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회계법인  

교육산업 전문화팀

대학 Advisory Service



삼일회계법인은 1971년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서 3,000여 명의 

분야별·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최고 수준의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서비스, 세무자문 

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전사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00여 명으로 구성된 최적의 교육산업 

전문화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산업 전문화팀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컨설팅 

경험이 있으며, 사회공헌을 위한 지식기부 활동으로 정부 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교육산업 전문화팀 소개

삼일회계법인은 다변하는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학교의 최적의 비전 전략과 성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교육산업 전문화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 적합성 및 

풍부한 관련 업무 

수행 경험

교육산업 전문가의  

최적화된 방법론에 

의한 자문 수행

대학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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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es it matter?
대학경영 Advisory의 중요성

대학을 둘러싼 정책 변화에 따른 

대학운영 변화의 필요

교육수요 감소로 인한 

학교 간 경쟁심화 및 재정부담 증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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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소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Advisor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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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ISSUE 주요 서비스 로드맵

대학 ISSUE별 주요 서비스 로드맵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3
학사제도 개편 p.12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p.14

교육과정 설계 p.12

안정적 재정지원사업  

선정

4
(기본역량진단) 헬스체크 p.6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p.14

(특수목적지원사업) BK21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일반재정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보고서 작성 자문

학생 충원율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사구조 혁신 

1
적정정원 산출 p.8 학과평가 p.10 학사구조 개편 p.10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원 조정

2

적정정원 산출 p.8

교·직원 적정운영규모 도출

MBO 등 성과관리체계 개선

인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급여체계 개선

주요 서비스와 교육부 대학혁신정책방향 관련성

4대 정책방향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 변화 대응  

대학 체제 혁신

7대 혁신추진과제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 규제혁신
투명성·책무성 

강화
평가혁신 체제혁신

관련  
페이지

주

요

서

비

스

헬스체크 ● ● ● ● ● P. 6

적정정원 산출 ● ● ● P. 8

학과평가 ● ● ● ● P. 10

학사구조 개편 ● ● ● ● P. 10

학사제도 개편 ● ● ● ● ● P. 12

교육과정 설계 ● ● ● ● P. 12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 ● ● ● ● ● P. 14

수요자 만족도조사 ● ● ● P. 16

대학혁신지원사업 자문 ● ● ● ● -

BK21사업계획서 자문 ● ● ● -

수익용 유휴부지 개발 및 

수익용재산 활용 방안 마련
● ● -

低 → 高
● ●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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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산업 전문화팀은 대학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대응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조직 및 행정, 구조조정, 통합 등 대학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컨설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1

Health Check 

02

적정정원 산출                 
(재정 기반)

03

학사구조개편 및  
학과경쟁력 강화

04

학부교육  
개선방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비 주기적, 상시적 

Monitoring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개선 지원

대학의 재정위기 및 각종 

평가의 충원율 지표 비중 

강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위한 대학의 지속 가능한 

적정 정원 제시

학령인구 감소 및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 위한 학문단위 구조 

혁신 자문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목적,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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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 분야 • 대학 및 법인간 통합 자문

• 부동산개발 전략 수립 

• HR, 조직역량 강화 자문

• 국외분교 설립 등 해외진출 자문

• 산학협력 활성화 자문

•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 자문

• 대학재정지원사업계획서 자문

• 교육원가 산정

0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06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07

재정건전화 

08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지원

재정지원사업 선정, 3주기 

평가 대비 등 외부 정책에 

대응하고 대학의 지속발전 

위한 성과기반 발전전략 수립

수요자 중심의 대학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시행

대학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교육투자 최적화 위한 

수익극대화,  

비용효율화 방안 제시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유망 자회사 발굴 및  

성장 지원 및  

Exi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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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ealth Check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에 대비하여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기본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How we can help
제공 가능한 서비스

주기적, 상시적 Monitoring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적극적 개선 조치 필요

3주기 평가의 대상 기간(18년~20년)에 대한 체계적 실적 관리 필요

변화하는 지표에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가능 System 필요

•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진단

•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지역사회 협력·기여 → ‘발전계획의 성과’ 항목에 통합

• 구성원 참여·소통, 계획 진단 → 실적 진단, 대학구성원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우수사례 포함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안’ 발표… 

“대학자체 혁신 지원”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대상 선정”

KBS News, 2019.8.14

대학 정책 Milestone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2020학년도

보완평가(*해당 학교)

2021학년도

3주기 평가

지속적 개선 노력 Acting

DB화를 통한 양적, 질적인 개선 실적 관리

이행점검: 매분기 1회 1주일 방문 점검

분석, 이행과제 도출, 이행계획 수립

이행과제 점검

대학의 대응

대학정책에 선제적 대응

객관적인 Advisor, Reviewer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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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방안 

● 수행 프로세스

역량진단 결과 분석 이행과제 도출 이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평가항목별 미비점 도출

보완방향 검토

보완방향에 따른 과제 도출

이행과제 정의서 작성

세부추진 계획 수립

점검 Tool 작성

분기별 이행사항 모니터링

(1주일 방문 점검 실시)

역량진단 예시 이행과제 정의서 예시 점검 tool 예시

ILL
USTR

AT
IV

E

ILL
USTR

AT
IV

E

ILL
USTR

AT
IV

E

● 대학 기본역량진단 TFT   영역별 보고서 작성

● SAMIL    보고서 작성 자문

3년간(18~20년) 개선사항 

이행 내용을 취합하여 3주기 

기본역량진단보고서 작성 자문

● SAMIL 요청자료리스트 송부, 학교 자료 분석 및 체크리스트  

  영역별 담당자 인터뷰 

● 주관부서 각 부서 자료 취합, 인터뷰 대상자 및 일정 조율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를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학교의 역량 진단, 개선방안 제시

● 각 부서 지적받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행, 이행 여부를 기획팀에 보고

● 주관부서 각 부서의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주기적으로 이행 촉구,  

  각 부서의 진행률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 SAMIL 개선사항 이행 수준의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이행 여부 지속 점검 

(학기별 또는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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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정 정원산출(재정 기반)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지표서 신입·재학생 충원율 20%로 대폭 확대

“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비중 확대…대학 자체 적정 규모화”

뉴스핌, 2019.8.14

대학 정원 자율감축 방침…교수 구조조정 갈등 심화되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학과 맞서려는 교수 간 갈등이 첨예해질 것”

NEWSIS, 2019.8.16

대학의 재정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인건비, 관리비 인상

각종 평가의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비중 강화

① 현 재정 수준 유지 가정 시,  

대학이 지속 가능한 최소 정원은?

② 정원 감축 수준별, 재정 감축  

필요 규모는?

③ 학생 충원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는? (교직원 및 전 구성원)

우리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적정한가?

신입생 충원의 노력과  

재학생 관리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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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can help
제공 가능한 서비스

1. 실제 충원 학생 수 > 손익분기 학생 수 대학이 지속 운영 가능 한 최소정원, 최대정원 제시

2. 실제 충원 학생 수 < 손익분기 학생 수 지속 운영 불가능

재정 감축(교·직원 수,  

급여체계 조정 등) 필요

재정 감축 수준별, 최소정원 도출

● 정량적 적정정원 산출 Simulation (Minimum line)

재정감축 필요(교·직원 수, 급여 체계 조정 포함) 현 수준 유지가능

모집정원

수입

지출

손익분기점

① 교원, 직원 적정 운영규모 도출, 명예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② 급여체계 개선 (성과급·연봉제 도입, 보수 규모 조정 등)

③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 적정 정원 산출과 연계된 추가 서비스

학생충원율을 향상시켜 적정 정원 범위를 올릴 수 있는 Motivation 필요 

합리적 분석에 의한 적정 정원 제언

실행을 위한 Advisory 제공

자율 감축 대상 정원

적정 정원 범위

모집정원

최대정원(Maximum line)

최소정원(Minimum line)

① 권역 내 경쟁대학 비교 분석: 보유학과 현황·주요 지표 경쟁력

② 지역 산업 동향 분석

③ 인력 수급 동향 분석

④ 내부 역량 분석: 보유 학과 경쟁력·재정 투자 가능성

⑤ 학과 통·폐합 및 신설 가능성

신입생 충원율  

100%기대 가능한 

최대 정원 규모  

산출

● 정성적 적정정원 산출 Simulation (Maximum line)

정성적· 

정량적 평가



10    삼일PwC

03 
학사 구조개편 및 학과 경쟁력 강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정원규모 산정 및 

학문단위 구조조정  

불가피

정원감축 

압박하는 교육부… 

대학들 치열한  

눈치싸움 예상

“대학별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 진통 예상”
NEWSIS, 2019.8.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공과정 설계 등 

학사구조 혁신 필요

모집단위 계열화 및  

광역화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

● 환경 변화에 따른 학사구조 혁신 필요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교육과정 개선 Needs 증가

직무역량의 변화 조직구조의 변화

• 공유경제와 온디맨드경제 

성장

• 이종학문간 융·복합산업 

증가

• 전문기술직 수요증가

• 단순직 고용 불안전성 증가

• 산업군별 노동시장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인재상을 기반으로 육성
이종학문 간 융·복합 교육 필요

실무위주(프로젝트, 문제기반,  

팀, 서비스러닝 등)의  

커리큘럼 구성

• 복합문제해결능력의 요구

• 직무역량 안정성 변화

• “역량” 중심의 교육시스템 

요구

• 인간중심의 조직운영

 - 인간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

 - 고유한 성과책임을 감당

 - 협의 문화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문단위 통폐합, 유망 학과 신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학 Advisory 서비스    11

How we can help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유망산업 중심 학과 신설 방안 수립

4차 산업혁명, 정부 정책, 경제상황 등 외부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산업 

중심 학과 신설 방안 마련

내부자료 분석

학과 평가 지표 선정

타대학 사례 조사

학과 평가 절차 확정

인터뷰

학과 평가 결과  

도출 및 분석

개선방안 도출

학과 평가 결과 활용

학과평가 시행 계획, 학과 

평가 결과 자료 등 검토

학과평가 우수 대학 

사례 검토

학과평가 담당자, 학과평가 

대상자 등

현황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학과평가를 통한 단과대학 및 학과 경쟁력 강화 

1. 기존 학과평가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2. 지속적인 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과평가체계 수립

● 학사구조개편 방안 수립

학사구조진단, 학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학과 구조조정 방안 마련, 연차별 로드맵 마련, 후속조치 단계를 통해 학사구조개편 

방안 수립

학과별 경쟁력 일반대 운영 적합성 내부자료 분석

• 학과평가 결과

• 지표 경쟁력 분석

• 산업수요전망, 하향취업비중

• 타대학 구조조정 흐름

• 경쟁력 분석 학과발전계획 

검토에 따른 하위학과 선정

• 학과별의견수렴

학사구조 진단

학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학과구조조정  

방안 마련

학과 발전계획 검토

• 학과 발전계획 수합

• 학과 차원의 자구노력 검토

대안탐색 및 벤치마킹

• 경쟁력 강화 방안 탐색

• 우수학과 벤치마킹

연차별 로드맵 마련 후속조치 방안 마련

• 2019~2024 연차별 학사구조 개편 로드맵 • 리스크 관리

로드맵 마련 및  

후속조치

대학구조개혁계획검토

• 학과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 

목표 수립

구조조정방안수립 (학과별 Final Goal)

• 유지정원 감축 통합폐과

Illu
str

ati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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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부교육 개선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부교육 개선

교육부 학사유연화 방침 대응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How we can help
제공 가능한 서비스

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 해소… 대학혁신 방안 발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 유연학사제도 확산”

KTV 대한뉴스, 2019.8.6

유연학기제·전공선택제…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법적 허용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도입, 전공자율선택제도 강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한국대학신문, 2017.5.2

학과구조개편과 연계된 학사제도 운영 체계 구축 및 사회수요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기초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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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제도 개편

Step 1.  

학사제도 현황분석

학사제도 개념 이해

이수학점 분석

졸업시험 유형 분석

전공교육과정 유형 분석

Step 2.  

정책분석 및 타 대학 벤치마킹

타 대학 벤치마킹

학사제도 관련 정부정책 분석

대학 교육 관련 패러다임 변화 분석

학사제도 개편 방향 시사점

Step 3.  

학사제도 개편 방안 수립

학사제도 개편 전략

트랙제 등 운영방안

학과 유형별 운영방안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교육과정 내부현황 분석 • 전공·교양·비교과 현황 분석

학부(과) 발전 방향 • SWOT 분석·학과 발전 방향 설정

학과 현황 분석

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 학점이수 기준

• 학과경쟁력

• 학과 역량체계 분석

• 교과목 분석

• 교육과정 개편 운영 성과 분석  

(대학, 학과, 학생)

취업분야 설정

• 산업수요 분석

• 졸업생 취업분야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커리큘럼 개편 방안

교양교육과정 현황 분석

•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 운영 조직 R&R 분석

• 교양 교육과정 체계 분석

타 대학 벤치마킹

• 교양교육과정 운영 조직 분석

• 교양교육과정 체계 분석

교양교육과정 개편방안 수립

• 교양교육과정 목표, 추진전략 

재수립

• 교양교육과정 구성체계 및 운영 

체계개선

• 트랙제 등 설정

• 세부 핵심역량 모델 수립

• 교과목 설계

• 교육과정 운영 방안 수립

비교과교육과정 현황 분석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 비교과교육과정 추진체계 분석

• 비교과교육과정 분석

타 대학 벤치마킹

• 비교과교육과정 추진체계 분석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조직 분석

비교과교육과정 개편방안 수립

• 비교과교육과정 체계 수립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방안 수립

• 신규 비교과교육과정 안 제시

교육과정 

조사 및 분석

교육과정 

개편 방향 

수립

교양

교육과정

개편

전공

교육과정

개편

비교과

교육과정

개편

성과분석

및 환류

교육과정 외부환경 분석 • 산업동향 분석·인력수급동향 분석·타 대학 벤치마킹

역량모델링 • 필요 역량 선정·역량 정의·역량모델 제시

교육과정 요구 분석 • 학과장 등 인터뷰·이해관계자 설문 (교수, 학생, 산업체)

● 교육과정 개선/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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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일반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예정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교육 혁신의 초점은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경향신문, 2019.8.6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안’ 발표…“ 

대학 자체 혁신 지원”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대상 선정”

KBS NEWS, 2019.8.14

● 2021년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교육부 대학 혁신 정책방향 중 교육 혁신 방향 고려 필요

• 융합교육 활성화 (학사구조 개편, 학사제도 개선)

• 미래 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대응 및 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수립·고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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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can help
제공 가능한 서비스

●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평가  

공동 활용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대내외 여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의 혁신비전 및 중장기 발전 목표 수립

•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 혁신 전략 수립

• 종합 재정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수립

•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건학이념, 인재상, 대내외 여건 분석,  

대학 현황 등 고려하여 학교 전략이 

추구하는 본질적 방향 설정

Strategic intent
(비전, 중장기 발전 목표)

Progress 
KPIs

Performance 
KPIs

Strategic goals
(전략 목표)

Strategy
(대학 혁신 전략)

Operational plans 
and budgets

(예산, 조직 등 실행 계획)

Results
(성과관리 System, KPI)

•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 목표 명확화

• 학교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전략 설정

• 국비, 교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 적절한 연차별 예산 배분

• 합리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타당성 높은 성과지표 설계

구 분 교 육 연 구 산 학 협 력

학부 대학혁신지원

자체 재원 자체 재원

LINC+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지원)

지자체

(지역인재 육성기금)

대학원

자체 재원
산업통상부

(산업 전문인력 양성)

BK21 플러스

대학혁신 지원 대학혁신 지원

대학혁신 지원
과기정통부

(R&D)

거버넌스 자체 재원 자체 재원 LINC+

● 종합재정투자계획 수립

●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 수립 
범례    순위

High 5

4

3

2

1

0 1 2 3 4 5
Low

Low High

실현
가능성

중요성

Illustrative

우선 
순위

세부사업
번호

중요성
실현  

가능성
평균

우선순위
그룹

① 3-1-3 4.9 3.5 4.2

최우선 
과제

② 1-1-2 4.7 3.5 4.1

③ 2-1-1 4.5 3.5 4.0

④ 3-2-1 4.5 2.9 3.7
우선 과제

⑤ 4-3-1 3.7 3.2 3.5

⑥ 4-1-2 3.9 2.9 3.4 차우선 
과제⑦ 3-2-2 3.7 2.7 3.2

분야 '19 '20 '21

예산 투입계획

자체
교육
부

정부
지자
체

1. 교육
1-1-1 60 70 80 

1-1-2 100 110 110 

2. 연구
2-1-1 95 95 100 

2-1-2 30 30 40 

3. 산학협력 3-1-1 50 40 40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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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과 그 수준을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 제공을 위한 대학 운영 체계 

구축 필요

수요자 중심의 대한 운영을 위해 수요자 needs 이해  

→ 합리적 분석  

→ 효과적 개선 필요

교육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대학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

개선 효과 측정

합리적 분석

효과적 개선

수요자 중심의 대학 운영 체제 구축

공급자인 대학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선택의 

중심축 변화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 ‘선발’에서 ‘유치’로 변화

• 수요자 특성 다양화

기본역량진단평가 등을 통한 차별적 지원

•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대학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필요

대학 환경 변화

● 수요자 중심의 대학 운영 체제 구축 필요

수요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개선 노력의 

효과는 무엇인가?

수요자들은 얼마나 

만족하는가?

수요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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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can help
제공 가능한 서비스

Stage 1

조사설계

Stage 2

조사 실시

Stage 3

조사결과 분석

Stage 4

개선사항 도출

• 모집단 및 목표 표본 확정

• 설문지 구성 및 내용 확정

• 조사 프로세스 및 전략 확정

• 설문지 배표

• 응답상황 모니터링

• 설문참여 독려

• Data 검증 및 처리

• 통계 분석

• 종합 분석

• 영역별 개선 이슈 도출

• 개선 이슈별 효과성 분석

• 개선 전략 도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변수요인을 

선별하여 각 대학에 최적화된 조사 모형 개발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Mobile, Web, 

Paper, Fax 등 조사 대상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구 개발

전체 만족도, 만족도의 선행요인 및 성과요인  

비교를 통해 대학 만족도 향상 방향 설정

측정 요인의 수준 미 수요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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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정건전화

● 대학 재정 위기
‘신입생 모시기’ 나선 대학들…학령인구 급감에 ‘비상’    SBS 2019.08.14

[사설] 11년째 등록금 동결, 재정위기 대학에서 良質의 교육 가능할까 교수신문, 2017.6.30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  연합뉴스, 2017.7.21

● 극복 방안

“
재정건전화

필요

”
수익 극대화

비용 효율화

● 대학의 고민

수익 창출 한계 봉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2018학년도, 전국 평균 기준

69.3%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2.8%

학교운영 

경비부담률

70.5%

등록금

의존률

61.2%

학령인구 감소 (단위: 천 명)

입학정원

인구절벽

입학자원

521

498

2017 202320222021202020192018

대학정원 > 학령인구

506

“2022년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록금 동결 & 입학금 폐지 (단위: 천 원)

2017 20192018

6,562 6,595 6,605

1인당 수업료 인상 정체

관리비 & 인건비 부담 증가

고정비 성격 지출 

부담 지속 증가

인건비 부담

지속 상승

2015 20152017 20172016 2016

95.8%

98.6% 101.8%

71.2%

73.7%

76.3%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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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효율화 ● 수익 극대화

Why Samil?
전문성과 경험

How we can help
제공 가능한 서비스

예산수립·집행 효율화

• 우선순위 설정, 선택과 집중

• 낭비 요소 제거

• 사업별 예산 관리 제도, 총액 예산제도 등 체계적 관리 

(필요시 IT 시스템 구축)

인건비 효율화

• 성과·역량 기반 보수 제도 구축

• 평가제도 개선

내부관리 강화

• Monitoring 강화 (내부감사, 내부통제제도 등)

• TAX 절감 (산학협력단)

법인 재산 활용

•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 수익사업 활성화

교육 역량 활용

• 지역사회 협력 강화

• 평생교육 활성화

• 성인교육·재교육 제공 등

연구·산학 역량 활용

• 연구·산학협력 활성화

• 지적재산권 활용 강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성장지원, IPO, M&A 등

프로젝트 우수 사례

지방 소재 A대  

‘재정 진단 및 운영계획 수립 프로젝트’

단기적 접근 장기적 접근

BEP 달성 방안 

도출

재무적 지속 운영 

가능성 확보

사업별, 항목별 조정 

예산안 조정

총액예산제도, 

자율책임 경영제도

“삼일회계법인은  

대학전문성과 

회계전문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기관”

대학 회계/재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다수의 대학컨설팅 경험

회계/재무/세무 전문가 집단

유사 용역 수행 경력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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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지원

Why it really matters
서비스의 필요성

● 기술지주회사의 고민

● 극복 방안

VC, Agel 등 투자자 

Network 확대

외부자본과의 

Network 부족

투자유치 및  

M&A 전문성 강화

투자유치 및 

M&A 경험 부족

자회사 관리 및  

성장 지원 체계화

유망 자회사 발굴 및 

성장 지원 한계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현황 ● Venture capital 신규 투자 추이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의 

matching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화 및 성장 자금 부족

•••

투자회수(Exit)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성과창출 부진

'08~'16 누적

투자회수(EXIT) 외부 투자유치

 

57社 

 162억원

 

830억원

지주회사 수 자회사 수
자회사 평균 

매출액('17)

 

63社

99개 대학
624社 3.9억원

Mismatch
2015 2019.62018.6201820172016

20,858

1,045

21,503

1,191

23,803

1,266

34,249

1,399

16,327

721

18,996

826

금액

업체 수



● SAMIL의 역할

삼일PwC의 Deals 그룹은 M&A 

자문, 실사 및 가치평가, 재무모델 및 

사업타당성 평가,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F(Corporate Finance)  

기업금융 및 M&A 자문

국내외 네트워크, 전문적인 기업 

분석 능력, 다양한 M&A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및 사업 부문의 인수·

매각 및 적정가격 산정, 자금조달, PE

를 위한 Deal sourcing 및 Exit 자문 

등을 비롯하여 인수·합병과  관련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적 재무자문을 

제공합니다.

TS(Transaction Services)  

인수 및 매도 실사 자문

풍부한 실사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재무 실사 업무 

이외에 현금흐름 분석, CF/WC 

Normalization, Tax, Commercial, IT 

실사, PE를 위한 실사 자문 등 의뢰인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실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aluation 재무모델 구축 및 

사업타당성·가치평가 자문

회사 및 프로젝트의 재무모델 구축, 

PwC Global의 전문적인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과 사업의 유·무형 가치를 평가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82억  

2019년 반기 기업인수, 매각자문 규모

500여 명의 

회계·세무 등 전문가

Rank Advisor Deal Count

1 Samil PwC 53

2 Credit Suisse 6

2 Citi 6

2 KPMG 6

5 Morgan Stanley 5

Why Samil?
전문성과 경험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유망 기술 사업화

투자자와 기술지주회사 연결

VC, Angel 등 Investor

유망 회사 투자

기술지주회사의 유망 자회사 성장지원

자금부족 자회사 Funding 지원

IPO, M&A 등 EXIT 지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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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이사 대표번호

010 3683 5282 
chonghwalee@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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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부장

010 9300 3750 
sagykim@samil.com

• 대학인증기관 평가 심사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심사위원회

• 서울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위원회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 대학설립ㆍ이전 심사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 권역외상센터 설치 심사위원회

• 학교기업 지원사업평가위원회 등

• 대학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유치원교육 지원방안 연구

•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비 연구

• 사학구조조정 효과와 문제점 연구

•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연세대,  

인하대 등 다수 자문

• 대학캠퍼스 이전에 관한 연구 등

• 사립대학 회계감리 방안,  

사립대학 회계기준 연구 등

 주요 사회공헌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