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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발의, “비리사학 철퇴법” 국회 교문위 통과
- 20일, 비리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통과
- 유 위원장, “비리 축재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

□ 비리사학을 엄단하고 재발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20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 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폐교 되더라도, 관계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재취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라는 서남학원의 이홍하 이사장의 경우, 서남대에
대한 교육부의 해산 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300억 원이 넘는 횡령금액을 탕감
받게 된다. 또한 그 잔여재산 역시 부인과 자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어 교육부가 비리사학의 재산을 보전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폐단을 막고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가

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 위원장은 “사학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비리로
얼룩진 일부 사학의 경우 국민들의 지탄이 되어 온 것이 사실” 이라며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인데도 지난 9월 발의 후 통과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사학이 성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고 소회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서, 교육계의
적폐로 자리 잡은 사학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