숙사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강민구

1.�들어가기

� �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뒤섞이고� 있는,� 그리하여� 과거에는� 사적인� 영역

에서� 해결되었던� 문제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되었던� 대학생의�

주거� 문제� 또한� 교육� 기회의� 균등,�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조명되며� 점

점� 공적인� 청년� 의제로서� 자리� 잡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민달팽이� 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치·사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추세이며,� 이러한�

운동을� 통해� 제시된� 여러� 의제들은� 다시� 제도� 정치로� 흡수되어� LH� 전세임대주택� 도입,� 기숙

사� 신축� 등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 이� 중� 기숙사� 신축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

과적인� 수단으로써,�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청년� 단체들도� 이러한� 주거권� 관련� 의제

들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여� 각� 단위의� 상황에� 맞게� 이를� 다시�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이들은� 학내에서�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신축’이라는� 단순하지만� 명

료한� 주장을� 공약화시키고,� 의제화시켜� 이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학교당국에�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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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학교-학생� 간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생기게� 되며,� 기

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권� 투쟁� 속에서� 정작� 주거공공성이라는� 거시적� 담론의� 논

의는� 표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 � 이� 글에서는� 고려대학교� 개운산� 기숙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이� 겪

는�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숙사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대학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공공성에� 대

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미시적� 합의정치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간의�갈등�발생

� � -�고려대학교�개운산�기숙사�추진�과정을�중심으로�

� � 현재�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11.35%로,� 이는� 서울권�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

률� 14.17%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원룸에� 살며� 높은� 주거비를�

오롯이� 감당하거나,� 먼� 길을� 통아� 통학을� 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

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대학생들은� 주거비에� 따른� 심적� 부담을� 하루하루� 느끼며� 어렵게� 생활

을� 이어나가고� 있다.

�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대학교� 당국은� 2013년� 12월� 11일� 기숙사� 건립에� 대한� 계획안을�

처음� 제출하게� 된다.� 주요� 골자로� ▲� 기숙사는� 학교� 사유지에� 건축될� 예정� ▲� 기숙사의� 총� 수

용인원은� 1100명� ▲� 기존� 민자� 기숙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2013년� 총학생회� 선거� 당시�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기숙사� 신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당선된�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기숙사� 신축� 관련� 의제를� 환기시키는� 흐름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주거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기한� 의제들에� 대해� 학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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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교육환경개선,� 대학� 평가지표� 개선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하였으며,� 이러한� 이해

가� 맞아떨어져� 개운산� 기숙사� 신축에� 대한� 첫� 계획안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이다.

� � 하지만� 이러한� 기숙사� 건립� 계획안은� 곧�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개운

산� 사랑� 연합회”,� “개운산� 배드민턴� 협의회”� 등의� 단체는� ▲� 주민들의� 여가권� 침해� ▲�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신규� 기숙사� 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현수막전� 등을�

통해� 운동의� 형태로� 표출하였다.� 이� 단체는� 단순히� 현수막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

장을� 성북구의회,� 성북구청� 등� 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학교� 당국과� 지속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 �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교� 당국� 또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 당국은� 물밑으

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 여가시설의� 보존� 및� 정비� 계획� ▲� 훼손된� 녹지·

산림� 복원�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배드민턴장·테니스장·족구장·체력

단련장� 등의� 설치� △� 등산로� 정비,� 사면� 정비,� CCTV� 설치� △� 녹지� 복원� 및� 관리� △� 둘레길

과� 정자로� 구성된� 산책로� 설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기숙사� 신축�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운산� 배드민턴� 협의회와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져� 이� 단체와의� 갈

등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지만,� 여전히� 개운산� 사랑� 협의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다.

� � 이러한� 지역사회-학교당국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던� 2014년� 10월,� 성북구의회는� 고려대� 기

숙사� 신축� 철회� 축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이는� ▲� 성북구민의� 의견� 무시� ▲� 성북구민의� 여

가권� 침해� ▲� 자연경관과� 환경� 파괴� 등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학교당국-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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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고려대학교�기숙사�건립�추진�철회�촉구�결의문� (2014.� 10.� 21)

� � 2015년� 들어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을� 띤� 기

숙사� 신축을� 주장하게� 되면서,� 지역사회-학교당국의� 양자� 간� 대립� 구도에� 학생들이� 새롭게� 균

열을� 내기� 시작한다.� 총학생회는� 민자� 기숙사와� 같이� 주거비� 부담이� 큰� 기숙사� 신축을� 지양하

고,� 저렴한� 가격에� 국적·성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제공되는� 기숙사를� 학교당국에�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맹목적인� 기숙사� 신축� 반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기자회

견·현수막전·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개운산�근린공원�내�고려대학교�기숙사�건립�추진�철회�촉구�결의문

� � 개운산� 근린공원은� 우리� 성북구� 중심에� 위치한� 도심� 속의� 숲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성북구민들로부

터� 사랑받는� 자연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성북구민과� 인근�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

지� 자유롭게� 산책하는� 곳이자� 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을� 어루만져주

는� 행복� 쉼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성북구의� 소중한� 자연유산

이다.� 지역주민과� 상생해야� 할� 고려대학교는� 수만� 여명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5층� 건물� 6개동�

1,11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경관과� 환경� 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운산� 근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북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성북구민들의� 자연휴식처이자� 안식처를� 빼앗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의사와� 배치되고� 반환경적인,�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1.� 고려대학교는� 성북구민이� 반대하는�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기숙사�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 1.� 성북구청은� 개운산� 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환경� 보존� 및�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 � � � � � 즉각�

수립하라.�

� � �

� 2014.� 10.�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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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공성�확대를�통한�차별�없는�교육�실현!

개운산�기숙사�신축�요구�기자회견문

개운산� 공공� 기숙사의� 조속한� 신축을� 위하여

성북구청,� 성북구의회와� 고려대학교� 당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현재� 고려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원룸에� 살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거나,� 먼� 길을� 돌아�

통학을� 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주거비에� 따른� 심적� 부담을� 하루하루� 느끼며� 어렵게� 생

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 나은� 교육을,�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한다면� 결코� 이러한� 현실을�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다.� 미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결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투자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성북구에서� 이러한� 현

실이�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개운산� 공공� 기숙사� 신축을� 통해� 주거공공성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먼저� 고려대학교� 당국이� 공공기숙사� 신축�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학생들과� 함께� 교육공공성을�

외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근� 원룸업자� 등으로� 구성된� 개운산사랑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단체는� 주민들의� 여가권� 침해,� 환경파괴� 등을� 이

유로�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보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협의회는� 맹목적인� 반대만을� 하지�

말고,�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권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학교� 당국,� 총학생회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협의회가� 합

리적인�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 및� 여가권� 확보라는� 협의회의� 기숙사� 신축� 반대� 명분�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이다.

성북구청(이하� 구청),�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 또한� 구청장이� 내세운�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성북구’를� 위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하는지� 재고하길�

바란다.� 구청과� 구의회는� 성북구� 내에� 사회·경제적� 차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띠는지� 좀� 더� 숙고해보길� 바란다.� 우리는�

주거공공성� 확대와� 환경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라고� 믿는다.� 구청,� 구의회,� 협의회� 세� 단체� 모두� 맹목적인� 반대를� 하기에� 앞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주소이전� 운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지역� 공동체와� 학교� 당국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성북구’� 건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 또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총학생회는� 다음

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고려대학교�당국은�공공�기숙사�신축�계획을�조속히�발표하라.

하나,�성북구청과�성북구의회는�주거공공성�확대를�위한�기숙사�신축을�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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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고려대학교�총학생회,�기숙사�신축�촉구�기자회견문� (2015.� 04.� 28)

� � 총학생회의� 주요� 주장은� ▲� 학교� 당국의� 공공� 기숙사� 신축� 계획� 발표� ▲� 성북구청과� 성북

구의회의� 기숙사� 신축� 수용� ▲� 지역사회의� 맹목적인� 반대� 철회� 및� 대화� 촉구� 등을� 주요� 골자

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 여가권� 확보� ▲� 환경� 보호� 등의� 논리에� 여러� 사례를� 들어� 정면

으로� 반박하며,� 새로운�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학생회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소이전� 운동� 등을� 통해� 주민단체의� 반발

에� 맞서� 추가적� 행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학교� 관계

자,� 지역주민,� 구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다.�

� �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숙사� 신축� 관련� 논의는� 주거공공성이라는� 큰�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는커녕,� 각� 단체들� 간의� 권리� 투쟁으로만� 프레임이� 설정되어� 서로가� 평행

선을� 달리는� 주장만을� 고수하며�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성북구와� 고려대학교가� 마주한� 현

실이다.�

3.�사적인�것의�공적인�것으로의�전환:�대학생�주거�문제

� �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포스트� 담론이� 들어서며� 기존의� 정치� 영역에서� 포괄하지� 않았던� 여

러� 사적� 영역의� 문제들예컨대� 성정체성,� 환경,� 여가,� 주거� 등이�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대학생� 주거� 문제� 또

하나,� 개운산사랑협의회는� 맹목적인� 기숙사� 신축� 반대를� 지양하고,� 주거공공성과� 환경보호,� 여가권�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공동

체�건설을�위해�노력하라.

2015.� 04.� 2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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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조망되며� 공적인�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주거라는� 것은� 과거� 의식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이� 분명하다.� 주거�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의식이� 규정될� 수� 있는� 측면

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이토록� 열악하고� 피폐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은� 분명하다.�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더� 나은� 교

육을,�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한다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대학생들이� 교

육을� 받는� 데� 있어� 더� 이상�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결코� 사람� 중심의� 사

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이�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

갈� 길이� 아님은�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

� �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대학생� 주거�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거라는� 문제를� 공공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 다만� 이상의� 사례를� 우리가� 검토하였듯이,� 아직� 대학�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지

역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 주거공공성이라는� 키워드는� 등장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람중심,� 사람투자를� 내세우며� 작은�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비교적� 대안적인� 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성북구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정치를,� 삶의� 정치를� 도

입하기� 위한� 시도는� 성북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생활정치의� 전제가� 되어야� 할�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논의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 공공성의� 주요� 구성� 요소인� 공민성,� 공익성,� 공

개성의� 원칙을� 고려하기� 보다는� 그저� 서로� 간의� 이권� 투쟁에� 매몰되어� 있고,� 구의회� 또한� 이

러한� 흐름에� 편승함으로서� 공적인� 의제로서의� 기숙사� 신축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지

점이�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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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4.�마치며

� 현재�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서� 대학생� 기숙사� 신축은� 꽤� 유효

하며� 정책으로써의� 현실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각�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청년� 단체에서도� 기숙사� 신축을�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각� 단

위에서�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개운산� 기숙사� 신축�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사회-학교당국-학생�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며� 기숙사� 신축,� 나아가� 주거공공성에� 대한� 지

역사회� 수준에서의�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주거공공성에� 대한� 담론� 확장과� 더불어� 공공성의� 3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한� 미시적� 합의� 정치� 문화의� 확산이� 작은� 단위� 수준에서�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이� 뒷받침� 될� 때에�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공적인� 의제로서의� 접근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 57 -

<토론� 2>

대학 기숙사비 책정방식에 관한 비판과 개선운동 현황 보고

-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사례를 중심으로 -

발제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문제인식

  2010년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5), 대학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숙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도 나

서서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사학진흥재단과 국민주택

기금의 저리대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많은 대학들이 기숙사 신축을 발표하였다.6) 주거

운동의 중심이었던 연세대학교의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정원 기숙사 신축(388

명 수용 규모, 2012 착공, 2012 준공)에 이어서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제중학사, 법

현학사 증축(2014 착공)이 확정되었다. 대학생 주거 운동이 시작된지 약 5년 만에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2014년 연세대학교 우정원 기숙사 준공과 함께 발표된 고액의 기숙사비는 충

격으로 다가왔다. 고액의 기숙사비는 2000년대 중반 민자기숙사를 짓는 대학들이 증가

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되었었다. 대학생들의 주거 운동은 민자기숙사를 지양하며 직영

기숙사를 신축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2010년 이후 대부분의 기숙사는 직영

의 방식으로 지어졌다. 연세대학교에서도 모든 기숙사를 직영으로 신축할 것을 약속하면

5) 201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집을 찾는 달팽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주거 문제를 최초로 이슈파이팅하게 된다. 
(관련 기사,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연합뉴스 2010-05-10 배정현 기자.)

6) 2010년 이후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신축을 발표한 학교는 ~~~~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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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기숙사비는 평당 10만

원으로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민자기숙사처럼 건축비를 

기숙사비를 통해 갚아나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 법적 테두리 내에

서 기숙사비로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명목들을 부과한 것이다. 기숙사 수용률을 높임으

로써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기숙사비 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학

교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학교 본부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기숙사가 늘어났지만 기숙사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은 연세대학교의 정책이 모델이 되어 다른 학교의 기숙사비 책정 

방식에 영향을 준다면, 기숙사 운동의 흐름이 무색할만큼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완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비 책정방식의 항목과 근거는 무엇

이고 어떠한 지점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밝혀내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숙사 신축 

운동이 첫 번째 과정이었다면 기숙사비 책정방식의 합리화가 기숙사 운동의 두 번째 과

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의 운동의 시작을 잘 밟아 나가기 위해서 본 글에서는 기

숙사 운영과 관련한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해결방안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기숙사 회계 지출 내역 분석

1) 연세대 기숙사 회계 분석

    기숙사 회계의 지출 내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숙사

비라고 흔히 알려진 운영관리비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기숙사 운영비의 개념으로 수

도비, 전기비, 가스비, 인건비, 수리비 등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 들이는 일반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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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의미 한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가상각비가 있다. 감가상각비

는 2009년도부터 정부차원의 지침으로 인해 학교 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명시되어 있

다. 2009년 감가상각비를 책정하기 전까지의 기숙사 회계의 대부분은 감가상각비를 

‘간접비’ 명목으로 적립을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로 회계가 구분되고 나

서는 등록금 회계든 재단 기금이든 기숙사 회계든 항목을 마련해야만 했다. 기숙사비

가 이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상승하면 학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학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송도학사와 우정원 기숙사가 준

공되는 2013년과 2014년 즈음을 기점으로 기숙사 회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감가상각

비를 기숙사비에 전액 포함시킨다. 따라서 기숙사 회계의 큰 부분이 감가상각비로 이

루어지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는 건축비가 있다. 민자기숙사나 준공형 기숙사처럼 건

축비를 대출해온 경우,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숙사비를 나눠서 책정한 것이다. 일반

적으로 20년에 걸쳐 상환한다. 민자기숙사의 경우 금융비용까지 원금의 170% 정도의 

기숙사비를 상환해야 하기에 기숙사비에 부담이 매우 큰 편이고, 준공형 기숙사의 경

우 2%~4%대의 낮은 이자율 덕분에 기숙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숙사 회계 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

타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 회계의 특성 상, 등록금 회계로 전출되는 ‘간접비’

가 존재한다. 기숙사는 특별회계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명목에 따라서 학교 회계로

의 전출이 가능하다. 관행적으로 전체 회계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명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1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있는 직영기숙사인 무악학사와 민자기숙사인 

국제학사를 기숙사 회계 분류에 따라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구 분 수용인원(명) 연면적(m) 관리운영비 감가상각비 간접비 건축비 기타 합계

무악학사 1,974 32,446 2,309 1,044 642 - 546 4,541

국제학사 857 26,769 1,323 809 1,053 2,535 - 5,720

표 7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기숙사 회계 개요(회계연도 : 2011년)                                 (단위 : 천 원)

*자료 출처 : 연세대학교 생활관 업무 인수인계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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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기숙사(아래 그림 1)의 경우 순수하게 관리운영비에 지출되는 비용은 절반 정도 된다. 감가상각비와 간접비의 규모도 

각각 23%와 1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자기숙사(아래 그림 2)의 경우 다른 항목은 직영기숙

사와 비율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건축비의 규모가 44%를 차지한다. 그림 1, 2를 종합해 분석하자면, 순수하게 기숙사

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되는 재정 이외에, 건축비, 감가상각비, 간접비가 기숙사 회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6 연세대학교 무악학사 회계 분류별 비율

   

그림 37 연세대학교 국제학사 회계 분류별 비율

  

2) 타학교 기숙사 사례 분석

    기숙사비가 저렴한 학교의 경우 대부분 관리운영비와 일정부분의 건축적립금만을 기

숙사 회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 2는 관리운영비만을 기숙사 회계로 포함

하는 기숙사들의 1인당 관리비를 산출해보았다. 해당 사례는 손영하의 『대학 기숙사

비 산정모형 연구(2012)』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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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용인원(명) 연면적(m) 개관연도(년) 기숙사 회계 총액 1인당 관리비

KH대학교(국제) 

J기숙사
2,434 41,539 2008 1,912,000,000 785,538

KH대학교(국제)

W기숙사
1,939 33,743 2008 2,161,000,000 1,114,492

K대학교(수원) 2,016 41,226 2011 1,949,000,000 966,766

G대학교(성남) 585 6,811 2007 5,460,000,000 933,333

S대학교(서울) 1,403 29,109 2010 1,293,000,000 921,597

*본 기숙사 회계는  관리운영비만을 포함하고 있다.

*회계연도는 2011년이다.
평균 944,345

표 8 사례별 분석(기숙사 회계 총액 및 1인당 관리비 산출 내역)        (단위 :원)

    기숙사비 수입을 관리운영비만을 산출 근거로 책정할 경우, 100만원 안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실률과 방학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월 10만원 안팎의 기숙사비가 

책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숙사 회

계에 여러 항목들을 모두 부과하였기 때문에 기숙사비 부담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3과 같이 무악학사의 경우 표 2 기숙사들의 1인당 평균 관리비 값에 비

해 244%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학사의 경우 건축비가 포함되어 무려 707%를 나타

내고 있다. 무악학사가 개관연도가 1학사 1987년, 2학사 1993년, 3·4학사가 1998

년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국제학사 역시 외국인 전용으로 관리운영비 

지출이 일반적인 기숙사보다 높게 책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임

을 알 수 있다.

구분 수용인원(명)
관리운영비(원) 전체 합계(원) 표 2 평균

대비전체 1인기준 전체 1인기준

무악학사 1,974 2,309,000,000 1,169,706 4,541,000,000 2,300,405 244%

국제학사 857 1,323,000,000 1,543,757 5,720,000,000 6,674,446 707%

표 9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1인당 관리비 산출 내역 및 타학교 비율 분석                     회계연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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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비 책정 방식의 문제점

  1) 우정원 기숙사 사례 분석

    우정원은 건축비 전액을 부영그룹으로부터 기부 받은 이른바 직영 기숙사이다. 즉, 

기숙사 건축비나 혹은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기숙사 시설이자, 신식 건물

로 관리비 효율성 또한 높을 것이다. 그런데, 2014년 2학기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신

축 기숙사 우정원의 기숙사비는 2인 1실에 무려 36만원이었다. 총학생회가 항의 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반대 운동을 진행했지만, 학교의 대답은 법적으로나 회계적

으로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숙사 회계의 항목이 다양

하기 때문에, 학교 본부의 답변이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

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항목들이 있다. 현재로써는 학교 본부의 자료 공개 불가원

칙에 따라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른 기숙사들과 비교를 통해 

우정원 기숙사의 회계 자료를 추정 및 분석해보고, 학교 본부가 책정한 방식의 문제점

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 표 4는 우정원 기숙사 수입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회계의 총액으로 13억이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금액(원) 인원(명)
입 사 율

(%)
예상수입(원)

2인실 정규학기 1,377,829 278 95 727,769,278
2인실 계절학기 674,880 278 90 337,709,952
3인실 정규학기 854,280 99 95 160,690,068
3인실 계절학기 430,920 99 90 76,789,944
합계 1,302,959,242

표 10 2015년 우정원 기숙사 예상 수입 추정

*일반적으로 기숙사 입사율은 100%에 가깝지만,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다소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출에 대한 추정을 진행해보자면, 다른 학교의 기숙사 관리 운영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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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통해 추정하고자 한다. 연세대 생활관 행정팀에서 총학생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지출 내역은 보수, 용역비, 에너지 비용, 검사비(각종 보험료 포함), 운전비, 시

설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는 손영하의 『대학 기숙사비 산정모

형 연구(2012)』의 관리운영비 분류와 일정부분 대응된다. 연세대 분류법과 손영하의 

분류법을 각각 대응시켜서, 보수 및 용역비는 인건비, 에너지 비용은 수도 광열비, 검

사비는 보험료 및 세금과 공과, 운전비는 부대비용 및 제경비, 시설유지보수비는 수선 

및 유지 관리비로 분류하여 추정하기로 하였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이미 연세대에서 

151억의 최종 건축비를 통해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학교의 감가상각비 연수

인 40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표 5에 제시된 사례 

대학 5개의 평균, 우정원 기숙사와 비슷한 규모의 G대학교 사례, 그리고 1인당 관리비

가 가장 높은 KH대학교 W기숙사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추정을 진행해보고 이를 종합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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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대학교 
J기숙사
(국제)

KH대학교 
W기숙사
(국제)

K대학교
(수원)

G대학교(
성남)

S대학교
(서울) 평균

우정원 
추정

(최대)

우정원 
추정

(평균)

수용인원(명) 2,434 1939 2,016 585 1,403

  

377 377

연면적(㎡) 41,359 33,473 41,226 6,811 29,109 6,600 6,600

계산연도(년) 2011 2011 2011 2011 2011     

개관연도(년) 2008   2011 2007 2010 2014 2014

(단위:천 원, 천 원/㎡)

인건비
전체 558,000 548,000 508,000 208,000 389,000 442,000 201.564 113,388

1㎡ 당 13.43 16.24 12.32 30.54 13.36 17.18 30.54 17.18

에너지
비용

전체 911,000 735,000 1,252,000 187,000 653,000 747,600 181,236 163,614

1㎡ 당 21.93 21.78 30.37 27.46 22.43 24.79 27.46 24.79

각종 
운전비용

전체 132,000 130,000 89,000 41,000 161,000 110,600 39,732 27,390

1㎡ 당 3.18 3.85 2.16 6.02 5.53 4.15 6.02 4.15

각종 
검사비

전체 121,000 128,000 8,000 38,000 10,000 61,000 36,828 16,896

1㎡ 당 2.91 3.79 0.19 5.58 0.34 2.56 5.58 2.56

시설유지
보수비

전체 190,000 620,000 92,000 72,000 80,000 210,800 121,242 50,820

1㎡ 당 4.57 18.37 2.23 10.57 2.75 7.70 18.37 7.70

합계
전체 1,912,041 2,161,046 1,949,045 546,070 1,293,042 1,572,249 580,602 372,108

1㎡ 당 46.03 64.04 47.28 80.17 44.42 56.39 87.97 56.38

표 11 우정원 기숙사 관리운영비 추정치 분석

*1㎡ 당 관리비용은 소수점 둘 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였음.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우정원 기숙사는 평균 3억 7천만원에서 최대 5억 8천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감가상각비인 3억 7천만원을 합산하더

라도 9억원 정도 수준이다. 아래 표 6과 같이 우정원 기숙사는 수입 총액인 13억원에 

비해 지출이 4억이나 차이가 나면서 약 30%의 수입 대비 흑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

다.

지출총액

관리운영비 500,000,000 원 수입총액 1,300,000,000 원

감가상각비 375,000,000 원 수입-지출 425,000,000 원

합계 875,000,000 원 수입 대비 흑자율 32.6%

표 12 우정원 기숙사 수입 및 지출 추정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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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가상각비 전액 전가 및 과다 책정 비판 

    우선, 우정원 기숙사비 책정이 과다해진 원인 중 큰 명목은 감가상각비의 부담 때문

이다. 감가상각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사립대학에서도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게 되었다.7) 이에 따라 연세대학교는 2011년

부터 기숙사 항목에 새롭게 감가상각비를 추가한다. 표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가상

각비는 전체 회계에 약 40% 정도를 차지(우정원 기준)하게 되어, 큰 부담으로 학생들

에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기숙사회계로 감가상각비를 책정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데 이는 앞서 다른 학교의 사례를 통해 보인 바 있다.8) 감가상각비가 등록금 회계가 

책정되지 않고 기숙사 회계에 책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어떤 회

계이든 학생들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의 문제는 학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대학 기숙사

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제도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학문양성과 국가경쟁력발전 등의 

목표를 위해 여러 특례를 받게 된 기숙사는 학교의 큰 자산이 된다. 그럼에도 학교는 

특혜와 무관하게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기숙사의 자산가치 부담을 온전히 학생에게 돌

리고 있는 실정이다. 감가상각비는 법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전액을 부가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학교가 이를 학생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크다. 다만,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 충

분한 이슈파이팅이 요구된다.

    더불어 연세대학교 우정원기숙사의 감가상각비는 151억이라는 최종 건축비로 책정

이 되었는데, 이 중 약 50억은 부대시설비(임시 설비 대여료, 가구, 조경비 등)이며, 

건축비는 사실상 100억이었다.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고려하여 100억으로 감가상

각비를 책정할 수 있음에도 수입 극대화를 위해 기타 비용인 50억원을 건물 감가상각

7) 박금분 외 3인, 『사립대학교 도서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조사』, p.2
8) 이 경우는 등록금회계로 책정됬을 가능성은 높지만 보다 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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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충당액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감가상각비로 충당되어야할 부분이 아닌 소모품의 영

역까지 과다할 뿐 아니라 부당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기숙사 수입 극대화를 통한 타회계 적자 보존 행태 비판 : 무악학사 적자 보존 및 

간접비 비판

    앞서 감가상각비 과다 책정을 통한 수입 증가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신

식기숙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기존의 타회계의 적자분을 해소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무악학사의 적자분을 우정원 기숙사의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

는 기숙사비 책정 방식에서 볼 수 있다. 무악학사는 2011년 약 2억 5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9) 이러한 적자는 감가상각비가 회계로 포함된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

던 문제였다.10) 따라서 이러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우정원 기숙

사에서 흑자를 남겨서 무악학사의 적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연세대학

교 기획실 관계자도 우정원과 무악학사 회계가 합쳐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

고11), 2015년 기숙사비 발표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아래 표 7을 보면, 연세

대학교는 기존의 적자를 해결하면서도, 대외적인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계를 통합

하고 평당 1인 비용을 일정하게 맞추었다.

구분 기숙사비(원) 방크기(평)
평당 월1인비용

(원)
우정원 2인실 1,337,829 6.8 98,370
우정원 3인실 854,280 6.8 94,222
무악학사 2인실 794,760 4.1 96,922

표 13 2015년 연세대학교 기숙사비 평당 월1인 비용 분석

9) 2014, 『연세대학교 생활관 업무 인수인계서』 p.11
10) 같은 자료 p.13
11) 2014.09.29. 『학생에게 고액의 기숙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학교를 비판한다』 총학생회 기자회견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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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나 간접비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기숙사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만 적자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감가상각비는 3-2)

에서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접비의 경우 『2014 생활관 업무인계서』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축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간접비의 다른 명목들이 분

명하게 명시된 경우는 볼 수 없었다. 건축적립금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명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기숙사비의 부

담이 학생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명목이 불분명한 간접비를 줄이

려는 노력이 없이 우정원의 기숙사 신축을 기점으로 기숙사 회계를 재편시켜 기존의 

관행은 관행대로 유지하고 기숙사비는 기숙사비대로 고액으로 책정했다는 점에서 문제

가 될 여지가 매우 크다.

4. 해결 방안

  1)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학교법인의 감가상

각비 적립의무만 정의하고 있을뿐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대학들

은 법에 부담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모두 학생들에게만 전가시

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들은 기숙사 건립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이외에는 부담하고 있

는 비용이 없으며 오히려, 간접비, 전출금의 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부담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규를 제정해 대학에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

 

 2) 간접비 내역 산출의 합리화와 간접비 세부내역을 비롯한 책정근거 의무 공개 제도 마련

  

앞에서 언급한 바, 2009년 정부차원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간접비에서 적립하여 왔

던 감가상각비는 지침 이후 회계 상 간접비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지침 이전 관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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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계의 약 14%로 책정하여 왔던 간접비의 규모는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으며, 

간접비의 규모를 유지한 근거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명목에 따라 학교 

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한 간접비의 특성상 간접비의 책정에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지

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 이는 기숙사의 운

영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실제로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학생의 입장에

서도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더 나아가 간접비의 실제 용도를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이와 같이 간접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회계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간접비의 명

목으로 묶여지던 각종 비용12)의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비용 이상의 간접비 책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의한 간접비 인하는 직접적으로 기숙사비 인하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물

론 장기적으로 기숙사의 운영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도 기숙사비 인하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가령 셔틀버스 비용 등 교비회계 중 기숙사의 운영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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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대학생 기숙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사업본부

본부장  김 문 석

Ⅰ. 들어가는 말

현재 대학생 기숙사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사회적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살펴 볼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대학생 기숙사의 양적인 부족에 따른 기숙사 확충이며,

둘째, 기숙사 이용 댓가인 기숙사비의 고비용 구조의 개선에 대한 수요자인 학생과 학

부모의 요구이자 열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 기숙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좋은 의견을 주신 발표자

의 의견에 큰틀에서는 공감하며, 다음의 몇가지 의견을 제언하여 대학생 기숙사의 공공

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고민에 대해 그 해결 방안 모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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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생 기숙사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1. 대학생 기숙사 현황

<권역별 타지역 학생 비율 및 기숙사 수용 현황>

(단위:명)

자료：한국장학재단(2013),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 방안 연구

전국의 대학생 219만명중 대학소재지역 기준 타지역 출신비율은 평균 40.5%로 88.5만명

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 수용인원은 35.7만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

다. 적어도 타지역 출신 대학생중 52.8만명은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한 현실

은 우리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생 기숙사의 유형별 기숙사비 현황>

(단위 : 만원)

주) 2인실 기준, 월기숙사비

서울지역 대학생 49.5만명중 기숙사에 입사한 49,624명이 부담하고 있는 기숙사비는 2

인실 기준 기숙사 유형에 따라 가장 낮은 지방학사가 12~15만원으로 저렴한 반면에 민자

기숙사비가 평균 35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

구 분 재학생수 타지역 출신 
학생수 비 율

기숙사 현황
비 고

수용인원 수용률

서 울 495,060 162,797 32.9% 49,624 10.0%

경 인 405,322 77,409 19.1% 46,305 11.4%

지 방 1,286,911 645,301 50.1% 261,638 20.3%

합 계 2,187,293 885,506 40.5% 357,566 16.3%

구분 민자기숙사 직영기숙사 행복기숙사 지방학사

금액 29 ~ 41 20 ~ 29.5 19 ~ 24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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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대학의 적립금이나 자체 예산으로 건립한 대학 직영기숙사의 기숙사비가 국민주

택기금(도시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지원하여 건립한 행복기숙사비보다도 높으며, 어떤 

경우에는 민자기숙사비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대학생 기숙사의 불편한 기숙사비의 왜곡

된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 대학생 기숙사의 문제점 :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대학생 기숙사 = ‘수익형 임대 부동산’이라는 인식의 오류

기숙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별표2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그 동안 대학생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전까지 그 인식에 있어 강의실, 연구

실, 도서관 등의 교육기본시설에 비해 우선 순위에 자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기숙사의 확충이 대학 및 민자 사업자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기

숙사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형 임대 부동산’에 가깝게 사회적 인식이 두텁게 형성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기숙사비 책정에 있어 기숙사 확충에 소요된 원가적 측면(토지비, 건

축비,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기 보다 주변 대학이나 대학내 타 기숙사비의 수준을 반영하

여 결정하는 비교사례법을 적용하여 기숙사비를 책정하는 대학가의 기숙사비 책정 사례

를 볼 수 있다.

기숙사에 대한 최소 기준의 부재

대학이 대학생 기숙사를 어느 정도까지 확충해야하고 어떤 규모이상의 기숙사를 지어

야 하는지, 즉 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숙사 규격과 기숙사 수용 규모 등에 대한 강제적

인 기준이 없다. 이로인해 대학의 경영자는 기숙사 확충이나 양질의 기숙사 시설 확보에 



- 72 -

소극적이다.

기숙사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확보 노력의 미흡

우리 대학의 기숙사 운영 측면에서의 불투명 내지 비합리적 요인은 기숙사비 책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의 수입 재원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정도인 등록금 의존율13)은 운영수

입 총액 15조 9,768억원중 10조 4,044억원으로 65.1%에 이르고 있다. 이런 등록금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확충된 대학 직영기숙사의 기숙사비(20~29.5만원)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민자 기숙사비(29~41만원)나 행복기숙사비(19~24만원)보다도 높은 사

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숙사비로 인해 대학생 기숙사의 형태(직영, 민자기숙사)와 

관계없이 대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의 운영 결과에 대해 확인 또는 공개

가 대단히 폐쇄적이고 접근 또한 어렵다.

3. 대학생 기숙사의 문제점 개선 방안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 기준 마련과 재정 지원 강화

- 대학별 기숙사 확보 기준을 현재의 임의적 권고 기준(대학인증평가시 기숙사 수용률 

10%)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반영하는 강제적 기준으로 강화가 필요하며, 대학생 기숙

13) 한국사학진흥재단(2014),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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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확보률도 기숙사의 적정 수용률인 30%의 절반 수준인 15%로 상향하여 대학의 적

극적인 기숙사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주요 20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012. 8월 기준)은 37.1%임 : 별첨1

- 대학생 기숙사의 1인당 최소면적을 10㎡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실당 최소 면

적 기준,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최소한의 기숙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

시하거나 마련되어야 함.

현재 20년이상 기숙사 건물이 27.6%, 1인당 기숙사 면적이 10㎡이하인 경우가 23.8%로 보고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대학 기숙사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기숙사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 지원이 필요함.

-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학을 위해 수익자 부담 방식의 기숙사 확충 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정책을 강화(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의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의 지원 이자율 인하, 지원 기간 확대로 대학의 기숙사 확충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이 가능)

□ 기숙사비 인하 방안 :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 대학 기숙사의 독립 채산제 도입 : 독립된 기숙사 회계의 분리 적용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한 대학과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중인 대

학 기숙사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운영을 기존의 교비회계내에서 별도의 독립된 회계 형

태로 관리(독립 채산제 도입)를 통한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공성

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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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기숙사 운영 결과 공시제 시행 : 기숙사 회계 기준 제정 추진

연간 대학생 기숙사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재정 운영 결과와 기숙사 운영 성과를 정기

적으로 공개 및 공시토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준 마련

기숙사 운영 단계에서의 각종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침(기준) 마련 : 국가를 당

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및 공개 경쟁 입찰의 기준과 절차 등 운영의 투

명성 강화 기준 마련(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

- 정부 규제 완화 지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및 등록세(지방세법) 등의 각종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숙사 운영의 재정 부담을 줄여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

Ⅲ. 결론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양적인 공급의 부족과 주거비라는 재정적 측면에서 사회적인 합

의가 필요한 큰 이슈임은 분명하다. ‘대학생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간주하여 왔다면 이제

는 ‘공공재’로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 또는 민자사업자 등의 공급자 중심의 형태에서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

으로의 대변환을 도모하여 기숙사를 대학생 주거 복지 차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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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을 확대 강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학생 기숙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앞서 제안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이

루어 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 기숙사의 주거적 기능이라는 근원적 개념을 초월하여 주거

와 학습, 인성 교육, 인재 육성의 요람이라는 기능적 확대 재생산을 거쳐 수요자의 눈높

이와 요구에 맞는 시대적 변화를 통한 공공성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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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미국 주요 20개 대학 기숙사비 및 기숙사 수용률 현황 조사

구 분 기숙사비 수용인원(명) 재학생수(명) 수용률 설립형태

Harvard College $12,081 12,907 27,392 47.1% 사립

Princeton University $12,069 4,669 7,813 59.8% 사립

Yale University $12,200 4,550 11,875 38.3% 사립

Columbia University $11,020 5,315 26,050 20.4% 사립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1,676 823 2,231 36.9% 사립

Stanford University $12,291 10,838 19,945 54.3% 사립

University of Chicago $12,633 2,637 14,979 17.6% 사립

University of Pennsylvania $11,878 6,858 24,832 27.6% 사립

Duke University $11,967 5,462 15,427 35.4% 사립

Dartmouth College $12,369 3,462 6,144 56.3% 사립

Northwestern University $12,780 6,101 20,959 29.1% 사립

Johns Hopkins University $12,962 3,159 20,996 15.0% 사립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3,119 6,291 13,908 45.2% 사립

Brown University $10,906 4,346 8,768 49.6% 사립

Cornell University $13,154 8,760 21,131 41.5% 사립

Rice University $12,270 2,078 9,979 20.8% 사립

Georgetown University $13,543 5,053 17,130 29.5% 사립

University of Notre Dame $11,388 7,001 12,004 58.3% 사립

Emory University $11,628 4,810 13,893 34.6% 사립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14,990 8,650 36,137 23.9% 국립

20개 대학 평균 $12,346 5,689 16,580 37.1%

※ 자료출처 : http://nces.ed.gov/collegenavigator, 개별 대학 홈페이지(기준:‘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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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

- 행복기숙사의 첫 걸음 “홍제동 대학생 행복기숙사” 착공 -

※2013. 5. 30 교육부

□ 정부는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난 1월 발표한 대학생 주거안정대책에 이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 방안의 하나로 서대

문구 홍제동에서 제1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착공식을 가졌다.

□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및 서대문구청이 협업하여 국․공유지에 공공기

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장기 저리 지원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짖

는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으로,

* 연면적 : 7,808㎡(516명 수용규모), 총사업비 : 159억원

* 부지제공 : 기획재정부․서대문구청, 건립재원 지원 : 교육부․국토부

□ 이날, 착공식에는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서대문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 인근 사립대 총장, 학생대표

및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을 기원하였다.

□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가 완공되면 입주 대학생들은 현재 사

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4만원)에 비해 월 15만원이 저렴한 비용(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78 -

□ 또한,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하고 대학가 주변의 비싼 원

룸 ․하숙비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8만여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 건립 지원 및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수용인원 32만명(20.1%) → ('15년) 수용인원 37만명(23.1%) → ('17년) 수용인원 40

만명(25.0%)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4,581억원 4,830억원 4,805억원 4,753억원 4,444억원 23,413억원

□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은 교육부1』, 기획재정

부2』, 국토부3』 및 지방자치단체4』 등 관계기관이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

한 협업을 통해 건립부지와 재원을 지원하게 된다.

1』민간자본 조달․사학진흥기금 지원, 2』국유지 제공, 3』국민주택기금 지원․대학

생전세임대주택 공급, 4』공유지 제공

□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은 대학캠퍼스 부지, 국유지 및 공유지를 활용하

며, 건립재원은 민간자본1』, 공공기금2』(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대

학재정3』, 민간기부금4』 등 대학생 기숙사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재원이 활

용된다.

1』국립대기숙사, 2』행복기숙사․사립대공공기숙사, 3』사립대재정기숙사, 4』행복기숙

사(학생종합복지센터)

ᄋ 대학캠퍼스 부지에는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 기숙사, 사립대 공공기숙

사․재정기숙사를 건립

ᄋ 국․공유지 등에는 대학생 행복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행복학사 건

립 및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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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에는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 기숙사, 사립대 공공기숙사․재정

기숙사, 대학생 행복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대학생전세임대주

택 공급을 통해 1만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4천5백억원을 지원하

고 있다.

□ 그리고,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가 캠퍼스 밖에 건립되는 특성

을 활용하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보육원 및 지역의 초․중․고 학생을 대

상으로 봉사, 교육 및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하는 새로운 기숙사 모델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보다 확대 강

화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

의 기숙사 건립 지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

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교육비전인 행복교육 실현과 국민

행복이라는 국정목표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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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대학생 행복기숙사 확충 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

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 특히, 대학 캠퍼스 부지 협소에 따른 기숙사 공급의 한계를 극복을

위한 캠퍼스 밖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을 확대

*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행복(지방)학사 등

□ 사업 내용(캠퍼스 밖)

❍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장기 저리 지

원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 매년 2∼3개 사업, 2,000명(510억원*) 수용 규모

* (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47%

❍ (행복기숙사(학생종합복지센터))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가구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 ('13년 계획) 1개 사업, 1,000명(258억원) 수용 규모(시범사업 발굴 추진)

❍ (행복(지방) 학사) 소규모 국․공유지에 지방비, 공공기금을 활용

하여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

⇒ ('14년 이후) 매년 300명(75억원*) 수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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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내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방안 >

❍ (국립대 임대형 민자 기숙사)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기숙사 건립
⇒ 매년 1,000명(299억원) 수용 규모

❍ (사립대 재정기숙사) 대학재정(사학진흥기금 융자 포함)으로 기숙사 건립
⇒ 매년 1～2,000명 수용 규모

❍ (사립대 공공기숙사) 공공기금 장기 저리 지원하여 기숙사 건립(교육부, 국토부,

사학진흥재단)
⇒ 매년 8,000명(2,060억원*) 수용 규모

* (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재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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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

담 완화

* 사립대 민자기숙사비 월 평균 34만원 → 월 24만원～15만원 수준으로 인하

❍ 대학생들 간 정보공유 및 공동학습을 통한 개방적 대학생활 기대

※ 붙임

1) 대학생 기숙사 건립 5개년 투자 계획

2)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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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대학생 기숙사 건립 5개년 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 국립대 BTL기숙사 613 299 299 299 299 1,809 

․ 사립대 재정기숙사 489 386 361 309 - 1,545 

․ 사립대 공공기숙사 1,509 2,060 2,060 2,060 2,060 9,749

․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212 510 510 510 510 2,252 

․ 학생종합복지센터 258 - - - - 258 

․ 행복(지방)학사 - 75 75 75 75 300 

․ 대학생전세임대주택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합 계 4,581 4,830 4,805 4,753 4,444 23,413

■ 붙임2 :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계획

(단위: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용

인원

(누계)

국립대 BTL기숙사 87,661 88,661 89,661 90,661 91,661 

사립대 재정기숙사 228,155 236,155 244,155 252,155 260,155 

사립대 공공기숙사 1,900 3,400 4,800 6,000 6,000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2,500 4,500 6,500 8,500 10,500 

학생종합복지센터 1,000 1,000 1,000 1,000 1,000 

행복(지방)학사 3,501 3,801 4,101 4,401 4,701 

대학생전세임대주택 14,007 17,907 21,807 25,707 29,607 

합 계 338,724 355,424 372,024 388,424 403,624 

기숙사 수용률(%) 21.0 22.1 23.1 24.1 25.0

   * 2012. 4월 기준 대학생 수용률 20.1%(수용가능 학생수 323,3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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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건립 계획

❍ 목적

-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캠퍼스 밖 국․공유지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한국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 지원하여 다수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

❍ 추진경과

- (‘12. 8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물가장관회의)

- (‘12. 9월)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교육부)

* (‘12.11월) 실시협약 체결(교육부, 서대문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12.11월～’13. 5월) 설계, 건축 협의 및 착공

❍ 건립계획

- (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국유지(3,418㎡) 및 구유지(825㎡)

- (규모) 516명(159억원) 수용규모(연면적 : 7,808㎡)

❍ 향후일정

- (‘13. 6월～’14. 7월) 공사 착공 및 준공

- (‘14. 8월) 기숙사 입주 및 운영

❍ 기대효과

-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 사립대 민자기숙사비 월 평균 34만원 → 월 19만원 수준으로 인하

- 대학생들 간 정보공유 및 공동학습을 통한 개방적 대학생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