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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DEVELOPMENT >> 발행인 칼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에“대학구조개혁방안”을발표하고, 2005년부터고등교육의

구조개혁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고등교육에대한재정지원의규모는GDP대비

2.7%로서 OECD 국가평균치 1.8%에비하여높은수준이다. 그러나정부의지원은 0.4%로

서 OECD국가평균치의 50%이다. 고등교육투자의 85%는민간부담에의한것이다. 고등교

육에대한정부의지원을보면, 약 70%가국립대학의운 비로쓰이고, 30%정도가고등교육

의개혁과발전을지원하기위한목적지원사업에쓰이고있다. 여기에는연구중심대학육성

을 위한 BK21 Project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등이포함되어있다. 

대학의구조개혁차원에서볼때, 고등교육재정은두가지측면에서검토를요하고있다. 하

나는고등교육재정그자체에대한개혁의문제이고, 다른하나는대학의구조개혁을지원하

기위한방법으로서고등교육재정을활용하는문제이다. 

고등교육재정측면에서볼때, 국립대학의운 방법은개선을필요로한다. 국립대학의경

쟁력을높이고, 특히지방의거점대학의위치에있는지방소재국립대학이지역혁신센터의역

할을수행할수있기위해서는국립대학의운 이새로워져야한다. 이를위해국립대학에대

한재정지원방식과대학운 방식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대학운 의자율성과책무성을제

고하는방향에서재정지원방식의개선이요구된다. 일본의국립대학의법인화개혁과대학의

통합은새로운변화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대학의구조조정을위한대학의자율과책임

이종재│한국교육개발원 원장, cjlee@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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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대학이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
진하며, 법·제도의정비, 재정지원확대, 대학정보공시제, 대학평가등다양한
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추진하고자하는대학의개혁과구조조정을위해정부가해야할일과대

학이해야할일을구분하고, 서로협력하고지속적으로추진하는개혁의과정이필요하다. 대

학의개혁과구조조정은우리가하고있는일을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기대수준에미달하는

부분을잘라내기도해야하는때로는힘들고고통스러운과정이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대학의구조조정과개혁에대한방법론이설정되어야할것이다. 대학의개

혁과구조조정의주체는대학이되어야할것이다. 정부가해야할일은대학이이러한일을

해낼수있도록유도하고지원하는일이될것으로전망한다. 이점에서고등교육재정지원과

운 방식은정부가대학개혁을하기위한중요한방법이될수있다. 

재정운 을통하여대학의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해서는이것을뒷받침하는“상황조건”을

구비해야한다. 이조건으로서, 우리대학의실상을공개하고, 대학의실적을평가하고, 그리

고대학간에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주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사업의성

과에대한평가가강조되어야한다. 또한, 국립대학의구조조정은대학에자율성과책임을부

여하는체제로나아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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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표준화 정책의 종합적 검토

>> 평준화정책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

>> 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에미치는효과 >> 평준화정책과학교운 의자율성

>> 고교평준화정책의사회적 향분석 >> 경제학적시각에서본평준화정책의효과

30여 년 동안 고교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온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롯

하여 하여 교육효과, 특히 학업성취 효과, 학교운 의 자율성, 사회적 향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 등에 대

해 다룬다.

PROJECT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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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의표집은지역별학생수와표집규모를고려하여다

단계 비례 유층 군집 표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04년 10월현재전국의중학교와실업계및특수목적고를포

함한고등학교200개학교에재학중인학생(8,000명)과그학부

모(8,000명), 그리고해당학교에근무하는교사(4,000명)를포함

하고있다.@ 

설문조사에대해학생7,374명, 교원3,215명, 학부모6,789명

등총 17,378명이응답하여회수율86.9%를나타냈다. 전체적으

로최대표집오차는95% 신뢰구간에서±0.74%이며, 각집단별

로는학생±1.14%, 학부모±1.18%, 교원±1.71% 이었다. 

본 설문조사의결과는 SPSS 12.0 프로그램을통하여분석되

었으며, 빈도, 퍼센티지, 평균과표준편차가문항별로분석되었으

며, 집단 간의견의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대부분의문항들은

x²(Chi square)분석을실시하 고, 필요한경우ANOVA를통하

여집단간평균차이검증을실시하 다. 

고등학교 교육일반

①고등학교교육의이념

먼저, 고등학교교육의이념중에서누구에게나공통된교육을

제공해야한다는의견은46.1%, 개인의능력에따라다른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은 51.8%로 나타나 공통 교육보다는 능력

에따라다른교육을해야한다는의견이약간높게나타났다. 그

러나평준화를찬성하는사람들은 56.8%가공통된교육을지지

한반면평준화를반대하는사람들은 25.8%만이공통된교육을

지지하고있어교육의이념에대한견해차이가평준화정책에대

한선호도차이로연결됨을알수있다. 

학생과 교사는 능력에 따라 다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9%, 57.6%로더높은데비해학부모의경우는공통된교육을

해야한다는의견이51.3%로반수가넘게나타났다. 학부모들중

에서는특히자녀의성적이중간수준일경우공통교육을더지

지하는것을볼때자녀의교육적이해관계에따라고교교육의이

념에대한견해가달라짐을알수있다.@ 

②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결정권한@ 

평준화정책의도입과해제에대한결정권을누가행사해야하

는가하는질문에서학부모의 59.2%가중앙정부에서주도해야

한다고하여지방자치단체가주도해야한다는36.4%의의견보다

높게나왔다. 반면에교사들은중앙정부의주도권행사가46.3%

에그친반면, 지방자치단체가주도해야한다는의견이 49.1%로

좀더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평준화지역일수록중앙정부

가주도해야한다는의견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고, 평준화에

찬성하는집단일수록반대집단보다중앙정부의역할에큰기대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찬성집단 ; 59.8%, 반대집단 ;

46.3%). 

평준화정책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의 표준화 정책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고등학교 교육일반,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의 문제, 평준화 제도 운 상의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 다. 응답자의 65% 이상이 평준화 정책에

찬성하 으며, 소득 수준과 학력이 낮을수록, 교직 경력이 짧을수록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 혜│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정책연구실장, kyh@kedi.re.kr

- 평준화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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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응답자의 65.7%가 평준
화에 찬성하고 34.3%가
반대하 다. 학생의경우
66.8%가찬성, 학부모의
경우 67.6%가 찬성, 교
사는 59.3%가 찬성하
다. 

③고등학교평준화정책에대한의견

@<표 1>은평준화정책에대한찬반의견을분석한결과이다.@ 

전체

조사대상

지역규모

평준화 구분

학교설립유형

학생성적수준

소득수준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국공립

사립

상

중상

중

중하

하

100만원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이상

11297

4902

4499

1896

2029

3221

2960

3087

6983

4314

7130

4167

1485

2626

3422

1400

358

1051

2495

2599

1473

709

692

65.7

66.8

67.6

59.3

65.4

69.0

64.1

64.3

67.2

63.6

65.0

67.1

55.5

66.8

71.5

73.1

71.9

67.3

71.0

68.8

64.4

65.1

68.4

5889

2432

2157

1300

1074

1444

1660

1711

3415

2474

3845

2044

1193

1304

1367

516

140

510

1019

1179

815

380

492

34.3

33.2

32.4

40.7

34.6

31.0

35.9

35.7

32.8

36.4

35.0

32.9

44.5

33.2

28.5

26.9

28.1

32.7

29.0

31.2

35.6

34.9

41.6

17186

7334

6656

3196

3103

4665

4620

4798

10398

6788

10975

6211

2678

3930

4789

1916

498

1561

3514

3778

2288

1089

11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²=72.489**

X²=32.712**

@X²=23.680** 

X²=7.950**

X²=242.441**

X²=79.030** 

<표 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N % N % N %

반대 계 차이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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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보면, 응답자의65.7%가평준화에찬성하고있으며, 34.3%가반대하는것으로

나타나이전의의견조사와일관된경향을보인다. 응답대상별로보면학생의경우 66.8%가

찬성하고있으며, 33.2%가반대의견을보 다. 학부모의경우는67.6%가평준화정책에대

해 찬성을, 32.4%가 반대를 보 다. 반면에 교사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 59.3%, 반대

40.7%로나타나학생및학부모와교사사이에는평준화정책에대한찬반에서유의미한의

견차이를보 다. 

한편, 학교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65.0%)보다 사립(67.1%)의 지지도가 유의미하게

더높았다. 교사들의경우, 교직경력이 5년미만인경우를제외한다면, 경력이짧고대학원

을다니지않은평교사일수록평준화정책에찬성하는비율이높다. 그밖에도학생의성적수

준이낮고부모의소득수준과학력수준및연령이낮을수록평준화정책에찬성하는비율이

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그런점에서이번조사결과는, 학업성취도상위1/3의학생과그학

부모들은평준화정책에반대하며나머지2/3는찬성한다는평준화정책관련선행연구의결

과와일관성을보이고있다. 

④평준화찬성이유

평준화에찬성하는이유로는, 전반적으로고등학교서열화에따른위화감과열등감을방지

할수있다(42.2%)는점과중학교교육을정상화할수있다(23.1%)는점을많이지적하고있

다. 그다음으로, 집에서가까운고등학교에진학할수있다(14.8%), 고교진학을위한사교육

비부담의해소(12.3%)에응답하 으며, 대학진학을위한내신에서유리할수있다는의견에

는6.5%만응답하 다. 

교직경력 343

229

304

534

305

165

63.2

69.4

65.0

63.5

50.7

43.5

200

101

164

307

297

214

36.8

30.6

35.0

36.5

49.3

56.5

543

330

468

841

602

3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²=87.331** 

X²=19.056**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25년 미만

25년 이상

찬성

N % N % N %

반대 계 차이검정

* : p < .05, ** : p < .01

Project

학생과 학부모, 교사 사
이에는평준화정책에대
한찬반에서유의미한의
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부배경변인별
로들어가보면학업성취
도상위 1/3의학생과그
학부모들은반대하고, 나
머지 2/3는 찬성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관성
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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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학교교육의 정상화 부분에서는 응답대상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교사의 경우

40.7%가동의한반면학생(18.7%)과학부모(20.3%)는교사의절반에그치고있다. 반면에학

부모는사교육비부담경감과근거리통학이가능하다는점을학생이나교사에비해상대적

으로더많이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⑤평준화반대이유

평준화를반대하는사람들은그이유로응답자의 42.2%가 우수한인재를양성해내는데

불리하다는의견을보 고, 34.1%가학부모, 학생의학교선택권을제한하고있다는의견을보

다. 지역우수학생의타지역유출(7.2%)이나, 학생선발권제한으로인한사학의자율성을

침해(6.8%)에는소수의응답자만동의하 다. 이처럼평준화정책반대자중에서 70~80%의

응답자가우수인재양성의어려움과학교선택권박탈을그반대이유로표명하고있는것으

로볼때, 수월성과학교선택권은향후평준화정책보완에서주요과제로인식할필요가있

다. 

평준화정책에대한반대이유를응답대상별로분석해보면, 학부모(36.9%)와교사(54.7%)

는우수한인재를양성해내는데불리하다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생은학교선택권을제

한하고있다는의견이 38.9%로가장높았다. 지역규모별로보면서울지역이광역시나중소

도시에비해우수인재양성의어려움을더많이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앙의주요

언론을통해우수인재양성이평준화비판의논거로제시되어왔던사회적분위기와일맥상

통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흔히학교선택권이있다고생각되는비평준화지역에서오히려학생과학부모들의학

교선택권박탈이큰불만요인으로나타났는데(평준화지역; 31.6%, 비평준화지역: 37.7%),

이는비평준화지역에서학생과학부모들의학교선택권이주어지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학

생성적에의해고등학교진학이결정되는상황에서는여전히학교선택권의문제가해결될수

없다는것을시사한다. 

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평준화제도에대한전반
적인호응도는높은것으
로보이지만, 배경변인과
응답대상에따라일정한
경향의 견해차이가 드러
난다. 찬성 이유는 고교
의서열화로인한우월감
과 열등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 이
유는우수한인재를키우
는데불리한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보다 평준
화정책이우수한인재를
키우기에 불리한 정책이
라고보는경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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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의 문제1)

①비평준화지역의문제

전체응답자들은선택지로제시된다섯가지항목중학교내점수위주의경쟁문화심화

를비평준화지역의가장심각한문제로들고있다(교사0.58, 학생 0.57, 학부모0.55). 다음

으로명문고와비명문고의서열화로인한위화감심화, 입시위주로인한중학교의비정상적

학교운 의심화, 학연위주의사회풍토조성으로인한상호반목과대립의심화, 대입에서

명문고학생들의내신이불리해짐의순서로나타났다. 대부분의항목에서학생이나학부모보

다교사들의평균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나비평준화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사회적, 교육

적문제들에대하여교사들이더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점수위주의경쟁문화심화문제는평준화찬성집단에서0.62로가장높은점수를받고있

으며, 평준화반대집단에서도0.42로학생들간경쟁심화에대하여심각한인식을하고있으

나찬성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덜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위화감조성문제에대해서는평준화에찬성하는집단의평균이 0.52로반대집단

(0.30) 보다더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두집단간의유의미한의견차이가

발견되었다. 

지역사회에서명문고출신들만이대접을받는사회풍토가조성됨으로써출신고교에따른

갈등이심화될것이라는문제에대하여학생 , 학부모, 교사세집단모두어느정도인식하

고있지만학생이0.45, 교사가0.38, 학부모가0.32 순으로나타나인식의강도에있어서약

간의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②평준화지역의문제

아래의 [그림 1]에서볼수있듯이가장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는문제는학교배정과관련

된불만이늘어날것이라는점이었으며, 별로문제시되지않는항목은교사의소속감과애정

약화로인하여학생지도의열의가떨어질것이라는우려 다. 또한능력별교육이어려워우

수학생들이손해를볼것이라는걱정에대해서는교사와학부모는각각 0.33, 0.20으로어

느정도우려를하는것으로보이나정작학생들은-0.02로거의신경을쓰지않고있는것

Project

1)@이하의점수는부정적응답을-1, 보통을0, 긍정적응답을1점으로변환하여집단간차이를검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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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그림 1] 조사대상별 평준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살펴보면앞서비평준화지역에서의문제점들에비해학교배정

의불만을제외하면별로심각하게생각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평준화지역과비평준화지역, 평준화찬성집단과반대집단간인식의차이를알아보

기위하여 ANOVA 분석을한결과, 평준화지역에서의학교배정과관련된불만은예상대로

매우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평준화반대집단의경우0.71로매우높

게나타나평준화찬성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학교배정상의불만을우려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보면자녀의성적수준이높고소득수준이높을수록, 그리고학력이대졸이

상이고연령상으로는 50대의학부모집단과, 교직경력이많고학력수준이높은부장교사집단

이가장심각하게학교배정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평준화지역

에서의학교배정과관련하여지속적인제도개선이요구되고있음을알수있다. 

성적이우수한평준화지역의학생들이비평준화지역의명문고로유출될수있다는우려

는그렇게심각한문제점으로받아들이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평준화반대집단

은0.34로찬성집단의0.09와는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의개인차를고려한수준별교육의어려움에대해서도조사대상별로큰폭의의견차

0.6

0.4

0.2

0.0

-0.2

0.61

0.54
0.60

0.21
0.14

0.16

학생
학부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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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0.09

0.33

0.20

-0.02

0.17

-0.10

-0.16

학교배정관련된
불만가중

우수학생들의
비평준화지역
으로의 유출

인근지역 학생
유입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학생의 개인차
반 한 교육이

어려워 우수 학생
손해봄

교사의 소속감
애정 약화로
학생 지도의
열의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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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보 다. 즉, 수업을해야하는교사들은0.33으로이문제에대하여상당히우려를하고

있는데비해, 학생들은-0.02로거의걱정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학부모는0.20으로

약간의우려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녀의성적이우수하고, 소득수준과교육수준

이높을수록이부분을다소걱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평준화에반대하는집단역시0.45로

상당히높게나타났는데이는그간평준화반대논리중에개인차, 수준차반 의어려움이지

적되어온것과일맥상통한다. 

평준화 지역에서 교사들의 열의상실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0.16으로 학생(-

0.10)과함께이를부정하 으며, 평준화지역의응답자와평준화찬성집단에서도이를부정

하 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평준화 반대집단의 경우는 0.17과 0.16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걱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학생들은교사들을신뢰하고있는반면에학부모들

은교사들에대하여어느정도의불만과불신을가진것으로이해할수있다. 

평준화 제도 운 상의 개선과제

①학군별배정기준

학군배정의기준에관한견해차이는평준화찬성:반대집단과학부모:학생및교사집단간

에가장첨예하게드러났다. 즉평준화반대집단에서는지역격차해소나근거리배정은 20%

대에그치고있으나, 학교선택권은 46.5%의지지를받고있다. 그러나평준화찬성집단에서

는학교선택권이 34.3%, 지역격차해소와근거리배정이각각 32.5%의비율로나타나평준

화찬성집단내에서도이해관계에따라학군배정기준에대한의견을뚜렷하게달리하고있

는것으로보인다. 

한편학생들의48.9%는학교선택권을원했으며, 지역격차나근거리배정은20%에그쳤다.

이는지리적으로떨어져있는학교라고하더라도자신이가고싶은학교라면기꺼이통학시

간이더걸리는것을감수하겠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반면, 교사들의경우는근거리배

정이 47.2%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으며, 학교선택권이나 지역격차 해소는 각각 26.4%와

26.0%로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의경우학교선택권(38.3%)이지역격차해소(31.0%)나근거리배정(29.9%)

에 비해상대적으로더선호되고있었으며, 광역시와중소도시의경우는학교선택권과근거

리배정이더많이선호되고있었다. 

첨예한견해차이를나타
낸항목은학군배정의기
준이다. 평준화반대집단
은 학교선택권이 46.5%,
지역격차 해소나 근거리
배정은각각 20%대이며,
찬성집단은 학교선택권
이 34.3%, 지역격차 해
소와근거리배정이각각
32.5%이다. 학생들의
48.9%는 학교선택권을
원했으며, 교사들의47.2
%는 근거리배정을기준
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에
따라의견을뚜렷하게달
리하고있다.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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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생배정방식과배정희망학교의기준

학생배정 방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지원 후배정하는 방식에

80.2%의의견을보 으며, 18.1%만이일괄적으로추첨배정하는방식을좋은방식으로생각

하고있다. 평준화에찬성하는집단은일괄추첨방식을상대적으로더선호하고있는반면에

반대하는집단에서는선지원후추첨방식이86.4%로압도적인지지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런결과는평준화정책을반대하는응답자들이평준화정책하에서그나마자신들의

입장과근사한배정방식을선지원후추첨방식으로생각한다는것을보여준다. 

배정희망학교의선택기준에서는각집단별로다음과같은양상을보 다. 

[그림 2] 희망 학교 배정 기준

전체적으로는통학거리가39.4%, 대학진학실적이38.0%로가장중요한판단기준이며, 다

음으로학교시설과학교전통을들고있다. 평준화지역의응답자는통학거리가41.9%로가장

중요한기준이며, 비평준화지역에서는대학진학실적이더중요한기준으로생각되고있다. 

조사대상별로보면학생은다른집단에비해학교시설에대한응답이 16.0%로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났으며, 교사들은통학거리가상대적으로비중이더큰대신학교시설에대한비중

은더낮다. 서울과읍·면지역에서는대학진학실적이가장중요하게고려되는반면, 광역

시와중소도시에서는통학거리가더중요한고려기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적이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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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일수록대학진학실적을더고려하는반면, 성적이낮은학생들은통학거리나학교시설

을상대적으로더많이보는것으로나타났다. 

③사립학교의평준화적용여부

평준화정책을사립학교에도적용할것인가여부에대하여전체응답자의 61.0%가현재와

같이공립학교와동일하게적용해야할것이라고응답을하 으며, 28.3%가사립학교스스로

판단하여선택할일이라고보고, 사립학교를제외하자는답변은9.5%에그쳤다. 특히평준화

찬성집단은사립학교도포함하여동일하게적용하자는의견이 66.6%로압도적으로많은반

면, 반대집단에서는 50.1%로 줄어들었다. 여기서특기할것은, 사립학교구성원(62.5%)들이

국·공립학교구성원(60.2%) 보다동일한학생선발방법을더원하고있는점이다. 

조사대상별로보면학생보다는학부모가, 학부모보다는교사들이공사립학교모두평준화

적용을받아야한다는의견에더적극적으로호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모의학력

수준이높아질수록공립학교와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의견은줄어들고사립학교스스로

판단하게해야한다는의견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④향후평준화정책도입지역의선결과제

평준화 정책을 새로이 도입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학교 간 교원 수준의

평준화가 37.3%로가장시급한과제로인식되고있으며, 시설의평준화(23.2%)와전반적교

육재정확충(21.9%), 농어촌지역의예외적배려(15.7%) 순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별로보면학부모는선결과제로학교간교원수준의평준화를 50.9%나 요구하

고시설이나재정문제는덜지적하 는데, 특히학생의성적수준이높고, 소득수준이높은학

부모일수록학교간교원수준의평준화를더중요한과제로인식하고있었다. 

반면, 교사들은교육재정확충(41.9%)과시설의평준화(32.3%)를주로지적하고교원수준

의평준화는16.8%로전체평균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었다. 이는학교간교원들의수

준이평준화되어있지못하다는학부모의지적에대하여교사들이공감하지않는것으로보

인다. 

@ 

Project

평준화 정책을 새로이
도입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과제로는,
학교 간 교원 수준의
평준화가 37.3%로 가
장시급한과제로인식
되고 있으며, 시설의
평준화(23.2%)와 전반
적 교육재정 확충
(21.9%), 농어촌 지역
의예외적배려(15.7%)
순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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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향후평준화정책의적용범위

향후평준화적용범위에대한질문에서, 전국적으로평준화정

책을실시하여야한다는의견이70.3%로가장많았으며, 도시지

역은모두실시해야한다는의견이17.2%, 광역시만실시해야한

다는의견은7.2% 등으로나타났다. 즉, 전체응답자의2/3는전

국적인평준화정책의확대실시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교사들의경우전국적인평준화실시에대해53.2%가찬

성을하여학생(74.8%)과학부모(73.3%)에비해서상대적으로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지역 규모별로 의견 분포를 보면, 서울뿐

아니라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까지 큰 변화의 폭 없이

전국적으로평준화정책을실시해야한다는의견을지지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에서살펴본고교평준화정책에관련된의견조사를정

리하여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이공통된교육을해야한다고보는의견

보다능력에따라다른교육을해야한다고보는입장이더높다.

특히, 평준화정책을찬성하는집단보다는평준화정책을반대하

는경우에능력에따른교육에대한의견이더높게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사람들은평준화정책을도입하고해제하는결

정권을 중앙 정부,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셋째, 응답자의 65% 이상이평준화정책에찬성하며, 소득수

준과학력이낮을수록, 그리고교직경력이짧을수록평준화정

책을찬성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평준화정책이고

교의서열화로인한우월감과열등감을방지할수있다는것을찬

성이유로들고있다. 이에반해, 평준화정책을반대하는사람은

우수한인재를키우는데평준화정책이불리한정책이라고본다.

특히교사들이학부모나학생보다평준화정책이우수한인재를

키우기에불리한정책으로보는경향이있다. 

넷째, 평준화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로는 학교배정과

관련된불만을우려하고있다. 이는평준화제도하에서학부모,

학생의학교선택권의요구가적지않다는해석과더불어기피학

교와선호학교의격차를줄여서어떤학교에배정되더라도별다

른불편이나불이익을없애도록해야할것임을시사한다. 

다섯째, 고교 입학제도의개선방안으로는 내신성적과선발

고사를합산한점수로선발하는방식을선호하고, 학군배정은근

거리배정을주요기준으로생각하고있다. 

여섯째, 평준화정책은사립학교에도적용해야한다고생각하

고있으며, 도시규모에상관없이전국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보

는의견이높다. 

이상의경향을볼때평준화제도에대한전반적인호응도는높

은것으로보이지만, 배경변인과응답대상에따라일정한경향

의견해차이가드러나며, 시행상의개선요구도어느정도표출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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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

강상진│연세대학교 교수, sjkang@yonsei.ac.kr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년 이상 지속된 국가 수준의 중등교육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민의 교육갈

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가열된 논쟁을 해소하고, 바람직

한 정책판단을 위하여 정부와 교육계에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국가수준의교육정책중에서고교평준화정책은이미 30

년 이상 지속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교육효

과에 대한 논쟁은 언론과 방송 매체, 강연, 학술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통해서지속되어왔다. 특히근래에이르러이정책에대

한논쟁은더욱가열되고있으며, 과거보다더체계적이고정교

한논리로충돌을반복하는양상을띠고있다. 이처럼장기간지

속되는논쟁이종결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단적으로결론

을말하면, 이정책의교육효과에대한평가가평준화정책에대

한입장에따라서로다른데있다고할수있다. 

30년 전 피난 가듯 도입한 평준화 정책

1974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을 검토하면, 이

정책은매우이례적인정책결정과정을거친것이다. 즉, 문교부

는 1972년 12월에‘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구성하고, 1973년 2

월28일에‘고교입시제도개선안’(문교부, 1973)을발표하고, 그

해 3월 13일에이를확정하여, 1974년부터서울과부산지역부터

고교평준화정책을시행하 다. 불과3개월사이에정책입안의

뢰에서구체적시행까지를초고속으로완결한국가수준의중등

교육정책인셈이다. 이 정책은마치전쟁터에서피난을가듯이

결정한정책이라고할수있으며, 당시에정부는다른대안을검

토할여유가없었거나, 또한 그럴이유도없었던것으로판단된

다. 

이정책의당위성은해방이후한국교육사와맥락을같이한다.

1945년이후에초등학교의등록률은64%로서이미증가하기시

작하 으며, 1959년도에는96%의등록률을나타내고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1960년을 전후하여 학령기에

도달하면서, 이들이모두진학한 1960년대초등학교교실현장은

소위콩나물교실이었다. 이러한학령기인구파고는6년뒤에중

학교입학과정에서과도한입시경쟁문제를유발시켰으며, 그 후

3년뒤에는고교입시경쟁에맞닿게된것이다. 1969년의중학교

무시험진학정책이나, 74년의고교평준화정책은모두학령기인

구 파고와 국민의 교육열이 병합하여 발생시키는 교육·사회적

문제에대처하기위한것이었다. 

이러한맥락에서고교평준화정책이도입되던당시에는평준

화정책이당위성을확보하고있었는지모른다. 그러나학령기인

구파고에서비롯된당시의당위성이상급학교진학률문제가해

소된현재도유지되고있는가는매우회의적이다. 그럼에도평준

화정책은현재30년이넘게유지되고있으며, 앞으로폐지될가

능성도보이지않는정책이며, 정책에대한찬반논쟁은지속되

고있다. 더욱위험한것은이정책의찬반논쟁에가담하는세력

이점차광범위해진다는점이다. 

평준화정책의유지또는폐지에대한논쟁이지속되는이유는

이정책의교육효과에대한판단이서로다른데있다. 따라서평

준화정책의유지또는폐지의당위성은이정책의교육효과에의

하여지지되어야한다. 이 에서는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에대

하여살펴본다.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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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정책의 교육효과 범주

고교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를파악하는작업에서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할과제는무엇

이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범주에포함되는가이다. 이를판단하기위한조건은이정책의특

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첫째의특성은이정책이국가수준의중등교육정책이라는점이

다. 따라서이정책의변화는국가수준의의사결정을요구한다. 따라서이정책의변화에는

국민적합의가필요하고, 정책결정을번복하기는매우어려운특성이있다. 

둘째, 이정책은고등학교입학제도의특성을갖는다. 평준화정책이도입되던당시의정책

목적은모든고교의교육조건을평등하게한다는것이었다. 즉, 학교의시설, 재정지원, 교사

및학생의구성등을평등하게하여, 어느고등학교에서공부를하더라도교육적불이익을받

지않도록하겠다는것이었다. 그러나지역적교육조건에서비롯된교육불평등요소에대한

해소는미흡한반면에지역내고등학교학생들의학력분포만을평준화하는결과를가져왔다. 

셋째, 평준화정책에의한고교입학방법은향후의대학입학과연계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국민의교육열은보다나은교육을받기위한것이라할수있으나, 사회적문제로

불거지는교육열은보다나은교육보다는보다나은대학입학과직결된것으로구체화된다.

따라서평준화정책에대한많은학부모의입장은자녀의대학입학여건으로서이정책의교

육효과를평가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경향은대학입학과관련된교육및사회문제를평준

화정책과연계하는일반적인경향으로나타난다. 그러나대학입학과평준화정책의관계에

서, 중등학교에서어느정책을시행하던대학입학을향한경쟁은변하지않는요소로이해할

필요가있다. 즉, 평준화또는비평준화정책이대학입학경쟁을가열또는완화했다는논리

는성립하지않는다. 문제는대학입학을위한경쟁양식의변화라고할수있으나, 이경우에

도어떤특성의학생이대학에입학하는가는평준화정책과무관하며, 대학의학생선발방법

과관련된것이다. 역으로평준화정책을조건으로대학의학생선발방식을규제하는것도잘

못된논리라할수있다. 대학에게중등교육은주어진조건이며, 중등교육은대학입학을위한

수단이아니라나름대로의목적이있는것이다. 

이러한특성을갖는고교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의범주는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하

나는중학교및고등학교의교육실태와평준화정책의관련성이다. 둘째는대학입학을위한

경쟁양식이평준화체제에서어떻게달라졌나이다. 이러한관점에서고교평준화정책의교

육효과는중학교와고등학교의교육실태의변화또는차이라고할수있으며, 대학입학을위

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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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쟁양식으로서범사회적인교육현상의변화이다. 즉, 긍정적또는부정적교육열의변화,

사교육현상의변화, 학생들의지역이동등을포함한다. 

평준화정책은학교교육전반에걸쳐서 향을미치는정책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동시

에이정책으로인한범사회적인교육현상의변화에도주목해야한다. 논의를진행하기에앞

서서이정책의교육효과로이미알려진것으로판정되는내용을다루고, 그이후에논쟁의중

심에있는교육효과내용을살펴본다.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교육효과

평준화정책의긍정적효과는①고등학교 교육기회의확충, ② 고교입시경쟁의 해소라고

요약할수있다. 

①고등학교교육기회의확충

우리나라중학생들의고등학교진학률은해방이후지속적인증가를가져왔다. 그러나평준

화제도가도입된직후에고등학교교육을받는학생수는더크게증가하 다. 

<표 1>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현황(1965 ~ 1980) 

출처;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표 1>의결과는1965년부터 1980년까지의고교진학현황을보여준다. 평준화정책이전의

고교진학률은거의변동이없거나감소하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평준화가실시된 1974년

이후로진학률은급격히증가하는현상을관찰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평준화실시지역의

확대와관련된다. 

연도

1965

1970

1973

1974

1975

1980

중학교 졸업자 수

189,726

312,814

467,665

554,401

568,648

741,618

고등학교 전학자 수

131,119

219,142

318,362

374,691

424,617

626,520

진학률

69.1

70.1

68.1

67.6

74.7

84.5

진학률 변화

1

-2

-.5

7.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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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표준화정책의특성
은국가수준의중등교육
정책이라는 점과 고등학
교입학제도의특성을가
지며, 그리고 평준화 정
책에의한고교입학방법
은향후대학입학과연계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
울러중학교및고등학교
의교육실태와의관련성,
대학입학 경쟁양식의 변
화등을통한교육효과를
파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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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평준화 실시 지역 현황

1974년에는서울과부산지역에서만실시된평준화정책은 1980년에이르러주요대도시

와일부중소도시에서시행되는정책으로정착하 다. 이러한고교진학률의증가는정부의

학교설립증설과가구의경제력향상과도관련이있으며, 동시에평준화제도이후에고입

재수생문제가해소되어, 이들이모두고교에진학한결과라고해석된다. 특히1975년에나타

난진학률의증가는다른변수들의 향보다는고입재수생문제를해결한평준화정책의고

유효과가크다고할수있다. 

②고교입시경쟁의해소

평준화정책의핵심은고교의입학제도에서본고사전형을폐지하고, 중학교졸업자의진

학고교를교육청이배정하는무시험전형이다. 고등학교입시에대한과도한경쟁요인을말

소한이정책이중학생의학교생활에미친 향은지대하다할것이다. 그중에서특히학업

성취도의학교간격차문제를해결한것은가장큰성과이다. 국내의연구들은학업성취도

정보를사용하는데매우제한을받는특성이있다. 현존하는학업성취도연구물에서학교간

학력격차정보를보고한것으로는국제비교연구에서밝혀진학교간학력격차정보(노국향,

박정, 강상진, 2001)와 2004년도에수행된한국교육개발원의‘학교교육수준및실태분석연

구 : 중학교’(김양분, 류한구, 남궁지 , 2004)의정보이다. 

<표 3>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 간 학력격차(ICC) 

연도

1974

1975
1980

평준화 실시 지역

서울, 부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창원

중학교

TIMSS

수학

,055

과학

,075

국어

.076

수학

.087

어

.114

읽기

.373

수학

.402

과학

.384

KEDI PISA

고등학교

ICC : Intra Clas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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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에서 제시된 숫자는 집단 내 상관계수(ICC)로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의

전체변산에서몇%가학교간차이로결정되는가를나타낸다. <표 3>에제시된결과에의하

면, 중학교보다는고등학교에서학교간학력격차가훨씬크다는것을알수있다. 이표가제

시하는정보는상급학교진학에대한경쟁이과열되면, 학교간학력격차가증가한다는점이

다. 고등학교는대학입학전형의 향을많이받기때문에학교간격차가나타나는것이며, 중

학교에서 ICC의감소는고교입시경쟁의해소결과이다. 역으로만약에모든고등학교가비

평준화가된다면, 중학교의 ICC는고등학교와유사한수준으로증가할것이라예측할수있

다. 물론일부중소도시와읍·면지역에소재한고등학교들은비평준화제도를시행하고있

으나, 서울과광역시전지역, 그리고중소도시에서42%에해당하는중학교들이평준화지역

에소재한점을감안하면, 비평준화지역에존재하는고교입시의 향은적다고할수있다. 

위의표는초등학교와중학교교육에대하여매우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 즉, 중학교의교

육조건은어느정도평준화가정착하여, 초등학생들이어느중학교에가더라도차별적인교

육기회를받는정도가약하다고할수있다. 다른한편에서초등학교의교육은상급학교인중

학교입학문제와무관하므로, 중학교입학을위한수단으로교육이이루어지기보다는초등교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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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목적을추구하는방향으로학교교육정상화여건이형성된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정책의주요교육효과는중학교교육과초등학교교육에서나타났다고할수있

으며, 초등학교교육이중학교진학에종속되는경향을예방하여교육정상화환경의조성에

기여하 고, 중학교교육의평준화를성취했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학업성취도의관점에서고등학교교육의평준화에는실패했다고할수있다. 고등

학교간학력격차가크게나타난것은현행평준화정책의효과에대하여많은의문을던져

준다. <표 3>과같은고등학교간학력격차규모는왜이러한학력격차가존재하는지탐구할

것을요구하는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교육실태에 미친 향

고교평준화정책이중학교와고등학교의교육실태에어떠한 향을미쳤는가에대한정보

는매우모호한상태이다. 분명한것은평준화지역의학교들은학생들의학력분포가매우이

질적인 교육조건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질적인 인적구성은 교실현장에서의 교수-학습활동,

학업성취도, 학교의교육풍토, 그리고학교생활에모두 향을미칠것이다. 여기서는평준화

정책의 향을①교육의성과 역, ②학교의교육활동 역③학생들의학교생활 역으로

나누어검토한다. 

①교육의성과 역

학교교육의 목적을 대별하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행동발달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인지적행동발달을반 하는학업성취도는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논쟁에서가장

강력한실증적인증거역할을하는변수이다. 선행연구에서나타난학업성취도에대한평준화

정책의효과는세가지로압축된다. 하나는평준화는학업성취도를하락시킨다는주장이다(김

윤태, 노종희, 강무섭, 1977; 김윤태, 정진환, 강무섭, 권균, 1979; 김태종, 이명희, 이 , 이주

호, 2004). 반대로 학업성취도는 평준화 지역에서 더 높다는 주장이 있다(김 철, 강태중,

1985; 윤종혁, 2004). 다른일련의연구결과들은평준화정책은학력하향화현상과관련이없

다고보고하 다(성기선, 1997; 1999; 2000; 2002; 성기선, 강태중, 2001). 따라서학업성취

도에대한평준화정책의효과는아직분명치않다고할수있다. 

학생들의정의적특성이나심동적 역의행동발달도학생들의인적구성의다양화와관련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력분포가 매
우 이질적인 교육조건을
갖는다. 이질적인인적구
성은 교실현장에서의 교
수-학습활동, 학업성취
도, 학교의 교육풍토, 그
리고학교생활에모두
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
서는 교육의 성과 역과
학교의 교육활동 역,
학생들의 학교생활 역
으로나누어검토한다.

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2005  July·August 23

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교수-학습활동이나, 비교과활동, 대인관계를비롯한학교생

활의전반에서관련이있을것이다. 그러나정의적 역과심동적 역의교육성과를평준화

정책과연계하여연구한결과는아직공개되지않고있다. 

②학교의교육활동 역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는학교교육의전반에걸쳐서검토될주제이나, 학업성취도이외에

평준화와비평준화지역에서의교육활동을비교한실증적인연구결과는찾아보기힘들다. 학

교의교육활동과관련하여평준화정책을비판하는주요논리는매우이질적인학습집단을대

상으로누구나똑같이교육을받아야한다는획일주의적평등주의가허구이며, 평준화정책

이교육을황폐화시킨다는것이다. 교실붕괴현상을보고하는이러한주장은언론지상을통

하여흔히보도되는경향이있으며학술적인연구에기초하여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로서교

실붕괴현상을보고한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다른한편에서학생들을학력에따른능력집

단으로구분하여교육을시키는것이학력향상을가져온다는증거는없다고보고하는연구들

은존재한다(Anderson & Barr, 1990; Lee & Bryk, 1988). 

평준화정책으로인하여교사들의교육활동, 교사-학생의관계, 학생들의대인관계, 학교의

교육풍토등이어떠한 향을받는지는아직밝혀진바가없다. 또한학교의교육활동으로

향을받는학생들의교과흥미도, 학습동기와같은학습특성이평준화정책과어떠한관련이

있는지도알려진바가없다. 

③학교생활 역

평준화정책의일차적인목적은중학교교육이고교입시에예속되는것을예방하고학생들

의학교생활을입시중심의과도한경쟁구도에서해방시키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평준화가

시행된고등학교내에서학생들의학교생활의질은어떻게변하 는지를보고하는연구물은

현재까지발견되지않는다. 학생들의학교생활만족도, 문제행동등에대한정보는평준화와

비평준화정책의 향을비교할수있는중요한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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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에서 비롯된 사회문제

평준화정책의찬성과반대의주장이대립하는현상은그자체가사회문제라고할수있으

며, 사회적문제로가장크게부각되는것은사교육비문제이다. 1980년 7.30 교육조치로사

교육을국가차원에서금지한사례나, 사교육비의규모가7조원또는11조원에달한다는보

고서의내용들은사교육비가사회적문제로서차지하는비중을잘나타낸다. 

사교육비의문제는단순히경제적이나재정적인 역의문제로국한되는것은아니며, 공

교육과의관계, 학생들의생활양식등과도 접한관련이있다. 평준화를비판하는논리는이

질적인학습집단은정상적인교수-학습활동을저해하여학교교육에대한불만을초래하므로,

학생들은부족한학교교육에대응하기위해서사교육을받게된다는것이다. 또한사교육에

의한학력향상이나대학입학기회의확충은, 결국개인의사회적성공이개인의능력보다가

정배경의세습으로이루어진다는논리를성립케한다. 

그러나사교육비가평준화정책으로인하여증가하 다는과학적연구결과는발견되지않

는다. 오히려평준화를비판하는논리의오류를밝히는연구결과는나타나고있다. 즉, 학생

의가정배경변수들의효과를통제한이후에는두지역간에사교육비의차이는나타나지않

으며, 학교불만은사교육비와관련이있으나, 평준화정책이학생들의학교교육불만과관련

이있다는증거도없다는것이다(김현진, 최상근2004). 또다른연구에서는학력수준별학급

편성을운 한학교들에재학하는학생들이이질적인학급을운 한학교들의경우보다오히

려더사교육비지출을많이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양정호, 2003). 이러한연구결과들은

학교간등급화가이루어지면사교육비가더증가한다는가설을성립케한다. 

평준화정책과관련된사회문제는사회계층문제, 지역격차문제, 지역내인재의유입과유

출문제등광범위하다. 특히사회계층문제는비평준화를비판하는입장에서제기하는문제

이다. 학력수준별로학생집단을구성하는것이사회계층화를제도화한다는연구결과는밝혀

진바있다(Lee & Bryk, 1988; Oakes, J. 1985). 평준화정책을옹호하는입장에서는사회계

층화, 지역격차에예민하게반응하는경향이있다. 김천기(1999; 2002)의연구는인접지역에

평준화와비평준화지역이존재하는경우, 우수학생은비평준화지역으로유출되며, 학력이

저조한학생들은평준화지역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음을보고한다. 또한비평준화지역에

서는명문고가소재한도심지역으로우수학생이유입되며, 도심에거주하는학력저하학생

은시외지역으로유출되는경향이있다고하 다. 좋은학교를찾아서이주하는것은자발적

현단계에서최선의방법
은 교육연구를 활성화하
는여건과연구문화를구
축하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논의
는 생산적이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
류를 예방하고, 국민 전
체의교육문제에대한이
해를높이는기능을수행
하며, 여론을분열시키기
보다안정시키는데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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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지만, 나쁜학교를선택해서이주하는것은강요된선택이다. 

생산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에대한논쟁의양상은생산적이기보다는소모적이었다. 그이유는

평준화옹호론자들은비평준화의폐혜에대하여, 반대로비평준화옹호론자들은평준화의폐

혜에대하여비판적인입장을취함으로써, 이정책의유지또는폐지를주장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주장들은정책이변화해도동일한대립을초래할것이므로소모적이다. 평준화정책

의교육효과에대한논의나이정책의찬반논쟁은모두우리나라의교육발전을위한것이지

만그내용은생산적이지않다는것이다. 보다생산적인견지에서우리교육의발전을위한제

안을한다. 

①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에대한광범위한학술연구를수행해야한다.

지금까지의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 논의들은주로주관적경험이나통찰에의한것이며,

과학적인연구결과에기초한경우가희소하다. 인간이지식을얻는방법은다양하나, 개인의

주관적경험이나, 다른사람들과의합의, 전문가의개인적견해등의방법은모두비과학적인

지식획득방법이다. 경험적이고실증적인연구결과에의한지식이타당성을갖는다는것은중

세기이후의인류역사가말해주는진실이다. 국가수준의정책결정은오류를예방하는데신

중해야하므로, 과학적연구결과에기초하여정책을판단하는것이최선의전략이다.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에관한선행연구들은주로학업성취도에대한효과에제한되어있

으며, 학업성취도이외의정의적 역과심동적 역, 교육활동 역은전무한실정이고, 기

타사교육비를포함한사회문제 역에관한연구도매우제한적이다. 따라서국민의교육관

심이비등한것과는정반대로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는밝혀진내용이거의없다고할수있

다. 동시에학업성취도 역의선행연구들이보고한내용들이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를타

당하게밝힌것이었는가는의심의여지가많다. 즉, 선행연구들은다음과같은방법론적인한

계를갖는다. 첫째, 전국수준의대표적표본을분석한경우가드물다. 즉, 연구의외적타당도

를확보한연구가드물다. 둘째, 연구설계가연구의내적타당도를확보할수없는결함을갖

고있다. 셋째, 자료분석단계에서평준화정책과관련된공변수와혼재변수를통제하는방법

에결함이있다. 따라서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에대한정확성과타당성을갖춘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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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위해서는분석자료와방법론에서최신성을갖춘연구들

이광범위하게수행되어야한다. 

②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은 평준화 정책을 포함하여 국가 수준

의교육을점검하는과학적연구의지원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를밝히는연구가희소한이유는기본

적으로과학적연구자료의부재에기인한다. 이는학술연구자들

의문제이기보다는정부또는국책연구소에책무가있는문제이

다. 교육계에산재한국책연구소들은과학적학술연구가가능도

록 중요한 교육변수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국가 수준의 자료를

2003년에야수집하기시작하 다. 또한정부는어떠한경우가있

어도학업성취도자료를분석하지못하도록가로막는역할을수

행하 다. 이처럼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에대한국민의교육적

관심이높음에도이를충족시키기보다는진실을감추는방법으로

일관한것은결과적으로교육정보우민화정책이라할것이다. 따

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 되는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은 국가의

교육수준을점검할수있는자료의수집과분석을통한교육정

보의산출, 그리고학계에자료를제공하는학술연구지원기능을

수행해야한다. 

③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나 논쟁은 소모적이기

보다는생산적이어야한다.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에대한평가는이정책에대한입장에

따라다르다. 평준화제도의폐지론자들은평준화정책에의한부

정적인 향에집착하는경향이있으며, 평준화제도의옹호론자

들은비평준화제도의문제를강조하는데경도되어있다. 이는어

느정책을시행하던문제가많다는것을양산하는것이며, 대안

없는공격일변도의투쟁과분열의논리를강화하는것이다. 이

같은논쟁과연구의경향은학교교육이어떻게개선될수있다는

정보를제공하지않으므로, 교육발전을위한대안을제시하지못

한다. 

비평준화제도를주장하는연구자들은우수학생을위한정책적

장점을부각시키기보다는비평준화제도가시행되었을때, 파생

될학력저하학생들의학습권과정의적, 심동적 역의행동발달

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즉, 비평준화제도는학생들의등급

화가개인수준에머무르기보다는학교단위로진행되는것을피

할수없다. 동시에학생의차별이학력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

학력저하학생을소외계층으로분류하는효과가있음에주목할

필요가있으며, 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는데노력해야한다. 반

면에평준화제도를옹호하는사람들은이질적인학습집단의구

성이가져오는교수-학습활동의문제점을극복하고, 우수학생들

의학습권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개발하는데노력해야한다.

이러한연구방향이생산적이며,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를정확

히판단하는데기여하는접근방법이다. 

④평준화와비평준화에대한정책판단보다고등학교의교육기

능을강화하는방안을탐구하는과제가더중요하다. 

OECD가주관한PISA 연구결과는우리나라학생들의읽기, 수

학, 과학 역의 성취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보고하지만, 이는 평

균성적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이며, 최상위급학생들의학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PISA 자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의교육기능은가장낮은수준인것으로보고하고있다. 다른한

편에서 우수대학의 이공계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은

오늘날일반적으로관찰되는현상이다. 이미논의한바와같이학

생들의학력저하가평준화정책과관련이있다는연구결과는현

단계에서그타당성을인정받기보다는비판을더많이받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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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따라서대학입학생들의저하된학력수준은고교의교육기능이전반적으로낙후된

이유라는가설이성립한다. 

다른하나의가설은우수학생들은일류대학을선호하기보다졸업후경제적보상이큰전국

의의과대학, 법과대학, 경 대학등에집중된다. 따라서일류대학의우수학생독점현상은과

거보다 완화되었으며, 이공계 대학들은 과거에 교육하 던 우수한 학생들을 더 이상 기대할

수없는사정에처했다고할수있다. 이공계의고등교육을활성화하는방법은우수학생의규

모를넓히는데있다. 우수학생의개념을학업성취도의상대적서열로판정하는것은우수학생

의 규모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우수학생의 규모를 넓히는 방법은 고교의 교육기능을 강화하

여, 학생들이학습하는교육내용의질을높이는것이다. 또한고교의교육기능강화는학생과

학부모의교육불만해소, 사교육의경감등과도관련이있다는주장이제기되므로, 고교의교

육기능을강화하기위한연구와더불어이를향상시키기위한구체적정책의도입이요청된

다.@ 

평준화정책의교육효과를종합적으로파악하는것은단시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평

준화정책은 30년이상지속되었지만, 이정책의교육효과는최근에야연구되기시작하 다.

현단계에서최선의방법은교육연구를활성화하는여건과연구문화를구축하는것이다, 과학

적연구결과에기초한논의는생산적이고효과적일뿐만아니라, 정책의오류를예방하고, 국

민전체의교육문제에대한이해를높이는기능을수행하며, 여론을분열시키기보다안정시키

는데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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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봄 느닷없이 언론을 통하여 평준화 정책의

존폐여부를다룬논쟁이크게대두되었다. 이

논쟁은두연구의결과발표로촉발되었다. 그 하나는서울대학

교사회과학연구원주관아래이루어진연구보고서‘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서울대학교에들어오는가?’이며, 다른하나는한국

개발연구원의‘고교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도에미치는효과에

관한실증분석’이다. 

논란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 표준화 정책

이두연구는공교롭게도모두평준화제도의문제점을지적하

고있다. 서울대사회과학연구원의연구는평준화제도가빈부간

의격차가교육격차로연결되는고리가되어, 세대간의학력불

평등을재생산하고있다고보고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연구

는평준화지역학교에비해비평준화지역학교의학업성취수

준이더높다고보고하고있다. 

중앙일간지와방송을위시한대중매체는연구성과와발표내

용의‘진실’이나‘과장’에대한면 한검토가체이루어지기도

전에마치기다렸다는듯이연구결과의일부를선정적으로확대

하여평준화정책존폐에대한주장을주저없이발표하 다. 언

론의이러한태도는전국민을평준화제도에대한찬성과반대

라는두축으로몰아서‘진실’과‘사실’여부에관계없이심정적

찬성파와반대파로나뉘어

찬반논쟁을벌이게만들었

다. 

지난 30여년동안공교

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정책은“논란에 대

한 내성이 강했던 정책”이

라고 알려졌다.1) 평준화

정책의특징은다음 4가지

로 요약된다. 평준화 정책

은①과열된입시경쟁을완화하려는고등학교입시제도이며,

②중등교육의기회의확대를추구한정책이며, ③입시위주의교

육에서공교육(중학교)을정상화하려는정책이며, ④학벌을타파

하고능력위주의사회를지향한정책이다.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을평가하기위해서는우선당시의정책

적선택이적절했었는가에대한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필자는

한국전쟁이후의급격한인구증가가중등교육의양적팽창으로

인해중학교무시험전형이나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시행은필

연적이라고본다. 

다음페이지의 [그림]은 한국전쟁 이후의 초·중·고등학교 학

생수의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다. 1960년을전후하여초등학교

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에미치는효과

류한구│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 ryuhangu@kedi.re.kr

평준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평가가 상반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비판적

인 평가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점에 집중

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강태중(2001)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향방에대한논란”, 『교육비평』5, 교육비평사. pp.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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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와 1969년을전후하여중학교학생수, 그리고 1974년전후의고등학교학생수를비

교하여보면, 학생수의증가속도가그이전과이후에비해급격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이러한학생수의증가흐름속에서입학경쟁상황은극도로악화될수밖에없으며, 경쟁상

황을완화시키는정책적대안을선택할수밖에없었을것으로본다. 

[그림] 한국전쟁 이후 초·중등교육 학생 수 변화 추이

현재상황에서고등학교평준화정책에대한평가와평준화정책이시행될당시에정책적

선택이 적절했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적어도 1974년을 전후한 상황에서의

평준화정책의시행은적절한선택이었다고본다. 

평준화정책의성과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와비판적인평가가상반되게진행되고있다.

평준화정책에대한비판은크게두가지점에집중되어있다. 그하나는평준화정책이학생

들의교육에대한선택권을제한하고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평준화제도로인하여학생

들의학력이떨어졌다는점이다. 

고등학교평준화가학생들의학교선택권을제한하고있다는주장의근거는인간의기본권

인교육권에서찾고있다. 교육권은학문사상의자유에서유래하는인간의기본적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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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교육권은자신이원하는내용을가르치고배울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평준화정책이학

생들의학교선택권을제한하고있다는주장은일견타당한비판인것처럼보인다. 그러나현

재진행되고있는학교선택권의문제가교육내용의문제라기보다는‘학생의성취수준에따

른분류’의문제라는점에서교육에대한학생의선택권의범주에넣을수있는가가검토되어

야한다. 현재우리나라거의모든고등학교는대학진학위주의수업을진행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학교간의교육내용의차이는찾아볼수없으며, 설사평준화가폐지된다고하여도

각학교에서배우는내용의차이는찾아보기힘들것이다. 따라서평준화정책의비판으로제

기되는학교선택권의문제는교육권의문제라기보다는‘엘리트교육’의필요성에서찾을수

밖에없다. 고등학교교육체제를엘리트교육체제로할것인지아니면대중교육체제로할것

인지에대한논쟁은결국교육권의문제와는별개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었을까

평준화정책시행초기에대두된쟁점은평준화가이루어지되그것이하향(下向) 평준화가

되어학생들학력을저하시킨다는우려 다. 서울과부산지역에이어1975년인천대구광주

등 3개시도에서시행한다음이를전국으로확대할것인가를정할시점에서이쟁점이제기

되었다. 1978년과 1979년두차례평가연구가이루어졌다.2) 1978년 1차연구에서는평준화

지역과인근지역학교 16개학교를선정하여학생들의종합학력검사결과를비교검토하

다. 1979년2차년도에는대학예비고사성적과서울대학본고사성적을평준화지역학생과그

렇지않은학생과비교하 다. 두연구모두“실시이후학력저하는찾아볼수없다”고보고

하 다. 이후1981년까지평준화는21개시(市)까지확대되었으나, 이정책이사립학교의자율

권을제약한다는비난이대두되어확대를보류하고 1982년부터보완책을마련하기시작하

다. 보완책에서주목받은쟁점은학생들의학교선택권이다. 특히종교계학교에대한추첨할

당은국민기본권을제약할요소가있다.3) 1984년다시평준화평가연구가이루어졌다.4) 이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학업성취도 대신 대학진학률을 조사하고 관련자인 학생, 교사,

학부형은물론사회공론형성에 향을미치는지도층인사를대상으로광범위한여론조사

2)@김윤태외(1978), 고등학교평준화정책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외(1979), 고교평준화정책의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평준화정책의법률적검토는최대권, 정인섭(편저, 2002),『고교평준화』, 사람생각참조
4)@김병성외(1984), 고등학교평준화정책평가를위한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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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가시행하 다. 평준화지역학교와그렇지않은학교간의두드러진차이는교육여건에서

나타나나, 학교의 학구적 규범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평준화성과를높이평가하고있으므로이정책은유지되어야하며, 수정보완후전국적으로

실시하는것이좋다고결론지었다. 그러나전국확대방침은채택되지않았으며 1980년대말

에이르러서는선택권문제에이어교육경쟁력이새쟁점으로대두되었으며, 지방자치제시

행에따라평준화정책시행여부도중앙이아닌지방주민이선택할수있게하자는논의가

등장하 다. 1990년 이후에는지자체자체결의로평준화를실시할수도있고또폐지할수

도있다. 실제목포, 안동(1989년), 군산, 이리, 춘천, 원주(1990년), 천안(1995년) 등이고교평

준화제도를폐지하 다. 군산, 이리지역은지역주민들의결의로 1990년에평준화를폐지

하 다가2000년부터다시평준화로환원하 다. 반면울산(2000년), 안양, 부천, 고양, 과천,

의왕, 군포(2002년) 지역은새롭게고교평준화를시행하고있다. 

1974년정책시행이후전개된논쟁을살펴보면, 그것의유지확대또는축소와같은중요

결정과정에서제기된쟁점에대하여엄 한과학적검토가이루어진경우는거의없다는점

을알수있다. 사립학교자율권보장이나학생의학교선택권과같은쟁점은어려운논쟁점이

라해도학력의하향화현상은얼마든지실증적으로검토할수있는쟁점이다. 

실제로최근의연구는평준화지역과비평준화지역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을비교함으로

써평준화정책이학생들의학업성취에미친 향을분석하려고시도하고있다. 그런데공교

롭게도이연구들은서로다른연구결과를나타내고있다. 성기선등의연구5)에 의하면평

준화지역의학생들이비평준화지역의학생들에비하여오히려높은학업성취수준의변화를

보인다고주장하고있으며, 김태종등의연구6)에의하면비평준화지역학생들이평준화지

역학생들에비해높은학업성취수준의향상을보이고있다고보고한다. 

이두연구는모두평준화정책의효과를검증하는데있어서완벽한해답을주지는못한다.

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에어떤 향을미쳤는가를검증하기위해서는평준화시행전과평

준화시행후의같은지역의학생들의학업성취의변화를살펴봐야한다. 그러나이것은이미

5)@성기선(1999),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도에미치는효과분석,”『한국교육』, 26(2); 강태중, 성기선(2001), “평준화정책과
지적수월성교육의관계에대한실증적검토,”한국교육개발원정책포럼자료집; 성기선(2002),“고등학교평준화정책과학력하향
화현상,”『교육사회학연구』, 12(3), pp.135-161

6)@김태종외 (2004), 고교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도에미치는효과에관한실증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육개혁연구소.

최근의연구는평준화지
역과비평준화지역학생
들의학업성취수준을비
교하여평준화정책이학
업성취에미친 향을분
석하고 있다. 그런데 공
교롭게도상이한연구결
과를 내놓고 있다. 성기
선 등의 연구는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
화지역의학생들에비하
여높은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 반면, 김태
종 등의 연구는 그 반대
의결과를나타냈다.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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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일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평준화정책의효과를검증하는

모형은두가지방식으로제시할수있다. 

첫째, 비슷한지역여건을갖고있는평준화선택지역과비평준화선택지역의학생들이고

등학교에학업성취에어떤변화를보이는가를비교하는것이다. 이연구방식을따른것이김

태종의연구이다. 김태종은중소도시지역중에서평준화지역학생과비평준화지역학생들

의학업성취도의변화를비교하여평준화정책의효과를검증하려고하 다. 그러나현실적

으로동일한학생들의학업성적의변화를추적할수있는자료를구성할수없었기때문에동

일지역에있는서로다른학교의고등학교1학년학생과2학년학생의성적의변화를비교하

다. 즉 A학교의 1학년학생의성적과 B학교의 2학년학생의성적을비교하여평준화지역

에비해비평준화지역의학생들이더높은성적향상을보이고있다고결론을내렸다. 

만일이연구가원래의연구설계대로동일한학생의성적의변화를추적하여평준화지역

과비평준화지역학생들의성적향상정도를비교하 다면, 연구결과를신뢰할수있을것

이다. 그러나서로다른학교에재학하고있는학생들의성적을비교하 기때문에그결과를

신뢰할수없다. 

평준화의효과를분석할수있는두번째방법은통계적인방법을통하여, 서로다른조건

에있는평준화와비평준화지역을동일한조건으로만들어서비교하는연구모형이다. 첫번

째방법은중소도시지역이라고하더라도실제지역여건이같지않지않고, 대시도시와읍면

지역을분석에서제외하 기때문에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통계적기법을활용하면, 도

시규모나가정배경등학업성취에 향을주는제반요소를통계적으로통제하고, 평준화지

역과비평준화지역학생들의학업성취의변화정도를비교하여평준화정책의효과를검증

할수있다. 

이런방식의분석을통해평준화지역의학생들이비평준화지역의학생에비해높은학업

성취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이 성기선의 연구이다. 성기선은 위계적 선형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s) 분석 방법을 통하여,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모의고사성적의변화를비교하여, 평준화지역이오히려비평준화지역에비해학업성취도

의향상정도가더높다고제시한다. 그러나이연구는사설학원의모의고사성적자료를활

용하 기때문에표집의구성에문제점을안고있다. 즉 연구자가조사대상자를무선적으로

선정한것이아니라학교또는학생들이사설학원의모의고사에응시한것이기때문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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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전체집단을대표한다고보기에어려움이있다. 

이두연구가서로다른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고, 나름의장

점과단점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섣부른결론을내리기는어렵

다. 그러나이두연구의장단점을검토하여잠정적인결론을제

시한다면, 성기선의연구결과가보다신뢰할수있다. 김태종의

연구는연구모형의설계에서본래의연구모형에서많이벗어나

있어연구결과를신뢰하기가어려운반면에, 성기선의연구는자

료의대표성과성취도검사의신뢰성이라는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있기는하지만이러한문제점이연구결과를왜곡할만큼심

각하지는않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면, 평준화지역의학교와비평준화지역의학교사이에는학생

들의학업성취도향상에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고보는것이타

당할것이다. 

평준화지역학교와비평준화지역학교사이에학업성취도의

차이가나타나지않는이유는현재한국교육개발원의평준화정책

연구실에서추진하고있는평준화학교와비평준화학교에대한

참여관찰연구7) 결과가나오면보다분명하게밝혀질수있을것

이다. 다만현재까지의연구과정으로볼경우, 평준화학교와비

평준화학교의교육과정운 이나수업방법에서차이가없는것

으로보인다. 따라서평준화학교나비평준화학교나학생들의구

성만다를뿐모두동일한방식으로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학

업성적에는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평준화 정책의 학력효과에 대한 검증 가능성과 방향

평준화정책이학생의학업성취도수준에미친 향에대한실

증분석은얼마든지가능하다. 현 단계에서부족한것은양질의

자료뿐이다. 정책 효과의 실증분석은 1960년대 말 이후 교육학

분야가운데학교효과연구(School effects studies)로 알려진연

구전통에서중점적으로다루어온고전적과제이다. 이연구전

통의대표적인연구는콜만보고서로알려진콜만과그의동료들

에의해이루어진연구이다.8)이연구의결과는학생들의학업성

취수준격차가학교시설자원보다는학생들자신의가정배경

에의해좌우되고있다는것이었다. 이런학교효과에대한비관

적인연구결과는당시매우충격적인것이었고, 격렬한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학교교육의효과를의심하는연구들은콜만보고서

의재분석을통하여더욱비관적인결과를내놓았고9), 더나아가

젠크스와그의동료들은설령학교간의자원상평등화를통해서

교육성취의 수준이 평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각 개인의 사

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

다.10)

반면에학교효과를긍정하는입장은자료, 연구모형, 분석방법

등이 적절히 사용된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교육의

효과를검증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그방향은학교교육을교

육시설자원보다는학교내부에서일어나는일과학생들이실제

경험하는것으로보는것이었다.11) 이와 같은내적특징이학교

의풍토, 문화를이루며, 이것이학생들의지적성취수준을증진

7)@이연구는현재진행중에있기때문에연구결과에대해단정적인결론을내리기는어렵다.
8) Coleman et. al.(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9)@Smith, M. S.(1972),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The Basic Findings Reconsidered,’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Random House, pp. 231-341; Mosteller,

F. & D. P. Moynihan(1972), ‘A Pathbreaking Report,’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Random House, pp. 3-66
10)@Jencks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Y.: Basic Books
11)@Bidwell & Kasarda(1980),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the Effects of School and Scholing,'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ugust), 1980, pp.401-430; Purkey, S.S. & M.S. 
Smith(1983), 'Effective Schools: A Review,'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3, pp.42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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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심층적인 향을미친다는것이다. 

콜만은학교효과에대한부정하는연구결과를발표한지20여년만에공·사립학교간비

교분석을통하여학교가학생들에대해서엄격한조치를취한다면학생들의학업성취를높

일수있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 다.12) 그에따르면, 사립학교와카톨릭계학교는지적수

월성을강조하고, 출석률을강조하고, 숙제를많이내주고, 어려운교과목이수를권장하는등

의학문적요구를강화하고있기때문에공립학교보다학생들의평균성취수준이높게나타

난다는것이다. 이후에콜만은이런특징을사회적자본이라는개념으로설명하 다. 즉, 카

톨릭계학교들이보여주는엄격한교육은낮은가정배경출신학생들에게부족한부모의지

원, 친척의지원등을보충하여주고있다는것이다.13)

이후학교효과연구의흐름은학교의조직적특성의효과에초점을두었다. 학교의풍토나

과정상의특성과같은학교조직상의특징이학생들의성취도에긍정적인 향을미친다는것

을밝히고자한것이었다. 일반적인의미로서의학교가아니라교사연수프로그램, 교육개혁

등과같이구체적으로학교현장에적용된교육정책의효과를평가하는것이다. 주어진기간

동안어떤학교에어떤교육자원이투입되었다면그변화가학생들의성적을어떻게변화시

켰는가를확인하는작업인셈이다. 

평준화정책이학업성취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방식은미국에서공립학교와사립학교

의효과를분석한연구와같은방식으로진행할수있다. 이때필요한것은학생들의성적변

화를추적할수있는양질의성취도검사자료이다. 즉학생의성장과발달을추적할수있는

패널자료를구축하고, 평준화정책의시행과정에개입하여 향을미치는여러수준상에서

의차이-시도지자체교육청, 교육구청, 학교, 학급-를꼼꼼하게따지면서그성장여부를검

토한다면, 평준화정책이어떤변화를가져왔는가를확인할수있으며, 이런실증적인연구결

과를바탕으로평준화정책을보완할수있을것이다. 

12)@Coleman et al.(1982), High School Achievement: Public, Catholic and Private Schools Compared, N.Y.: Basic Books, Inc.,
Publishers.

13)@Coleman et al.(1987), Public and Private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Basic Books; Coleman et 
al.(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95-120

학생의성장과발달을추
적할 수 있는 패널 자료
를 구축하고, 평준화 정
책의시행과정에개입하
여 향을 미치는 여러
수준 상에서의 차이-시
도 지자체 교육청, 교육
구청, 학교, 학급-를 꼼
꼼하게따지면서그성장
여부를검토한다면, 평준
화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평
준화 정책의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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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은우리나라교육전반에절대적 향력을발휘

하는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에내재된근본적인문제와최근의사회변화및교육개혁방

향등과관련하여평준화정책에대한근본적인검토의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평준화정책의실시로제기되는근원적인문제의

식은평준화체제의학교가다원화된사회에서학생들의다양한

교육적요구를적절히수용할수있는가에관한것이다. 다양한

능력과적성을가진개성있는학생들이획일화된평준화교육을

통해균질화된학생을양성·배출하고있는것은아닌가에대한

의구심이높다.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질문들이계속적으로제기된다. 평

준화정책이학교운 의자율성을제약하는가? 학교운 의자율

성위축으로나타난문제는무엇인가? 학교운 의자율성위축으

로나타난문제가심각한경우에도, 평준화정책은학교운 의자

율성을제약해야만하는가? 평준화정책과학교운 의자율성은

양립할수없는가? 평준화정책에서학교운 의자율성을신장할

수는없는가? 평준화정책과학교운 의자율화가양립할수없

다면, 어떤정책을선택해야할것인가? 

이 에서는평준화정책시행으로나타나고있는위와같은문

제인식을확인하면서이와관련하여제기되는질문들에대해검

토해보고자한다. 

평준화 정책의 재점검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교육정책들이조령모개식이라는비난을받을정도로

자주바뀌어왔지만, 고교평준화정책만큼은 1974년실시된후

30년이넘도록지속되어온최장수교육정책이다. 그렇지만평준

화정책이추진되어오면서이정책에대한찬반논쟁이반복되면

서논란도많았다. 그래서시행과정에서평준화정책에관한평

가가이루어지기도하 고, 이들 결과에따라평준화정책이부

분적으로 보완되기도 하 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일부 지역을

평준화지역으로확대했는가하면, 다른지역에서는평준화지역

을해제하기도하 다. 그렇지만평준화정책의기본구조는지금

까지큰변화없이계속유지되어왔다. 

평준화정책은입안당시과열고입경쟁으로인한중학교교육

의비정상화, 과열과외및재수생의누증, 학교간격차심화등

의문제를완화하는데나름대로크게기여해왔다. 그러나평준

화정책의실시로학급내학습집단이이질화되어수업능률이저

하되고교육의질저하에대한우려를낳게했고, 학생들의학교

선택권을제한하 으며, 학교운 의자율성을 위축시켰다. 이러

한평준화정책의공과로인해평준화정책에대한이해당사자들

의찬반도엇갈리면서정책결정자들도평준화정책의기본구조를

크게바꾸어오지못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최근의사회변화는평준화정책을재점검해보아야할

상황에이르게되었다. 지식력을강조하는지식기반사회의전개,

국가간에치열하게벌어지는무한경쟁상황등은국가마다자국

평준화정책과학교운 의자율성

김 철│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chul@kedi.re.kr

평준화 정책은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균질화된 학생을 배출한다는 의

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정책은 학교운 의 자율성을 제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

다. 평준화 체제의 내재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운

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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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존을위해국가경쟁력을키우기위한전략수립에고심토록하 다. 선진국들은국가경

쟁력을키우기위한핵심적인정책을거의예외없이교육의수월성을추구하는방향에서찾

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교육개혁으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국가의 위기」(A

Nation At Risk)를선언하면서교육의수월성추구를위한교육개혁을추진한이래, 현재부

시대통령에의해추진되고있는「낙오자없는교육정책」(No Child Left Behind)에이르기까

지자율성과책무성, 그리고학교선택권을강조하는교육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교육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정부의과도한규제보다시장

기능에의한자율적운 이바람직하고, 수요자에민감한교육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자

율적인학교운 이불가피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이처럼최근교육개혁에

서수월성추구, 탈규제, 자율화, 책무성등이강조되고, 특히수요자에민감한교육(demand-

sensitive education)을강조하는교육개혁이추진되면서학교운 의자율성을강조하는방향

으로의고교평준화정책의보완이현안과제로대두되고있다.@ 

학교운 의 자율성을 제약한 고교 평준화

고교평준화정책의실시로학교운 의자율성이제한되었고, 사학의자주성과자율성이크

게위축되었다. 평준화정책은당초과열된입시경쟁에따른문제들을치유하여교육정상화

를촉진시킨다는목표하에학생, 교원, 시설등을평준화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이에따라

평준화가실시되는지역에서는학생평준화를위해학군별추첨배정방식에의한학생선발이

이루어졌고, 교원평준화를위해교원순환근무제가실시되었다. 그후평준화정책이적용되

지않는지역에서도학생선발방식을제외한교원과시설평준화정책이공히적용되고있다. 

이와같은균일적인평준화정책의시행은학교운 의자율성을크게제약하게되었다. 자

율성이결여되거나위축된학교에서는학생들의다양한교육적요구를수용하는데한계를지

니게될수밖에없을것이고, 창의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기도용이하지않을

것으로생각된다. 또한, 자율성이결여된학교는사회변화와관련하여탄력적이고융통성있

는학교운 도어렵게할것이다. 

참고로OECD의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미래의학교’(Schooling for Tomorrow) 모습

을①강력한관료주의적학교체제, ② 시장모델의확장, ③ 핵심사회센터로서의학교, ④

학습조직으로서의학교, ⑤학습자네트워크사회, ⑥교사이직및해체등 6가지시나리오

균일적인 평준화 정책은
학교운 의 자율성을 크
게제약하 다. 학교에서
는학생들의다양한교육
적요구를수용하는데한
계를 지니게 되고, 창의
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
발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변화
와 관련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학교운 도
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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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구상한바있다. 이와같은미래학교의다양한변화가능성은

국가주도의획일화된학교모형으로대응하는데한계가있고, 학

교유형의다양화와학교운 의자율화를통해대응해야함을시

사하는것이다. 

특히사립학교는평준화정책실시로학생선발은물론교육과

정운 및등록금책정등이공학과동일한방식으로획일적으

로적용되면서사학의건학이념을구현하기어렵게되었다. 특히

평준화고등학교는학생선발권이사라지고, 건학이념을반 한

교육과정운 이어렵게되면서, 사립학교로서의특수성을살리

기어렵게되었다. 그리고공립학교와동일한수준으로등록금을

책정토록하고, 그대신에재정결함분을보조하는정책을실시하

게됨에따라, 학교특성을반 한특별프로그램의운 이나학

교발전을위한시설확충등을어렵게하 다. 

평준화정책실시로나타난또다른문제의하나는학교구성

원의학교에대한주인의식(애교심)이약화되고학교의책무성도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공립학교 교원의 순환전보제와 형식적인

근평제도그리고사학에대한재정결함보조등은교원에게는책

임의식을저하시키고, 학교의책임경 을무감각하게만드는요

인이되었다. 그결과, 공교육약화를초래하여공교육에대한불

신을자초하게되었고, 이로 인해사교육범람과조기해외유학

등의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고볼수있다. 

@@ 

선진국은 학교운 의 자율성 강화 추세

참고로선진국들도학교운 의자율성을강화하는정책을추진

하고있다. 미국에서는연방정부가주도하는교육개혁에서단위

학교의자율성과책무성을강조해오고있다. 학교운 의자율성

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단위학교 자율책임경 제’

(school-based management) 등을추진하고있다. 교육은학교

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주나학교구에서많은권한을갖고이를

획일적으로지시하고통제하는방법에의해서는실질적인교육개

선이이루어질수없다고보고, 실제로이루어지는학교현장에

서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각종 교육사업(활동)에 능동

적으로참여하여의사결정하고, 이를실천·평가하며, 또문제점

을스스로확인하고개선해나가는과정을거쳐교육개혁을추진

하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율경 학교(self-managing

school), 효과적인학교경 (effective school management), 학

교단위 예산제도(school-based budgeting; site-based

financial management)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학교운 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들이

다. 

국에서는1986년교육법(Education Act)에의해학교운 위

원회(Governing Body)를 설치토록 하여 이 위원회가 교원인사

나교육과정운 등학교경 전반에대한권한과책임을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에의해학교운 위원회의권한을더욱강화하 으며학교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학교자치관리제(Local

Management of Schools: LMS)를마련하 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동시에 강화해야

평준화체제의내재적문제점을보완하고, 미래사회에대비한

교육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학교운 의자율성이강화되어야

할것이다. 특히학교운 의자율성보장수준도단순히하향평

준화논란이되어온수준의‘평균지향적학교운 ’이아닌, 상향

평준화를 지향하는‘일정한 수준 이상을 지향하는 학교운 ’이

가능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모든학교에동일한

교육과정, 교사기준, 학생선발방식을요구하던기존의획일화된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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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에서탈피하여단위학교의자율성과다양성을인정

하면서일정기준의책무성을요구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할

필요가있다. 

그리고공립학교와사립학교의차이를인정하지않는획일적

인평준화정책에서사학의자주성을존중하는다원적인평준화

정책으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이런방향에서, 학교운 의여

건이성숙된학교부터교원인사, 교육과정운 , 납입금책정,

학생선발등에관한자율적결정권을단계적으로부여하는방안

을검토할필요가있다. 

학교운 의자율성강화방안으로초·중등교육체제의자율

화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자율학교제도를확대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을것이다.

자율학교의도입취지는단위학교가교육과정의운 과학생선발등학교운 에관한자율

재량권의범위를최대한확대하여학교의자율운 역량을강화하고, 책임을증진시키기위

한것이라고볼수있다. 

현재시행중인자율학교제도는당초초중등교육법제61조제1항에서규정한학교장의자

격, 학년도개시와시작, 학년제에의한진급과졸업, 국정및검인정교과서사용, 학교운 위

원회설치등을한시적으로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되어있다. 하지만현재자율학교에서

행사할수있는자율권의범위는교장임용, 교육과정자율편성·운 , 교과서의사용측면

에서의자율화, 학생모집자율화등으로초중등교육법에규정된것보다상당히축소되어운

되고있다. 따라서자율학교는당초초중등교육법에서규정했던수준으로자율권의폭을확

대함과동시에적용대상학교를더욱확대하여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 자율학교적용대상에서입시위주교육을우려하여도시지역의일반고등학교는제

외된채, 예체능고교, 특성화고교, 농어촌고교, 통합형고교등에만제한적으로적용되고있

어서자율학교제도운 의파급효과가반감되고있다. 학교운 의자율성신장이라는측면

에서자율학교정책이보다적극적으로확대실시되어야할것이다. 

학교운 의자율성확대와함께학교의책무성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학교책무성을강

화하기위해학력평가, 학교평가, 교원평가등을통해학교책무성을확인하는체제가제도화

되어야하고, 학교운 에관한정보가공개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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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자율성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장해야

학교운 의자율성신장과관련하여특별히고려되어야할 역이사학의자율성신장이

다. 평준화정책의시행으로공립학교운 의자율성도많은제약을받게되었지만, 자주성

을특성으로하는사학의자율성이크게제약을받게되었다. 

우리나라사립학교는근대적학교교육이시작되던구한말교육구국운동과민족자강운

동의산실로서, 일제하에서는독립을위한항일운동의진원지로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

다. 그리고해방이후에는폭발적으로증가하는교육수요를정부가독자적으로감당하기

어렵게됨에따라, 사학설립을통해교육기회를확대하는데기여해왔다. 이처럼우리나라

사학은나라가어려울때에는구국을위해, 인재양성이필요할때에는교육기회를확대하

여교육발전과국가발전을위해지대한기여를해왔다. 

그러나이러한사학이평준화정책이실시되면서사학으로서의자주성과자율성을완전

히상실하게되었다. 특히획일적으로적용되는평준화정책으로사학나름의전통과건학

이념에따른특성을잃게하여결과적으로특색있는교육까지도사라지게하 다. 

현재평준화정책을시행하는외국의경우에도그대상은사학을제외한공립학교에국

한하여적용하고있다. 그리고선진국들의교육개혁에서는평준화정책의대상인공립학교

에대해서도학교운 의자율성을강조하는추세에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 우리나

라사립학교운 의자율성도공학과는판이하게다른차원에서보장되어야하고, 사학까

지를획일적으로포함하여적용하고있는우리나라평준화정책은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

하다고하겠다. 

자립형 사학도 개선·확대해야

평준화정책의보완책의하나로재정자립이가능한사학을대상으로학교운 의자율성

을보장하기위한방안으로자립형사립고가시범적으로운 되고있다. 현행자립형사립

고등학교 시범운 방안에서는 학생선발 방법의 제한, 납입금의 상한선 설정, 학생납입금

대재단전입금의비율의무화, 일정비율학생에대한장학금지급의무화등많은제한조

건을담고있다. 이처럼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시범운 에서자립형사학에대한반대여

론과우려를모두감안하다보니자립형학교로서자율적으로운 해야할학교에대해너

무많은규제가뒤따르게되어결과적으로자립형학교로서의취지를반감시켰다고볼수

Project

모든학교에동일한교육
과정, 교사기준, 학생선
발방식을요구하던기존
의획일화된평준화정책
에서 탈피하여 단위학교
의자율성과다양성을인
정하면서일정기준의책
무성을 요구하는 방향으
로정책을전환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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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자립형사립학교로선정된시범학교들이전국적으로 6개학교만엄격히선정하

다보니당초우려했던귀족학교가능성은더욱높아지게되었다. 

따라서자립형사립학교제도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최소한의기본요건을갖춘사학

으로그대상을확대하고, 일단자립형사학으로선정된학교에대해서는학생선발, 교육과정

운 , 교원임용, 납입금책정을포함한재정운 등에서실질적인자율권을행사할수있도

록제도적으로보장해주어야할것이다. 그래서재정적으로만자립하는학교가아닌학교운

전반에서자율적으로운 하는학교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자립형사립학교의선정도

희망하는사학이일정요건을갖춘경우, 이를사실확인만을통해승인해주는준칙주의방식

의접근이필요할것이다. 앞으로엄선해야할대상은자립형사학이아니라정부로부터재정

보조를받아야하는평준화사학이되어야할것이다. 

사학 정책 다원화로 자생력 신장시켜야

평준화정책에서는사학에대한재정지원정책도모든사학에대해사학재정결함을일률적

으로보조하는방식으로실시됨에따라사학의자구노력을유도하지못하고있다. 정부의사

학재정보조정책도재정보조형태및정도에따라다양화할필요가있다. 특히, 사학에대한

재정보조정책에서는일률적으로사학재정결함을보조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사학스스로

자구노력을유도하는방향으로재정지원방식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정부로

부터많은재정보조를받는사학에대해서는더많은정부기준을따르도록하고, 재정보조

를적게받는사학에대해서는정부기준의준수를최소화하도록하는것이다. 이처럼, 사학

재정지원정책을다원화하는경우, 사학유형은자립형사학(independent schools), 재정보

조 사학(aided schools), 통제관리 사학(controlled schools), 협약학교(special agreement

schools)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1) 이러한 사학 정책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운 의

자율성도강화하면서사학의자생력도신장시키게될것이다. 

평준화정책은사학의자
주성과 자율성을 상실하
게 하 다. 특히, 사학의
전통과 건학이념에 따른
특성을잃게하여결과적
으로 특색 있는 교육도
사라지게하 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에 국
한하여표준화정책을적
용하고 있다. 사학 정책
의다양화를통해학교운
의 자율성도 강화하고

사학의 자생력도 신장시
켜야한다.

1)@참고로, 국의경우, 지역교육청(LEA)이재정지원하면서운 하는공 학교에는지역교육청(LEA)이설립한공립학교(county 
schools)와종교단체와기부단체등이설립한사립학교로서지역교육청(LEA)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재정보조학교(aided 
schools, controlled schools)와협약학교(special agreement schools) 등이있다. 이들학교는대체로지역교육청의재정지원정
도에따라교원임용및학교운 위원회구성등과같은학교운 방식에서통제를받는다. 이외에, 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전혀
받지않고독자적으로운 되는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s)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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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의사회적 향분석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hih@ehwa.ac.kr
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jjyang@yonsei.ac.kr

고교 평준화 1세대가 4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향력 있는 지위로

진입한 시점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사회적 향’을 분석하고 점검해보는 작업을 시작한다. 나아가 향

후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목록을 발굴하고자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여 년이란 오랜 기간을 강력하고도

확고한정부의의지에따라정책적일관성을유지하면서

꾸준히시행되어온사례이자, 도입당시부터끊임없이정책의공

과를둘러싸고사회적논쟁을불러일으켜왔다는점에서주목을

받기에충분하다할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의공(功)으로는도입당시까지지속되어온바

과도한고교입시경쟁을해소함으로써중학교교육의정상화에기

여했고, 교육의형평성을확대하고평등성을확보함에유효적절

한수단이었음이지목되고있다. 반면고교평준화정책의과(過)

로는이질적인학급구성으로학력의하향평준화를초래하 고,

학교선택권및사학의자율성을제한하는동시에, 학업 성취력

향상을위한노력을간과함으로써학교및학생간교육의질제

고를위한경쟁을약화시킴에따라결국은교육의수월성및경

쟁력을확보함에있어부정적결과를가져왔다는평가가내려지

고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공과에 대한 소모적 논쟁

이에따라고교평준화정책의긍정적측면에주목하는교육관

련단체를중심으로해서는고교평준화기조가철저히유지되어

야함을주장하고있고, 부정적측면에우려를표명하고있는경

제계를중심으로해서는고교평준화정책을폐지해야한다는요

구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지금까지고교평준화정책을둘러싼논란은정책의부정적효

과가운데주로학력의하향평준화현상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러나‘학력’을어떻게정의하느냐하는문제는교육철학의관점

에서부터 경제학의 논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데다, 과연학력을어떻게측정할것이냐를놓고도인식론적

토대를달리하는방법론사이의갈등이충돌하고있는상황이기

에, 학력의하향평준화를중심으로한논쟁은소모적이고감정

적인수준에머문채생산적결론을이끌어내는데는일정한한

계를보여온것이사실이다. 

이제 고교 평준화 1세대가 4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정

치·경제·사회각부문에서 향력있는지위로진입하게된시

점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의 향을평가함에있어서는기존의협

소한논쟁구도에서벗어나정책의‘사회적 향’을분석하고점

검해보는작업을시작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지금까지관심의사각지대에머물러왔던고교

평준화정책의사회적 향을평가하기위한작업의일환으로, 첫

째사회적 향을평가함에유용하면서도활용가능한경험적지

표를확보하도록할것이며, 둘째고교평준화이전및이후세대

의경험속에투 되고있는고교평준화정책의강점과약점을

점검해보고자한다. 나아가고교평준화정책의사회적 향평

가와관련해서향후요구되는새로운과제목록을발굴하고자한

다.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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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향 분석

고교평준화정책의사회적 향분석을위한실증적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첫째, 고교평

준화시행이전과이후의‘출신고등학교 향력’을비교할수있는관련자료로서, 인명록에

실린인물을대상으로경험적분석을실시하 다. 곧경제계및관계엘리트에해당되는주요

대기업간부급, 공무원사무관급이상 5,000사례를대상으로, 출신고등학교분포도, 서울대

졸업자의출신고등학교분포도, 그리고명문고및비명문고의졸업생분포변화등을분석해

봄으로써고교학벌주의의실상을파악하고자하 다. 

둘째, 일반국민들이체감하는바출신고등학교가직장및사회생활전반에미친 향을주

제로개방형설문조사를실시하 다. 설문조사대상으로는연세대및이화여대교양과정과

목수강생의아버지 134명(비평준화세대 117명, 평준화세대 17명)이포함되었고1), 설문내용

으로는개인적배경(출생년도, 출신고등학교)과 더불어‘고교평준화정책의장단점에대한

평가’와‘사회생활을하는동안출신고등학교동창덕을본경험이있는지?’여부를자유롭게

기술하도록하 다. 

①고교학벌주의의약화 : 인물정보데이터베이스분석@ 

인명록실증분석을통해본고교평준화의사회적 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사회‘파워엘리트’의출신고등학교및대학교를분석해본결과아직은평준

화세대의비율이비평준화세대에비해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출생년도및출신고

교의연고지를동시에고려하여추정해본결과, 파워엘리트가운데비평준화세대의비중이

89.1%, 평준화세대의비중이 10.9%로나타나고있다

둘째, 인명록에 등재된 분석 대상자의 출신 고등학교는 경기고가, 출신대학교는 서울대가

가장많았다. 그러나세대별로나누어보면비평준화세대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던경기고,

경북고, 경복고, 서울고등이평준화세대로오면서는전반적으로그비율이낮아지고있으며,

용산고, 휘문고, 여의도고, 우신고등비평준화시대에는비율이낮았던학교들이상위 20위

1)@본조사는2004년 11월말각학교수업시간을통해안내, 시행되었고수거된설문지중불성실하거나완성되지않은경우를제외
한134명의응답내용을분석에포함하 다. 단, 본조사는고교평준화제도의사회적 향력에대한보다많은사람들의의견을들
어보기위해부가적으로시행된것으로, 응답자선정이나질문지구성등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사용하는구조적, 체계적방법을
사용하지는않았다. 여기서는단지고교평준화제도에대해비평준화세대와평준화세대당사자들이경험하고생각한바를정리하
는것을목적으로함을미리밝혀둔다.

한국사회‘파워엘리트’
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
학교를 분석해 본 결과
아직은평준화세대의비
율이비평준화세대에비
해현저하게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인명록에등재된분석대
상자의 출신 고등학교는
경기고가, 출신대학교는
서울대가가장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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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새롭게진입하고있다. 

<표 1> 평준화 세대 출신 고등학교 상위 20위

@ 

셋째, 출신대학은평준화, 비평준화와관계없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등의순서로그

비중이높은가운데서울대가 20% 이상으로현저하게높은비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

다. 직업별로는행정공무원집단에서경제인집단에비해경기고, 서울대출신자의비율이

뚜렷하게높음을발견할수있다. 

넷째, 평준화시행이후새롭게상위20위권에진입한고등학교중휘문고, 여의도고, 충

암고, 동고에대해이들학교의대학진학내용을보면, 비평준화시기의서울대진학율이

12.5%이던것이평준화이후에는23.8%로증가하 다. 

다섯째, 서울대졸업자들의출신고등학교는, 경기고(18.2%), 경복고(7.9%), 서울고(7.1%),

경북고(6.8%)의순서로나타나고있으며특히경기고의비율이가장높다. 교육세대별로보

면경기고는비평준화시절 19.1%로부터평준화로오면 10.3%로낮아졌고경복고, 서울고,

경북고등도각각3.2%, 2.4%, 1.6%로모두낮아졌다. 

여섯째, 분석에포함된우리나라주요계층(대기업간부급이상 + 행정공무원사무관급)

의출신학교를보면, 고등학교는경기고가, 대학교는서울대가가장많으며특히대학교의

경우, 평준화시행여부와관계없이서울대비율이가장높아서울대가우리사회에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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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서울대 졸업자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경기고
(18.2%), 경복고(7.9%),
서울고(7.1%), 경북고
(6.8%)의 순서로 나타나
고있으며특히경기고의
비율이 가장 높다. 교육
세대별로 보면 경기고는
비평준화시절 19.1%로부
터평준화로오면 10.3%
로 낮아졌고 경복고, 서
울고, 경북고 등도 각각
3.2%, 2.4%, 1.6%로 모
두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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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향력의크기를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반면, 고등학교의경우, 평준화시행전

에는경기고를위시한경복고, 서울고, 경북고등주요고등학교의비율이절대적으로높았으

나평준화시행이후이들학교의비율은낮아지고, 대신휘문고, 여의도고, 충암고등더많

은학교들이서울대및파워엘리트급인력풀(pool)을구성하게되었음을알수있다. 

<표 2> 서울대 출신자의 직업별 출신 고등학교 상위 20위@ 

②고교평준화의장단점에대한체감 : 학부모대상개방형설문분석

■출신고등학교로인한혜택혹은불이익의경험

학부모를대상으로출신고등학교로인한혜택혹은불이익의경험을질문해본결과, 평준

화·비평준화세대에관계없이사회생활에있어고등학교동문, 선후배간유대관계의중요성

에대해서는그것이긍정적방향이든부정적방향이든공히인정하고있다. 명문고에대한사

회적인정으로인한심정적혜택과, 명문고출신동문들의업무적배려및지원으로인한실

질적혜택이있는반면, 비명문고출신자들이명문고졸업자들에대해느끼는상대적소외감

과피해의식도발견된다. 

첫째, 비평준화세대로서명문고를졸업한경우는출신고가주는‘사회적신뢰와명망의혜

택을받은경험을밝히고있으며, 당사자들은이에대해자부심을가지고있다고말한다. 

고교평준화제도에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전반적
학업능력 하락이라는 부
정적 측면이 있지만, 출
신학교로인한사회적위
화감 및 차별의 문제 극
복, 입시부담 문제 완화,
성적과연관된공부이외
의다양한가능성을경험
해볼수있는기회증대
등긍정적측면의사회적
효과를지니고있음이지
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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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평준화세대의경우명문고, 명문대, 그리고사회적요직에진출한동문, 선후배들

과의폭넓은유대는사회생활을함에일종의사회적자산으로작용하여직장내외업무추진

이나사업계약등에있어중요한성공요소로기능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문제해결과위기관

리에도움을줄수있는유용한‘인맥’을하나의능력으로받아들이는경향도보인다. 

셋째, 조직사회에있어서는특히비평준화세대의명문고학연이아직도중요한요소로작

용하고있어외부인에게는상대적불이익과소외감을느끼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평준화세대의장점과단점

고등학교평준화및비평준화세대간의장단점을질문해본결과, ‘고교비평준화’의장점

으로는, 스스로선택하고노력하여들어간학교에대한자긍심과애교심, 비슷한학업능력과

목표의식을가진동기들과의유대와결속, 고교비평준화의경쟁제도가보다일찍학업에대

해진지한태도를가지게함으로써전반적인삶에긍정적 향력을미침, 그리고뛰어난인재

발굴및양성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등이지적되었다. 

반면, 비평준화의단점으로는고교비평준화제도가명문고출신자들에게는특권의식, 우월

의식, 그들만의결속력을가지게하지만다수의비명문고출신자들에게는사기저하로인한열

등의식을가지게함으로써출신고교로인한위화감이조성될우려가있다는점, 이런위화감

은졸업후사회진출시에는사회적파벌형성으로이어지는데, 이역시다른집단의사람들에

게상대적박탁감과불이익을줄수있다는점, 더불어어린학생들의입시부담을가중시키고

점수에의한줄세우기식교육으로그시절누려야할다양한교육기회및학업이외다른능력

을발견할수있는여건을박탈하게되는문제점등이언급되었다. 

■평준화세대의장점과단점

@평준화제도의장점으로는비평준화시절학교간, 학생간위화감및차별의식이해소되

었다는점, 입시부담에서벗어나자신의관심분야에대해다양한탐색을시도할수있게된

점, 그리고보다폭넓은교우관계를형성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된점등을지목하 다. 

구체적으로는“학교사랑, 소속감은덜해보이나비평준화시절에도일류고교는하나뿐이었

으므로나머지친구들은바로이류, 삼류가되었다. 평준화는소수의피해를딛고신체적, 정

신적성숙기간을 3년더두는것이므로불행중다행이고, 이는진로결정에부모보다는본인

의사를중요시하는데에도움이되리라본다”(광주공업고비평준화세대, 48세건설회사), “중

학생들이입시에찌들어있지않은것같아서보기에좋다. 그시기에는교과서로부터얻을수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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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피상적인지식보다는체험을통해체화하는경험이훨씬귀중한거름이되리라생각한

다”(경기고비평준화세대, 60세사진작가) 등을들수있다. 

평준화제도의단점으로는학생들의학력저하와학력의하향평준화가가장빈번하게지

적되는가운데, 학생들의다양성을이질성으로인식하여교우관계형성의폭과깊이에한계

가 있을 것임, 학교선택권이 없고 시험을 봐서 힘들게 들어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애정이나선후배간결속력이떨어진다는점등이지적되고있다. 

곧“평균적으로는학력이상승했다는통계적인결과가있긴하지만현직에서학생들을가

르치는입장에서볼때갈수록학생들의이해도라든가기본적인학력이떨어진다는생각을하

게된다”(충남공주고비평준화세대, 50세교수), “고교평준화는하향평준화를의미한다. 공부

잘하는사람끼리모아놓아야그집단내부의경쟁을통해학생들의학업성취도증가하게된다.

평등이라는이름으로평준화를한결과수십여년간고등학생의학력저하현상이나타났다”

(제물포고비평준화세대, 48세사업), “모교에대한소속감및자부심의결여로단체생활에서

협력심등이부족하고개인주의적이다”(전북남원고비평준화세대, 50세자 업) 등으로요

약된다. 

결국비평준화제도에대한‘장점’의주요내용을보면명문고교졸업생의관점에서제기된

것이주를이루어, 동질적학습능력을가진우수한학생들간의시너지효과및경쟁력확보,

명문고등학교및동문에대한강한유대감과결속감등은명문학교출신이아닌입장에서는

치열한입시경쟁과줄세우기식학교평가, 이로인한기회차단, ‘그들만의’조직력으로인한

심리적박탈감및실질적불평등, 청소년기의다양한경험체득기회상실등의문제로인식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고교평준화제도에대한평가는학생들의전반적학업능력하락이라는부정적측면

이지적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출신학교로인한사회적위화감및차별의문제극복, 입

시부담문제완화, 성적과연관된공부이외의다양한가능성을경험해볼수있는기회증대

등긍정적측면의사회적효과를지니고있음이지적되었다. 더불어엘리트교육및학습능력

향상의문제는다양한보완장치를통해해결할수있는부분임을고려할때고교평준화제도

가사회전반에미치는긍정적기여도를재평가할필요가있으리라생각된다. 

고교평준화정책의성패
는교육정책적차원의공
과 분석에 한정되지 않
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세대를 길러냄에 있
어, 어떠한 인격과 능력
을갖춘인재를양성하느
냐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비전과맞물려있
는 과제이다. 따라서 고
교평준화정책은국가의
인재양성 비전이라는 거
시적틀안에서논의되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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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향 분석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살펴본바, 평준화이후에도고등학교를중심으로한학연·학벌의 향력이강

하게남아있고, 일부는명문대학으로자리를이동해갔다는지적과관련해서한국사회의고

질적인학벌주의를극복하고사회구조적차원의공정성및신뢰를확보한다는차원에서세심

한정책적배려가요구된다. 

향후고교평준화정책의사회적 향분석을위한제언으로는첫째, 고교평준화정책의사

회적 향분석을위한실증적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구축하도록한다. 보다구체적으로

는 일류대학 진학자의 출신고교 분포도,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국내 100대기업이사진·3급이상정부고위관료·박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명망

있는전문직종사자·기타사회적 향력을행사하는집단의출신고등학교및대학교분포

도등을중심으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도록한다. 

둘째, 고교 평준화정책의찬반을둘러싸고지루하게전개되어온지금까지의소모전을종

식하고, 논의가보다생산적인방향으로진행되어갈수있도록한편에서는고교평준화로인

한긍정적효과를확대재생산하도록하고, 부정적폐해는효율적으로시정해갈수있는균형

감각을갖추도록한다. 

고교평준화정책의단점으로는학력의하향평준화, 학교간·지역간격차확대, 수월성

있는경쟁력갖춘인재양성의어려움등이지목되고있다. 이의보완을위해 1) 부단히변화

해온교육여건의충실한반 을전제로학력의하향및상향을객관적, 총체적으로포착할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학력의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도록 한다. 2) 선발과정상의 평준화

못지않게실질적인교육내용면에서의평준화를실현하는작업을수행하도록한다. 3) 수월성

있는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우리식교육문화및교육환경의특수성을살릴수있는

방향에서‘열린평준화’및‘유연한@ 평준화’에입각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문화전반에걸쳐폐쇄적학벌사회를개방적능력사회로전환해가는작업을적

극진행하도록한다. 이를위해 1) 개인의능력및잠재력에대한공정한평가시스템을구축

하도록한다. 2) 대기업을중심으로학벌주의를극복하고메리타크러시(meritocracy)를구현

한사례를발굴하여, 이들에게적절한인센티브(세제혜택등)를부여해주도록하고, 특히청

소년대상의역할모델로널리홍보하도록한다.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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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교평준화정책도입의본래목적에충실하도록과중한사교육비부담문제를전향

적으로해결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는공교육과사교육의관계를배타적경쟁적으로규정

하던것으로부터호혜적상호의존적으로설정하는패러다임전환을시도하도록한다. 곧 사

교육시장에서독점하고있는자원을공교육과공유할수있는방안발굴, 사교육시장과공

교육현장을유기적으로연계시키는프로그램도입, 사교육프로그램의내용을입시중심으로

부터인적자원개발로전환시키는방안검토, 공교육의퀄러티콘트롤(Quality Control)을제

도화하는방안등을모색하도록한다. 

결국고교평준화정책의성패는교육정책적차원의공과분석에한정되지않는다. 이는한

국사회가 로벌차원의경쟁이점차심화되어가는과정에서향후한국의미래를책임질세

대를 길러냄에 있어, 어떠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비전과도맞물려있는과제이다. 따라서고교평준화정책의미래는국가의인재양성

비전이라는거시적틀안에서논의되어야할것이다. 

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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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서울과부산지역을시작으로도입된고교평

준화제도는한국의중등교육체계에일대혁명

과같은변화를가져왔다. 경기고나서울고같은소위일류고등

학교를정점으로극도로서열화된구조를가지고있던기존의고

등학교체계가일시에무너지고, 다양한능력과특성을가진학

생들이한학교에서그리고한교실에서교육을받게되었다. 평

준화제도가도입된초기시점부터지금까지항상제기되는질문

은“과연 이러한 교육 체계가 바람직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

가?”하는점이다. 

평준화 제도에 대한 실증 근거들

우리가배우는경제학교과서에는시장이효율성을가져다준다

고가르친다. 왜냐하면경제주체들의경쟁이촉진되기때문이다.

불필요한부문에정부가개입하는것은오히려시장을왜곡하고

부작용을가져다줄수있다. 이러한원론적인시각에서본다면

고등학교간의자율적인경쟁을배제하고정부의강력한규제에

의해유지되고있는고교평준화제도는그야말로반시장적체제

이고, 비효율성을가져다줄수밖에없는것으로생각된다. 

그런데놀라운사실은지금까지그어떤연구결과도평준화제

도가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가져왔다는명확한근거를제시하

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지난해사회적으로논란을야기했던소

위KDI 연구(김태종·이명희·이 ·이주호, 「고교평준화정책

이학업성취도에미치는효과에관한실증분석」, KDI 국제정책

대학원교육개혁연구소, 2004)도비교대상을중소규모도시로한

정하 다는점에서분석방법상에발전이있긴하 지만, 사용하

는자료의불안정성으로인해그결과자체는신뢰하기어려운상

황이다. (이에관해서는졸고, 「고교평준화제도가학업성취도에

미친효과- 기존연구결과들에대한비판적검토」, 『경제와사

회』, 제64호, 2004 참조) 오히려보다많은표본과동일인에대

한종단적자료를활용하여비슷한방식의분석을하고있는성

기선(2004)의연구에서는, 중소규모로지역을한정하더라도평준

화제도가학업성적향상에부정적 향을미치지않았다는분

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성기선, 「고교학교평준화정책의효

과에관한위계적선형모형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제

3호, 2004)@@@@ 

최근몇몇연구에서시험적으로시도되고있는평준화제도가

노동시장의임금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역시경제학교과서

의예상과는다른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소위‘차이의차이

(differences in differences)’분석기법을이용하여평준화제도

의임금효과를분석하고있는남기곤·최민식(2004)의연구에서

는, 평준화제도가근로자의임금을오히려10~14% 정도증가시

킨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하고있다. (남기곤·최민식, 「고교평

준화제도가임금을저하시켰는가?」, 『경제학연구』, 제52집 제3

호, 2004) 비슷한방식의연구인Kang et. al.(2004)에서도평준

화제도의임금효과가부정적이지않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Kang, Changhui, Myoung-Jae Lee, and Cheolsung Park,

경제학시각에서본 평준화정책의효과

남기곤│한밭대학교 교수, nkgon@hanbat.ac.kr

국내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소위‘감’에 의존하는 평가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경

제학 측면의 몇몇 연구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교육경제학계의 논

의 중에서 몇 가지 연구성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증분석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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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bility Grouping and Mixing in Education on Earnings: Evidence from the

High School Admission Reform in South Korea," mimeo) 

이 외에평준화제도의부정적인측면을강조하는입장에서는평준화제도로인해고등학

교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다거나사교육이번창한다거나, 혹은일류대입학생들의학

업능력이떨어진다는등등의이야기를한다. 그러나그어떤논의도엄 한분석에기초하여

체계적으로연구되어진분석결과를필자로서는알지못한다. 이러한주장은일종의‘감’에

기초한정서적인주장일뿐이지, 이문제들이정말평준화제도때문에발생하 다는인과관

계를밝히고있지는못하다. 몇몇관련변수들에기초한회귀분석결과들이존재하긴하지만,

이역시누락변수(omitted variable) 문제로인해신뢰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문제에대해

서는앞의졸고(2004)를참조하기바람) 

미국 교육경제학계의 실증분석 결과들

물론앞으로의연구들을통해새로운분석결과들이계속제출될것이고, 또이를위해새

로운자료를발굴하고신뢰할만한분석기법을도입하는노력을경주하는것이필요하다. 그

러나이와더불어경쟁을제한하는평준화제도가비효율적일것이라는교과서수준의선험

적가정이유효한것인지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매우높은추상도수준

에서전개된경제학논리가현실의복잡한현실에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보는것은적절

치못한가정일수있다. 이러한점에서현재실증분석이가장잘발전해있는미국교육경제

학의연구성과들은우리에게여러가지시사점을제공한다. (졸고, 「교육부문에의경쟁의도

입, 성과가있는가?」, 한국교육개발원평준화디스커션그룹포지션페이퍼, 2005) 

교육경제학분야의실증분석들은여러다양한주제들에대해논의가진행되고있는데, 이

중한국의평준화제도와관련해서는다음세가지주제에대한연구성과들이주목된다. 

우선평준화제도와비교적직접적인관련성을가지는주제로소위트래킹(tracking) 제도

의효과에대한논의를들수있다. 트래킹제도란우리나라에서이야기하는우열반에해당하

는것으로(다양한교과목으로학생들을선별한다는점에서한국의우열반과는의미가다르지

만), 동질적인학생들로학급을구성하는것이보다성과를높이는가하는점이논의의초점

이되고있다. 이에관한많은연구들은평균적인수준에서보았을때이제도가학생들의성

적을향상시키지못한다는점을밝히고있다. 반면분포의측면에대해서는아직은엇갈린분

미국 교육경제학계는 한
국의 평준화제도와 관련
하여, 우리나라의우열반
과유사한트래킹(track
ing)제도의효과, 학급규
모 논쟁, 사립학교가 공
립학교에비해높은성과
를 내는지, 이 3가지의
연구성과에 주목하고 있
다.

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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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들이제출되고있다. 한편에서는트래킹제도가상위권학

생들에게는유리한 향을그리고하위권학생에게는불리한

향을미쳤다는결과가제시되고있는반면, 학생들의질(quality)

을 보다체계적으로통제할경우이러한분포상의특징이나타

나지않는다는결과도제시되고있다. 

비슷한능력을가진학생들을모아놓고교육을시키는것이상

위권학생들에게는물론하위권학생들에게도도움이될것같지

만, 실제현실에서는이러한효과가잘확인되지않는다. 특히하

위권학생들에게는이러한트래킹제도가부정적인‘동료집단효

과(peer group effect)’를미칠수있다는점이강조되곤한다. 즉

이제도는하위권학생들을학업성적이높고동기부여가잘된

상위권학생들과분리시킴으로써, 우수한동료의존재로인해받

을수있었던장점(예컨대이들로부터직접적인학습도움을받

거나자극과동기부여를받을수있다는점, 혹은좋은수업분위

기가형성될수있다는점등)을상실케만든다는것이다. 

두번째로사립학교가공립학교에비해보다높은성과를내는

것인지에대한분석결과들을살펴보자. 미국의경우대부분의고

등학교들은공립으로운 되고있고, 대략12% 정도의학교가사

립이다. 사립학교의대부분은카톨릭계학교들이다. 이미1980년

대부터미국의학계에서는학생들을자유롭게선발하고교육하는

사립학교가공립학교에비해보다우수한성과를내는지에대한

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초기의연구들은대부분사립학

교가공립학교에비해성과가더높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들분석의가장큰약점은사립학교에입학하는학생들

과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애초부터 서로 질(quality)이

다르기때문에, 이로인한선택편의(selection bias)가존재할수

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평준화지역고등학생과비평준

화지역고등학생의질이다르기때문에, 이들에대한단순한비

교가잘못된결과를유도할수있는것과비슷한문제이다.@@@ 

따라서이에관한최근의연구들은이러한선택편의를통제하

고어떻게하면비슷한질을가진학생들을대상으로사립학교의

효과를추정할것인가하는점에분석의초점을맞추고있다. 이

를 위해 도구분석(IV) 방법을 이용한다거나 바우처(voucher) 제

도가갖는독특한특징을이용한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방법을이용한다거나하는새로운분석기법이사용되고있다. 그

결과사립학교가공립학교에비해학생들의성적을보다향상시

킨다는기존연구결과들은더이상확고한지지를받지못하고

있는상황이다. 자료에따라혹은분석기법에따라사립학교효

과가존재한다고보고하는연구결과도있지만, 그렇지않고사

립학교의특별한효과가존재하지않는다는분석결과도상당수

제출되고있다. 

세번째로는2000년대들어다시새롭게주목을받고있는학

급규모논쟁(class size debate)을 살펴볼수있다. 사실 1990년

대 Hanushek가학급규모의효과에관한기존실증분석결과들

을종합하는연구를통해, 학급규모의감소가학업성적을향상

시킨다고보기어렵다는주장을할때까지만하더라도이러한사

실은 정설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Krueger가 Hanushek의

분석방식에이의를제기하면서, 이 주제는또다시학계의주요

논쟁대상이되기시작했다. 

학급규모의효과가주목을받는이유는 1990년대시작된미국

교육개혁의방향과관련이있다. Hanushek을비롯한일부학자

들은 그동안 미국의 교육 투자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money makes no differences), 따라서 이제는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경쟁시스템을도입하는개혁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해

왔다. 학급규모의감소가학생들의성적향상에별로도움이되

지않는다는연구결과는, 이러한정치적입장을지지해주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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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생각되어져왔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 Krueger와 같은학자들은아직도교육여건

개선을위한투자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Krueger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테네시 주에서 실시되었던

STAR(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 프로젝트 결과이다. 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소규모학급(15~17명)과일반규모학급(22~25명)에무작위로배정한뒤, 4년동안학생들의

성적의변화추이를점검하는대규모실험이다. 그결과소규모학급은일반규모학급에비해

매년 1~4%씩성적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자연실험결과는다른비실험

적분석결과에비해보다신뢰할수있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 

평준화 정책을 보는 시각

결국어떠한논의를보더라도교육부문에경쟁을도입하는것이보다효율적일것이라는

명백한증거를미국의연구성과를통해서도확인하기어렵다. 같은경제학내부에서도‘경쟁

의도입=효율성증가’라는논리가교육부문에는적용되지않을가능성에대해끊임없이경

고하고, 과연어떠한가정이현실에맞는지에대한보다신뢰할수있는분석결과를찾기위

해노력하는모습이다. 

또 한가지주목할점은교육과관련된대부분의연구에서는흑인이나저소득층의문제에

대해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 트래킹제도가, 사립학교가그리고학급규모를감

소시키는것이이들소외계층의교육여건개선에어떠한 향을미칠것인가하는점이논

의의주된초점이되곤한다. 사실어느나라에서나부유층의자녀는빈곤층자녀에비해보

다양호한교육여건을누릴수있고, 따라서자연히교육성과가높아지기마련이다. 그러므

로그대로놓아두면자연스럽게뒤쳐질수밖에없는소외계층자녀들에게어떻게보다많은

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는가하는점이교육부문의핵심정책이되고있고, 이에대한연구

자들의관심이집중되는경향이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미국에서는수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각주제마다

아직도뜨거운논쟁이진행되고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에서는별다른연구없이혹은단순

한평균수준의분석정도만을기초로, 강한정책적주장을하는경우를종종보게된다. 물

론무작정연구결과만을기다릴수없는경우도많지만, 좀더많은연구자들이신뢰할만한

분석결과를내놓을수있는풍토가조성되고, 이에기초하여교육정책이논의되고결정될필

고교평준화 문제는 체계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평준화제도가학업성적
에 미치는 효과, 노동시
장에 미치는 효과, 인성
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
한분석, 특히이러한효
과가소외계층에게어떻
게나타나는지에대한분
석 등이 요청된다. 이러
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
면을 극대화하는 정책대
안을만들어가는것이순
서이다.

특별기획│평준화정책의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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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있다. 그리고교육부문에있어서만큼은소외계층의문제를보다심도있게고려해야한

다. 교육기회의실질적불평등을완화시키는것이야말로사회의건강성을유지하고, 전체국

민의인적자원수준을향상시키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다. 

다른어떤문제보다도고교평준화문제는이제이데올로기적논쟁을끝내고체계적인분석

에들어갈필요가있다. 평준화제도가학업성적에미치는효과, 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 인

성에미치는효과등에대한분석, 특히이러한효과가소외계층에게는어떻게나타나고있

는지에대한분석등이요청된다. 이에대한신뢰할수있는분석결과를기초로이제도가가

지는부정적인측면을최소화하고긍정적인측면을극대화할수있는정책대안을만들어나

가는것이순서일것이다. 이것이바로진정한경제학적방법론이아닐까싶다. 

끝으로프린스턴대학경제학교수들인Alan B. Krueger와Cecillia Elena Rouse의다음과

같은주장을경청해보자. 

“내개인적인견해로는공교육시스템을변경시키려할때정책입안자들은위험기피적(risk

averse)으로행동하여야한다고본다. 개혁이성공할것이라는충분한증거없이미국학교의

제도적구조를급격히변경시키는것은우리의어린이들을위험에빠뜨릴수있다.”

(Alan B. Krueger, “Reassessing the view that American Schools are broken,"

Econmic Policy Review, Vol. 4. Issue 1, 1998) 

“만약우리가교육시스템을고치기를진정으로원한다면, 어떠한요인이학교를성공적으

로만드는것인지에대한보다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시장의힘이부문간차이를설명하

고, 따라서공교육의마술과같은해결책(magic solution)이라고단순히가정해서는안된다.”

(Cecillia Elena Rouse, "Schools and student achievement: More Evidence from the

Milwakee parental choice program," Econmic Policy Review, Vol. 4. Issue 1, 1998)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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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를찾아서(2)

총 4회에 걸쳐 국내외 우수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연중기획 "혁신학교를 찾아서"를 마련하 다.

이번이 두번째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부산 덕천중학교(국내편), 와 세계화에 맞는 인재양성

을 추구하는“넬슨 만델라 베를린 국립국제학교(국외편)”을 마련하 다.

본지는 이 연중기획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어떻게 나서서 교육개혁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방법

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 덕천중학교
지역교육공동체의구심점이되는학교

넬슨 만델라 베를린 국립국제학교
관용과개방성을가르치는모델학교

[국내편] 

[국외편-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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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사회변화는기존의학교제도에여러가지도전과과제를안겨주고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인한가정해체, 사회불평등심화로인한빈곤가정증가, 여성의사회참

여증가등은과거와는다른교육문제를야기시킴과동시에새로운교육수요를발생시키고

있다. 보다거시적으로는정보화사회의진전으로평생학습사회가도래하면서과거에학교

가누렸던교육기관으로서의독점적인위상이흔들리고있다. 

학교가직면한이와같은도전에대처할수있는전략중의하나는그동안닫혔던학교의

문을열고지역사회의인적·물적자원을끌어들여학교의교육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지

역사회를위해학교의인적·물적자원을제공하는것이다. 즉, 학교와지역사회가연계·

협력관계를맺어학교가또는지역사회가직면한문제에대해함께고민하고도움을주고

받을수있는지역교육공동체를구축하는것이다. 

부산의덕천중학교는학교의자원을지역사회에개방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지역교

육공동체가형성될수있는초석을놓고있다. 

학교 시설 개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

덕천중학교가학교개방을추진하게된계기는 2003년에교육인적자원부가시작한‘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시범학교로지정되면서부터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은대도시지역중교육·문화적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지역을‘교육복지투자우선지

부산 덕천중학교
- 지역교육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

학교의 문을 열고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들여 학교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해 학교의 인

적·물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학교가 적극 나서고 있다. 

덕천중학교는 학교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다. 이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lhy@kedi.re.kr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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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선정하여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문

화·복지수준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데목적이있다. 이 목적을달성하기위

한추진전략은학교와지역의문화·복지기관사이의연계·협력을강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지역교육공동체구현을통한취약계층의삶의질제고”를

비전으로하는교육복지정책이다. 

덕천중학교는2003년9월에전 옥교장이부임한이후교육복지투자우선지

역지원사업의기본방향에따라학교를지역사회에개방하고, 지역주민을위

해봉사하는학교가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이고있다. 상학습관,

도서관, 가사실, 재봉실, 정보화실, 체육관등학교의거의모든시설을지역주

민에게개방하고있으며, 이런시설을활용하는교육및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덕천중학교는지역주민을위한평생교육의장으로서뿐만아니라, 이웃학교들의학생들

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지역사회거점학교로서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덕천중

학교가학교시설을지역사회에개방하고지역주민들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 하

게된것은학교가위치하고있는지역이저소득층이많이거주하고있는지역으로서지역의

교육·문화인프라가매우부족하여주민들이향유할수있는교육·문화적기회가제한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래서지역사회에서상대적으로좋은여건을갖추고있는학교시설을지역

사회에개방함으로써주민편의시설, 지역문화공간, 사회체육시설등으로활용할수있도

록한것이다. 또한단순한시설개방에그치는것이아니라, 각시설을활용하는평생교육프

로그램을운 함으로써지역주민을위한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2004년

도에이루어진시범운 실적은 <표 1>과같다. 

<표 1>@ 2004년 학교 개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 실적

2004년 학교 개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 실적

시설 확충 : 상학습관 설치, 컴퓨터실 확장 이동 및 보완, 도서실 공사 확정 등

지역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

- 요가반 : 2004년 - 2004년11월 (총30명)

- 공예반 : 2004년 4월 - 2004년 11월 (총25명)

- 배드민턴반 : 2004년 4월 - 2004년 6월 (총20명)

지역주민 및 학부모 교육

- 2004. 10. 21 (19:00 - 21:00) : 총78명

- 2004. 11. 19 (14:00 - 16:00) : 총74명

학교 개방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교육장, 북구청소년문화축제 장소, 북구 지역주민 축구동호회, 

각종 교육 및 교사 연수 장소로 활용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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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의시범운 을토대로2005년에는학교시설을지역사회의평생교육시설로조

성하기위한작업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 2005년5월현재평생교육시설현황은<표2>

와같다. 이 표에서볼수있듯이학교의모든시설을지역사회에개방하고있으며, 주민들

에게각시설을활용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운 하고있다. 학교는주민들이보다쉽

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 상학습관, 도서관, 재봉실등을가능한한출입이

편리한 1층으로재배치하고목적에맞게리모델링하 다. 

<표 2>@ 학교 평생교육시설 현황

도서관은매일점심시간부터저녁8시까지문을열어놓고있으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위해학교에배정된예산으로사서를고용하여학생뿐만아니라주민을위한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금년도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배정하 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단위학교가도서구입에소요하는예산을훨씬상회하는것이라고한다. 도서구입에좀더

많은예산을투입하기위해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비교적낮은부분의지출을줄이는조치

를취하 다. 

상학습관에서는매주금요일저녁 7시 30분부터 화를상 하고있다. 학생과주민모

두관람할수있다. 지역주민의참여를높이기위해학교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동사

학교 시설

상학습관

도서관

재봉실

가사실

정보화실

체육관

(다목적실)

체력단실

운동

규모

계단식

소파

110석

100석

132㎡

교실1칸

66㎡

132㎡

53대

255㎡

438㎡

교실2칸

132㎡

5,576㎡

위치

출입이 편리한 서

편 1층에 배치

상학습관, (도서

관, 화장실을 한 블

록화)

장애인 출입구 및

화장실 완비

출입이 편리한 동

편 1층에 배치

재봉실, 가사실,

화장실을 한 블럭화

동편 3층에 배치

제 2실과 제 2실

을 한 블럭화

동편 4층

출입이 편리한

동편 1층에 배치

활용내용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설

- 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한 화의 날 운 등 시설 개방

- 평일, 전일제, 주말, 방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 ,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센터로 활용

지역주민 도서 대출 및 독서프로그램 개발 운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한 재봉설 구비(일반 재봉, 특수 재봉 등)

재봉기술교육 실시

지역 주민에게 가사실 빌려주기

시설 개방 및 정보화교육 실시

대강당 및 공연장으로 활용 : 방송시설, 조명, 무대완비

사회체육시설로 활용 : 배드민턴, 농구, 탁구, 요가, 댄스 등

각종 운동 및 헬스기구 완비, 사회 체육시설로 활용

야간 지역 주민 운동 공간으로 개방

학교의 모든 시설을 지
역 사회에 개방하고 있
으며, 주민들에게 각 시
설을활용하는평생교육
프로그램을개발운 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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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등을통해홍보하고있다. 지역의유관기관에교육, 연수, 세미나를위한장소로대여해

줄계획도가지고있다(<표 3>). 

<표 3>@ 상학습관 운 현황 및 계획

재봉실과 체력단련실은 1층에 새로 설치되었고, 현재 내부 설비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설비가완료되는대로주민들에게개방할예정이라고한다. 체육관은사회체육시설로서뿐아

니라, 공연장이나대강당등으로도활용할계획이다. 

<표 4>@ 체육관 운 계획

정보화실은컴퓨터53대를갖추고있으며, 주민이컴퓨터를이용할수있도록개방함과아

울러금년2학기부터는정보화교육프로그램도운 한다. 

프로그램명

화의 날 운

학부모 및

지역주민 세미나

지역 단체 및

관공서 대여

개방 일시

매주 금요일

(19:30 - 21:00)

▶ 1회 : 2005. 4

▶ 2회 : 2005. 6

▶ 3회 : 2005. 9

▶ 4회 : 2005. 11

연중(사전 예약)

내용

가족과 화감상

지역 주민에게 개방

자녀 교육 및 부모 역할

교양 강좌

지역 및 유관 기관에 개방

교육, 연수, 연구 발표, 세미

나, 공연, 발표회 유치

비고

토, 일

별도계획

토, 일

별도계획

프로그램명

공연장

대강당

사회체육시설

개방 일시

연중(사전 예약)

연중(사전 예약)

월~금

(16:00 ~ 18:00)

내용

문화 축제장 활용

예체능발표장

300명 강연회 및 회의장

요가, 배드민턴, 농구, 스포츠 댄스 등

비고

토, 일 별도 계획

토, 일 별도 계획

토, 일 별도 계획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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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보화실 운 계획

일반적으로학교가시설을지역사회에개방하거나, 학생및주민을위한방과후프로그램

을운 하는것을꺼리게만드는원인중하나는학교안전관리문제이다. 이문제를해결하

기위해교무실이위치하고있는2층에차단문을설치하 고, 현재구청에안전관리인력2

명을배치해줄것을요청해놓은상태라고한다. 

지역 사회 중심 학교 운

덕천중학교는북부교육청관내여러학교들이연계하여운 하는교육프로그램을주관해

서운 하는지역사회중심학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지역

특수학급, 유소년축구교실을들수있다. 

①지역특수학급운

지역특수학급은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일환으로2003년7월부터현재까지운

하고있다. 참여학교는북부교육청관내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대상학교5개교

와북부교육청관내특수학급운 중학교 8개교이다. 덕천중학교는 12개학교의중심학교

로서특수학급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이처럼많은학교들이연계하여특수학급을운

하는이유는각학교가소수의특수아동을위한특수학급을설치·운 함으로써비용의효율

성과교육의효과를극대화시키지못하고있는점을개선하고, 지역내특수교육을위한기반

을구축하기위해서이다. 

덕천중학교가중심학교로서분야별전문가를활용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 하고, 각 프

로그램별로참가를희망하는학교는사전협의후참가하는방식으로운 하고있다. 운

인력은전문강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특수학급담당교사, 보조교사, 지역기관관계자, 자

원봉사자등이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프로그램운 계획은 <표 6>, <표 7>과같다. 2005년도에는‘도

자기만들기’대신‘힙합댄스’반을운 하고있는것이외에다른프로그램은동일하다. 

프로그램명

인터넷 활용

워드 자격

취득대비 연습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

활용

개방 일시

월~금

(17:00 ~ 21:00)

월~금

(17:00 ~ 21:00)

월~금

(17:00 ~ 21:00)

내용

여가 시간 인터넷 활용

지역 주민 워드 자격 취득 연습

컴퓨터 기초 교육장으로 활용

교양 강좌

비고

토, 일 별도 계획

토, 일 별도 계획

토, 일 별도 계획

덕천 중학교는 북부교육
청 관내 여러 학교들이
연계하여 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해서 운
하는 지역 사회 중심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
로그램으로 지역 특수학
급, 유소년 축구교실을
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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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 특수학급 연간 프로그램 운 현황(2004) 

<표 7>@ 지역 특수학급 연간 프로그램 운 현황(2005) 

덕천중학교특수학급담당교사는프로그램별로참가희망학교신청을받을때행복한고

민을한다고한다. 참가를원하는학교는많은데비해, 장애라는특성상너무많은학생을참

가시키기곤란하여시간표를몇일을고민하여조정해야하기때문이다. 

지역특수학급운 을하면서학생들에게서일어나기시작한작은변화들이가정과학교,

지역사회에특수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의변화를가져오고있다. 부산과경남일대에서

특수교육과사회복지를전공하는학생들이자원봉사를자청하고, 학부모들이학교를먼저방

문하여자녀의변화에대해신이나서이야기하며상담과협조를자청하고, 다양한교육과프

로그램을지원하는지역기관들이나오고있다고한다. 

프로그램명

음악치료

창의력교실

도자기만들기

신체활동

컴퓨터 진로전환

교육

현장체험학습

여름방학

놀이치료교실

체육한마당

특수학급 작품전

시회

일정

5월-12월 (화, 수 2, 3교시)

5월-12월 (화 4교시)

5월-12월 (화 5, 6교시)

5월-12월 (수 2, 3교시)

5월-12월

(화, 목 7, 8교시)

공동 2회

7.27 - 8.14

11.26

축제기간

인원

27

16

20

20

8

80

12

130

80

참가 학교

덕천중, 삼락중, 사상중, 엄궁중, 가람중, 구남중

덕천중, 가람중

덕천중, 주례중, 사상중, 엄궁중

덕천중, 구남중, 사상중

덕천중

덕천, 가람, 삼락, 주례, 엄궁, 사상, 구남

덕천중, 덕천여중, 양덕초, 양천초, 덕성초

위 전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시 만들었던 작품을 일괄 전시

비고

북부 중등

특수학급

운 학교

(8개교)

교육복지

(5개교)

12개교

학교별

프로그램명

힙합댄스

창의력 교실

미술치료

신체활동

컴퓨터교육

현장체험학습

여름방학@

놀이치료교실@

체육한마당

특수학급 작품전

시회

일정

5월-10월 (화, 수 3, 4교시)

5월-10월 (화, 수 5, 6교시)

5월-10월 (화 5, 6교시)

10월-12월 (수 3, 4교시)

5월-12월 (화, 목 7교시)

공동 2회

여름방학3주

11.26

축제기간

인원

44

44

7

44

8

110

12

130

80

참가 학교

덕천중, 주례중, 사상중, 엄궁중, 가람중, 구남중

덕천중, 주례중, 사상중, 엄궁중, 가람중, 구남중

힙합, 창의교실 참가학생 중 7명

덕천중, 구남중, 사상중

덕천중

덕천, 가람, 삼락, 주례, 엄궁, 사상, 구남,

주례여중

덕천중, 덕천여중, 양덕초, 양천초, 덕성초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위 전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시 만들었던 작품을 일괄 전시

비고

북부 중등

특수학급

운 학교

(8개교)

교육복지

(5개교)

12개교

학교별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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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희망찬유소년축구클럽’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일환으로2003년7월부터덕천중학교가지역공동사업

으로실시하고있는‘희망찬유소년축구클럽’은축구를매개로한교육프로그램으로저소득

지역학생들의건강한신체발달을돕고, 건전한민주시민정신을북돋우며, 학교스포츠를

정상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희망찬유소년축구클럽은덕천지역관내초등학교남학생의93%가축구를선호하고, 76%

의 남학생이장래희망으로축구선수를꿈꾸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 축구를매개로지역

아이들에게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접목시켜교육효과의최대화를도모하고있다. 질서교

육은기본이고, 가족프로그램, 예절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바른생활습관익히기등의체

계적인인성교육을실시하고있다. 

덕성중학교의전문코치 4명(2인1조학교방문)이지역내초등학교를방문하여지도하는,

‘찾아가는축구교실’을운 하고있다. 대상학교는북부교육청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대상 5개초등학교이다. 전문코치 4명, 담당부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자원봉사자등

이담당하고있다. 프로그램운 현황은 <표 8>과같다. 

희망찬유소년축구클럽은덕천중학교가자발적으로지역내초등학교를찾아가축구지도

를하는적극성을발휘함으로써지역사회내학교간의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크게

기여하고있다. 

<표 8>@ 희망찬 유소년 축구클럽 프로그램 운 현황

@

교육효과면에서는 2004년 9월부산광역시교육감배유소년축구동아리대회지역예선

에희망찬유소년축구클럽에참여하고있는3개초등학교가처음으로출전하여두학교가준

대상학교

덕성초

양덕초

양천초

덕천중

요일

수

목

월, 목

수

화, 금

화, 목

토

시간

5교시

방과후

방과후

3-4교시

방과후

5교시

3-4교시

방과후

08:00 - 

08:40

방과후

인원

80명

-

40명

-

30명

26명

56명

내용

특활수업 보조 진행

축구 및 교육활동, 동아리대회 준비

축구 및 교육활동

반별 대상으로 축구교실 운

축구 및 교육활동, 동아리대회 준비

축구 및 교육활동

반별 대상으로 축구교실 운

축구 및 교육활동, 동아리대회 준비

축구 및 교육활동, 동아리대회 준비

특활수업 보조 진행

대상자

축구 특활반

3-6학년 희망자

1-2학년 공부방

3-6학년 전반별

3-6학년 희망자

축구 특활반

3-6학년 전반별

3-6학년 희망자

축구 동아리

축구 특활반

※ 방학프로그램은 별도 시간 조정하여 운 @@@              ※ 매주 2회 아침 일과전 프로그램 운

‘희망찬 유소년 축구클
럽’은 축구를 매개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저소
득지역학생들의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고, 건전
한 민주 시민 정신을 북
돋우며, 학교 스포츠를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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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양덕초)과 3위(덕성초)로 예선을 통과하 고, 본선에서

양덕초등학교가준우승을차지하는성과를이루어냄으로써

학생들의자신감을높여주었고, 학교생활의활력소가되고있

다. 또한축구와인성교육의접목을통해교육효과의제고에

기여하고있다. 지역내초등학교에서는문제행동을하는학

생의지도를축구클럽에의뢰하는사례가나오고있다. 

@

@

덕천중학교의 전 옥 교장은“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취약

계층의삶의질을높인다”는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기본목표가자신의학

교경 철학에부합한다고말한다. 2003년3월부터시작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은같은해9월전 옥교장이부임하면서탄력을받기시작하 다.@@@ 

교장선생님은학교시설을지역사회에개방하고지역주민에게평생교육프로그램

을제공하기위해서는교사들의업무부담과중문제에대처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

제라고본다. 교사들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실

제로자신이해줄수있는일은그리많지않다고생각하는듯하다. 현재교사들이원하

는취미활동을할수있도록교사동아리에대한예산지원을하고있다. 

교장선생님은교장의지도력이투명한학교경 을할때발휘될수있다고생각한다.

교무실은교감에게, 행정은행정실장에게믿고맡기며, 학교시설이나설비를맡을업자

를교장실에서절대단독으로만나지않는다. 수학여행이나수련회는학년에맡겨서사

전에답사하게하고보고를받으며, 버스는행정실에서계약하게한다. 이렇게1년만하

면업자가교장에게전화를하거나찾아오지않는다고한다. 교장선생님은교장의지

도력은투명한예산집행에서나오고, 지도력이확보되어야학교개방이가능하다고강

조한다. 

그러나무엇보다도교장선생님의지도력의밑바탕이되고있는것은교사들에대한

신뢰가아닌가생각된다. 교장선생님은교사들은학생들을위한일이라면어떤힘든일

도하고자하는사람들이라고믿고있었다.

전 옥│교장선생님

학교개방을위한교장의역할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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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Herr Hertz, 베를린 국립 국제학교(넬슨 만델라 베를린 국립 국제학교, Nelson

Mandela Staatliche Internationale Schule Berlin)는 언제 창립되었으며, 현재 몇 학년 몇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학교는2000년에창립되었고, 당시에는 5학년한학급24명과 6학년한학급28명으

로쿠르티우스슈트라세(街)에서시작했습니다. 현재는유치부3학급, 1학년3학급, 2학년3학

급, 4학년3학급, 5학년 1학급, 6학년 1학급, 7학년2학급, 8학년2학급, 9학년2학급, 10학년

2학급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학년도부터 10학년학생들이김나지움상급과정으로올

라가게되면계속해서 11학년, 12학년, 13학년이생기게될것입니다. 

Q : 언제부터 이 학교의 교장을 맡으셨는지요?

학교창립당시부터 습니다. 

Q : Herr Dr. Osuch, 공식적인 직책이 무엇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저는중등과정교장입니다. 

Project

교육목표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

와 관용,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하는것이다.@ 또한모델학교로서학생들이두언어,

즉 독일어와 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할 수 있게 교육

시키는 혁신학교이다. 여러 국적의 많은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고협력하는과정에서민주주의와관용을배울수

있도록 한다. 대담자│Herr Michael Hertz (Schulleiter) 
Herr Dr. Bruno Osuch (Schulleiter der Sekundarstufe) 
김종기 (훔볼트 대학교 박사과정-미학, 철학교육)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외편-독일]

넬슨 만델라 베를린 국립국제학교
Nelson Mandela Staatliche Internationale Schule Berlin

- 관용과 개방성을 가르치는 모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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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러면 교장이 두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등과정 2단계(김나지움 상급과정)가 구

성되면중등과정2단계의교장이있게되며, 또한초등과정의교

장, 유치부의교장도생기게될것이며, Herr Hertz는전체학교

를총괄하는교장입니다.@@ 

Q : 베를린에는 공립(국립) 국제학교로 존 에프 케네디 슐레

와 다른 유럽학교(Europaschule)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를린에는 사립 국제학교가 아닌 공립 또는 국립 국제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베를린에는기본적으로국립국제학교가두개있습니다. 그중

하나가우리학교이며, 다른하나는존에프케네디학교입니다.

그리고두개의언어를사용하는유럽학교가몇개있습니다. 예

를들어유럽학교는유럽사람을대상으로독일어- 어학교, 독

일어-불어학교, 독일어-포르투갈어학교, 독일어-이탈리아학

교등두언어를동시에사용하는학교입니다. 

존에프케네디슐레는본래독일에거주하는미국인들을위해

창립되었고, 이후국제학교의성격을띠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

제다시미국인과미국인교사에게중점을두고있습니다. 그에

반해우리는더국제적인학생과국제적인교사로구성되어있습

니다. 

Q : 이 학교가 창립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국제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를린에는2년또는4년정도의기간동안독일에머물 다가

떠나는외국인들이많이있습니다. 이학교는외무부와대사관직

원등 2년내지 4년정도의짧은기간동안베를린에머무는사

람들의아이들을교육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학생들에게독일학교의졸업자격뿐만아니라, 국제적인

졸업자격을부여하고있습니다. 

보충하여말 드리자면, 많은정책적목표를가지고창립되었

다고할수있습니다. 베를린은예를들어다임러클라이슬러등

외국의많은기업관계자들이들어와있고, 또수도로서많은외

국인이상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도베를린에서이들을위해

국가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을때, 많은 외국인들

이교육문제에대해안심을하고베를린에서의근무를선택할수

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이학교는수도베를린에더

많은외국기업, 상사직원들을유치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을

것이라는정책적인목적이그바탕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Q : 어떤 관청이 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독권은베를린주의교육·청소년·체육부

(Senatsverwaltung fur Bildung, Jugend und Sport)와베를린

의학교감독관에있습니다. 

Q : 학교의 재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학교와마찬가지로베를린주의재정으로운 됩니다. 또

우리는부분적으로학부모들에게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학교를운 할수없습니다. 

현재베를린은재정적으로파산상태입니다. 따라서우리학교

는전체재정의 80%에서 90% 가량을베를린주정부에의존하

고, 10%~20% 정도는학부모의후원에의존합니다.@ 

Q : 현재 한국에서는 이른바 혁신학교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

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과정, 학

교경 및 학교행정 등의 관점 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학

교를 혁신학교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학교의교육목표는기본적으로관용과세계에대한개방

성을가지고학생들을교육하는것입니다. 다양한문화권출신의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외편-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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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이해하고관용하는것이바로그것입니다. 그리고우리는학생들에게협력을가르

치고, 고학년학생과저학년학생사이에학급끼리파트너십을맺게하여, 고학년학생이저

학년학생과후원관계를가지게합니다. 그리고공동어셈블리를통해학교학생으로의정체

성을갖게하고자합니다. 

또한우리는예를들어아시아또는아프리카지역의다른나라의다른학교와공동활동을

통해바깥으로세계에개방적이고자합니다. 그리고이제우리학교는넬슨만델라슐레라불

리게됩니다. 즉넬슨만델라베를린국립국제학교입니다. 

혁신학교로서우리학교의특징은무엇보다두가지언어를똑같은비중과권한으로사용

하는학교라는것입니다. 이것은또한독일학교의졸업자격과국제적인졸업자격을부여하는

것과연관되어있습니다. 혁신학교로서, 모델학교로서아이들은우리학교에서두가지언어

로수업을받습니다. 학생들은우리학교에들어올때출신국가나언어능력에따라 어모

국어과정, 독일어모국어과정을결정해야합니다. 학생들은능력에따라나누어져수업을받

습니다. 

1학년에서는독일어또는 어로문자를배우게되며, 2학년중간부터두번째언어가추가

되며, 5학년부터는 모든어린이가 어, 지구과학, 역사, 생물 과목을 어로수업을받습니

다. 

Q :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며, 외국 경험이 없는 독일 학생은 어느 정도

의 비율로 받아들입니까? 

학생의75%는체류가유동적인가정의학생들이며, 25%는베를린에서살고있는아이들입

니다. 유동적인가정에는외무부, 대사관, 학계, 언론및TV, 그리고저널리스트등에종사하

는사람들이많습니다. 

Q : 졸업생들은 독일 대학과 외국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독일아비투어와인터내셔날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 IB)입니다. 즉 우리

학교의졸업생은독일아비투어를치를수도있고, 인터내셔날바칼로레아를치를수도있습

니다. 또당연히두가지를다치를수도있습니다. 따라서우리학교를졸업하는학생들은독

일의대학뿐아니라, 거의모든나라의대학에진학할수있는자격을얻을수있습니다. 

Q :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교사 채용에서 다른 학교와 다른 특별한 기준

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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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공고를내면, 어의측면에서는 어권국가의교원

자격을가진사람이우리가필요로하는과목의하나에지원할수

있고, 독일어측면에서는독일의교원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이

지원할수있습니다. 

Q : 교사가 반드시 2개의 언어, 독일어와 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인가요?

그렇다면 아주 좋을 것이며,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장으로서혼자서교사를고용할수없기때문에, 교육청에서교

사를추천하게됩니다. 단지 어로진행되는수업부문에서새

로운교사채용이있을때, 현재제가어느정도 향력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어느교사가다른공립학교에서우리학교로전

근을올경우를가정한다면, 나는그가처음에는 어를잘할수

없는경우에도그를받아들여야합니다. 

Q :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느 과목에서 독일어로, 또 어느 과목에서 어로 수업이 이루어

집니까?

학년에 따라 구별이 있습니다. 4학년까지는 환경 연구

(environmental studies,@ 실과Sachkunde)는 어로이루어지

고, 수학은대개독일어로이루어집니다. 5학년부터는지구과학,

생물, 역사가 어로이루어지고, 중등교육과정부터는물리, 화

학, 미술, 음악도 어로이루어질수있습니다. 또한그것은어

느교사가수업을하느냐에달려있기도합니다. 즉 담당과목교

사가두언어를다구사할수있느냐아니냐에달려있기도합니

다. 

Q :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 사이의 학급 구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 

성적이우수한학생과성적이나쁘거나열등한학생을학급으

로구분하는것은없습니다. 처음부터열등한학생이란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특정 역에서어려움을가지는학생들이있지요.

우리는학급내에서학생들을구분하여모든학생들을후원하고

자하고있습니다. 우리는외적으로학생들을구분합니다. 즉성

적차이가있는그룹이구분되며, 특히일정한수준단계가있는

중등교육과정에서학생들이구분되어성적에따라그룹별로수

업이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이후성적에따라더높은그룹으

로옮겨갈수도있습니다. 

또더낮은그룹으로내려갈수도있습니다. 

Q : 종합학교이며,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받으며 언제 학생들이 김나

지움 상급과정과 다른 과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까?

학생들은 다함께수업을받습니다. 그러나방금말했듯이중

등교육과정에서는구별되는수준단계가있습니다. 언어 역의

수업, 즉 어와독일어수업은모국어과정( 어 1/독일어 1), 파

트너언어과정고급단계( 어2/독일어2), 파트너언어과정초급

단계( 어 3/독일어 3)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수업을받느냐는학생들의성적과 어와독일어구사능력에달

려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

학도학년에따라 1과정과 2과정으로나누어집니다.@ 

Q :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중요과목에서 3 과정으로까지 나누어져 이루어집니다. 또

한 독일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10학년을 마치면 김나지움 상급

과정으로 진학할지와 직업세계로 나갈지 결정합니다.

우리학교는다음학년도부터김나지움상급과정이생기게됩

니다. 거기서는 또 심화과정(Leistungskurs)와 기본과정

(Grundkurs)이있으며, 또 IB(인터내셔날바칼로레아)를위해수

준에따라다양한과정이생기게될것입니다.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외편-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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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온종일학교로서 아직 두 언어를 완전히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한 언어 역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후원학

급이 있습니까?

후원학급이있습니다. 학기중에학교에들어오게되는학생들,

독일어를하지못하는상태에서학교에오는학생들은독일어를

집중적으로배울수있습니다. 어 역에서학생들을받을때

시험을치릅니다. 7학년부터는 어를할수없는학생은들어올

수없습니다. 아직 어가완전하지못한학생들은더낮은학년

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학교에서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Q :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말 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있는곳에는항상어려움이있겠지요. 우리는긍정적

인것을보아야합니다. 사람들이관계를맺을때의사소통의문

제가당연히존재합니다. 학생과학생사이, 학생과교사사이, 교

사와교사사이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우리는많은시

간이들어도대화와의사소통을통해어려움을해결하고자합니

다. 학부모를초청하고, 학생과학부모를함께초청하고, 학부모

와학생들과또교사들과함께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것을실

제로아주강력하게그리고아주개별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Q : 그 외에 학교 운 에 있어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앞에서말한것처럼재정적인어려움이외에도건물과부지의

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이학교는초등학교부터현재는10학

년까지, 앞으로는 13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다 아우르게 됩니다.

짧은시간에학교의규모가커지는바람에학교건물을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초등과정(1학년에서6학년)은팔츠부르거슈트

라쎄에 있고, 중등과정은 여기 카스타니엔 알레에 있습니다. 전

체학교가한곳에있어야하는데, 현재상황이그렇지못하고, 이

후김나지움상급과정이생기게되면또다른건물을찾아야하

는실정입니다.@@ 

Q : 베를린 국립 국제학교는 자매학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일에서우리학교를모범으로삼아국제학교, 즉 국립국제

학교를창설하고자하고있습니다. 현재독일에는국립국제학교

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국어의 국제학교, 즉 우리 학교와

같은성격을가진학교는없습니다. 우리는현재국립학교로서는

유일한형태의국제학교입니다. 

Q : 그러면 외국의 다른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코메니우스 프로젝트(Comenius Projekt)1)를 가지고 있습니

다. 이탈리아의 여러주, 여러 학교와협력하고있으며,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와도관계를맺고있습니다. 그외에호주와도관

계를맺고있습니다. 유네스코와다임러클라이슬러가주관하는

학교콘테스트인몬디아로고(Mondialogo) 프로젝트2)에서2등을

하 습니다. 그것은세계적프로젝트이며, 그때우리는쿠웨이트

에있는어느학교와관계를가졌습니다. 그리고이제우리학교

가넬슨만델라학교로불리게됨에따라남아프리카와도강한관

계를맺을수있게되었습니다. 

Q : 베를린 국립 국제학교의 향후 전망은 어떠합니까?

우리학교가사람들사이에서아주강하게받아들여졌다고생

각합니다. 이번학년도에서도 1학년에서입학신청자중 180명의

어린이를받아들일수가없었습니다. 수요가더많기때문에향

후우리학교는더강해져야합니다. 우리는 2016년까지의모델

학교로서, 그리고특수한교육적각인을가진학교로서성공적으

로학교를계속발전시켜야한다고봅니다. 

Q : 모델학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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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2016년까지모델학교입니다. 우리가어떤성과를만들어내면다른학교에대

한모델이될수있으며, 우리학교를모방하여다른국립국제학교들이만들어질수있겠죠.

따라서우리학교는소위모델학교입니다. 

그렇지만모델학교가아주어려운조건에있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여기베를린은재정

적으로여유가전혀없습니다. 그럼에도주정부는학교창립시에우리를후원해주었고도와

주었습니다. 이에대해저는주정부와구청에대해감사하고있습니다. 

Q : 베를린 국립 국제학교 교장으로서 한국의 동료들에게 선생님의 중요한 경험을 말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독일에서많은개혁을이끌어야합니다. 우리는학교를바꾸어야하며, 공직을바꾸

어야하며, 관료주의를탈피해야합니다. 학교는더많은자기책임을져야합니다. 교사와교

장은지금과다르게양성되어야합니다. 우리가더많은책임을넘겨받게되면, 우리는교장

으로서다른능력을획득해야합니다. 말하자면경 역입니다. 여기서나는단순한경 을

말하는것이아닙니다. 나는 경 자일뿐아니라, 나아가교육적경 자이고싶습니다. 나는

항상학생들을위해있기를원합니다. 그러나분명히경 분야에서도지식을가져야하고경

제 역에도능통해야합니다. 따라서교장은그런방식으로양성되어야한다고봅니다. 

Q : Herr Dr. Osuch, 독일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수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지요?

독일은모든교장이수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 저는중등과정교장이면서동시에수학, 정

치학, 윤리를담당하며일주일수업시수가 18시간입니다. 현재Herr Hertz는대외적업무가

많아수업을하지못하고있지만, 독일에서모든교장은예외없이수업을하게되어있습니

1)@Jan Amos Comenius(1592-1670)는유럽에서계몽주의가발생하기한세기전에현재의체코에서태어난, 신학자이자철학자이
며교육학자 다. 그는교육을통해서만인간의잠재력이완전히발휘되며, 진정으로조화로운삶에이를수있다고믿었다. 그는
근대교육의창시자중한명으로서30년전쟁(1618~1648)의기간을경험하 고, 코스모폴리탄이자보편주의자로서전생애동안
인권과국가간의평화와인류의하나됨을위해노력했다. 코메니우스의이름을딴코메니우스프로젝트는유럽국가들의학교간
의사소통및협력증진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넓은의미에서학생, 교사, 교육관계자, 교육당국및비정부기구가다포함된다. 

2)@몬디아로고는다국적자동차회사다임러클라이슬러와유네스코가공동으로주관하는, 전세계의다양한문화끼리의대화와교류
증진을목적으로시작된프로젝트이다. 몬디아로고는젊은이사이에서문화교류가얼마나유익한가를일깨우고, 그것을통해문
화및문명사이의교류증진을통해세계평화에기여하고자하는목적을표방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몬디아로고는다음과같
은세가지활동방향을가지고있다. 첫째, 14세에서18세사이의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전세계적학교콘테스트, 둘째차세대
공학자를위한전세계적인엔지니어링평가, 셋째이들프로젝트활동을후원하기위한문화간인터넷포탈이그것이다. 몬디아로
고는그중학교콘테스트를통해서학생들에게타문화권의타인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조화로운공존을위한가교를놓
는토대를마련하고자하고있다. 따라서콘테스트의주요과제는다른문화권의두학교의학생들이서로대화하고서로이해하기
위한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이다.@ 

혁신학교를 찾아서(2) [국외편-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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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덧붙여말 드리자면저도교장이교육적분야뿐아니라, 경

분야에서도일정한교육을받아야한다는점에서Herr Hertz

와생각이동일합니다. 

Q : 앞에서도 말 드렸듯이 한국에서는 혁신에 대해 논의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국제학교로서 베를린 국립 국제

학교와 같이 두 언어를 동시에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교는 없습

니다. 많은 국제학교는 공립이 아니며 사립입니다. 거기서는 학

생들은 어로만 배우며, 한국어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와독일어가동등한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오

후의학교운 업무와관련해서는독일출신의교육자들이많습

니다. 그러나독일어와 어는여기서는동등한권한으로동등하

게취급되고있습니다. 

즉, 독일어 모국어와 어 모국어가 동등합니다. 독일어를 모

국어로하는아이와 어를모국어로하는아이가같이있으며,

우리는아이들이두언어를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그것이항상간단한문제는아닙니다. 

Q : 한국의 공립 국제학교에서는 어는 모국어 수준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단지 강화된 외국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에서는 단지

어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며, 한국어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선생님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 출신 어린이들이 여기서 꼭

독일어로도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학생들이지금여기에있기때문에독일의문화를알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우리가2년또는3년후에한국또

는 국으로돌아간다면분명히많은사람들은 어만으로도충

분하다고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사람들이여러언어를동시에

말할수있다는것은멋진일이며, 내가 5개나 6개의언어를사

용할수있는사람을만난다면환상적일것입니다. 우리가우리

학교에서 어학급만을구

성하고자한다면그럴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그것을원하지않습니

다. 나는누구든지이곳독

일에있는사람이라면독일

어와독일문화와씨름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많

은학생들이사회에서필요

한실질적수준의독일어를할수있기를요구합니다. 그러나동

시에 어도큰가치를가집니다. 

우리학교가국립국제학교이기때문에우리는여기에오는외

국인들의자녀에게 어로이루어지는수업을제공하고, 또외국

에서근무하다독일로돌아오거나또외국으로나가야하는사람

들의자녀에게 어로이루어지는수업을제공하고자합니다. 그

뿐아니라, 우리는이학교를통해독일로오는외국의학생들과

외국생활로인해독일어가완전하지못한독일출신학생들에게

독일어와 독일문화를 가르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과제도공적인과제라고생각합니다. 

한국도한국의문화와한국어를가지고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자녀들에게 어수업을제공하는것과동시에그들에게

한국어를가르친다는것은한국과한국문화를세계에알리는데

에도많은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Herr Hertz가말한것처럼이학교는모델학교로

서, 학생들이 두 언어, 즉 독일어와 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할

수있게교육시키고자하는혁신학교입니다. 우리는그과정에서

여러국적의많은학생들이서로어울리고협력하는과정에서더

많은민주주의와관용을배울수있도록가르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담에 응해주시고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

다. 두 분의 경험이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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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13일(월)과 6월 14일(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하여 고양 KINTEX에서 개최한“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International Conference on 60 Years of

Korean Educati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에 본지에서는 Barry McGaw(OECD 교육담당국장)의 주제발표와 몇몇 석학들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광복이후지난60년간한국교육의성취는질과양의측면에서특별(extraordinary)히

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으며, 이러한성과는세계적으로자랑할만하다. PISA 결

과를토대로한국교육은세계에서최고수준으로, 질적인측면에서주목할만한성취를달성

했다. PISA 시험문항은결코암기된지식을평가하지않으며, 학교에서가르치는내용을평

가하지않으며, 평가의목적은‘학생들이배운지식을가지고실제로응용할수있는것을

측정한다’. PISA 2003에서한국은수학에서2위를차지하 으나, 통계적유의미성으로볼

때,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과공동 1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며, 따라서 PISA 2003의

주요 역인수학과문제해결력두분야모두에서최고수준임을알수있다. 

그림 1: PISA 2003 국가별 수학 평균점수
[Source: OECD (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gure 2.16b, p.92; Table 2.5c,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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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

Barry McGaw(OECD 교육담당국장) 

세미나 중계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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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문제해결력 평균점수

현재인구중에서고등학교교육이수율분석을통해한국교육의양적성장을분석한결

과, 40여년전에한국의고등학교교육이수율은OECD국가중24위로추정할수있지만, 10

여전부터는 1위로 추정할 수 있다. 표에서 55세에서 64세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40여전의

이수율을, 45세에서54세의이수율은30년전의이수율을, 35세에서44세의이수율은20여

전의이수율을, 25세에서 34세의이수율은 10여전의이수율을보여주는것으로추정할수

있다. 

그림 3: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인구비율(2002) 

: OECD (2004), Education at a Glance 2004, Table A2.2,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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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지난 60년간
한국교육의 성취는 질과
양의측면에서특별(extr
aordinary)히 주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PISA 결과를 토대로 한
국교육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질적인측면에
서주목할만한성취를달
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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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PISA 2003 조

사에서평가한네개의

역에서 단연 최고 다. 지

난 2000년의평가와비교

해, 이연령그룹의학업성

취도는 수학과 과학에서

상승을 보 다. 읽기에서,

핀란드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다. 또한 핀

란드는또한교육의형평성도잘이루고있고수학에서, 성별간,

학교간, 지역간의차이는세계적으로가장낮다. 

최근핀란드와다른국가들이핀란드의우수한학업성취의이

유에대해궁금하게생각하고있으나, 핀란드교육의성공에기

여한요소들의과학적인증거는거의없다. 핀란드의우수한학

업성취는9년의보통의무교육, 교육의형평성추구, 학생들의관

심에따른선택과목제실시, 질 높은교사, 학교의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교육을최우선으로강조하는핀란드의문화와관계

가있는여러개의상관요소들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①학생들의관심과흥미를반 하는선택형교과제실시

핀란드는의무교육9년중 6년은모두공통교육과정을실시하

고, 3년은공통교과와선택과목으로구성하고있다. 선택과목은

외국어, 스포츠, 음악, 미술, 통합교과또는과목별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②국가교육과정의융통성과단위학교의교육과정자율성확대

핀란드는1990년대부터경직된교육과정에융통성을부여하고

단위학교와지역에자율성을부여하기시작하 다. 오늘날국가

의교육과정은교육과정의일반적인틀과교육과정의주요목표

만제시한다. 이틀을기준으로지역과단위학교는지역상황에적

합한교육과정을개발한다. 각 학교들은외국어, 수학, 과학, 예

술등에특화된프로그램을운 할수있으며, 이에따라교수방

법, 교과서, 교수자료를활용할수있다. 이러한자율성은교사의

전문성을더욱더요구한다. 

③교사의우수성

핀란드에서교직은사회에서가장중요한직업중의하나로인

식되고 있으며, 교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 핀란드 교사들은

모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사교육과정의 지원률이

10:1로매우높다. 핀란드교사들은교수방법과교육연구모두를

잘 교육받았다. 핀란드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태도, 프로젝트,

시험, 포트폴리오등으로학생평가를전적으로책임진다. @ 

④문화적요인

교육의 형평성 추구와 동시에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는

국가교육정책의주요목표중하나이며, 다른스칸디나비아국

가들뿐만아니라핀란드에서도오랜전통을가지고있다. 모든학

생에게균등한교육의기회를부여하고공부를못하는학생들가

운데특히교육의장애가되는요인을제거하는것은핀란드교

육정책에서의주요원칙이되어왔다. 균등한교육기회의관점에

서볼때, 핀란드의학교간차이는OECD 국가중에서가장적

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가족의 배경 역시 OECD 국가의 평균보

다학생들의성적에덜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핀란드 교육정책, 학업성취와 형평성이 목표

Riitta Lampola(핀란드 교육부 국제관계국장)

세미나 중계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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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확대는 세계적인 현상

Mark Bray(홍콩대학 교수)

사교육의확대는세계적인문제이며, 한국의경험에서배울필요가있다. 한국에서과외

는오랫동안지속되어온논쟁거리이며광범위한현상이다. 홍콩, 대만, 일본에서도마찬가

지현상이벌어지고있고, 이들나라의교육자들과국민들도과외에대해찬반논쟁이많다.

이제과외는세계다른지역으로퍼져나가고있으며, 많은국가들이정책결정과관련하여

한국에서교훈을얻고자한다. 전세계적으로과외에대한연구가거의이루어진바없지만,

한국은이러한부문의연구에서선두를달리고있다. 

리오드자네이로의 공립학교의 50%가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연구가 있음.@

77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7%의 응답자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 고, 도시학교의 경우 60%가 사교육을 받고 있

으며,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음.

한 연구에서 300개 학교의 5학년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 다른 300개 학교의 8학년 9,000명 중의 7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가정주부 4,729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는 도시 초등학교 학생의 65%, 시골의 53%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연구결과 5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초등학교의 45%, 중등학교 초기의 26%, 중기의 34%, 후기의 41%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보다 나중에 서로 다른 학생분포를 가진 4개의 학교를 조사한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의 41%, 5학년의 39%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남.

한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24%, 중등학교 학생의 60%가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는 가정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또한 중학교를 마칠때쯤이면 70%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등학교 3, 5, 6학년 8,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각 59%, 53%, 31%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중등교육을 마칠때쯤이면 83%가 사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2,129명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52%, 중등학생의 83%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조사한 해에는 6학년의 42%, 11학년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 음.

1,052명의 주부와 1,2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49%, 중등학생의 30%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초등학생 572

명, 중등학생 581명을 대상으로 한 언어에 대한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임.

1996년 정부통계 결과 정부에서 허가된 4,266개의 사교육기관에 1,505,491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1998년 중등학교 고학년 397명의 조사결과 81%

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Brazil

Cambodia

Egypt

Hong Kong

Japan

Malaysis

Malta

Singapore

Taiwan

국가 사교육 현황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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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_ 학교선택권과 아동선발권이 교차하는 중등학교 진학 시스템

중국 _ 무시험 근거리 원칙과 학교선택권을 동시 반 한 중등입학시스템

독일 _ 평준화에 기초한 중등학교 입학 운 체계

국에서는초등5학년때부터중학진학을위한피말리는눈치작전이시작된다. 중국은무시험

근거리입학배정이라는윈칙에도불구하고여러유형의학교와입학제도로인해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있다. 독일에서는복잡한운 체계에도불구하고사회적으로큰견해차이를갖지않

고있다. 이들세나라의중등학교입학제도에대해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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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현재, 잉 랜드의공립학교중에서5년제중등학교는1,359개교이며,

중등후기(대입준비과정, 6th form -,2년과정)까지같이가지고있는7

년제 학교가 1,783개교이다(총 3142개교). 국의 6th form 과정은 대부분‘중학교

(Lower secondary)’와 붙어 있고, 중학생들의‘고등학교(Upper secondary)’진학 과정

은저학년에서고학년에올라가듯이특별한절차없이올라간다. 

하지만초등과중등은아주명료하게구분되어있고, 11세에서중학교진학을결정하면

대학진학때까지는대부분학교이동이없다. 따라서 국의학부모들은중등학교진학

선택을아주신중하게하고있으며, 한국의대학입시과정에서학부모들이겪는노심초

사의경험을 국에서는 11세의학부모가하게된다. 

초등 5학년부터 노심초사하는 중등 진학

국의중등교육과정은의무교육및‘평준화’의틀을견지하고있지만, 1988년부터조

심스럽게확대하기시작한‘학부모의학교선택권’이나‘단위학교경 체제’는2005년현

재, 전국적으로확대실시되기에평준화도아니고비평준화도아닌, 어정쩡하고복합적인

진학시스템을가지고있다. 

국의중등학교진학과정변천사를살펴보면한국의평준화역사와상당히유사한과

정을거치고있다. 국의경우는1967년노동당정부에의해평준화정책이선포된다. 그

당시의중등학교는대학진학을목표로하는인문계인그라마스쿨, 일반보통중등학교

인세컨다리모던, 그리고기술계학교인테크니칼스쿨, 이렇게세갈래로나누어져있었

다. 

하지만 11세에진로를결정하기위해적성을평가한다는것은너무이르다는교육학계

의주장과초등학교어린아이들에게입시준비는가혹하다는여론에맞물려‘일레븐플러

스(11+)’라는진학시험이폐지되고, 세갈레의중등학교제도는통합되어콤프리헨시브(종

학교선택권과아동선발권이교차하는
중등학교진학시스템

중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면 대학 진학 때까지 대부분 학교이동이 없는 국에서는 초등

5학년 때부터 중학진학을 위한 피 말리는 눈치작전이 시작된다.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아동선별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진학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예측불허의 유

동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최봉섭│비컨 리서치 대표, choi@br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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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학교)라는제도로개편된다. 이에따라학구가편성되고, 학교는학교주변의아동들을받아

들이는형태로전환된다. 

한국사회에서1990년대부터경험해오듯이 국에서도공교육제도에대한불만은높아지

기시작하고, 정부는이러한공립학교들이학부모의수요에좀더적극적으로응답할수있게

하자는취지로학구제를철폐하고학부모의학교선택권을주게된다. 

여기에추가하여학교재원분배법또한개편을해서, 재학생수와학교재정지원액이비례

하도록개정을했다. 다시말해, 학생수가줄어들면학교수입이줄어드는재정분배법이도

입된것이다. 

여기서우리가염두에두어야될것은학부모의학교선택권이라는것은자동적으로학교의

아동선별권이라는권한을생성시킨다는것이다. 물론모든학교가아동선별권을행사할수있

는위치에놓이는것은아니지만, 특히지원자가많이몰리는유명학교의아동선별권은더욱

공고해진다. 

따라서학부모의학교선택권과학교의아동선별권이교차하는지점이진학교의결정이이

루어지는셈이다. 일반적으로 국의학부모들이‘피를말리는듯한고심의과정’을해야되

는이유가학부모에게학교선택권은주어져있기에권한의행사는할수있지만, 이권한을행

사하기위해서는몇가지의예측을불허하는유동적변수가있기때문이다. 그리고최악의경

우, 어느학교로부터도입학허가를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으며, 이러한경험을하

는학부모들의끔찍한체험담은매년입학시즌이되면신문지상에보도가되고@ 5학년학부

모때부터마음을졸이게한다. 

물론어느학교로부터단한번이라도입학허가를받지못하는지원자는있을수없다. 하지

만입학허가를해준학교가마음에들지않는다든가, 좀더나은학교에서허가가나오지나

않을까하고기다리다확인접수의마감일을놓치거나, 좀더나은학교에서입학허가도나오

지않는최악의상황이생길수있다. 

이런경우, 학부모가할수있는선택은어느것도하고싶지않은선택이지만네가지가있

다. 1) 대부분의학부모가자녀를보내기를기피하는정원미달학교에보내는것, 2)@ 6학년

을 1년반복하는것, 3) 연간 1~2천만원정도의수업료를받는사립학교를찾는것, 4) 가정

에서 1년간학부모가아이를데리고가르치는것등이다. 이최악의시나리오를피하기위해

학부모는초등5학년부터 1년간노심초사를해야한다.@@@ 

Kent 지역의 Bradbourn 
여자 중등학교 교내 야외 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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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이 학제편성과 학생배정 결정

국에서국민에게교육을제공하는의무는중앙정부에게있는것이아니라, 132개의지방

정부에지워져있다. 따라서학제를편성하는것이나입학생배분의방법은지역적특성이나

지방교육청의정책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지역적특성은관할지구내에주민의인구 집도(분산도)라든가, 지방교육청과아무런관

계가없는사립학교의숫자, 또는중앙정부에의해아동선별권이완전보장된학교의숫자등

이있을수있다. 지방교육청의정책은학부모의학교선택권과학교의아동선별권사이에어

느정도적극성을가지고개입하는가를말한다.@@ 

지역에따라서관내중학교의의견과학부모의의향을조사, 이해집단간의의견을조율하

여, 최적수준의학생배분방법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공급과수요를중재하고선도해가는

교육청이있는가하면, 행정적으로최소한의가이드라인만제시해주고나중에민원이발생

하면뒷수습만해주는소극적인자세를취하는교육청도있다. 

또한, 중등학교학생배분방법은교육청별이라는지리적으로차이를보일뿐만아니라, 년

수에따라시간적으로도차이를보인다. 교육청에따라매년학부모와학교간의의견을수렴

하여학교지원학생배분방법의세부사항을조금씩수정해간다. 특히 관내에새로운중학교

가하나더신설된다든가, 주변의지방교육청과협의하여학생분배방법을묶어서운 하면,

전년도의배분방법은상당부분이수정된다. 

이하에소개하는중등학교지원자배분방법은필자가지역교육위원그리고한공립초등

학교의학교운 위원회부의장으로참가하고있는런던동남부Lewisham 지역의사례를중

심으로서술해본다. 

이지역은전국에서그유례가많지않을정도로배분과정이복잡한(학교선택권과아동선별

권이엉켜서고착된) 지역중의하나라는점은미리주지해둘필요가있다. 2003~2004년이

교육청관할구역내40%의초등학생은이지역밖에있는중학교에진학을했으며, 이런수

치는전국적으로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높은수치이다. 

국에서 국민에게 교육
을제공하는의무는중앙
정부에게있는것이아니
라, 132개의지방정부에
지워져 있다. 따라서 학
제를편성하는것이나입
학생배분의방법은지역
적 특성이나 지방교육청
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
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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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교의 피 말리는 입학게임

9월 초 :@ 6학년에 진학

9월 10일 – 10월 10일 : 중등학교의 학교 개방기간

10월 04일 - 10월 20일 :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이듬해 3월 1일 : 발표

3월 24일 : 탈락자 재심 청구 마감

4월 - 5월 : 재 재심 청구

국에서는9월이신학기첫달이다. 초등6학년이되면, 지방교육청으로부터관할지구내

중등학교의신년도모집설명서와지원서가첨부된50쪽정도분량의책자가학부모에게배달

된다. 

이책자에는그교육청관내중등학교의각학교별표준화된입시요강이수록되고, 한장의

입학지원서가첨부되어있다. 이입학지원서에는교육청지역에따라그숫자는다르나3~6

개의복수지원(1지망에서 6지망까지)을할수있고학교명을기입한다. 

9월과 10월한달에걸쳐모든중등학교는초등 6학년의학부모들을대상으로수차례에걸

쳐학교설명회를개최하고, 학부모들이학교를둘러볼수있도록공개한다( 국의학교는등하

교시간외에는교문이잠기게되며, 특별한용건이없는한외부인이학교에들어갈수없다).@@ 

이한달동안학부모들은가능한한, 많은학교를방문해보도록권고를받고있다. 하지만

직장이있는부모로서한달동안4개의학교를방문하는것도쉽지않는일이며, 6개를방문

한다는것은부모중한사람이거의매달리다시피해야가능하다. 

하지만한지역의주민이라면이미입학시즌이시작되기전에이웃으로부터소문을듣기도

하고, 공식적인교실방문은아니지만학교철조망너머로학교를기웃거려보기도하고, 신

문이나도서관또는인터넷을통해학교의성취도같은것을찾아보기도하고, 또는학교가개

최하는이벤트날에학교에가서여러사람을만나보고정보를수집하기도한다. 

따라서 5학년의학부모라면이미마음속에“어느학교에지원하겠다”는결정은내려두고

있는상황이다. 

물론이러한선택의고민은도시처럼통학가능한거리내에학교가많은경우일어날수있

학제를 편성하는 것이나
학생배분 방법은 지역적
특성이나 지방교육청의
정책에따라다소차이가
있다. 학생배정 방법에
있어 학부모의 학교선택
권과 학교의 아동선별권
이혼재하고있어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
서학부모들은5학년1년
동안고심해야하는과정
을겪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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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골처럼통학가능한거리에한개의중등학교만있는지

역에서는학교선택도, 아동선별도, 합격도, 불합격도없다.@ 

이러한지원과정을10월에마치고나면이듬해3월초에중학교

로부터 처음 입학허가통지서(이하‘오퍼’)를 받게 된다. 여기서

부터약3~4 개월간학부모들의피를말리는눈치작전의게임이

시작되고, 학교들의치 한‘적지도많지도않은’, ‘정확한숫자

의정원확보전술’이펼쳐진다.@ 

루이샴교육청은 2003년 9월, 6학년학부모에게지원서를보

낼때, 그지원서에 5차희망학교지원까지기입하도록했다. 그

리고교육청이일괄접수하여이지원서를5부복사하고, 지원학

교이름별로분류하여각중학교에보냈다. 

따라서어떤중학교에는정원의 10배가넘는지원서가배달되

고, 어떤학교는 3~4배정도의지원서만배달되었다. 한명이 5

개학교를지원하고, 그 중하나를선택하기에평균 5배의지원

서가모여야정원이확보될것이라는예측을할수있다. 따라서

정원 3~4배분량의지원서만배달된학교는잠정적으로정원미

달이될확률이높다. 

이렇게지방교육청에서배달된지원서를각중학교는자기들이

설정한입학선별기준에맞추어최적조건자부터가려내기시작

한다.@ 

여기서학교들의고민은이렇게가려서오퍼를내어준아이들

이자기학교를선택해준다는보장이없다는것이다. 따라서오

퍼를주어도자기학교를선택하지않을인원수를추측하여정

원보다약간많은수의지원자에게오퍼를준다. 

하지만이수치를추측한다는 것은지극히어려운일이다. 만

약 100명 정원의 학교가 예측을 잘못하여 120명의 지원자가 최

종적으로선택했을경우, 이학교는120명을모두받아들여야만

한다. 정원 100명의학교가 120명을받아서가르친다는것은쉬

운일이아니다. 

이러한정원초과의난국을회피하기위해학교는정원의약간

낮은수를예측하고오퍼를준다. 그리고정원이미달되면, 정원

이미달된학교와희망하는학교로부터오퍼를받지못한학부모

들끼리모여, ‘패자부활전’재배정을하게되며, 학교는이패자

부활전을이용하여정원에가장가까운‘최적치’로접근해간다.@ 

학부모측에서본다면, 극단적인예를들면5개학교로부터오

퍼를받을수도있고, 반대로단한건의오퍼도받지못하는경

우도생긴다. 하지만, 2~3차패자부활전까지가면모든지원자는

최소한한번이상의오퍼를받게된다.@ 

2003년, 이 지역의 경우 제 1라운드에서 1차 지망학교로부터

오퍼를받은학부모는38%에불과했다.@@ 

패자부활전의과정은최소한한달이상걸린다. 그리고 2003

년이지구에서는 6월말까지패자부활전을 3번반복실시했다. 

필자가‘학운위 부의장’으로 참가하고 있는 샌드허스트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7월 말 방학하는 시점(6학년 졸업하는 시점)에

서졸업생 128명중, 진학학교를결정하지못한학생은 3명이었

다. 물론이아이들이전혀오퍼를받지못한것은아니다. 4차나

5차우선순위의희망학교에서오퍼를받기는했지만학부모가그

학교에는자녀를입학시키고싶지않는경우이다.7월말이되면,

이러한학생들은졸업을했기에초등학교도신경을안써주고, 입

학을안했기때문에중학교에서도신경을안쓴다. 그리고지방

교육청은“학교 배당을 해 주었지만 당신이 싫다고 하니 도리가

없다”라는자세로방관하고있다. 다시말해그누구도신경쓰지

않는다.

이렇게될경우, 학부모는앞단원말미에서예를든최악의시

나리오네가지중에하나를선택해야만된다.@ 

학생을배정하는(선별하는) 수작업은시간이너무많이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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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애간장을태우는시간이너무길고, 경우에따라서는시간에쫓겨어떤학교도선

택을하지못하고, 재수를해야만하는경우가생기기도한다. 

2004년, 류이샴교육청은이러한폐단을줄이기위해학교가요구하는입학조건그리고선

별기준을수치화하여컴퓨터프로그램을개발했다. 이프로그램에맞추어입학지원자의조건

들을입력함에따라, 지원의시점에서오퍼를줄때까지의시간을대폭으로줄일수있게되

었다. 

이 시스템에 의해 1차 희망학교의 최종 결정자 수는 대폭 향상이 되었으며, 패자부활전의

실시속도도빨라지고, 최악의시나리오에서선택을해야하는학부모의수또한대폭으로줄

어들었다. 

이지역에서는같은해새로운중학교가하나신설이되었으며, 또한주변의관할교육청과

연계해서학생배분방법을썼다. 따라서새로운시스템의효과가어디에서발생했는지그분

석은현재불가능하다. 

컴퓨터배분방법을고안했던사람들의주장에의하면전산화에의해‘대중속에개인이해

야하는선택의에러(human psychological error)’를최소화할수있었다고하지만, 이것은

추후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이러한‘컴퓨터배분의상황’에서발생한웃지못할에피소드는한교회학교에서는교회

의주임목사의자녀조차도오퍼를받지못한경우가발생했다. 한국의상황에비유하면, 한

사립학교의이사장이자신의학교에자신의자녀를입학시키지못하는경우와흡사하다. 

학교선택권과 아동선별권의 교차점

이론적으로볼때, 제각기의학교는나름대로의교육적특색을가지고있고, 학부모는주어

진학교선택권을행사해서국민전체적함수에서교육의만족도를극대화시킬수있다는가

설이성립될수있다. 

하지만각학교가가진교육적특색은다양하지못하고, 하나의기준으로서열화될때학부

모의선택은그서열화된학교들의상층부분에몰릴수밖에없다. 

이럴경우, 학교는모든지원자를받아들일수없기에, 원래입학지원자를선별하고자하

는의도를가지고있지않았더라도지원자의일부를탈락시키는입장에놓인다. 세금으로운

되는공립학교의경우는탈락시킨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국민이납득할수있는근거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중산층의 학부모들에겐
민감하게반응하지만, 일
반 저소득층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렇지가 않
으며, 학교의 반응은 보
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
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
한학교지원방법에서가
장우려되는문제는이미
실행초기단계에서교육
학자나 교사노조로부터
줄기차게 주장되어왔던
학교 간 학력의 양극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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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야한다. 

국의경우, 가장일반적으로쓰이는입학기준이란남녀공학

이아닐경우의성별, 일반학교의경우는통학거리또는재학생

의 동생이다. 종교단체 설립학교나 특수목적학교의 경우, 그 설

립취지에맞게정원의일정비율(10% 정도)의폭안에서학교가

선별하도록허가해주고있다. 

학교입장에서보면, 보다많은지원자를확보하기위해서는(정

원미달사태를피하기위해서는) 지원자들이선호하는가시적인

효과를만들어내야한다. 현재 국에서는이가시적효과중에

가장선명하게나타나는부분이‘Performance league table’이

라고불리는‘전국학교성적평가표’이다. 해마다실시하는전국

학교평가시험의결과( 어, 수학, 과학, 세과목)가공표되고, 지

역 도서관, 교육부나인터넷사이트에서학교이름만넣고검색

을하면, 그학교성적, 그지역평균성적, 전국평균성적이나

타난다. 

따라서학교로서는잠재적으로이러한학교성적을올릴수있

는‘공부잘하는지원자’를뽑고자하는욕심이생긴다. 

2003년Lewisham 지구의각학교신입생모집요강에는초등

5학년에실시하는전국학력평가시험(QCA 시험)의등급에따라

‘지원제한거리’를달리했다. 

예를 들면‘1등급은 3마일, 2등급은 2마일, 3등급은 1마일’과

같은형태이다. 따라서 1등급의성적을받은아이는선택의폭이

지리적으로반경3마일이내에있는학교를선택할수있지만, 3

등급을받은아이의선택의폭은반경 1마일이내로줄어든다. 3

등급을받은아이의경우, 반경1마일이내에희망하는학교가있

으면다행이지만, 그렇지않는경우는이학부모의경우학교선

택권을행사할수없다. 

한국적상황에서생각할때, 한 가지불가사의한것은초등학

교 5학년부모들중에이QCA 시험이라는것이있다든가, 또는

그것이무슨역할을하는지대부분이모르고있다는것이다. 

QCA 시험은학부모에게는아주중요한것이지만, 그것에대해

학교도교육청도교육부도그누구도홍보를하지않는다. 또한

입시학원이라는것도없는나라이다보니그것의중요성을학부

모에게알리고자하는상업적매체도없다. 문자그대로평소실

력을평가하는셈이다. 

지금까지서술한것은 국의일반공립학교에관한부분이며,

이 공립학교의학생배분의이전에우수한학생을걸러내는, 지

방교육청이개입할수없는, 선별학교(selective school)가있다. 

이들학교는 국형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그라마스

쿨, 그리고파운데이션스쿨이다. 2003년현재, 잉 랜드에서사

립학교에재학중인 11세인구는 45,800명으로전체 11세인구의

약9%이다. 그리고그라마스쿨과파운데이션스쿨의숫자는각

각168개와510개이다. 전체공립중등학교의3,436개교의19.5%

이다. 

따라서어림잡아산출하면약 28% 정도의학생들은공립학교

배분이있기전에학력이라든가학부모의재력으로선별되어걸

러져간다. 

그 다음에 일반공립학교 중에서 종교학교(Voluntary school,

전체중등학교수의 20%), 특수목적교(Specialist schools, 전체

중등학교의절반)가정원의 10% 이내의한도에서선별한다. 

이상의학교들은선별을공식적으로인정받은학교들이고, 표

면상선별을금지하고있는일반공립학교도앞단락에서언급한

대로 QCA 시험의 등급으로 지원거리(통학거리)를 제한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 국의모든중등학생은어떤형태로든간에선별

의과정을거치게되며, 그중에이러한선별의과정을본인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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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학생의숫자는약절반정도로추측할수있다. 

학교별 학력평가 발표로 학력의 양극화 심화

아동의 학력향상 부문에서, 11세 아동의 리터러시(읽기 이해력 수준)는 1997년 67%에서

2004년 82%로향상되었으며, 중학교졸업시험GCSE 성적이나고등학교졸업시험A level

의전국학력평가시험에서도전반적으로성적이향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학력향상이 학부모의 학교선택이라는 학교지원 방법의 개편에 의해서인지

아니면다른정책의변수에의해서인지분간해서답을찾아내기란쉽지않다. 

Power와Whitty(1998)의연구보고서에의하면학부모의학교선택권이란중산층계급의학

부모들에겐민감하게반응하지만, 일반저소득층의학부모들사이에서는권한으로서작용하

지않고있다고밝히고있다. 

또한 2005년 2월 3일자이브닝스탠다드지기사에의하면명문학교주변의주택가격은타

지에비해약30% 정도비싼것으로밝혀지고있다. 즉, 좋은학교를찾아서거주지를옮기는

중산층의학부모들이많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 이것도중산층, 주택자금의여유가있는가

정일경우에만가능하다는이야기이다. 

하지만일반적으로학부모들의경험을들어보면중산층, 저소득층관계없이대체적으로학

부모의선택권이주어지고나서학교의반응은보다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개선되어가고있

다. 

이러한 국형의학교지원방법에의해가장우려되는문제는이미실행초기단계에서교

육학자나교사노조로부터줄기차게주장되어왔던학교간학력의양극화현상이다. 

학부모들은조금이라도가능성이있으면보다나은학교로자녀를전학시키고자하고, 특

히중산층학부모의경우, 질낮은학교로부터탈출하고자필사의노력을하고있다. 따라서

질낮은학교는저학력아동의적체라는고질적인문제를안게되고, 최종적으로폐교라는소

용돌이속으로빠져들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고자교사노조에서는최소한‘전국학교별학력평가의결과공표’만

큼은철회하자고주장을하고있으나, 정부로서는학부모의선택권을행사할수있는가장적

절하고유일한판단자료가학교의학력평가보고서이기에철회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

고있다. 

Shropshire 지방의 Martin Wilson Primary 
교생실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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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은교육기회의균등과교육과정, 교육결과의평등으로볼수있다. 교육기회

의균등은교육과정과교육결과의평등에또한 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이런

면에서볼때, 입학제도가교육평등에미치는 향은매우크다. 입학제도의혜택을받은

학생들은교육과정과교육결과에이르기까지더좋은결과를나을수있고, 입학제도의혜

택을받지못한학생과소외계층의학생들은교육과정과교육결과에이르기까지원치않

은결과를나을수있다. 

중국의중등학교입학제도는세계어느국가와도구별되는중국만의특유한제도를갖

고있다고말할수있다. 중학교입학은호적지학군단을근거로하여무시험을통한근거

리입학제도를실시하는원칙을위주로하면서도사회적으로다양한학교선택의욕구를

만족시키는것이현행중학교입학제도의가장큰특징이라할수있다. 

고등학교는9년의무교육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서열화되어, 시험을통해선발과정

을거쳐입학하는것으로국민모두가인식하고있다. 본문에서는중국만의특유한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살펴보면서, 이러한제도가교육평등에어떤 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

논의하고자한다. 

중등입학, 무시험 근거리와 학교선택 동시 반

가. 컴퓨터를이용한무작위추첨입학

각지역의초등학교졸업생은호적을근거로하여규정된학군단내에서컴퓨터를이용하

여무작위추첨을통해입학을하게된다. 

나. 기숙사학교(반) 입학

기숙사학교(반) 입학을원하는학생은본호적지학군단의컴퓨터를통한무작위추첨

무시험근거리원칙과학교선택권을
동시반 한중등입학시스템

무시험 근거리 입학배정이라는 윈칙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수요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킨다는 명분 아래, 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유형의 학교와 여러 입학제도를 갖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학제

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유경희│북경 회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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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참여하지않고, 기숙사학교(반)의관련규정에부합되는절차에따라입학할수있다. 기숙

사를운 하는학교는실질적으로본도시의범위내에서본학교(반) 기준에따라학생을선

발할수있다. 이런유형의학교에입학한학생은일정한학비와기숙사비를납부해야된다. 

다. 민 학교선택입학

학교선택을원하는초등학교졸업생은다음몇가지유형의민 학교를선택하여, 시험과

정을거친후입학할수있다. 

①공립학교에서체제를전환한민 학교

역량이취약한공립학교를민간이인수, 시장원리를도입하여학교운 의질을높이기위

한목적으로운 하는것이다. 민간이인수하여운 하기시작하면서지방교육행정부문에

서는점차적으로학교에대한재정지원을줄이다가 3년후에는재정지원을중단함으로써운

자가학교의교육비와일상운 비를자체적으로조달하는데, 학생들로부터납입금을징수

할수있다. 

②공립학교에서민 기제를활용하여운 하는학교

공립학교에서남는자원과사회모금을통하여민 학교를운 하는것인데, 이경우학교

자산은공립학교소유이다. 이런유형의다수가명문학교에서운 하는민 학교에해당한다.

예를들면, 명문중등학교에서한개의역량이약한학교를합병하여명문교의이름으로운

하고수익을얻는것이다. 

③공립학교와기업이연합하여운 하는민 학교

이경우의공립학교는다수가명문학교이며, 기업은민 기업일수도있고국유기업일수

도있다. 연합하여학교를운 한다는것은기업이일부교육자금을조달하고공립학교에서

운 하여이윤을나누어가지는형식이다. 수익금을기업과나누지않고학교에서만소유하

는경우도있다. 

학교에서는구현(區縣)교육국에보고하고허가를받은명단에근거하여연합·운 하는기

업또는기관에다니는이들의자녀입학을허가한다. 구현(區縣)교육국은이방면에대한‘연

세계의 교육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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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운 ’을규범화하여, 연합·운 하는학교수와연합·운 기

관자녀의입학생수를통제하도록하고있다. 연합·운 하는기

관명단과학교가연합·운 하는기관또는직장자녀의입학을

허가하는 비율은 구현(區縣)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업무와 함께

시교육청에보고해야만한다. 

④지방교육부문과지역사회에서공동으로설립·운 하는

민 학교

이러한유형은지역사회에서매년일정부분의재정경비를학

교에기부하여교육여건을개선하고, 교사처우를개선하는데이

용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기업, 사업기관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자금을조달하기도한다. 출자기업에서는대표를파견하여학교

이사회에참여할수있으며, 출자기업직원자녀를우선학교에

입학시킬수있다. 

⑤민간에서자금을조달하거나투자하여설립·운 하는민

학교

이유형의학교는사기업이비교적발달한지역에많이있으며

학교수가많지는않다. 자금조달형학교는설립초기사기업이나

개인이투자하는부분이적은편이다. 주로학부모로부터징수한

고액의학비, 기여금, 학교건설비또는교육예치금에의존하거나

또는은행대출금을이용하여운 된다. 또한주식을발행하여자

금을조달하는형식으로도운 되는‘교육그룹’또는‘교육회사’

형태의민 교육도존재한다. 

이상의각유형의민 학교로입학하는데는입학조건이있으

며납부하는비용도차이가있다. ①과 ②유형학교에입학하는

학생이납부하는비용은교육행정부문에서규정한기준이있으

나, 사립성격이강한③, ④, ⑤의경우, 설립자가스스로정한다. 

라. 특기생모집학교로선택입학

초등학교졸업생은교육행정부문에서허가받은외국어특색학

교, 예술류 특색학교, 체육인재 예비시점학교, 체육 전통항목학

교, 문예 전통항목학교, 과학기술활동 시범학교 등에 선택 입학

할수있다. 

이런학교들은외국어나예술류에해당하는단과시험을보는

것으로전구(區)의 범위에서신입생을선발할수있다. 특기시

험은구현(區縣)교육국과관련부문에서일괄적으로실시하며, 시

험내용은학생이신청한특기에한해서만할수있다. 특기생의

비율은3% 정도로한다. 중학교는원칙적으로본구현(區縣)의특

기생에한해서만입학을허가하며, 특수이유가있어타구현(區

縣)의특기생을입학시켜야하는경우, 시교육청의허가를받고,

학생 소재 구현(區縣)교육국에 보고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외국어학교, 예술학교는 단과시험을 보는 것을 통하여 문·

체·과학기술전통항목학교에서특기생을모집하는절차와시간

과동일하게신입생선발업무를전개한다. 

마. 기업사업기관에서설립·운 하는학교입학

기업사업기관에서설립·운 하는학교는설립기관직장자

녀의입학을허가할수있다. 학교는소재구현(區縣)교육국에서

중학교신입생을배정하기전, 설립기관직장자녀의명단을교

육국에보고를하여사정하도록한다. 허가한명단중에서본구

현(區縣)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은 설립

기관학교에서학교공문서와구현(區縣)교육국의입학허가명단

을소지하고학생소재구현(區縣)교육국에보고등록을하며, 아

울러‘중학교입학등록서’를뽑아온다. 

WORLD EDUCATIO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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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도에해당함

바. 장애학생입학

맹인학교, 농아학교, 저능아및지체부자유아동은일반중학교의보통반이나장애인을위

해개설된특수반또는특수학교등에입학하여, 의무교육(9년)을받을수있다. 

사. 특수신분자녀에대한입학혜택정책

각구현(區縣)과각중학교는열사의자녀, 대만호적학생, 화교의자녀, 현역군인자녀의적

령학생에게동등한자격하에혜택을부여하고있다. 

고등입학, 서열화된 고등학교의 시험선발

중국은개발도상국가로서교육재정이충분하지못해 9년의무교육제를실시하고있다. 고

등학교단계의교육은의무교육범위에서벗어나있는관계로중학교졸업생모두가고등학

교로진학할수있는것이아니라, 시험선발의과정을거친다. 북경시 2004년의통계를보면

중학교수가 691개인데반해일반고등학교가 338개, 실업고등학교가 77개로고등학교수가

중학교수보다훨씬적은숫자만보더라도적지않은학생들이고등학교로진학하지못한다

는것을알수있다. 고등학교입학은각지역별통일고사(한국의수능시험)라는시험제도를

실시하며, 현재까지특기생을제외하고는서열화된학교에각학교별시험총점수에따라등

수를매겨선발하도록한다. 중국의고등학교는다음의몇가지부류로나눌수있다. 

가. 중점학교

중점학교는일반적으로직할시별로는시중점학교, 구중점학교로나뉘고성(省)1)별학교는

성(省) 중점학교, 시(市) 중점학교, 구(區) 중점학교, 현(縣) 중점학교등으로나뉜다. 

중점고등학교중에서시범(示範)학교라는명칭을쓰는학교가있는데, 시범학교란중점학교

중에서우수한학교를선정하여지역교육의모든면에서시범적인역할을하는학교라는의

미이다. 명문교 중의 명문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 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95~100%이며, 명문대진학률도 60% 이상이다. 

중국의 중등학교 입학제
도는세계에서찾기어려
운 특이한 제도이다. 호
적지학군단을근거로하
여무시험을통한근거리
입학제도를실시하는원
칙을위주로하면서도사
회적으로 다양한 학교선
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것이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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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는중점학교보다교육여건, 교사진, 학생의질면

에서 떨어진다. 대학 진학률은 중점학교보다 훨씬 떨어지며, 어

떤일반고등학교는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이한명도없는경우

가있다. 

다. 직업고등학교

한국의 실업고에 해당하는 학교인데, 일반고등학교 시험에서

떨어지거나고등학교를졸업하고취직을원하는학생들은직업고

등학교로진학하게된다. 직업고등학교학생들은시험을쳐서고

등직업대학으로갈수있다. 

고등학교도중학교와마찬가지로민 성격이있는학교로시험

을통해입학할경우, 비싼학비를납부해야하며, 공립고등학교

에도정원외학생으로들어갈경우, 기부금을납부해야한다. 

교육평등에 위배되는 이중원칙의 입학제도

위에서소개한중학교입학제도에서알수있듯이중학교입학

제도의대원칙은학군단을근거로하는무시험의근거리입학이

다. 중국정부는날로증가하는대중의교육수요를만족시키기위

해지역범위내에서입학방법을개혁하여, 국민들의교육욕구를

만족시키도록하는정책을마련하고자하고있다. 이러한이중원

칙하에중국의초등교육이어떤식으로나아가고있는지보기로

한다. 

가. 명문교에개설된실험반

각지역의정책을보면지방교육청의허가를거친후, 명문중

학교에일정양의실험반을개설할수있도록되어있다. 명문중

학교에 개설된 실험반으로 입학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은 어린

나이에여러가지입시준비를해야한다. 사회에서는다양한과

외교습반이우후죽순일어나고있다. 올림픽수학과외반, 어문작

문반, 어과외반, 이외에도일반보충수업반등이있다. 부모들

은자신의자녀를명문교로입학시키기위해주말시간에과외를

실시한다. 올림픽수학은세계적인대회를위해실시하는수학

재양성교육임에도불구하고, 너도나도이공부를하고, 어도

성인들이취득하는‘전국공공 어등급시험’과외반에참가하여

고득점을얻어특기반또는특기생모집학교로입학하고자한다. 

필자가근무하고있는학교에금년부터중학교실험반이개설

되는데입학신청을한학생들중많은학생들은높은도수의안

경을끼고, 그들학부모의손에는자녀의각종명예증서, 올림픽

수학 성적서, 어 등급증명서 등이 있었다. 120명 정원에 신청

자가몇천명이몰려와줄서서번호표를나눠줘야하는정도로,

한국의교육열못지않았다. 

나. 민 성격학교입학시의학교선택비

중학교를선택할수있는경우를재정리하면명문교의실험반,

각종의특기생모집학교(반), 민 성격(사학성격)이있는학교, 기

숙사 학교(반)에 입학하는 경우 등이다. 학교선택을 할 경우, 초

등학교졸업생은각종의시험에참가해야한다. 특기생은단과시

험만보면되지만실험반과민 성격의학교에입학을원할경우,

종합시험을봐야한다. 교육부에서는중학교입학생에대한시험

을치르지않도록호소하지만, 학교에서는내부적으로여러형식

의시험을본후학생을선발한다. 

민 성격의학교로입학하게될경우, 학부모가부담해야하는

학교선택비를알아보면다음과같다. 공립학교로부터체제전환을

이룬학교와공립학교에서민 기제를활용하여운 하는학교가

학생들에게요구하는학비는북경시교육청의기준을보면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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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이다. 어떤학교는 7,000~9,000원을징수한다. 기업과연합·운 하는학교에서기

업기관 자녀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다양하다. 북경8중을 예로 들면, 북경8중은 국가광전총국

(國家廣電總局)2)이라는기관과연합·운 을하는학교인데, 국가광전총국(國家廣電總局)에서

학교에건물을지어줄때, 매년본기관직원자녀30명에게입학기회를주는것으로계약되

어있다. 물론이 30명의학생들도시험에합격해야들어갈수있는것이다. 북경8중에서국

가광전총국의시험에합격하여입학한학생에게받은학교선택비는 2001년에는매학생당 1

만원3), 2002년에는 3만원4), 2003년부터는 5만원5)이되었다. 이부분의학교선택비는실

질적으로학부모가국가광전총국에납부하고, 국가광전총국에서는학교에이금액을전달하

다. 기숙사학교로입학할경우, 학교에서도시험선발을하고, 학교별로비용징수기준이있

어모든학생이적지않은비용을납부해야하는실정이다. 

중국의제도상명문교에입학하려면학생이공부를잘해야하는것은물론경제적으로도넉

넉해야한다. 공부만잘하고, 경제력이없으면컴퓨터무작위추첨으로배정된중학교에입학

해야한다. 

명문교에서도학군단에무작위추첨의할당분을주지만무작위추첨으로명문교에들어갈

수있는비율은너무적다. 경제형편이넉넉하지만명문교실험반에들어갈기준에못미치는

학생의부모는자식이무작위추첨에만의존하여좋은학교배정에실패할까봐아예민 성

격의학교를지원한다. 컴퓨터추첨으로학교가결정되면다른학교로갈수없게되어있다.

또한민 성격의학교들에서는컴퓨터추첨보다학생선발을먼저하기때문에경제가넉넉

한학부모들은하나밖에없는자녀의운명을운에맞기지는않는것이다. 

중학교교육이의무교육이고, 중국이개발도상국가이지만, 중국의학부모들은엄청많은교

육비를쓰고있는것이다. 명문교로들어가기위하여초등학교부터여러가지과외를받아야

하고, 입학을한후에도학비와학교선택비를내고있는실정이다. 이는경제적으로불우한처

지에있는사람들에게는교육기회의불균등이며, 이는교육과정과교육결과의불균등을야기

하고있는것이다. 

2) 한국의방송공사와비슷한기관임.
3) 한화 135만원에해당함. 
4) 한화390만원정도에해당함. 
5) 한화650만원에해당함.

경제형편이 넉넉하지만
명문교 실험반에 들어갈
기준에못미치는학생의
부모는자식이무작위추
첨에만 의존해서는 좋은
학교에배정받지못할까
봐아예민 성격의학교
를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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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선발고등학교입학제도의교육기회불균등

위에서언급했다시피중국의고등학교는서열화되어있어성적이규정된기준에도달하지

못하면원하는학교에입학할수없게되어있다. 입시를위하여주5일수업제임에도불구하

고중3학생들은학교에서무료로실시하는주말보충수업에참가해야하며, 그 외의시간과

방학기간에도과외학습반에참가한다. 고등학교시험선발제는과외교육을부추길수밖에없

다. 중국만의특유한학부모교육비부담가중정책을외국사람들은이해할수없지만, 중국

사람들은수용하고있다. 

북경시교육청을예로들면각명문교(시중점학교와구중점학교)에정원외로일정분의할

당지표6)를주고, 이부분의학생들에게는점수기준미달료3만원을받도록하고있다. 이에

대한타당성은교육경비충족과경제력이있는학부모들의양질의교육자원을누리고싶어하

는욕구를만족시켜준다는것이다. 3만원이라는점수기준미달료는정책적으로허가하는범

위이고, 이 외에점수가더낮을경우, 학교측과직접협의하여 5만원, 6만원, 10만원이

상내는경우도있다(물론모든사람이협의를할수있는것이아니라, 점수가커트라인과격

차가적어야한다). 이 부분의비용은학교들이교육행정부문몰래사사로이받는것으로서

수증조차도없다. 

사립학교에입학할경우, 고액의교육비부담은더말할것도없다. 이는경제력이있는사

람일수록양질의교육자원을소유하는기회가많아지게되며, 가계가곤란한학생들은시험

에서고득점을받지못하면, 이런기회를얻기가힘들게된다. 

중등학교 입학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 양질의 교육자원을 소유하는 기회는 불균등하다고 말할

수있다. 정책의원칙은양질의교육자원을소유하고자하는욕구를만족시켜준다는점을내

세우고있지만, 교육기회의불균등을합리화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의무교육인중학교단

계에민 성격의학교를허가하고학비징수를합리화하고있는것도마찬가지이다. 물론중

국의현재실정에서이는교육재정결손에많은문제를해결해주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정부입장에서보면교육의형평성을희생하여얻는대가인것이다.

6) 이부분의지표도점수기준과별로차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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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학교 간 교
육여건을 평준화하기 위
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중점학교에 대한 건설을
금지하고, 박약학교를재
건설하고, 우수교사의순
환근무, 실험반 개설 금
지, 입학시험 금지 등을
호소하지만, 학교현장에
서는여러시험형식으로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
이에대해정부는당분간
속수무책인것같다.

학부모들은의무교육기간에부담하지않아도될고액의학교선택비를지불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학교선택비는정부교육재정보완으로사용되는것이아니라선택받은학교의교육경

비를충족시켜이러한학교들의교육여건을더욱우수하게만든다. 명문교는교육여건, 교사

진과학생모두가우수하고, 일반학교는교육여건, 교사진과학생모두가불리한상황에처하

게한다. 

중국정부는이러한현상을해소하기위해학교간의교육여건을평준화하는많은노력을

하고있다. 예를들면중점학교에대한건설을금지하고박약학교를재건설하고, 우수교사를

박약학교와빈곤지역으로순환파견하여근무시키고있다. 그리고정책적으로실험반개설

을금지하고여러가지형식의중학교입학시험을금지하는조치를취하면서호소하지만, 여

전히학교현장에서는나름대로종합시험을보는등여러가지시험을통해우수학생을선발

하고있다. 

이에대해서정부는당분간속수무책인것같다. 중국정부가강력한조치를취하지못하고

있는이유는복잡한권력과지위, 금전등의관계가가미되어, 법적인조치를취하지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광주시교육청에서는금년 6월 1일, 중학교입학생에대하여시험

을치르지못한다는규정을마련하 다. 그러나이미광주시의어떤학교에서는이미실험반

에입학할학생들에대한시험을거쳐일부학생을선발한상태이고, 시민들의반발, 권력, 지

위등의압력에교육행정부문은견디지못하 는지, 6월 10일광주시교육청은실험반개설

학교에서신입생에대하여일정정도의시험을치를수있다고재규정하 다. 그러나입학여

부를결정할때, 종합평가를실시해야하고시험지점수로만입학여부를결정하지못한다고밝

혔다. 이렇듯교육행정부문에서학교현장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학교현장

에대한강력한조치는더욱취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정부는교육여건을평준화하는동시에정책적으로불우한처지에있는사람들의교육

기회균등을보장하기위해특수계층에유리한정책적혜택을억제하는강력한조치를마련

해야한다. 이는중국사회를진정한복지사회로만들기위한필수적인조건인것이다. 

세계의 교육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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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독일의학제는우리나라학제와는조금다르다. 독일은초등학교가 4학년

까지이며(그가운데베를린주와브란덴부르크주는초등학교가6학년까지이다), 5

학년부터 인문계인 김나지움(Gymnasium)과 실업계인 레알슐레(Realschule, 10학년)와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9학년/10학년)로나누어진다. 그리고김나지움, 레알슐레, 하

우프트슐레를모두합한종합학교(Gesamtschule)가있다.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과정

을중등학교 1단계(Sekundarstufe I)라 부른다. 그리고김나지움과종합학교의 11학년에

서 13학년까지의김나지움상급과정(Gymnasiale Oberstufe)이 한국의인문계고등학교

에해당한다. 이김나지움상급과정과직업학교및특수학교의해당학년, 꼴레그(Kolleg),

야간학교(Abendschule)를합쳐서중등학교2단계(Sekundarstufe II)라부른다. 

한국과비교하여설명하면독일학생들은5학년부터인문계학교와실업계학교로나누

어지며, 김나지움이나종합학교에서10학년을마치고성적에따라다시한번김나지움상

급과정(11학년)으로진학할수있는가없는가가가려진다. 그리고실업계학교인레알슐레

및하우프트슐레로진학한학생들도성적에따라김나지움으로옮길기회가있고, 또 김

나지움에서도성적이나쁜학생은레알슐레로옮겨야하며, 레알슐레에서성적이나쁜학

생은하우프트슐레로옮겨야한다.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가 10학년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한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학제는없는셈이며, 레알슐레와하우프트슐레는김나지움및종합학교와함께

일반학교(allgemeinbildende Schule)에 속한다. 중등학교 2단계의 일반학교는 김나지움

상급과정이며, 이 과정이앞에서말한대로한국의인문계고등학교에해당한다. 그리고

직업학교는일반학교로분류되지않는다. 

평준화에기초한중등학교입학운 체계1)

독일 교육과 독일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중등학교의 대학교의 평준화에 기

인하는 바가 크다. 어린 나이에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이나 복잡한 운 체계에도 불구하

고 사회적으로 큰 견해 차이를 갖지 않고 있다.

권미연│베를린통신원, miyun65@hanmail.net

1)@이 에서일부내용들은필자의̀ 초등교육동향a(초등교육2003년 1월호)과̀ 독일의대학입학제도와증가하는의과대학지원
자a(교육개발2003년11＋12월호)의일부내용및“KEDI 8년연구4차세미나외국의대입제도”중̀ 국과독일입학제도와
시사점a(함석동교수발표)의독일부분(김종기, ̀ 독일의고등학교시험제도와시사점a)의일부내용을김종기의허락을얻어
전재하거나학교법의변화에따라달라진부분을보충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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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지움상급과정 13학년(또는 12학년) 마지막학기에아비투어(Abitur, 대학입학자격시

험)를치르며아비투어에합격하면대학에진학할수있다. 

초등학교 5학년에 미래의 진로를 결정

독일의학제와관련된독일교육제도의특징을한국과비교해설명해보자면첫째, 학생들

이10세가량의어린나이인5학년에이미미래를결정하는시기에이른다는점이다. 물론김

나지움으로진학하지못한학생들도레알슐레나하우프트슐레에서이후에정해진보충기간과

따로정해진자격시험을통해대학입학자격을획득하는길이제도적으로열려있고, 일정기

간내에레알슐레나하우프트슐레의학생들도좋은성적을받으면김나지움으로옮길수있

다. 

둘째, 김나지움과대학이제도적으로평준화되어있기때문에아비투어나다른방식의대학

입학자격시험을통해대학입학자격을갖춘학생은정원제한이있는일부학과를제외하고

는자기가하고자하는전공분야를찾아자신이원하는대학에입학할수있다는점이다.2)@ 

그리고셋째, 실업계인레알슐레나하우프트슐레를졸업한학생도오랜역사속에서정착된

직업제도로인해사회적차별없이사회생활을유지할수있다는점이다. 임금과보수는직종

과개인의능력에따라결정되며, 대학을졸업하지않았다는것자체는사회적심리적차별의

근거가될수없다. 우리는둘째및셋째의특징을독일교육제도(및직업제도)의장점으로꼽

을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김나지움을포함한모든중등학교의평준화와대학의평준화는

교육방면에서독일사회의안정에근본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보인다. 김나지움의제도적

평준화와대학의평준화때문에독일사회는대학입시자체만을위한사교육과일류대학을가

기위한사교육이존재할여지가없다. 따라서당연히학부모는사교육의부담을지지않는다.

학교에서성적은모든것이절대평가로이루어지지만, 대학교를포함한모든학교가제도적

으로평준화되어있기때문에대학입시로인해교과과정이비정상적으로이루어질여지가애

초에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학생들사이에는학교생활을황폐화시킬정도의성적경쟁이

존재하지않는다.3)@ 

2)@주전체에실시하는중앙아비투어이든, 개별김나지움에서실시된아비투어이든아비투어점수는12학년과13학년의성적과최종
아비투어시험성적으로정해진다. 이때12, 13 학년의성적은기본과목총점이330점, 심화과목이210점이며, 아비투어최종시험
성적이300점으로합계가840점이된다. 따라서한국식으로표현하면12학년/13학년내신성적은전체아비투어총점840 점가운
데540 점이며64%를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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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첫째의특징에대해서는평가가복잡하다. 오래전부터교육학술노조(교원노조) 및진

보적정치가들은5학년의어린나이에아이들을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로나누는

독일의교육제도가어린이의잠재력과가능성을미리봉쇄하는것이라고비판해왔고, 이러

한독일교육제도의단점을보완하고자도입된것이종합학교이다. 이종합학교에서어린이

들은 10학년까지같은학교에서배우면서더많은가능성을얻을수있다. 

이미알려져있다시피 2차에걸친 PISA의성적발표에서독일은중위권의부진한성적을

기록하 다. 그리고 1차 PISA 결과가발표된이후, 유니세프이노센티리서치센터가 2002

년 11월 25일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4개국을대상으로청소년학업부진실태를발표

한바있다. 그결과에따르면한국이청소년학업부진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반면,

독일은 18위의미국에이어 19위를기록했다. 

이결과자체만으로교육의질자체를평가할수는없겠지만유니세프는독일교육제도가

기회균등에서커다란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지적하 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독일에서

는부모가교육을적게받은가정출신의어린이가상류층어린이보다읽기와쓰기를배우는

데에서무려 3배나불리함을입고있다. 아울러독일의중등학교가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누어져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부

터벌써미래에대한선택을강요당하게되는학제가그원인중하나라고한다. 실제로 8학

년의수학성적을비교해보면, 레알슐레학생의 40%, 하우프트슐레 6% 정도가김나지움의

가장성적이나쁜학생보다더나은성적을보이고있다고한다.

이유니세프연구조사에서독일의대표 던디터가리히스(Dierter Garlichs)는어린나이

에학교진로를선택해야하는것이어린이의가능성과잠재력을봉쇄한다고지적하 다. 그

리고 2002년 이노센티리서티센터에서발간한슈네프(Sylke Viola Schnepf)의 보고서4)도

거의유사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최근기민련(CDU)을중심으로한보수정치인들과교원연맹(Lehrerverband)은40

3)@6월1일슈피겔(Spiegel)지인터넷판에아주오래만에한국(북한이아닌남한)의기사가실렸는데, 기사는고등학생의시위와관련
하여피사(PISA, 국제학생학업성취도평가)에서계속최상위층의우수한성적을기록한남한의어두운측면(Schattenseite)을보도
하고있었다. 그기사는첫째로남한의학생들이피사에서항상최상위군의성적을기록함에도남한의학생들은성적에대한압박
이독일학생에비해상상할수없을정도로강하다는것을지적하 다. 따라서십대의사망률가운데서자살이교통사고다음으로
2 위라는것, 전체학생중에서4%만이최우수대학에속하는대학에진학할수있다는것을지적하면서입시경쟁과일본식민지
시대에서부터이어지는억압적교육환경으로부터두발자유를포함하여학교에서의더많은자유를갈구하는남한의학생들을다
루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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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가량진행되어온종합학교의실험을실패라고지적하면서, 김나지움에서상위권학생들

은OECD 평균보다성적이훨씬높으며, 반면종합학교에서학생들이성적이나아졌다는증

거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 

독일의교육현장과독일의교육제도는이러한이념적대립의길항관계속에서운 되어오

고있으며, 어린나이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로나누어지는학제가경쟁적인사

고의산물이라면, 종합학교제도의도입및김나지움과대학의근본적인평준화는평등주의

적사고의산물이라할수있겠다.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진학@ 

앞서 언급했듯이베를린과브란덴부르크를제외한다른모든주는 5학년부터중등학교가

시작된다.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주는 중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5학년과 6학년을 방향정립

단계(Orientireungsstufe)로운 하여실질적으로베를린이나브란덴부르크처럼중등학교가

7학년부터시작되는효과를얻고자하고있다. 그리고초등학교와중등학교에서는독일어, 

어, 수학등의중요과목은학교와학년에따라 2단계및 3단계의수준별수업이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적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해당과목 교사가 주관하는 0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성적부진학생은후원학급(Foerderklasse)에서 따로더많은후원이이루

어지는수업을받을수도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등급은 과목 당 1등급에서 6등급(1: sehr gut, 2: gut, 3:

befriegend, 4: ausreichend, 5: mangelhaft, 6: ungenuegend)으로매겨진다. 초등학교 1

학년과 2학년의성적표는등급형이아니라, 서술형이며 2학년과정부터는학부모모임과교

사협의회의결정에따라등급형이주어질수있다. 그리고거의모든주에서 3학년부터는등

급형성적표가주어지며, 이때부터아이들은각과목당한학기 3회또는그이상의시험을

치르고그에따른성적을받는다. 과목평균이등급 4에미치지못하는학생은유급이될수

있다. 그렇지만그러한학생도다음단계에서충분히수업과정을이수할수있다고기대되면,

상급학년으로의진학이결정될수도있다. 그리고초등학교에서의유급률은중등교육과정에

서의유급률(김나지움3.2%, 레알슐레 6%, 하우프트슐레4.3%)에비해훨씬낮은 1.9%이다.

4)@Sylke Viola Schnepf, A Sorting Hat that Fails? The Transition from Primary to Secondary School in Germany. Innocenti
Working Paper No. 92,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은
첫째, 어린나이인5학년
에 미래를 결정해야 한
다. 둘째, 김나지움과 대
학이평준화되어있어대
학입학자격시험을통해
자신이원하는대학에입
학할수있다. 셋째, 실업
계고등학교를졸업한학
생도 사회적 차별 없이
사회생활을할수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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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여기서는먼저베를린을예로중등학교입학절차를설명해보기로하자. 베를린의경

우에는5학년과6학년1학기의성적평균이중등학교입학사정근거가된다. 베를린과브란덴

부르크를제외한다른주에서는중등학교가 5학년부터시작하므로, 3학년과 4학년 1학기가

중등학교입학사정근거가된다. 베를린의경우독일어, 제1외국어, 수학, 생물, 지구과학, 역

사/사회, 체육, 미술, 음악이성적표에포함되는과목이다. 그가운데에서독일어, 제1외국어,

수학이전체평균점수환산비율의 50%를 차지하며, 나머지과목이 50%를 차지한다. 대개

독일어, 어(제1외국어), 수학은한학기에 5~7회가량시험을치른다.@ 

베를린의경우 6학년 1학기가끝나면각학생에게는중등학교추천서를위한성적이산출

되는데, 이때 5학년 1학기및2학기성적과2배로곱해진6학년 1학기성적으로평점이산정

된다. 평균점수 1에서 2.29 점까지의 학생에게는 자동적으로 김나지움 추천서가, 2.8에서

3.29 점까지의학생에게는자동적으로레알슐레추천서, 3.8 이하의학생에게는자동적으로

하우프트슐레추천서가주어진다. 중간점수대인평균점수2.3에서2.79 점까지의학생은김

나지움이나레알슐레가운데에서추천을받을수있다. 평균점수3.3에서3.79까지의학생은

레알슐레와하우프트슐레가운데서추천을받을수있다. 이중간점수대의학생들에대한추

천은담임교사, 교장, 학부모의협의및학부모와학생의희망에의해이루어진다. 이중간점

수대의 학생에 대해서는 대개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는경우가많다. 

그리고구교육청과주교육청은초등학교 6학년(베를린과브란덴부르크를제외한주에서

는초등학교 4학년) 부모들에게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종합학교에서각 1명이

상의대표가참석하는학교소개행사를개최한다. 그리고각중등학교는매년‘학교개방의

날’을정해예비입학생과부모를학교로초대하여학교의교육과정과학교운 과정전체를

소개하는행사를가진다. 그런다음학부모와학생은구역에관계없이(독일은학군이존재하

지않는다) 희망학교를개별적으로직접찾아가추천서와성적표를첨부하여신청서를제출

하고면담을실시한다. 해당학교의수용가능인원보다더많은학생이지원하면학교장은제

출된성적표와면담결과에따라학생을선발할수있다. 중등학교도제도적으로근본적으로

평준화되어있기때문에대개의학생들은집에서다니기쉬운학교를고르며특수한관심에

따라학교를선택하기도한다. 

12학년부터 기본과목과
대학교에서 전공하고자
하거나자신이있는과목
을골라심화과목을선택
하여 공부한다. 각 과목
의성적은학년마다평균
점으로환산된다. 그리고
졸업전에최종적으로아
비투어 시험을 치며, 이
성적에 12, 13학년 내신
성적평균과합쳐져아비
투어점수가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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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지움 상급과정의 내신 성적과 아비투어(Abitur) 

현재독일에서진행중인김나지움학업과정의변화중중요한

것은제1차 PISA 결과발표이후바이에른주를시발로하여현

행 13학년까지의김나지움과정을 12학년으로줄이고자하는것

이다. 이미바이에른주는2002년/2003년학기의5학년과6학년

부터김나지움을 12학년에마치도록학교법을개정하 고, 작센

주, 튀링엔주, 잘란트주에서는 12학년을마치고아비투어시험

을치르며, 다른 많은주도동일한방향으로법을개정하 거나

개정할계획을가지고있다. 그리고베를린주는학교에따라 12

학년과 13학년과정을운 할수있도록개정해두고있다.@@ 

앞에서밝힌것처럼독일에서우리나라의고등학교에해당하는

과정은 김나지움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이다. 이 과정에서 11학

년은기초단계이며또한예비기간이다. 11학년이끝나면각학생

은김나지움12학년으로진학할수있을지또는김나지움을떠나

야될지가결정된다. 이때 3과목에서평균점수가 5보다나쁜학

생들, 그리고다른과목에서평균점수1이나2를받으면, 그과목

은다른6을받은과목을보정할수있는데, 이렇게보정할수있

는과목을합쳐서4과목에서평균점수가5보다나쁜학생들은김

나지움을더다닐수없다. 

기초단계인 11학년의 성적은 아비투어에 합산되지 않는다. 김

나지움에서학생들이배우는과목을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체육> 

<과제 역 1> (언어, 문학, 예술 역) 

@- 독일어(독어학, 독문학포함), 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터키어, 라틴어, 그리스

어, 음악, 미술, 연기

<과제 역 2> (사회과학 역) 

@- 정치학, 역사, 지구과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경제학

<과제 역 3> (수학, 자연과학, 기술 역)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컴퓨터공학

12학년부터 학생들은 기본과목(Grundkurs) 이외에 대학교에

서전공을하고자하는과목, 또는관심이있거나자신이있는과

목을골라심화과목(Leistungskurs, 전공과목)을선택하여공부

를해야한다. 기본과목은학교마다차이가있지만대개앞의

역구분에따라독일어, 어, 수학, 종교(또는윤리, 철학), 라틴

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정치, 역사, 사회, 지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컴퓨터학) 등으로 구성된다. 각 학생은 이

중에서대개두과목을심화과목으로선택해야한다. 이 중에서

독일어를 제1심화 과목으로 선택하면 4과목으로 이루어지는 아

비투어시험과목에는수학이나외국어가포함되어야한다. 

기본과목은일반대학교입학자격을얻기위해요구되는기본

교육에 해당한다. 기본과목은 체육에서 주 2시간, 그외 다른 과

목에서주 3시간또는주 4시간이배정된다. 심화과목은대학교

에서수학하는데필요한더확대된인식, 심화된학문예비지식

을배우는과목이다. 심화과목은특수분과에서의대학교수학능

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주 5시간이 배정된다. 따라서 심화

과목이내신성적과아비투어시험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리고학교의특성에따라다른학교에없는과목을

심화과목으로제시하는학교도있다. 이렇게하여한학생은대

개기본과목과심화과목을합쳐 11~13 과목정도가내신성적에

적용된다. 그리고시험은미리정해진계획에따라과목당각기

다른날짜에한학기에대개 2번가량이루어지며, 그 이외에도

수시로다양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고, 이러한것들이모두성

적에포함될수있다. 성적은 1등급에서 6등급으로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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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각과목의성적은학년마다평균점으로환산되고 12학년, 13학년말에최종성적으

로합산된다. 그리고졸업전에최종적으로아비투어시험을치며이성적이이전의12, 13학

년내신성적평균과합쳐져아비투어점수가결정된다. 이때아비투어과목에는독일어와김

나지움에서저학년부터배운외국어과목하나는반드시포함된다. 

독일에서는아직전국적으로동일하게치러지는아비투어시험은존재하지않으며, 바이에

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잘란트주,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주, 작센-안할트주, 작

센주, 튀링엔주에서는주차원의중앙아비투어가실시되고있다. 그리고다른지역에서는

교육청의승인에의해학교별로아비투어가실시되고있다. 

아비투어 시험, 기본과목과 심화과목 역별로 평가

대학교입학자격증명으로서의아비투어는조금앞에서언급된것처럼 12학년, 13학년성

적과최종학기에치러지는아비투어시험성적을합친것을말한다. 자격증명으로서아비투어

에는모든성적의합산결과가나타나있고, 아비투어시험이라는말로실시되는것은김나지

움상급과정졸업시험에해당하는최종시험이며, 이것은또한대학교입학자격시험에해당

한다. 

아비투어시험은앞에서언급된기본과목과심화과목을 역별로모아최소한 4 역에서

5 역으로나누어학생들의능력을평가한다. 각 역에서시험은최소한 3가지의필답시험

과한번의구술시험으로이루어지며, 한번의시험이추가될수있다. 그리고시험시간은심

화과목에서 최소한 240분에서 최대한 300분까지이며, 기본과목에서 최소한 180분 최대한

240분이다. 필답시험의 성적 최종 결과는 일반적으로 구술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통보된다.

구술시험은 아비투어의 네 번째 시험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구술시험에응시할수없다. 구술시험은학생 1명이다수의시험관앞에서치르게되

며이때시험시간은20분이다. 

구술시험에서응시자는시험에들어가기전에대기실에서미리구술시험의문제몇가지를

받게되며, 그중하나를선택해답변을작성하여준비한다. 그리고그것을바탕으로구술시

험에응하며, 이때자기가적은것을그냥읽는것은허락되지않는다. 시험에불합격할경우

한번에한해서재시험을치를수있다.@@ 

그리고전체성적은필답시험이2와 3분의 2, 구술시험이 1과 3분의 1의비율로합산된다.

중등학교의 평준화와 대
학의평준화는독일교육
과독일사회를안정적으
로뒷받침하는주된바탕
이다. 문제는 어린 나이
에경쟁을강요하는체제
라는 점이다. 이 제도적
장치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의견해가다르지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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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2, 13학년성적이더해서아비투어총점이정해지고이

에따라등급이결정된다. 시험의성적은12, 13 학년의기본과목

총점이 330점이며, 심화과목이 210점이며아비투어성적이 300

점으로합계가840점이된다. 

이때기본과목은최소110점, 심화과목은70점, 또아비투어는

100점을넘어야한다. 그리고전체840점중280점(등급4) 이상

을받아야아비투어에합격하며, 이로써김나지움졸업과동시에

대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아비투어 평점은 12, 13학년

기본과목 총점 330점과 심화과목 210점, 그리고 최종 아비투어

시험300점을합한 840점전체의평균점수를말한다.@ 

11학년에서 13학년까지의 김나지움 상급과정은 최소한 2년에

서최대한 4년까지지속될수있다. 이 기간에는아비투어시험

에불합격한학생이재응시하기위해한학기나 1년을반복하는

과정이포함된다. 아비투어시험에합격한학생은일반대학교입

학자격증명서(아비투어증명서)를받는다. 

중등학교와 대학교의 평준화는 오랜 전통

필자는개인적으로는한국에서 10년이상재직중인중등학교

교사로서또한독일에서유학휴직중인박사과정학생이며, 또독

일의공립학교에아이들을보내고있는학부모의입장에서항상

독일학교현장에서일어나는일들을한국과비교하는습관을가

지게되었다. 어느사회이든진보적인사고와보수적인사고가충

돌하게 마련이며, 이것은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독일의

교육현장에서도예외없이기회의균등또는평등을강조하는견

해와한편에서개인및학교끼리의경쟁을강조하는견해가항상

대립적으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나름대로의오랜기간

의조사와체험을통해얻어지는결론은독일사회의안정에기

여하고독일사회를건강하게지탱하는독일교육의원천은바로

김나지움을비롯한중등학교의평준화와대학의평준화라는점이

다. 이러한제도적장치에관한한진보와보수의견해가다르지

않다. 

다만중등학교진학에관련된교육과정의개혁에관하여진보

적견해를유지하는측은이른나이에선택을강요하는독일학

제를개혁하여 10학년까지모두가함께배우는종합학교를전국

적으로확산하고자하고, 보수측은기존의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의체계를유지할것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오랜전통속에서확정되어있는중등학교의평준화와

대학의평준화는독일에서는이미제도로서정착되어있다. 두번

의피사의성적결과에서독일이중위권에머무른주된원인이아

이들의 4학년까지의 어린 나이의 성적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한결정을강요당하는독일의학제에있다는것이여러연구

자와정책담당관의공통적인지적이다. 따라서문제는어린나이

에경쟁을강요하는체제라는점이다. 반대로독일교육제도에서

중등학교의평준화와대학의평준화는독일교육과독일사회를

안정적으로뒷받침하는주된바탕이라고할수있다.5)

따라서 독일의 교육제도와 우리를 비교해 말하자면 우리에게

문제는평등의과잉이아니라, 여전히평등의지나친부족이다.@@ 

@@@@ 

5)@독일대학이대학의세계순위경쟁에서상위를차지하지못하는것은대학의평준화가그원인이결코아니다. 그것은대학입학생의증가와대학재정의부족으로인한사회전체적문제이며
대학의평준화라는제도자체와는무관한문제이다. 또한연방정부가지금진행하고있는엘리트대학육성계획도대학의평준화라는기존의틀에대한것이아니라, 한정된재원속에서대학
사이의경쟁을통해우수한계획과성과를내는대학에지원을집중하겠다는의미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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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교육의 미래가 보인다!

▶ 펴낸 곳 :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 실
▶ 구입 문의 : 하우출판사 (02)922-7090/ www.hawoo.co.kr
▶ 각권 판매 가능

『교육정책포럼라이브러리 5∼8권』은 우리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의 내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5

8

6
75

시대적 흐름을 꿰뚫어야

『교육정책포럼라이브러리 5∼8권』에서는 ER&D Network 『교육정책포럼』
(www.eduforum.re.kr)을 통해함께고민해보았던 2004년의교육이슈들을총망라하 습니다. 

교육학자의냉철한분석, 현장교사들과학부모들의생생한경험, 각계전문가들의다양한시선과
풍부한아이디어, 세계각국의교육이야기가있습니다.

■ 제5권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 (정가 10,000원)
▶‘벙어리 어를 탈피하려는 중국’, ‘이류학교가 없다는 프랑스’등 세계 각국의 흥미진진한 교육이야기

■ 제6권 생각을 바꾸면 교육이 달라진다 (정가 12,000원)
▶ 소방수로 등장한 EBS, 고등학교 교사의 억울하다는 하소연 등 2004년 교육계 핫 이슈

■ 제7권 이런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정가 10,000원)
▶ 평준화 보완? 폐지?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 등의 물음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대답

■ 제8권 테마가 있는 교육이야기 (정가 12,000원)
▶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에게 듣는 교육이야기, 국회교육위원장이 제시하는 교육 비전, 빌 게이츠를 키워낼 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 테마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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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Hompage│www.kedi.re.kr
교육정책 정보의 보고입니다

마이폴더가능 : 스크랩한자료저장및열람기능, 디렉토리기능

메일링서비스 : 교육정책포럼, 교육개발, 행사및세미나등

* KEDI 회원에가입하시면교육관련뉴스를매일오전발송하여드립니다.

교육현안문제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 

주요정책현안에대한 e-mail 의견조사및정책제안접수

정책토론방 : 주요교육정책문제에대한온라인토론

연구보고서비평쓰기 : 본원이수행한연구보고서및각종자료에대한 비평기능

연구보고서 : 본원 30여년의연구물4,000여종

정기간행물 : 교육정책포럼, 교육개발, 한국교육, 한국교육평론, 교육통계연보등

KEDI 소장교육관련자료및주요도서관자료검색(전자도서관)

KEDI 설문조사DB : 본원이수행한설문조사결과를DB화하여필요시이용자의

목적에맞게재분석가능

교육관련기사검색기능

교육관련 연구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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