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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본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특별하지 않은 

꽃은 없다.”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말이 의미하듯 모든 아이들은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아독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일등주의 교육’

으로 아이들을 하나의 척도에 따라 일등부터 꼴등까지 부단히 서열화해왔고, 우리 아이들은 OECD 

주요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22위로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재능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고 싶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희망의 사다리가 

눈 앞에서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꼴등하는 아이들에게도 일등이 갖지 못한 잠재력과 능력이 숨어 

있으며,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사회

의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국제 글로벌 리더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부모 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대로 대물림되어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교육 평등 사회 실현해야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ONLY 

1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운영비를 더 주는 ‘학교평등예산제’, 

선생님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와 멘토-멘티를 맺어 영화도 같이 보고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희망교실’ 3천 팀 운영,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50% 

확대 등 ‘정의로운 차등정책’을 추진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

로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조건이자,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살뜰하게 배려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인간적 교육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사회의 희망이 되고, 교육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디딤돌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추격 산

업화 시대 일등주의 교육, 한 줄 세우기 교육, 교육 불평등에서 벗어나 오직 한 사람 교육, 창의교

육, 교육 평등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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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 수용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리 완화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대학생들의 주거비, 교재비, 교통비 등 총체적인 학자금 규모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

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새 정부와 

함께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건축을 적극 추진,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집 _ 대학생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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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 학자금 포럼 지상중계

“대학생의 따뜻한 보금자리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정리 _ 편집부



지난 6일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한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제6회 국제 학자금 포럼’에서 안

양옥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의 삶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열악한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대

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은 

세계적인 장학정책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수도권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기

숙사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주거문제로 인해 학업에 소홀해지

는 것은 무척 마음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부총리는 “학생

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학생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날 포럼은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 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기숙사 주거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장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 학자금 개념이 등록금으로 한정돼 있으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생활

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이 커 등록금과 주거비를 포함하는 생활

비를 지원하는 종합장학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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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개최 의미를 밝히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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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열띤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모았다.

▲종합토론에서 청중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확대 ... 창업 지원 공간도 제공

 대학생 주거복지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 한국

장학재단 채해동 기숙사사업팀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종균 주거복

지기획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종한 주거복지기획처 부장은 연합

기숙사 학대, 희망하우징 증설, 셰어하우스 지원 강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

시했다.

한국장학재단 채해동 팀장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치로 건

립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추진 배경과 현황,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제2호 

연합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창업 지원 공간 제공 방침을 밝혔다.  

채 팀장은 대학생들의 심각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인재 육성 기능과 접

목된 저렴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이 필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대학 내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부지 확보의 어

려움이 커 대학 밖에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전국은행

연합회의 기부금 326억 원을 활용, 대학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로 건립됐다. 

지하 1충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진 연합기숙사에는 500개의 사생실과 

인성교육관, 열린도서관, 시청각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으며 식당, 매점, 

커피숍,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다. 외관뿐 아

니라 내부 시설도 친환경 및 지능형 빌딩 시스템을 도입, 입주 대학생들에

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 생활관 침대마다 칸막

이를 설치, 누웠을 때 룸메이트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

다. 연합기숙사는 문을 열자마자 대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채 

팀장은 “1기 기숙사 학생 1000명 모집에 4000명이 지원할 만큼 지원 열

기가 뜨거웠다”며 “월 10~15만 원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기숙사는 앞으로 단순 주거공간에서 탈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

역 연계형 시설로 운영된다. 예컨대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나 다문화 학생

들을 위한 지식봉사나 멘토링, 지역주민 대상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상생 

모델이 운영되고 기숙사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지역 내 관공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채 팀장은 지역사회와 연합기숙사간 

협업을 통해 ▲교육 및 취업행정 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지

역문화축제 등 체험기회 제공 ▲취미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 지원 등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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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는

정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기부금을 활용, 

대학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됐다.



 

기숙사의 연합캠퍼스화 구성을 밝혔다.

이 같은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장학재단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

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5000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를 수도권

(4000명)과 지방(1000명) 설립할 계획이다. 2호 연합기숙사는 서울 성동

구 행당개발지구에 들어서며 당일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소호형 학생종합

복지센터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등 전국 7개 권역에 설치

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인 이곳은 소규모 주

거공간과 학생복지시설이 결합된 무상공유형 거점공간으로 운영된다.

희망하우징-청년 셰어하우스 늘려 생활비 부담 경감

이어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처장은 ‘희망하우징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희망하우

징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 매입 또는 건설한 다가구 주택을 서울지역 대학교 재학생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이외 지역 시・군 지역 출신으로 대학교에 재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다가구 주택을 

서울지역 대학교 재학생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이외 지역 

시・군 지역 출신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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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고 보증금 100

만 원에 월임대료는 15만 원 선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희망하우징은 저렴한 임대료와 대학

가 근처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공동생활에 따른 불편함과 노

후된 시설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 처장은 “희망하우징의 공급 물량은 약 1,315

실(건설형:218실, 원룸형:210실, 다가구형:887실)로 서울시 청년 주거 수요를 고려할 때 공급물량

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양적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 올해 300실 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그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해 공용 공간 최소화, 개인 공간 확보 등 청

년층의 선호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셰어하우스 등 청년 임대 사업 설명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종한 부장은 올해부터 

셰어하우스 지원 금액을 증액, 3인 거주시 최고 2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셰어하우스는 

2011년 대학생 전세 임대 사업으로 시작되어 2016년 청년 전세 임대 사업으로 확대됐다. LH공사

가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는 서울이외 지역 출신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임 부장은 올해부터 신청 절차가 인터넷 수시접수로 간소화돼 신청 후 계약까지 소

요기간이 종전 7일에서 2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프랑스 국립학생장학센터(CNOUS)의 국제협력국장 쟝 폴 루메가스 (Jean-

Paul Roumegas)와 독일 학생지원기구(DSW, Deutsches Studentenwerk) 아킴 마이어(Achim 

Meyer auf der Heyde) 사무총장이 각각 자국의 대학생 주거복지 운영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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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_ 대학생 주거복지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적 주거 관

련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

해 있는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주거 관련 이슈

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자가 소유의 확대

를 위한 노력과 정책적 한계이다. 둘째, 전통적 공공

주택의 퇴조 내지 축소이며 대안적 저렴주택공급 

(affordable housing) 모색이다. 그리고 셋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의 모

색이다. 위 세 가지 이슈 중 본고는 주거서비스 확대

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주거권(housing rights)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

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주거를 권리로 파

악함으로써 국가는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제사회는 주거를 인간의 기

본적인 권리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는 ‘인간의 권

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Rights to AdequateHousing)’라 

천명하였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유엔 해비타

트 의제(UN Habitat Agenda)’ 등에서 적절한 주

거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인식과 노력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주거권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1948년 ‘세

계인권선언’에서 천명된바 있다.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이다. 인간의 존엄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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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

(minimum housing standard)”이 확보되어야 하

고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가 유지되어

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보장되어야 한

다는 의미다.

차별 없는 주거안정.. 인간의 존엄성 지켜줘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려면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衣食住)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등 

문화적인 최저생활과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의 기본욕구인 

衣・食・住 중 먹고(食), 입는(衣) 문제는 대부분 해

결된 상태라 할 수 있지만 주거문제(집 문제)는 날

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빈민들의 주거문제는 인

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주거조건과 환경을 갖추

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란 사생활 보호, 주택의 안정성, 내구

성, 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적절한 주거

(adequate housing)’의 구성요소를 보다 더 자세

히 살펴보자.

첫째, 점유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이다.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강

제퇴거, 철거 등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

다고 유엔은 규정하고 있다. 모든 세입자(임차가

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 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임차가구(세입자)보호의 원칙이다.

 둘째, 거주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 즉 어린이, 여성, 인종, 종교, 문화, 소득수

준, 연령, 시민권 취득여부, 고용상태 등 어떤 것으

로부터도 주거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비 차

별성의 원칙(차별성 배제의 원칙)’이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접근가능(accessibility)하

고, 이용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그리고 평화롭

게 살아갈 수 있는 집(거처)이 필요하다. 접근이용

가능성이란 내집마련이 용이한(affordable) 가격

의 집(자가소유의 경우)과 임대료 지불이 가능한 

집(적정 임대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다. 그러나 도시빈민은 물론 대학생 등 주거취약

계층의 경우 그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임대료

의 정상주택을 찾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이 이러

한 계층에게 필요한 주택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

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소득의 불균형이 더욱 심

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반가구 소득상승에 

비해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

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는 노숙자들을 위하여 임시거처

의 마련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노숙자

(homeless) 우선의 원칙이다. 노숙자는 생명에 위

협을 받고 있는 주거 빈곤 최악의 상태이다. 그래

서 어떤 경우 보다 노숙자들에게 주거의 기본욕

구가 충족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은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

할 권리를 가진다. 적절한 주거란 이러한 주거서비

스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적절한 주거란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

는 안 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habitable). 저소득 임차

가구 및 사회취약계층은 과밀로 시달리고 있다. 

2016년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

달하는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05만 가구로 알려

졌다.

일곱째, 인간다운 주생활을 영위하려면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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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보호되어야 한다(culturally adequate). 예

를 들어 빈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주거문화와 지

역공동체적 전통과 속성이 존재한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매도할 수는 없

다. 오히려 도시지역 달동네와 산동네의 불량주거

지가 이웃 간의 유대와 상호부조문화가 더 발달되

고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 사업

의 철거로 인해 빈민들의 공동체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암울한 대학생 주거복지 현실, 희망은 없나?

오늘날 한국 청년들의 현실은 암울하다. 그들은 

취업난과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대졸자 10명 

중 6명은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이 취업전쟁 전에 치러야 할 또 하나의 전쟁은 전

세난이다. 신학기 준비가 시작되었고 대학가 주변

은 방구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취업난으로 

대학가를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 많기도 하지만 청

년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세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다. 2012년 국토부 주거실

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의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은 16.1%로 전체가

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8.2%의 두 배 가량 높

았다.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자료에 의하면 전

국 20~30세 청년 중 지하, 옥탑, 고시원이나 화장

실 부엌이 없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

는 비율은 14.4%로 138만 명에 달한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 보고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다. 서울지역 18개 권역 저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41만 원, 주거유지비는 평균 10만 원으로 한 달

에 50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아울

러 대학기숙사의 비율은 낮고, 민자 기숙사의 경

우 임대료가 비싼 것이 문제다. 2016년 기준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8.5%이다. 시도별로 보

면 서울은 10.8%이고 인천은 8.9%에 지나지 않

는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학이 많고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기숙사 비중은 낮

아 특히 수도권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

안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게 살아가

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무

엇인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정부는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학생이 전셋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

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해당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 제

도는 기존 월세보다 저렴하고 최장 6년 동안 이용

할 수 있어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현

실적으로 전셋집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어렵

게 전셋집을 구해도 LH가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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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 집주인이 계약을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

담을 덜기 위해 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사업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생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LH

용 전셋집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제도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도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

년공공주택 즉, 청년1인가구, 기혼청년, 육아가 필

요한 가구 등 청년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주

택의 공급확대는 청년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특히 현행 실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민간

이 소유한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으로 활용함)과 연계하여 청년공공매입임대주택제

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기숙사 확충

대학에서 기숙사를 충분히 건립하여 원하는 학

생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학 기숙사

는 캠퍼스 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학시간 30분 전후의 원거리 기숙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기

숙사 건립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협동

조합주택, 대학생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주거실태조사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주거실태는 정확히 파악되

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주거점유형태

(tenure), 주택유형, 주거시설 및 주거상태, 주택가

격 및 임대료, 사용방수, 자금조달방법, 희망주거시

설 및 프로그램, 주택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

한 대학생 전수조사는 지역별로 구분하는 등 보다 

세분하여 주거상태의 점검 및 이에 대처하는 주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

(가칭) 주택재단(Housing Foundation)의 설립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주거 빈곤층과 주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가칭 주택재단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미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저

소득층,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가촉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해당되는 

‘affordable equity programme’을 운영, 주거공동

체의 건전한 육성과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청년 등 

주거 빈곤층의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재단은 청년주택 펀드를 조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재단은 파산, 경매주택, 미분양주

택, 공가 등을 매입하거나 재건축, 수리하여 청년들

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 혹은 매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프

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 집행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청년주거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주도의 것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사한 프로

그램을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확대되고 프로

그램의 활용도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주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공공부문)나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UN이 강조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철학적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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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_ 대학생 주거복지

14

 대학생 기숙사, 
“주거 넘어 종합 서비스로”

독일과 프랑스 주거복지 현황과 과제

정리 _ 김홍재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연구총괄팀장



“유럽에서 대학생 기숙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시설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지

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 대학생들은 보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유럽의 대학생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두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대학생 기숙사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솔직한 반응. 그러면서

도 한국이 여러 사회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처럼 대학생 기숙사 문제도 정부와 대학, 지역

주민 등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는 학생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

독일에서 19만호가 넘는 대학생 기숙사를 운영하는 독일학생지원기구(Deutsches 

Studentenwerk, 이하 DSW)의 아킴 마이어 사무총장과 프랑스에서 17만호의 대학생 기숙사

를 운영하는 프랑스국립학생장학센터(이하 CNOUS)의 장 폴 루메가스 국제협력국장이 한국

의 대학생 주거복지 문제에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

‘해외 주거복지 현황과 향후 과제’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DSW의 아킴 마이어 사

무총장은 독일의 대학생 주거지원 현황과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DSW는 1919년 설립된 비

영리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16개 연방주 법에 기초하여 대학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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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부퍼탈에 위치한 대학생 기숙사

▼ 독일 기숙사의 공용공간



마이어 사무총장은 “2008년 이후 독일의 대학생의 수

는 약 42% 증가한 반면, 기숙사는 약 6.8% 증가하는데 그

쳤다”면서 “이에 따라 부족한 2만5,000호의 기숙사 마련

이 독일학생지원기구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DSW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저렴한 임대료와 대학과 인

접한 위치로 학생들의 선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기혼

자를 위한 부부용 아파트 또는 싱글용 아파트(1인 1실) 형

태인데, 월평균 임대료는 240유로(한화 약 30만원) 정도

이다. 임대료에는 난방과 수도, 전기, 인터넷까지 모든 비용

이 포함돼 있어 독일 내 시장가격에 비해 상당히 경제적이

라고 한다. 

마이어 사무총장은 “학생 주거는 고등교육 접근성과 학

업 유지율을 높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장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는 단순 주거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도 포함한 종합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와 스포츠로 학생들 유대감 증진

‘해외 주거복지 현황과 향후 과제’ 세션의 두 번째 발표

자로 나선 CNOUS의 장 폴 루메가스 국제협력국장은 프

랑스의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정책을 자세히 설

명했다. CNOUS는 직접과 간접 보조를 포함한 사회적 지

원과 학생 주거 환경 개선, 학생 개인의 발전과 독립 독려

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CNOUS는 프랑스 전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ROUS라는 모세혈관과 같은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

어 있는데, CROUS로 연결돼 있는 기관은 총 29개이고 직

원수는 12,700명에 달한다. CNOUS-CROUS는 2016년 

기준으로 대학생들에게 17만호의 기숙사를 제공하고 730

개의 식당을 통해 6천5백만분의 식사를 제공했다.

루메가스 국장은 “프랑스 정부는 대학생 주거 부족 문제

를 해결하고 학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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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거는 고등교육 접근성과 

학업 유지율을 높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장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에는 단순 주거지원에서 

벗어나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도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독일 대학생 기숙사 내부 모습



터 2017년까지 ‘40,000호’ 계획을 추진했다”면서 “학생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올해부터 2022

년까지는 ‘60,000호’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의 대학생 주거 시설은 기본 인프라와 국민성 등으로 인하여 몇가지 특성을 갖는다. 우

선 대학생 기숙사의 특징은 대학의 역사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 점. 루메가스 국장은 “노후

된 기숙사의 편의성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건축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2012년 이후 

18,827실이 재건축되었으며 CROUS 주거 공간 전체를 학생 수요에 맞게 계속적으로 재건축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 부담이 높아 입학부터 졸업까지 기숙사에 거주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과 달리 프

랑스 학생들은 대학 적응기인 신입생 때만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다양한 경험을 위해 자진해서 기

숙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루메가스 국장은 “프랑스 학생들의 평균 기숙사 거주기간은 1.5

년 정도”라면서도 “입주기간은 짧지만 기숙사내 봉사 활동과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

생들의 유대감을 증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입실과 보조금 신청절차를 분리하여 보다 

유연한 기숙사 및 주거형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17

▲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대학생 기숙사

◀ 프랑스 대학생 기숙사 내부 모습



1918

“충남의 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해 후배들에

게 멋진 본보기가 되는 길잡이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201만 충남인의 미래, 충남인재육성재단 류순구 상임이사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주문을 건다. 간절함 덕분

이었을까. 주문이 마법처럼 이뤄졌다. 한 푼 두 푼 모은 기부금으

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그들은 이

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의젓한 선배가 됐다.  

지난 2000년 충남장학회를 모태로 출범한 충남인재육성재단

은 그동안 무려 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지금

도 매년 900여 명에게 꿈과 희망의 젖줄이 되고 있다. 

“흔히들 공부를 잘하거나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인재라

고 하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

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한국장학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류 상임이사는 “사회

에 봉사하고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장학생으

로 선발하고 있다”며 “이들이 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 현장

글 _ 장재훈 기자

전국장학재단협의회 24時 - 충남인재육성재단

  화통한 충남, 
“비전 2030으로 
  더 많은 장학금 쏜다” 

▲충남인재육성재단 류순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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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단은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사

회에 대한 공헌도를 심사항목에 넣어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장학 사업은 공모제를 통해 장

학생을 뽑는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재단의 모토인 셈이다. 

이 같은 기조는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 안 지사

는 기회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도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특화 

시킬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 충남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 사업과 

충남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장학 사업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재능키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상환장학금에서 잘 드러난다. 

재능키움장학금은 본인의 재능을 계발하고자 노력하는 미래발전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가정형편이나 성적은 보지 않는다. 남다른 재능을 가진 학생을 발굴, 지원하는 재

능키움장학금은 자기소개서와 미래계획서, 재능포트폴리오를 재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

해 대학생은 450만 원, 고등학생은 21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원된다.

학자금대출상환장학금에서 월 16만 원의 학사까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상환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라면 충남인재육성재단의 문

을 두드려 볼 만 하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원금을 상환

해주는 학자금대출상환장학금이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만 지원해주는 여타 장

학금과 달리 원금을 상환해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자금 대

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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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탐방장학사업도 큰 인기다. 세계 어느 나라든 학생

들이 원하는 곳에서 2인 1조가 돼 견문을 넓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재단에 해외 탐방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학생 1인당 2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평균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또 다른 히트 상품은 외지에서 유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충남학사’다.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

리는 대학생들에게는 꿈의 공간이다. 그만큼 입사 경쟁을 치열하다. 충남 출신 대학생이면 누

구나 이용이 가능한 충남학사는 지난 2000년 대전에 개관한 이래 연인원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총인원 246명을 수용하는 충남학사는 월 16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숙식을 제공, 학

생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재단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서울 오류동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제2 충남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기금 1000억 조성...

‘학생들과 치맥 파티’ 수요자 중심 운영

충남 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인재육성재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새로운 도전을 준

비하고 있다. 올 3월 취임한 류 이사의 아이디어로 구체화된 ‘비전 2030 프로젝트’는 국내 최

고 인재육성기관으로 도약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학생을 위한 충남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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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학기금 1000억 원 모금. 올해 현재 550억 원 정도인 

장학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다

는 계획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에는 도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가 동력이 되고 있다. 뭉칫돈으로 기금을 불리기보다는 소액기부자들을 

늘려 전체 충남 도민의 인재육성 보금자리로 만든다는 것. 이를 위해 재단은 올

해부터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성역사인문축제나 금산세계인삼엑스

포 등에서 재단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맨투맨식으로 알리고 있다. 류 이사

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느

냐”며 “기금 1000억 원 확보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자신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 진출한 뒤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선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비전 2030의 중요한 포인트다. 재단은 잠재적 기

부자인 장학생이 향후 충남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판단에서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캠프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신 장학생들의 기부행위가 줄은 잇

는다고 한다. 

재단의 최향숙 팀장은 “소액 기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월

급의 30%를 기부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 십만 원에 이르는 목돈을 선 듯 내

놓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선순환도 고맙지만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류 상임이사도 “돈이 없어 영어 학원 한번 못 가던 학생이 장학금으로 공부

한 뒤 동시통역사가 되어 돌아오고 가난한 음악도가 재단의 도움으로 콩쿠르

에서 입상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술회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후배들을 위해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는 사무실에 화통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액자를 걸어 놓을 정도로 소통을 중

시한다. 수요자 중심 장학정책이 가장 피부에 와닿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다. 학생들과 토크콘서트,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장학 사업을 

개발하고 재단에 기부하는 도민들의 숭고한 뜻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가끔 치맥을 쏘기도 하죠. 고등학생들과 미팅 때는 콜라로 대신하고요. 열

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류 상임이사는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확보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기금 1000억 원 확보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학생을 위한 충남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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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웨이보weibo

김들풀   

IT NEWS 편집장

전 세계 국가들이 양자통신 기술을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

신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양자통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수년 내 상용화가 이루어져 관련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도 아래와 같이 양자통신 기술성과를 이루며 양자통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등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역시 삼성전자와 KT, SK텔레콤 등이 관련 분야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인 
양자통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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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웨이보weibo

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2025년에는 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통신이란 무엇인가?

양자통신은 양자(Quantum)들이 가지고 있는 중첩과 얽힘을 이용한 통

신이다. 기존의 통신이 주로 빛을 이용한 전자기파의 파장 또는 진폭이 차이

로부터 통신한다면, 양자통신은 양자 또는 빛의 편광성 또는 간섭현상을 이

용해 정보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통신 방식이다. 양자 암호는 송, 수신자 외

에 외부에서 개입 시 그 순간 암호가 변질되는 특성이 있어 해킹 자체가 원

천 봉쇄되는 차세대 통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로 중첩, 얽힘, 불확정성이라는 3가지 특성

을 갖는다. 그 중 양자얽힘(entanglement)을 이용한 양자통신 원리는 

BBO(Bata Barium Borate) 결정에 레이저를 쪼여서 두 갈래로 광자들이 나

오게 한다. 두 광자는 본래 하나의 광자이므로, 편광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호 관련이 있는 ‘벨쌍’이라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두 광자 중 하나의 편광을 측정해 수평편광(편광의 한 상태)이 나오면, 아무

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나머지 하나의 광자는 순식간에 수직편광(편광

의 다른 한 상태)이 된다. 반대의 경우도 다른 광자의 편광상태가 밝혀지면 

자동으로 나머지 한 광자의 상태가 똑같은 원리로 결정된다. 측정 전에 편광

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빛

보다 빨리 정보가 전달되냐며 펄쩍 뛸 얘기다. 그러나 자연에는 이러한 양자

얽힘이라 불리는 이런 신비한 현상이 실존할 뿐 아니라 본질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일이다. 

그렇지만 이 양자얽힘을 이용해 정보를 초광속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 측정의 결과로 나오는 ‘광자의 편광’은 무작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신 측정을 반복해 나오는 난수의 해석 순서를 난수표(원타임 패드)를 사

용해 암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양자암호의 이론적 기초다.

세계 각국의 양자통신 개발 현황

지난 6월, 중국은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위성 무쯔(墨子・Micius) 호에

서 북부 칭하이성의 더링하에서 1천200㎞ 떨어진 남부 윈난성의 리장 2곳 

간의 과학기지에 얽힘 상태의 양자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연구팀은 

양자얽힘을 이용해 

정보를 초광속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측정의 결과로 나오는 

‘광자의 편광’은 

무작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신 측정을 반복해 

나오는 난수의 

해석 순서를 

난수표(원타임 패드)를 

사용해 암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양자암호의 

이론적 기초다.



현재 사용자를 대상으로 양자통신망 상용화를 위해 양자통신 시범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올 

초부터 50여 개 항목의 테스트를 진행, 약 5만1000건의 정보를 전달해 성공률이 99%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13년부터 560km 거리의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

다. 또 미국 매직큐 테크놀로지(MagicQ Technologies)사는 2003년 120km 거리의 양자암호통

신 시스템을 상용화했으며, 이 회사 양자암호 시스템은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일

도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2015년 144km 거리의 무선양자암호통신 실험에 성공했다. 

일본 NTT 역시 2015년 양자메모리가 없는 장거리 양자암호 전송 이론을 개발했다. 일본 정보

통신연구기구(NICT)도 2010년에 도쿄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JGN2 Plus)를 구축하고, 2012년 

45km 거리의 양자암호화 동영상 전송 실험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무인드론 제어용 양자암호

통신 실험에 성공했다. 이 밖에 스위스 ID퀀티크(id Quantique)가 2002년에 세계 최초 양자암

호통신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북한도 2016년에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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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1일 SK텔레콤이 5x5mm 크기의 양자난수생성 칩을 개발했다. (출처:SK텔레콤 제공)



양자센서 분야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양자 기반 측위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미국 공군연구소도 양자 관성 센서를 이용한 GSP

를 개발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UCSB)에서는 양자점을 

이용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차세대 초민감성 바이오 센서를 개발 중

이다. 영국 애버딘(Aberdeen)대학은 자원탐사용 양자 중력센서 기술을 

개발 중이며,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도 해

군 잠수함용 양자 가속도계와 새로운 항법장치인 양자 나침반 (Quantum 

Compass)을 개발 중이다. 

 

한국의 양자통신 기술 동향

국내 기술은 현재 세계의 양자통신 기술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양자산

업 관련 투자나 전문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이동통신 3

사를 제외하면 양자기술 개발 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SK텔레콤은 2011년 양자기술연구소 설립하고, 2017년 6월 국내 최초

로 양자암호통신 전용 중계 장치를 개발, 분당에서 용인・수원까지 왕복 

112Km 구간의 실험망에서 양자암호키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7월

에는 세계 최소형(5×5㎜) 양자난수생성 칩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K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에 ‘양자통신 

응용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양자암호통신 상용 기술을 공동 연구할 

예정이다. KIST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을 실험실 환

경에서 개발했으며, 2013년 국제양자암호학회(Qcrypt)에서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을 시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캐나다 D-웨이브사의 양자컴퓨터와 

같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처럼 국내도 양자통신 기술 개발에 이통사와 삼성전자의 가세로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양자 관

련 기술 산업 투자 확대와, 그 이전에 기초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양자통신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

부와 기업의 투자 역시도 사람, 즉 인재 양성이 최우선이다. 이제 정책의 패

러다임을 바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재 육성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때다. 

국내도 양자통신 

기술 개발에 

이통사와 삼성전자의 

가세로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양자 관련 기술 산업 

투자 확대와, 

그 이전에 

기초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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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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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웨이서 더 빛나는 그녀...

 패션의 미래를 바꾼다”

동덕여대 모델과

글 _ 이수빈 기자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감성산업의 주역으로, 패션과 

대중문화를 잇는 가교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 

모델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도전

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그런 원석들을 잘 다듬어 세계

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모델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모델 김동수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3

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국장학리뷰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미래지향적 실용 중심 대학을 표방한 동덕여대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꼽히는 모델과를 설명하면서 그는 한국의 패선

산업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전문 인

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으로 패션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

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왔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내 

톱 디자이너들이 동덕여대 출신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도 21

세기가 필요로 하는 개성 있는 모델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동덕여대 모델과는 20여 년 가까이 한국 모델계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처음엔 스포츠학과의 스포츠모델 전공으로 시작했지만 이

후 2004년 방송연예학과에서 모델전공이 신설되고 2006년 공연예술대학 모델과로 독

립했다. 국내 4년제 대학에 정규학과가 개설된 것은 동덕여대가 처음이다. 이로써 모델은 

단순히 보여주는 존재에서 학문적 토대를 기반으로 상업성과 예술성을 넘나드는 대중의 

워너비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모델을 대학교육과 접목시키겠다는 발상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대중들의 인식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기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래지향

적 새로운 여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시 조원영 총장의 결단이 오늘의 동덕여대 모델과

를 탄생시켰다.    

 

세계적인 모델 출신의 교수진과 열망 가득한 학생들의 만남

한국 모델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동덕여대 모델과는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올해 수시 전형에서는 14대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에서 실기반영 비율은 대략 70% 정도. 하지만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는 면접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델과를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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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웨이서 더 빛나는 그녀...

 패션의 미래를 바꾼다”

▲동덕여대 모델과 김동수 교수



하고자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모델의 특성상 외모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보다는 모델이라는 직업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증

명하는 열정과 의지,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고교 때부터 모델 활동

을 한 학생이라면 특기자 전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모델 아카데미와 같은 사설 학원을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 측은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들에게 더 눈길이 간다고 말한다. 김동수 교수는 “흔히들 예체능 분야는 학

원을 다녀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모델과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찾는 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다. 면접 보러 온 학생이 학원 한번 다닌 적 없다고 하면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정도다. 막상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원에서 잘못된 습관을 배워온 학생들이 가장 

어렵고, 학생 스스로도 어려워한다”며 사교육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컬렉션과 SAAF 등 정기 컬렉션과 다양한 패션쇼, 잡지, CF 등에서 활약하는 톱 모델의 산실답

게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꾸려진 교수진 역시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우선 모델과 개설을 

주도한 김동수 교수는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의 세계적인 모델.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 모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성파 모델 김동수 교수. 그는 민주화 열망이 폭발 직전이던 80년대 중반 국

내 모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이다.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평범한 대학생이 길거리서 만

난 한 흑인 모델의 “Are you model?” 질문에 얼결에 “Yes”라고 대답한 것이 계기가 돼 운명처럼 모

델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데뷔해 미국과 프랑스, 이태리를 거쳐 지난 1986년부터 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순희 교수는 하퍼스 바자르(Harper's BAZAAR ) 매거

진 올해의 모델상을 수상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패션잡지 보그, 엘르, 마리클레르 모델로 활동했으며 

SFAA 컬렉션을 비롯 해외 명품 컬렉션과 국내 톱 디자이너들의 쇼를 13년 동안 장식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모델들의 체형 및 자세교정을 가르치는 김혜진 교수는 소메틱필라테스협회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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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했으며 슈퍼엘리트 모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다은 교수는 사진포즈 및 포트

폴리오를 전공했다. 

모델뿐만 아니라, 공연기획, MD, 교수 … 실무중심 교육으로 실력자 양성

모델과에 진학하면 무엇을 배울까? 흔히 런웨이를 시크한 표정으로 걷는 워킹을 생

각하기 쉽지만 공부해야 할 분야는 의외로 넓고 깊다.

우선 학문적 기초가 되는 모델학 개론부터 모델미학, 워킹, 메이크업, 기공체조, 영양

학, 사진포즈, 조명과 카메라 실습, 발성 및 연기, 패션쇼 연출, 미디어와 PR, 엔터테인먼

트 마케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영양학

은 물론 기공체조와 같은 건강한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또 패션쇼 연출이나 기획에 필

요한 지식 습득을 위해 기획안 작성, 프리젠테이션, 언론 홍보 등 대중 예술 분야 멀티

플레이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모델과만의 특화된 교육은 학생들의 취업률 상승으

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학과의 졸업생 취업률은 80% 정도. 최근의 극심한 청년 취업난

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이 같은 실적에는 우선 졸업 후 진로가 다양하다는 게 강

점으로 꼽힌다. 전공인 패션모델은 물론 공연기획자, MD, 예술대학 교수, 잡지 에디터, 

승무원, 뮤직 디렉터, 연기자, 가수, 캐스터, 대학원 진학 등 실로 광범위하다. 활동범위

도 넓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대만, 싱가폴, 홍콩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 하나, 산업 현장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수업,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실무중심 교육

을 진행하는 등 실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풍의 영향으로 동덕여대 모델과에 대한 신

뢰와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부 3학년이면 패션쇼 하나쯤은 거뜬히 연출하

는 탄탄한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 국내 대학 모델관련 학과 교수의 70%는 동덕여대 출

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방송연예계에서는 한혜진, 이성경, 강승현, 이승미 등 스타

급 인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산학(産學)현장 모두를 ‘동덕학파’가 장악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법, 이 같은 결

실을 얻기까지는 학생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와 인내가 요구된다. “쉽게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가졌다면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는 게 좋을 거예요. 겉으론 화려

해보이지만 여로 모로 힘든 조건의 직업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백조처럼 겉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어서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김동수 교수는 충고했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나뭇잎이 절정의 아름다움으로 물들던 11월, 취재차 찾은 모

델과는 마침 중간고사가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런웨이에서 또각 또각 강렬한 존재감과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새로운 도약을 앞둔 찰나의 순간들이 인어의 비늘

처럼 반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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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찾는 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다. 

면접 보러 온 학생이 

학원 한번 다닌 적 

없다고 하면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정도다. 

막상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원서 잘못된 습관을 

배워온 학생들이 

가장 어렵고, 

학생 스스로도 

어려워한다”



돈(화폐)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다. 돈을 원하는 

수요가 많고 공급은 한정돼 있거나 적을 때, 아니면 

돈에 매겨진 이자율(금리)이 높을 때 돈이 돈을 버

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각 통화의 발행과 유통, 금리

까지도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우리가 실제

로 쓰는 돈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발행 주체가 너도

나도일 수 있고 유통도 맘대로 된다면 돈의 양(量), 

통화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의 가치

는 급락한다. 짐바브웨에서 ‘억만장자 거지’가 나오

는 것도 이런 이치 때문이다. 부패한 정부가 독립적

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없애고 돈을 마구 찍어냈고, 

그래서 물가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그래서 억

만금을 내도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

고 있다. 

그런데 실물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제받지 않

은 돈이 발행되고 거래되고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

면서 유력한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가상화폐 얘기다. 

비트코인, 새로이 등장한 투자 자산

가상화폐란 개념이 아주 낯설진 않다. 온라인 게

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던 ‘아데나’를 떠올려 보면 된

다. 실제 지불한 돈과 아데나의 가치는 달리 매겨진

다. 그리고 게이머들은 게임에서 유리한 아이템을 사

기 위해 개인간 실제 돈 거래를 하게 됐고 이런 거래

가 많아지자 이를 중계하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똑똑한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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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KBS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진행자



실물 통화나 아데나나 모두 가치가 치솟는 근

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더 많은 가

치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 말이다. 그래도 실제 

통화는 인간의 욕망이 통화량과 금리, 물가 상승

률(인플레이션율) 등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의 통

제를 받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급락하거나 급등

하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비트코인(Bitcoin) 같은 가상화폐의 경

우는 다르다. 통제하는 제3의 주체가 없다. 그래서 

치솟기도 많이 치솟고 떨어질 때도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

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 오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저물가 저

성장이 새로운 기준이 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되면서 ‘돈을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시

대’가 지난 이 상황도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투자 

수단에 대한 욕망을 키웠다. 부동산이나 금에 대

한 투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이 투자대상의 가치

는 떨어지지 않는다”란 믿음 때문인 것처럼 가상

화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이다. 심지어 지난 

여름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에 디도스(DDos) 공

격을 예고하면서 해커그룹이 요구한 것도 원화나 

달러화가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물론 블록체인이란 기술의 출현은 가상화폐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게 됐다. 비트코인의 거래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거

대한 거래장부라고 해도 된다. 모든 거래자와 거

래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믿음, 

신뢰가 생기게 됐다. 통제권이 거래하는 모든 사

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이 엄청난 네트워크를 ‘일

시에’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에 대한 우려

도 낮아지게 됐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이더리움

(Ethereum),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이른바 대안 비트코인, 알트코인(Alternative 

coin)들도 점차 생겨났고 사람들은 가상화폐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됐다. 전 세계적으론 920종이 

넘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한다. 

거품 생각한다면, 신중 또 신중

거래소들이 생겨 거래도 편해졌다. 한국엔 코인

원(coinone), 코빗(korbit), 빗썸(bithumb) 등이 있

다. 가상화폐가 개인 간 거래였을 땐 거래에 수수

료가 붙지 않았지만 거래소를 통할 경우엔 수수

료가 발생한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11월 12일 빗썸 

기준으로 34만 5550원, 비트코인은 무려 651만 

3000원이었다. 

채굴(mining)을 통해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

다는 말에 혹할 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채굴할 순 

없다.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 컴

퓨터 사양이 매우 고급이어야 하는데다 중국이 

엄청난 컴퓨터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가상화폐 채

굴에 나서고 있는 등 ‘경쟁자’가 너무 많아 성공할 

확률은 낮다. 그래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데 거래

소에 실물통화를 대거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튤립 파동 때부터 그랬듯 

자산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높은 버블(bubble) 현

상은 언젠간 늘 꺼졌다. 

일본의 부동산도, 월가의 주가도 다 그랬다. 물

론 기존 자산들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버블이 더 갈 순 있을 지도 모르

겠다. 그래도 쌈짓돈을 털어 투자를 결심하고 있

다면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보면 별점이 얼

마나 잘 맞는 것인지 알겠다”는 존 케네스 갤브레

이스의 말을 기억하고 조금 더 신중해 보면 어떨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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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대학생들이 받는 장

학금은 대폭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개년 간 대학 장학금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아

울러 한국의 대학 장학금 구성의 특징도 알아보자.

대학 장학금 관련 주요 수치(학부)

215만 명: 2016년 대학 재학생 수

대학 장학금 지급 대상인 재학생 규모는 2012년 222만 명에서 2016년 215만 명으로 4년 새 약 7만 명

(3.2%)이 감소하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실제 수치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2014년도만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전년대비 4만 명 이상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6조 원: 2016년 교내외 장학금 총액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연도로 볼 때, 2016년도의 교내외 장학금 총액은 52%가 넘게 

확대되었고, 교내장학금 증가폭은 11% 수준, 교외장학금 증가폭은 93%를 기록했다. 최근 연도인 2016년에 대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총 6.5조 원 규모로서, 이 중 36%가 대학의 재원으로 지급된 교내장학금이다. 

총 장학금 중 교외장학금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절반 수준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4%

로 총 장학금의 2/3 수준에 육박하였다. 교외장학금의 절대 금액은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의 지속적 확대에 힘

입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2015년부터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총액 관점에서 보았을 

때 총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장학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정책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숫자로 보는 고등교육 동향

한국의 
대학 장학금 현황

팀장 김경철/대리 강민아   

장학정책연구소 연구관리팀

<표 1: 최근 5개년 재학생 수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대비 

2016년 증감(증감률)

재학생수      2,223,798      2,237,608      2,241,229      2,201,153  2,152,491 △71,307 (△3.2%)

증분 (전년 대비) - 13,810 3,621 △40,076 △48,662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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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교외장학금 중 국가 재원의 장학금 비중

2016년에 지급된 교외장학금 4.2조 원은 그 재원 부담주체에 따라 구분했을 때 국가(4조 228억 원, 

95.8%), 사설 및 기타(1,560억 원, 3.7%), 지방자치단체(218억 원,0.5%) 순으로 나타났다. 교외장학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 재원의 장학금으로는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보훈장학금

이 대표적이며, 이중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의 비중은 전체 교외장학금의 89.3%로 나타났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증가 추이

99.4% : 2012년 대비 2016년 재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 증가율 

교외장학금의 급격한 증가로 ‘재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2012년 97만 9천 원에서 2016년 195만 2천 

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재학생은 4년 사이 약 2배의 교외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재학생 1인당 교외장

학금’은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덕분에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2015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이는 앞

서 언급한 대로 등록금 관련 장학금 충당률에 대한 정책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4.4%: 2012년 대비 2016년 재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증가율 

‘재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은 2012년 95만 9천 원에서, 2016년 109만 8천 원으로 약 14.4%가 증가했

다. ‘재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증가율이기는 하나, 연도별로 소폭의 증가 추세

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내장학금 지급에 대한 대학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학 장학금 현황

에 대해 살펴본 위의 내용이 예비대학생, 대학생, 학부모, 대학 및 정책결정자 등 관계자 그룹에게 향후 

지속가능한 장학금 지원방향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본다. 

<표 2: 최근 5개년 교내외 장학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년대비 

2016년 증감(증감률)

 교내장학금 (A) 2,133,537  2,219,470  2,332,006  2,336,012  2,363,409  　　

 증분 (전년 대비) 　 85,933 112,536 4,006 27,397    229,873 

 증가율 (전년 대비) 　 4.0% 5.1% 0.2% 1.2% 10.8%

 비중 (A/(A+B)) 49.5% 42.0% 38.1% 36.2% 36.0% 　

 교외장학금 (B) 2,176,858 3,070,828 3,795,485 4,116,389 4,200,599 　

 증분 (전년 대비) 　 893,969 724,657 320,905 84,210       2,023,741 

 증가율 (전년 대비) 　 41.1% 23.6% 8.5% 2.0% 93.0%

 비중 (B/(A+B)) 50.5% 58.0% 61.9% 63.8% 64.0% 　

 교내+교외 (A+B) 4,310,395 5,290,298 6,127,491 6,452,401 6,564,008 　

 증분 (전년 대비) 　 979,903 837,193 324,911 111,607    2,253,613 

 증가율 (전년 대비) 　 22.7% 15.8% 5.3% 1.7% 52.3%

<표 3: 2016년 교외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년 교외장학금 현황

금액 비중

국가 재원 4,022,818 95.8%

지방자치단체 재원 21,825 0.5%

사설 및 기타 재원 155,957 3.7%

교외장학금 합계 4,200,599 100%

※ 위 글의 자료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대학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지난 10월 25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과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가 울산광역시청 회의실에

서 ‘울산 지역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참여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재단-지자체 3자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울

산에 주소를 둔 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4세 이하 부실채무자까지 신용 회복 지원

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울산에 주소를 둔 대학생 중 소득 8구간(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학자금 대출분에 대한 당해 발생 이자를 지원하며 10월 18일부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

go.kr)에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안양옥 이사장은 “타 지자체에 대해서도 청년 부실채무자 경제적 신용 회복 지원 및 대학생 이자 지원을 확대하

고,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실채무자를 지원하는 동시

에 국가 교육 근로장학 등 다양한 청년 취업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난과 생활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재단 소식

한국장학재단-울산광역시,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및 

대학생 이자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천만 원 지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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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오른쪽)과 울산광역시 김기현 시장, 울산과학대 심협성 총학생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장학재단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Blizzard Entertainment, Inc. www.blizzard.com)가 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2017 블리자드 Realize Your Dream’ 해외탐방 프

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업계의 선두주자인 블리자드는 

2010년부터 우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는 한

국장학재단과 함께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탐방 프로그램 

‘Realize Your Dream’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5명의 블리자드 

푸른등대 기부장학생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장학생들에겐 총 4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200만 원씩 2개 학기 지원)과 더불어 

‘Realize Your Dream’ 프로그램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11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세계적인 게임 축제

인 ‘2017 블리즈컨’ 행사를 참관하고, 블리자드 본사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들은 

현지 개발자와 아티스트들과 함께 소통하며, 게임산업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직업 체험 기회 등의 값진 경험을 갖게 될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블리자드 ‘Realize Your Dream’은 게임산업 분야에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블리자드

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10월 23일, 한국장학재단은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학

자금 대출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어 전국 권역별 대학

의 대학생들과 학자금 대출 정책의 기획 및 개선방향에 대

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희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신구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전국 권역별 

대학의 학자금 대출 대학생 17명과, 안양옥 이사장을 비롯

한 재단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한 대학생들은 조건 변경 이용횟수 확대, 학자금 대출 심사 프로세스 개선, 지자체 이자 지원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용

어 변경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재단은 “현재 계좌별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상환방법 변경을 2회로 확대하고, 학

자금 대출 심사 프로세스 중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국장학재단, 블리자드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해외탐방 발대식 개최

전국대학 권역별 대학생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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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블리자드 Realize Your Dream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중앙)과 전국 권역별 학자금대출 대학생들



PB36

Q  소득구간(분위) 산정 완료 시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소득구간(분위) 결정 후, 신청자(대학생)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및 학부모의 휴대전

화로 통지됩니다. 

        (단, 수신 거부자, 기혼자, 학생 연령 만 35세 초과자의 경우 학부모 통지 제외됩니다.)

     ●  학생 본인의 경우 홈페이지 > 장학금(또는 학자금 대출) >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

득구간(분위)확인에서 산정 내역 정보(소득, 재산 및 부채의 합계액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우 홈페이지 > 장학금(또는 학자금 대출) > 소득구간

(분위) >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상담

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동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에게는 소득구간(분위), 소득인정액 및 해당 가구원의 

개인정보(소득, 재산 및 부채의 합계액 등)에 한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당해 학기 소득구간(분위) 결정 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증명서 발급 방법

Q  학자금 대출 이용 후 관련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 인증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

킹 >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 증명서 발급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 종류는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제확인서, 대출원리금 상환증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용), 학자금 지급 증명서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를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

출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시 : ①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웹)팩스 : 1811-3923(본인 신청 시에 한 함, 대리인의 경우는 우편접수만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①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위임장, ③인감 증명서(원본), ④신청인 

신분증 사본, ⑤채무자 신분증 사본[우편 발송]

         - 주소 :  (41200)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증명서 발급 담당자 앞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 :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건의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어 발급 가능

합니다.  

톡톡 장학상담실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는

학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

된 수많은 궁금증이 모이

는 곳이다.

고객센터에 많이 접수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