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RR 2017-03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 지 하(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RR 2017-03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 지 하(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 권 순 형(한국교육개발원)
임 후 남(한국교육개발원)
장 덕 호(상명대학교)
이 상 무(한남대학교)
김 경 숙(건국대학교)
김 훈 호(공주대학교)
이 혜 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조원 : 최 그 림(한국교육개발원)
강 창 혁(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대입제도는 역대 정권변화 때마다 교육정책 분야의 국정과제로 지정되었으나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적 문제를
봉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2008년 이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2013년
부터 대입간소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국가표준화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고등학교의 수업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중
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에서 교사의 정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에 커지고 대입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입제도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와 교육의 변화 요구에 조응하는
대입제도를 구축하려면 제도의 미시적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대입제도의 작동을 위한 교육여건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중장기적 미래대입제도
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대입제도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입제도의 기능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과 경험을 중시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보다는 대학서열화와 맞물린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사회구조적 계층이동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대
입전형에서는 학생의 고등학교에서의 생활과 참된 학업성취, 성장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미세한 점수 차이를 변별력으로 판단하는
국가표준화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팽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미래사회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미래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래 대입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전문가 협의회, 심층면담, 설문조사 등 연구의 각 단계에 많은 분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하게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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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류 방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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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부합하는 대학입시제
도(이하 대입제도)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 첫째,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였고, 둘째, 미래사회의 변화전망에 따른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영국, 일본, 중국의 대입제
도 개혁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대입입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식분석을
수행하고자 1) 대입제도 관련 신문사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키워드 분석), 2) 대입제도
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과 의미연결망 분석, 3) 대입제도 전문가집단을 대상으
로 표적집단면접 및 키워드 분석, 4)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미래사회
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대입제도의 시나리오를 도출하
였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고등학교 교육-대학입시-대학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원칙과 방향, 전제조건,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전형시기,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대입제도의 요소들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미래대입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및 진단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보다는
성적평가방법, 특히 성적 표기방법의 변화에 집중해 왔다. 또한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뒤따르게 되었고,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사교육 기업들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입전형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시장을 유리하게 형성해 왔으며, 다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다. 최근의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논란을
보듯이 이러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를 통한 대입전형제도 개혁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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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정부, 대학,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상관없이 다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에
기댄 제도 변화에 대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동안의 대입제도 개혁과정에서 반복되어온 문제는 대입전형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제도 설계에는 국민적 관심을 업고 갖은 힘을 다하지만 정작 제도가 개편된 이후의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의 조성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제도의 실패로 이어지는 현상을 반복한다는 점이
다. 그 이유는 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주자들(key players)의 행동 변화
내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요소들의 조합들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학벌 문화와 대학 서열화라는 더 큰 변수들이라는 점이다. 대입제도의 개혁에 못지않
게 중요한 점이 바로 학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위주의 채용관행 정착, 대학의 기능적 특성
화 정책 등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현행 대입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한데 수능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인 객관식 선다형 중심의 시험
제도는 도식화되고 단편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주입식 교수방법과 주어진
지식에 대한 무조건적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을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학생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사라지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된
다. 또한 대입전형과정에서의 타당성의 문제가 여전하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전공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는 선발 타당성 약화, 대학
서열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 및 강점 개발 저해,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잦은 대입제도의 변경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 증가 및 사교육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입전형제도의 핵심쟁점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공정성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도 있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투시성(opacity) 불확실성 등의 특성에 따라 ‘블랙박스 전형’이
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총체적 평가를 지향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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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 분석
2008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자의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확인
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가 실시되었다. 2014년 부터‘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대학을 중
심으로 연구결과가 공개되었고 현재 총 54개 대학에서 96편의 종단연구가 게시되어 있다. 이중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종단연구를 게시한 종합대학은 총 7개인데 조사항목이 표준
화되어 있지 않아 대학의 요구나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내용 등이
상이하다. 대학생활의 성과로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학점(GPA), 중도탈락률, 대학생
활만족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학전형 유형별 GPA는 대학별로 입학년도별로 다소 상이하나,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순이었다. 전과와 자퇴,
제적을 중도탈락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수능전형 입학자의 중도탈락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만족도의
내용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되어 내용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대학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전형, 논술전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는 대학 차원에서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의 차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래사회의 변화전망과 따른 미래교육의 방향
이 장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 동향과 이를 토대로 예측되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방향
을 제안하고, 교육의 변화를 통해 예측되는 대입제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미래사회에는 인구구조, 경제･산업구조, 사회･문화 측면의 변화,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및
과학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예측되며, 이러한 변화가 대입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
었다.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입학자원의 절대적 감소에 영향을 주어 대학입시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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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는 반면 대학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한 대학과 충원 또는 모집이 우선인 대학으로 양분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입학 자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대입전형 설계시, 이들을 효율적으로 확보
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현실화 되면서 지식의 생산과 활용 능력이 요구되면서 이를 함양하기 위한 학교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대학에서의 학생선발 기준도 역량 측정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넷째,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입제도의 사회통합기능은 현재보다 강조될 것이며 대학입시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지
속될 것이다.

○ 미래사회의 초･중등교육
미래사회의 초･중등교육의 변화에 대해 미래인재상과 교육목표의 변화, 교육거버넌스 및 학
제의 변화, 초･중등학교의 역할 변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래 대입제
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 초･중등교육은 현재보다 학교유형과 교육과정 면
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맞춤형 교육
과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며, 미래의 대학입시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 간의 경쟁
이 발생하므로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전형방법 등이 중시될 것이다. 둘
째,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미래의 인재상이 설정되고 지식의 총량이나 암기식 수업이 아닌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운영되므로,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방식을 탈피
하여 개인의 학업역량과 함께 창의적,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중심 수행
평가가 확대되고 평가가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셋째,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
대입과 관련하여 교과성적 산출방법이 쟁점화될 것이다. 교과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내신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교과목별･학년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학점제 고유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등 별도의 전형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업의 변화를 전제로 한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면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
다. 이에 따라 교사의 평가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와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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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구축 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과 학부모의 평가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미래사회의 고등교육
미래사회 고등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미래의 대학 및 고등교육의 목표, 인재상과 연계된
학생선발방식, 대학의 특성화 현황, 대학 간 연계협력 실태 등을 살펴보고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인재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변화하고 학생수
감소로 학생 개인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보다 제고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의 기능도 학생의 선발기능보다는 기본소양이 갖춰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에서 교육기능에 초점을 두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의 특성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학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전형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변화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입학자
원이 다양화되면서 이들을 충원하기 위한 대입전형 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학기제 도입, 통합과정 동시 학위취득 허용, 융합전공제, 국내 대학 간 복수학
위 허용 등 대학의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생의 특정시기에 반드시 명문대학을 가야한다
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기에 선택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대학 간 이동도 자유로
워져 대학입시 부담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영국, 일본, 중국의 대입제도 개혁동향을 살펴보았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입학전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입시가 다양화된 영국은 자격증명의
종류를 더 다양화해서 지식이 아닌 기술 분야의 자격까지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
의 경우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기조 강화로 대학별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종합소질평가를 시범적으
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지필고사 일변도의 시험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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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 가고 있다.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동향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지식만을 측정하
기 보다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함에 따라 입학전형도 다각화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국가수준의 표준화
시험에서 오지선다형과 같은 시험문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일본과 중국의 표준화 시험
의 출제방식은 단답형, 서술형, 간단한 논술형 등도 가능하므로 표준화 시험이 반드시 종합적인
사고력 측정을 저해하거나 비교육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입학전형
의 다양화에 따라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 등은 대입제
도 정착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재정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미래전
략과 연동하여 대입제도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즉, 대입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틀과 요구 및 전망을 분석하고자
다음의 네 가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입제도 관련 트렌드 빅데이터 및 신문사설 분석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5년 간 구글트랜드 검색량 정보를 활용한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능 시험일과 같은 특정 시기에 수능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 확대되기 시작한 최근 3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언론에 나타난 대입제도의 주요 논점을 분석하고자 최근 5년 간 15개 주요 일간지
와 경제지의 신문사설 기사 406개를 수집하여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로 수능에 대한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고 중요하게 사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도출된 15개 토픽 중 수능 관련 토픽의 수가 가장 많아 국내 주요 언론은 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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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주로 수능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대입제도의 변화에 갖는 부담감과 관심 등이 확인
되었고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준비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둘째, 학생부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새로운 전형 방법에 대한
관심과 정보 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최근에 대입제도 또는 입시에 대한 기대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토픽으로 등장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 관점
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적･대중적 토론 등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입제도와 관련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담론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 제도기반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확될 필요가 있다.

○ 대입제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에 조응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부모･학생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
입제도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인재의 선발 관점에서
타당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방법으로 인정하였으나 운영의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과 출제방식이 학
교현장의 변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
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대학에서의 보편적인 수학 능력 수준 정도만을
보편적으로 판단하도록 전과목에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대입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등교육에서 미래지향적 학습환경과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성평가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을
비선형적･다원적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획일적
대학서열화 체제가 완화되어 명문대 입학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대학의 특성
화가 강화되는 등 대학의 바람직한 질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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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 분석
미래 대입제도의 구성요소별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대입제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
접을 수행하여 면접내용을 구조화 한 후,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12개의 추출된 토픽들을 내용과 논의의 유사성을 고려해 분류한 결과, 심층면접의
내용이 미래 대입제도와 관련한 전형 요소, 관련 장애 요인, 운영 구조 및 특징, 원칙과 가치 등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
에서 미래대입제도의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규범적 차원에서 고교정상화 강화와 공정성 개념의 재정의 등에 대한 논의가 특징적으로
등장하였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전형요소가 변화하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이 강화되는 한편, 대학의 특성화와 대학 간 연계 강화 등으로 대입전형 방법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불어 대학교육의 유연성 확대, 대학의 선발 자율성 및 학과별 학생 선발권 강화
현상이 예견되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고교 교육
과정 편성 및 평가 자율화, 내신 평가방법의 변화, 고교 학점제 실시가 확실한 변화 양상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입학 지원 자격 조건으로서 고교졸업자 규정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
었다. 전형요소 측면에서는 수능의 서술형 시험 또는 자격시험으로의 형태 변화와 대학과 고교
에서의 학생의 논술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험출제방식의 변화, 성취평가제
실시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내실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래
대입제도 관련 거버넌스의 방향도 제안하였다.
구성원 차원에서는 대학 선발 시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와 교수와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관점의 차이, 입학사정관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미래 대학이 변화해야 하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기심과 의식구조, 고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대학진학으로 보는 문
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에도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대학입시가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
었다. 기술적 관점에서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운영상 교사나 학교의 역량에 따른 학생부 서술의 격차, 과도한 미사여구 표현과
서술의 양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
확보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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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대입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미래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별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래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빅데이터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설계하였고, 일반대학의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교육에서 미래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조건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였고,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확대, 대입 거버넌스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자율성이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들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조건
으로도 지적되었다. 미래 대입제도의 원칙 중에서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성 평균이 높은 것은
선발의 공정성이었고, 현재와 미래의 중요성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미래의 중요성이 더 높은
원칙은 선발의 타당성이 유일하였다. 공교육 정상화는 현재 대입제도에서 중시되는 원칙으로
선택되었다. 미래 대입제도의 전형 요소로서 현재와 미래 중요성도 높고 미래 역량 측정 수준도
높게 나타난 요소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세부 전형요소 항목, 심층면접 등이 미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대입제도를 위해 정량적 평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며, 이에 기반해 학생들의 역량이나 대학의 적합성에 맞는 타당성 높은 선발
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의 개인적 역량을 기재하는 세부
전형요소의 현재와 미래 중요성이 높았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미래 대입제도는
결국 학생을 존중하는 개별화된 대입제도 운영으로 학생 뿐만 아니라 고교와 대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분석은 장래 도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탐색적･규범적 접근방식으로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시도되었던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 활용된 시나리오 도출과정은 미래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과
추출된 요인을 통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두 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시나리오 도출
과정에서는 윌슨메트릭스 방법 및 형태학적 분석이 활용되었으며, 도출된 시나리오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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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과정을 거쳐 그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시나리오는 S2로 부호화된‘학습
자 자율성 기반 맞춤형 학생 선발’, S11로 부호화된 ‘경쟁 기반 중앙정부 주관 대입제도’ 및
S10으로 부호화된 ‘비 경쟁 기반 중앙정부 주도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등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 미래대입제도의 종합 방안
앞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2035년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가치, 대입제도
의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 대입전형요소와 전형방법, 모집시기 구분, 대입 거버넌스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로는 기존의 공정성 틀을 넘어선 실질적 공정성의
확보, 학생의 성장･발달을 최우선으로 할 것, 대학의 대입전형 관련 자율성 강화, 고교-대학
연계 강화(공교육 정상화)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미래 대입제도 운영여건과 기반으로서 대입
제도의 기획과 설계보다 정착에 초점을 둘 것,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변화, 교사의 전문성 회복,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창출과 독립적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대학서열화의 완
화와 기능적 특화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대입제도의 구성요소별 개선방안으로는 대입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입전형
요소로서 고등학교의 생성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대학의 생성자료
인 논술과 면접, 국가의 생성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재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 요소가
미래사회의 역량측정에 적절한 전형자료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미래대입제도에
서 활용가능한 전형요소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대학수학능력시험Ⅰ,Ⅱ를 제안하고, 학
교생활기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되 학생부기록 확인을 위한 보조적 전형요소로서 면접, 수
학능력시험Ⅰ(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 5등급 절대평가, 객관식+단답형+서술형), 수학능력
시험Ⅱ(학업역량평가, 5등급 절대평가, 논술형)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를 주된 전형요소로 활용하기 어려운 집단(고졸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 N수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Ⅰ,Ⅱ와 대학별 필요에 따라 면접을 조합하는 전형을 사용하고, 성인 및 노인
학습자, 재직자 등은 지원학과 및 전공분야 관련 재직경력이나 인성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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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집시기의 구분과 관련하여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단일 전형요소로서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수시-정시의 이원체제를 통합하여 모집시기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제 3의 독립적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대입전형의 종합적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대입제도, 원칙과 가치, 전형요소, 전형방법, 대입 거버넌스, 의미연결망 분석,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시나리오 분석, 미래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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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입제도(이하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
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입제도의 새로운 대안을 명쾌하
게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현재의 대입제도가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
관계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진화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해방 직후
처음 실시된 이후,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크게는 14번, 세부적으로는 36번이나 변화되
었다(정광희 외, 2011: 81).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제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수정･보완되
었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 등,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대학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 중이다(김이지 외,
2014: 130). 가장 획기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는 대학의 학생선발 특성화와 전문성 강
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과열 완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
(이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주영효‧김상철, 2017). 2018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에 이르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입전형에서 대학별로 수시 4개와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을 축소하고,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 기회 입학전
형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고(김위정 외, 2014: 5),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입전형 간소화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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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하되 주요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주된 대입제도 관련 정책연구들은 단기적인 처방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
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이는 대입제도가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계되어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
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혁신적 개선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으로 대입제도는 다른 교육제도들에 비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외부의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심층적 분석은 드물게 이루
어졌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의 발전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교육 체제 전반의 혁신
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혜정, 2016: 3).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입제도
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대입제도도 국가의 미
래 인재 양성 및 생산가능 인력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교육체제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새로운 대입제도의 탐색은 현행 제도의 개선과제를 고찰하는 한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변화 추세를 조망하면서 설계될 필요
가 있다.
그동안 대입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연구주체의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정부 및 국책연구기
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수행된 연구로 구분된다. 전자가 현행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종합적인 연구들(강태중 외, 2013; 김위
정 외, 2014; 정광희 외, 2011, 2015; 박소영, 김지연, 2016; 주영효, 김상철, 2017)인 반면
후자는 학술적 목적의 연구로 대별된다. 후자는 다시 특정 정책(ex.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도입에 따른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대입전형의 다양화에 따른 신입생의 역량 차이
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 분류된다(이장익, 2012; 김준엽 외, 2013; 김이지 외,
2014).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교육에 대한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현행 대입전형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점증주의적 방식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대입제도가 근시안적인 현행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미래교육
체제 간 유기적 연계 속에 상생･협력의 청사진으로 제시되려면,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방법,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입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부문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혁신 방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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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인적자원 확보 측면에서 한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미경
외, 2016: 74). 또한 인공지능, 융합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기술혁신에 따라 학생들
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습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고, 개별 학습자가 관심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 학교를 통하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초･중등교
육은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적 관심사와 적성을 자발적으로 발견하고 배움의 즐거움
을 회복하며,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인맞춤형 교육체제로 재구조화될 전망이다(정미경 외, 2016: 75). 즉 교육과정이 지적․정의
적 역량을 포괄하여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과 협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함양으로 재구조화 되고.이에 따라 수업방법은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 탐구학습, 프
로젝트 학습법 등으로 변화되며(이근호 외, 2013: 200),평가방식은 서술형･논술형 문항의 지
필 평가,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수행평가, 모둠활동 및 토론, 학습활동에 대한 관찰 평가 등,
질적 평가로 전환될 것이다(이근호 외, 2013: 258).
이상의 초･중등교육의 변화가 고착화된 대학서열화와 치열한 대입경쟁이 존재하는 한국사회
에서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교육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시점에서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으
로의 진학 목표와 동기가 형성되어,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내에서 입시준비 활동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고등교육 부문도 입학자원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학과 간 정원조정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기초･교
수학습, 전공,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가능한 영역에서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략을 세우
고 체제 혁신을 추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김미란 외, 2016: 55).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
역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기반으로 대학, 계열, 학과의 인재상에 부합하면서 대학교육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학의 입장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과별로 요구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
등에 기반하여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최상덕 외, 2015: 26).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교
육체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반영하여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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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대학입시-대학교육 간 유기적 연계에 조응할 수 있는 대입
제도의 원칙과 방향, 전제 조건 등을 탐색하고, 대입 전형요소 및 방법, 시기,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입제도의 운영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 및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
한 변화는 대입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가?
셋째, 미래지향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여건과 실천 조건은 무엇인가?
넷째, 미래의 교육환경 및 교육체제 변화를 고려할 때,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기능,
전형 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2

연구의 내용

가.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 진단
1) 대입제도의 원칙과 기능
◦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사회적 가치

2) 대입제도의 변천 과정
◦ 역대 정부의 대입제도 변천과정, 시기별 주요 변화 요인
◦ 정권별･시기별 대입전형정책의 성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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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대입제도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대입제도의 현황과 주요 정책 개요
◦ 현행 대입전형제도의 성과 및 한계

4)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의 주요 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의 쟁점과 시사점

5)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교육 성과 종합 분석
◦ 2014~2016년간‘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참여 대학 대상 전형유형별 입학생
의 대학생활 적응 및 성과 분석 결과
◦ 대학별 분석결과의 종합적 시사점

나.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에 따른 미래교육의 방향
1)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 인구, 사회, 경제, 기술 부분의 변화 양상
◦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이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

2) 미래 초･중등 교육의 변화
◦ 미래 인재상과 교육목표의 변화
◦ 교육거버넌스 및 학제의 변화
◦ 학교의 기능 변화
◦ 교육내용 및 과정의 변화
◦ 교육평가의 변화
◦ 초･중등교육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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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고등교육의 변화
◦ 미래 인재상과 교육목표의 변화
◦ 대학의 기능 및 형태 변화
◦ 대학교육의 내용 및 교수방법의 변화
◦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 간 협력 양상
◦ 대학교육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

다.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1) 주요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분석
◦ 미래사회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전략과 개혁 동향 분석
◦ 미래교육의 변화와 연계된 대입제도의 개혁 동향 분석
◦ 영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사례 비교

2) 주요국 대입제도 개혁의 시사점
◦ 국가별 대입제도 개혁 동향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라.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식 분석
1)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트랜드 빅데이터 및 신문 사설 분석
◦최근 5년간 대입제도 관련 신문사설, 칼럼 등을 활용하여 언론의 동향 분석

2)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및 의미연결망 분석
◦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파악,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탐색, 대입제도 단기 및 중장기 개선 방안 도출,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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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 및 키워드 분석
◦ Cooper et al.(2004)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미래대입제도의 가치 및 원칙,
대입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대입전형모집시기 및 지원기회, 대입 거버넌스 등, 대입제도
를 구성하는 핵심 변인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 분석 및 미래 변화 방향 탐색

4)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 현재 대입제도의 주요전형요소, 방법에 대한 미래 변화 방향 질문지 설계, 조사 분석
(부록 4 참조)

마.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1) 미래대입제도의 영향 요인 도출
◦ 교육외적 환경변화와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변화 중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인 도출
◦ 미래교육 및 대입정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미래대입제도의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1, 2차 설문조사 실시(IRB심의 면제, 부록1, 2 참조)

2) 시나리오의 구성 및 해석
◦ 윌슨매트릭스 방법과 형태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주요 변수를 도출하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시나리오 구성
◦ 미래 대입제도의 시나리오 해석
◦ 가치중립적･객관적 탐색적 시나리오와 가치지향적 규범적 시나리오 간 차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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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대입제도 종합 방안
1)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
◦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적격자 선발 원칙(선발의 타당성), 운영의 공공성, 전형
방법의 타당성, 평가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 대입제도의 기능 분화: 고교-대학의 연계 기능(교육기능), 공정성에 기반한 사회통합적
기능
2)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건 및 기반
◦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 및 기반: 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

3) 대학입시의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전형요소의 변화: 창의･융합형 인재상의 설정, 융･복합 지식･기술의 중요성 강조, 역량중
심 교육과정의 실행, 고교학점제 도입･실시, 과정중심 평가 정착 등에 따른 대입전형
요소의 변화
◦ 전형방법의 변화: 대학의 특성에 따른 대입제도의 기능 분화, 이에 따른 전형요소 조합과
전형 방법의 변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다변화, 전형대상 확대에 따른 전형체계의 변화

4) 모집 시기 및 지원 기회
◦ 대학의 학생 모집 시기 및 전형방법별 지원 회수 변화
5) 대입제도의 거버넌스
◦ 대입 거버넌스 변화 방향: 대입제도의 기본원칙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전형체계의 운영,
대입제도 관련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운영,
◦ 정부(교육부)의 대입제도 및 정책 관여에 대한 적정 범위 및 관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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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분석
1) 대입제도 변천과정 및 현행 대입제도 관련 문헌 분석
◦ 대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류 및 주요 결과 분석
◦ 대입제도의 연혁 및 대입전형 정책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입학전형별 학생의 교육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

2) 미래사회 및 미래교육의 변화 관련 문헌 분석
◦ 미래사회 및 미래 교육체제의 주요 변화 정리
◦ 미래교육의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

나. 표적집단면접
1) 대입제도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 목적: 기존 대입제도 및 정책 변화의 영향 요인, 성과 및 한계를 논의하고 미래교육의
변화 동향 및 이에 따라 예측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면접 대상
- 1그룹 : 대학의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 고등학교 교사(교장, 교감, 진로진학 교사 등)
※ 대학 및 고등학교의 설립유형, 인지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담자
선정
- 2그룹 : 대입정책전문가(교육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및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유관기관(대학교육협의회 등) 담당자)
- 3그룹 : 대학 입시 유경험 학부모 및 대학생
- 4그룹 : 미래교육 컨텐츠 관계자(한국교육방송공사 PD, 민간교육연구소 대표, 교육관련
기업 CEO, 과학창의재단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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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그룹 : 시민단체(사교육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
※ 그룹별로 3~6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구조화된 면담지에 기초하여 질문내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면접 내용
- 최근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 정책변화의 영향요인, 정책 실행 및 안정화의 방해 및 한계
요소
- 대학의 대입전형별 선발 과정 실태: 대입전형 유형별 평가기준, 전형요소, 전형요소별
세부평가 기준, 질적 평가의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 미래교육체제의 변화에 따른 대학전형 체계의 변화: 1)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산업 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변화, 2) 개별화된 학습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식 등 미래교육의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의 변화, 3) 미래대학의 특성화, 인재상의
다양화, 대학여건별 대학입시 기능의 분화, 대학졸업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의 변화
◦ IRB 심의 결과(2017-16-04T-N: 승인일 2017.6.20)

2) 대입정책관련 전문가 집단
◦ 목적: 미래대입제도 구성요소별 변화방향 예측,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 면접 대상
- 대입제도 전문가로서 교육청의 진로진학 관련 장학사, 고등학교 진로진학담당교사, 대
학의 입학사정관 및 입학처장, 대입제도 관련 학계 전문가 그룹 등 총 5차례의 면접 실시
◦ 면접내용
- 대입제도의 단기 및 중장기적 개선 방안
- 미래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 전형대상, 대입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모집 시기 및 지원
기회, 대입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
◦ IRB 심의 결과(2017-16-04T-N: 승인일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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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분석
1) 의미연결망 분석
◦ 대입 관계자 대상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 SNA)
◦ 집단별 표적집단면접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의미연결망 분석(SNA: Semantic
Network Analysis)실시 및 시사점 도출1)

2) 빅데이터 분석(키워드 및 토픽 분석)
◦ 구글트랜드 자료를 활용해 검색량에 기반한 관심도 분석 수행, 신문사설 기사를 활용하여
기존 대입제도에 대한 언론의 관심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특정직 토픽을 정리하여 대입제
도에 대한 언론의 논의를 구체화함.
- 대상: 2012.9.1.~ 2017.9.15.까지 게재된 사설, 칼럼, 기고 형태의 지면기사 총 406개
- 분석 방법: 구글트랜드 활용 검색량 분석, R프로그램을 사용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키
워드 분석, 토픽 분석)
◦ 대입정책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키워드)분석 및 시사점 도출

라. 시나리오 분석
1) 문헌분석에 기초한 메가트랜드 도출
◦ 인구, 경제･사회, 정치,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한 메가트랜드 분석
◦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회 및 교육체제의 변화 요인 추출

2) 전문가협의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시나리오 구성 변인 도출
◦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나리오 구성 변인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 실시
◦ 1, 2차 전문가 대상 설문지 구성 및 조사 실시
1) 의미연결망 분석은 ㈜트리움 연구소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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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

목적

• 시나리오 구성 변인 추출: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교육환경 및 교육체제의 변화 요인 도출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 도출

대상

• 미래교육 분야 학계전문가, 미래사회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대입제도 전문가(입학처장, 입학사정관 및 고교 진로진학 담
당교사) 등 100명

• 좌동

• 미래대입제도 영향요인 추출
구분
교육외부
요인

초․중등
교육 요인
내용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요인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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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인구변화(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변화
경제･노동시장의 변화,
사회문화(공적신뢰도, 학력･학벌의 중요도)
의 변화

• 거버넌스(정부-교육청-단위학교의 관계)
• 초･중등 교육체제(공교육체제 유지 vs.
시장논리 강화)
• 교육조직의 특성
• 교원 양성 방법 및 교원의 역할
• 교육의 방향(소수엘리트 vs. 만인평등)
• 상급학교 진학경쟁 양상
• 교육과정수권체계
• 교과의 구분(융복합 vs. 교과주의)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방법 변화
• 교사의 평가전문성 인정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내용 및 기재방법
• 교과 성적 기록방법
•
•
•
•
•
•
•
•
•

대학특성화 정착 여부
대학 간 협력 및 대학의 개방성
대학학위의 가치
정부의 대학정원 통제 수준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관계기관의 영향력(사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학생･학부모의 요구 및 영향력
대입 거버넌스(교육부의 대입정책 관여도)
대학내 거버넌스(본부입학관리 부서 vs.
단과대학 및 학과단위 학생선발 확대)
• 학생선발 원칙과 방법
2017. 9.1~9.15

• 1차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요도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출
된 시나리오 구성 항목(요소)만을
대상으로 미래 변화방향에 대한 설
문 재구성
• 동일 항목(요소)에 대한 탐색적 시
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가치중립적(예측되는) 미래와
가치지향적(바림직한) 미래로 구분
하여 설문 구성

2017.9.20.~9.28

Ⅰ. 서론

3) 시나리오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실시
◦ 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나 그 영향력의 방향은 불확
실한 요인을 4~5개 추출
◦ 추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미래의 가치중립적 변화 방향과 가치지향적 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한 확률값 계산
◦ 탐색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의 사례별 확률값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탐색적･규
범적 시나리오 2개씩을 채택, 시나리오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실시 및 확인

마. 설문조사
1) 목적
◦ 대입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대입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2) 대상
◦ 일반대학의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경력 3년 이상) 100명

3) 내용
◦ 미래사회의 대입제도에 영향을 주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대입 거버넌스 요인 추출
◦ 현행 대입제도와 미래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의 차이 예측
◦ 현행 대입전형 요소별 중요성과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측정 가능 수준, 미래 대입전형
에서의 중요도 및 변화 양상
◦ 대학의 소재지, 설립유형, 규모에 따른 대입제도의 기능 및 주요 전형요소의 차이

4) 분석방법
◦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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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문가 협의회 운영
1) 대상
◦ 미래예측 및 미래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대입제도 전문가
-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

2) 내용
◦ 미래사회의 변화와 대입제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
◦ 미래교육체제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 전문가 대상 심층 면담지 및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의 검토 및 보완
◦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 협의 수시 실시
◦ 주요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

사. 외국 사례 연구
◦ 조사 대상 국가의 대입제도 전문가에게 사례 연구 의뢰 및 수합, 외국개혁 동향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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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모형도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의 내용, 방법,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I-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Ⅰ-1❙ 연구의 모형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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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분석
2.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및 진단 현황
3. 전형유형별 학생의 대학생활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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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대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선행연
구에 대한 종합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황
에 대해 진단하였다. 셋째, 교육부의‘고교교육 정상화 대학 기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
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학업성취 및 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 현행
대입제도의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의 성과, 문제점 및 한계 등을 제시하고 미래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선행연구 분석

입시 제도를‘상급학교에 진학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가려 뽑는 절차 내지 과정’(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이라고 한다면, 대입제도는 대학에 진학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수십 년 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
고 관련 연구도 다수 축적되었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1) 대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 2) 대입전형별 핵심 전형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3) 전형유
형별 대학생활 성과분석 연구, 4)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제도 간 연계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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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 연구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들은 특정 정부에서 시행한 교육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특정 전형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정책
도입단계에서 새로운 개선안을 제안한 연구와 기존 대입제도의 성과를 다각적･종합적으로 분석
한 연구로 대별된다.

❙표 Ⅱ-1❙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 연구
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대입정책의 변화 방향을 설정할 때 정치와 교육간의
• 대학입학정책의 변화요인을

인과기제를 인정하고,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교육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노명순
(2006)

• 대입정책을 둘러싼 구조,
제도, 행위자 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정책 개선
• 행위자들은 제도적 제약을 받지만 제도속의 기회를
• 문헌분석

상호작용에 의한
제도변화가 대입 정책

활용하여 기존 제도를 재정립하거나 새로운 제도
수립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에 대입정책 은 점진･부
분적, 역동적･단절적으로 꾸준히 변화함
• 대입정책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

변화에 주는 영향 관계 파악

련하려면 관련 행위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접근
필요

• 교육과정 중심의 고교-대학연계: 고교는 진로계열

개

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제공과 내실있는 교수-학습

선
방
안

담당, 대학은 선수학습을 통해 기초적 소양 학생 확
• 고교-대학연계형
대입정책의 원칙과 방향탐색
• 대입정책의 원칙에 비춰 본
김미숙 외 현행 제도의 문제점
(2006a) • 2008대입제도의 특징과
운영실제
• 대입정책의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 문헌연구
•전문가
집담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개세미나

보, 내신과 수능의 영역 구분
• 대학의 입학사정은 고교내신성적 중심, 대학별 고사
최소화
• 고등학교 진학지도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역할
강화
•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 목표, 특성화 방향에 부
합하는 전형제도 수립 필요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명확화: 기본소양 측정,
과목중심 성취도평가, 고교 자격고사
• 대입전형에서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은 적격
자 선발이라는 타당성 원칙을 해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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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일반계 교육과정의 12개 희망전공분야별 교육과정
이수모형 제시: 개인별로 진로탐색과 개발이 구조

• 선행연구 분석
• KEDI 8년 연구 추진
정광희
외
(2011)

배경과 경과
• 대입제도의 기능과
운영방향
• 대입제도 운영 현황과 진단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 문헌연구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병행(안) 제시

•자문회의

• 수능운영체제: 수능Ⅰ(공통의 기본교과 중심의 선

•전문가

다형 시험), 수능Ⅱ( 창의적 인재의 필수조건인 비

협의회
•고교, 대학

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논술형 시험)로 이
원화, 절대평가 5등급제 실시를 제안

관계자

• 중장기적으로 수시, 정시의 통합

집담회

• 대입 거버넌스: 대입환경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

•콜로키움
•정책포럼

동참여, 지원자 배려 시스템 구축, 관련 주체 참여방식
의 제 3의 독립기구인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의
설치･운영,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입의 중등교
육 영향평가제 도입, 복잡한 원서지원과정 축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개발 운영
• 대입제도에서 평가해야 할 역량의 종류, 역량 중심
교육평가의 방법, 역량 중심 대입제도의 전략 제시
• 핵심역량: 인지적 역량(사고력, 창의성, 문제해결
력), 비인지적･정의적 역량(도전･혁신력, 시민의식,
대화력, 도덕성, 갈등해결력, 대인관계능력, 끈기와
인내)
• 1) 역량에 대한 수행평가와 관찰평가를 충실히 실행

• 미래 역량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류성창 외 •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
(2012)

평가의 국제 사례

•심층면담,

하여 미래역량의 질적 측정결과를 수치화하여
내신을 산출하고, 수능시험은 대학수준 학습에

•델파이조사

필요한 기초 수학능력만을 표준화 검사 방법으

•설문조사

•전문가
• 미래 역량 중심 대입평가의
협의회
내용 및 방법

로 측정함
2) 질적 측정 점수의 공정한 점수 배분을 위해 T점수
환산방식을 활용한 점수 조율, HO-IRT를 활용하
여 전체점수와 세부점수를 산출하여 풍부한 정보
하에 입학사정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3) 내신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의
질적 평가 전문성 제고,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교사의 평가업무 환경 개선, 교육과정의 학업 난
이도와 양의 조정, 질적평가의 중요성과 현실성
에 대한 학생･학부모 설득, 수능시험 과목수 축
소와 기초능력 난이도 수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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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 대입전형 정책의 역사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모색
강태중
외
(2013)

• 내신/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 개선 모색
• 대학들의 전형방법 변화
분석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대입개선 지향모형: 대학입학전형의 타당한 양식과
정의로운 배분목적

• 문헌연구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

•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전형의 수 축소, 하나의 전형
에 2개 이하의 전형요소 활용 금지, 수시 전형 수는
4개 초과 금지
• 수시에서 수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 시행
지양, 전형양식의 목표를 명료히 하며 제출서류의

• 외국의 대입전형 검토

양식과 양 간소화

• 대입제도 개선방안

• 대입전형은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들만 반영한다
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활동에 대한 축적자료
에 기초하여 대학의 자율 선발
• 장기적으로는 학생부에 기초하여 정성적･다면적 평
가 실시, 학생들의 진로적합성과 비인지적 성취 포
• 학생 성장 관점에서의
대입제도 기준 개발
김위정 외 • 대입제도 현황 및 진단
(2014) • 대입제도 관련 현장의
인식과 실태 분석
• 대입제도 개선방안 도출

함, 다양한 능력 평가, 수능은 자격시험으로 기초학
•문헌연구

력 측정, 최소한의 대학별 고사 허용 방식으로 대학

•설문조사

의 자율권 보장,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

•면담조사

식으로 책무성 을 강화할 수 있는 대입전형 구상

•전문가

•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되, 교사의 평가권 강화와 평

협의회

가혁신의 흐름을 확대하여 학생부 교과 내실화: 교
내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평가
실시, 정의적 능력평가 확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
되 포트폴리오화 하고, 성취평가제 운영을 개선하
며, 고교-대학연계 및 신뢰관계 형성 제안
• 수능-EBS연계 폐지, 장기적으로 자격 고사화하고
동시에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등 평가방식 개선
• 대입전형 간소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1) 대학별 전
형 고유 명칭의 표준화 및 전형요소 수 축소, 2) 학
생부 교과에만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것, 3) 대학
별 고사는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정답없는 사고력이

• 대입전형의 현황 및
•문헌연구
정광희 외
과제분석
•전문가
(2015)
• 핵심과제별 개선 방안 제안 협의회

나 인성평가 형태로 실시, 4) 수능최저학력기준 대
신 학생부 일괄반영 제안
• 학생부 내실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를 종합적･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고교･대
학 공동 주최의 「대입정책포럼」운영을 통해 규제
중심의 학생부 기재요령을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
권을 강화, 수업방법과 질적 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
병행, 질적 평가를 위한 기존 수행평가 활성화

24

Ⅱ. 이론적 배경

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 자율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1) 공공성에 기반한 대학별 고사 기
본원칙 및 사전예고제 등 대학의 자발적 추진을 통
한 대학별 고사의 신뢰성 확보, 2) 유사전형을 운영
하는 대학 자율로 ‘대입전형개선위원회(가칭)’구성,
전형요소 표준화를 통한 공동전형 개발, 3) 논술고
사,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 공동운영 희망대학 간
공동연구 및 교육, 공동출제, 공동고사 진행, 공동채
점 등 단계적 추진, 4)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을 참고하여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반영한 학생
부 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방안 모
색, 5) 중립적인 대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입정
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대입정책협의회(가칭)｣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 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 문제의 원인: 잦은 제도의 변경
• 중심현상: 절차적, 분배적 측면의 대입제도의 불공
정성

• 대입제도의 다양화에 따라
최정묵
(2016)

• 맥락적 조건: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학

제기되고 있는 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근거이론(Grounded

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 격차
•면담조사

• 중재적 조건: 인터넷 강의 보급, 지방특목고에서의
우월한 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의 단점 극복
• 작용/상호작용: 현 상황의 변화보다 상황에 순응하고

Theory)을 적용하여 분석

현 제도를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임.
•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이 대입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

성
과

• 현재 고등학생이 과거에 비해 학교공부 배분비율
이 바람직하게 높음.
• 일반고/기타에서는 현 고등학생의 학생부중심비율
이 높은 반면 자사고/특목고는 학생부중심 비율이
윤춘식
외
(2013)

• 박근혜 정부의 2013
대입간소화 정책 추진
전후의 대입전형제도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 분석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낮아짐.
• 전형요소 중 학생부에서도 사교육의존도가 높음.
• 대입전형간소화: 사례조사 대학 5개 중 4개 대
학에서 2012년부터 유사전형 간 통합을 통한
간소화를 추진함.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 독자적 선발기준 활용, 수능성적 반영 전형
감소, 전형 통폐합･간소화 과정에서 수능성
적 반영 전형 증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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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대입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준비부담 최소화를 위
해 전형의 표준화, 양식(추천서, 자기소개서, 포트폴
리오) 등의 형식 간소화 및 단일화, 추천서는 생활
기록부로 대체하거나 1단계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
는 방안 제시
• 대입자율화: (성과)대학입시에 정성적 평가요소 고
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 입학사정 관들에
대학 수준에서 대입전형을 개발하고 평가하면서 기
존 입학관리 조직에 전문성 추가 (문제점) 정책설계
의 지나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 유발
• 입학사정관제:(성과) 인성역량까지 평가요소로 활용.

김은영
외
(2013)

• 대입전형의 이해와 분석 틀
• 이명박 정부의 대입전형
정책 내용 및 현황
• 대입전형 정책성과 분석

대학과 모집단위별 인재상 구체화, 모집단위별 적격
• 문헌연구

선발(적합성) 타당성 높은 선발 가능, (문제점) 사교육

•설문조사

의존 경향을 높이고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을 선발하

•면담조사

여 대학에서의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
• 수능개선: (성과) 수과목 수 측면에서 학업부담 완
화에 기여. (문제점)과목별 학습시간, 전체적 학업
부담 완화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함. 다양한 전형
에 대한 혼란도 가중, 학업부담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지는 못함. 실제 학생들의 수준별 선택보다
선호대학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 난이도 조절에 대
한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
• 노무현 정부의 ‘학생부 비중 확대’는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유도,‘입학사정관제 인과가
설’과 ‘특별전형 확대 인과가설’은 대입 공정성 악화,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안선회

정부의 대입정책을

(2013)

중심으로 정책인과가설

사교육비 증가, 사회통합 약화 초래
•문헌분석

분석

•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대입전형 복잡화, 공정성 약화, 사교육비 증가 야기.
‘수준별 수능과 수능과목 축소 인과가설’은 대입전형
의 혼란, 고등학교 교육 왜곡,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
• 대입간소화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안수진･
안선회
(2015)

• 대입간소화 정책의 효과,
성과 및 타당성 분석

•설문조사

• 대입전형간소화를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논술위주 전형은 일부 폐지･축
소되어야 하며 고교정상화를 위해 고교 교과수준의
공동논술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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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능력이 영향을
주는 특기자 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축소, 고른
기회전형 확대 필요

나. 대입전형별 전형요소 개선 방안 연구
대입전형별 주요 전형 요소에 대한 연구는 학생 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
지를 분석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교과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형요소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로 구분된다. 2014년 이후에는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Ⅱ-2❙ 대입전형별 전형요소 관련 연구
영
역

연구자

신현석
외
(2010)

연구 내용
• 인재의 정의 및 특징
• 대학별 인재상
• 대학인재상을 대입전형에
활용하는 대학의 사례 분석

연구 방법

• 사례분석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대입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입전형

(국내 주요 4개

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 및 평가 도구를

대학)

개발 하고 전형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입 전형은 대학 교육의 철학, 방법, 교육과정

전
형

운영 등과 연계됨.

• 국내외 4개 대학의

요

인재상을 반영한 학생 선발

소
김신영
(2011)

사례 분석
• 현행 대학입학 전형 방법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대학 인재상에 맞는 대입
전형 시 고려사항 제시

• 국내외
대학 사례
분석

•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한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전
형의 실시목적 및 선발기준과 방법 등의 명확화와
전형방법의 다양화,“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입학
전형과의 연계성 확보,“전공별로 요구되는 특성
과 관련 과목들을 고려한 모집단위별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 대학의 인재상과 “그
에 따른 핵심역량,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입시전형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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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입학사정관전형을 교육적
가치의 지향점에 따라
임진택･
김은혜
(2012)

평등성·수월성,
평가역량의 항목수에 따라
일원성-다원성으로

• 사례분석

구분하여 30개

•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입학사정관전형이 대입전형의 평등성과 수월성,
대입전형의 다양화와 단순화가 조화되는 방향으
로 설계되어야 함

입학사정관제 지원
선도사업 대학 분석

김이지
외
(2014)

•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활동 실태 분석

• 경희대
268명학생부
종합전형학생

•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 입학생의 단과대별, 학
과별 비교과 활동을 분석함.
• 비교과 활동과 학과별 인재상이 일부 학과에서는
다소 부적합하게 나타났고, 향후 대학의 인재상에
따른 비교과활동 반영에 대한 분석이 보다 활발해
져야 함.
• 한국교육종단연구 1~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기혜
·
최윤진

대학입학전형별로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영향 요
• 대입전형의 핵심 전형요소
분석

• 통계분석

(2016)

인 분석
• 정시전형에서는 수능 성적, 수시전형에서는 학생
회 임원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수상실적, 교사진로
지도 등 학교교육 경험이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침.
• 미국은 지원학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성적 및 전공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예체능,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경험을 통해 판단함, 반면,

•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임진택
외
(2016)

요소인 전공적합성이
적절한 평가요소인지
살펴보고, 고등교육과정과
대학의 학생선발을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원학과 관련 고교성적, 고교 교육과
정 내 전공 관련 활동, 경험을 중요하게 반영
• 사례분석
• 설문조사

대입 평가요소 제시

• 전공적합성은 학생들의 고교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순기능과 고교활동을 대학전공관련 활동으로 제
약하는 역기능이 있음.
• 전공적합성의 의미를 계열 적합한 활동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대학과 같이 무전공제, 무학과
제, 자율전공제, 연계전공확대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열정･몰입도,
탐구활동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김미숙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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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 수능성적 등 대입
전형 성적이 대학수학
능력에 미치는 영향
• 대입전형방식이
대학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

• 내신 성적, 진로지도만족도, 대학전공만족도가 높
• 설문조사
• 면담조사

고, 전공 선택이 적성과 흥미에 의해 이루어 질
수록 대학성적이 높음
• 대입전형에서 내신의 활용도 제고 필요: 과학적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간 격차 관리, 국가수준학업

Ⅱ. 이론적 배경

영
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 대학전공 선택 관련 변인이
대학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
• 고교배경, 교육과정 특성이
대학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
• 학생의 가정, 개인 특성이
대학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병영
·
전

이강주
(2013)

성취 기준 설정, 전공적합성이 높은 교과목 중심
반영, 교사의 평가전문성 강화 및 행정 보조 지원,
불공정한 생활기록부 작성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 수능비중 강화 절제, 논술과 면접시험에 대한 재검토
• 진로지도 만족도와 전공만족도 제고: 고등학교의
진로상담교사 배치, 대학입학전형의 전문화를 위
한 입학사정관제 도입

• 수능의 쟁점 분석
• 장기적인 국가고사의
방향과 출제 범위, 방식
제안

• 문헌연구
• 설문조사

형
요
소
‥

이용상

수
능

외
(2015)

박경호
외
(2016)

전
형
요
소
‥
학
교
생
활
기
록
부

박균열
외
(2015)

•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관련 쟁점 사항
•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관련 영역별 쟁점 분석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쟁점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선 방안 도출

• 문헌연구
• 심층면담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관리, 활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심층면담

• 수능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Ⅰ유형은 자격
고사에 가까운 방식으로, Ⅱ유형은 논술형 방안
제시
•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관련 쟁점을 시험
영역 및 과목, 과목 수, 문항 수, 문항 유형 관련
쟁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영역별 쟁점 분석
•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통 과목만으로도 수능 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서는 선택과목의 추가 실시 및 성취기준의 재구성
등을 제안
• 영역 통합형 문항 및 서술형･논술형 문항의 도입과
사회와 과학 영역에서 영역 통합형 문항개발 방안
제시
• 문･이과 통합형, 교과별 성취수준 평가, 영향력
축소라는 수능의 기본원칙을 도출한 후 이에 기반
하여 수능 개선 방안 제안
• 2019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1안,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고교 공통 과목만 반영한 2안, 수능을
이원화해 수능Ⅰ에서는 공통 과목, 수능Ⅱ에서는
2~3개 교과(군) 중 최대 3개 선택 과목을 응시하
는 3안 제시

• 정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거시적인 틀
제시: 정부의 각종 지침 및 기재요령이 모든 생활
부를 유사하게 만드는 역효과 발생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에 대한 연수 필요, 가능
하면 사실만 기록하게 할 것
• 학교생활기록부 일부항목은 분기별･주기적으로
작성의무화, 기록주체의 다양화 필요,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의 제한에 대한 검증 및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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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영
역

연구자

정광희
(2015)

김경범
외
(2016)

연구 내용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개선 방안

• 학생생활기록부 정보
현황과 문제점

연구 방법

• 전문가
협의회

•문헌분석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수상기록: 교육청 실시 경시대회 중 내용과 방법에
따라 일부 제한적 기록 허용, 교내경시대회 남발
제한(학교공통기재사항과 개인자료 구분)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희망 통합): 사실기록과 학생
개인에 대한 관찰과 평가기록 분리, 진로활동과
진로희망사항 통합, 특기사항만 기재
• 교과세부능력발달사항: 학교/교사별 편차 큼, 주
입식 수업을 토론/발표 수업방식으로 변화시켜
기록개선, UP삭제
• 독서활동상황: 학생스스로 읽은 책 작성, 교사가
관찰한 사항, 의견 등은 특기사항에 기록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구체적인 기재지침 내용
삭제, 학업능력 발전가능성을 기술하여 추천서로
활용
• 수능의 영향력 약화 및 자격고사화 필요
•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고교-대학
공동노력
• 교사 간 학생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만들어지
는 학생부 기록 시스템
• 학생부 관련 지침과 기재요령 전면 개편 필요
• 학교 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양 축소
• 학교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변화: 정규
교육과정 수업방법의 질적 개선, 교과수업과 학내
활동간 연계, 학생 주도로 기획･실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독서활동, 문제풀이식 시험에 의한 수
상이 아니라 한 학기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수상,
각종 수상을 위한 평가과정에 학생 참여, 학생부에
학교 행사 기록 배제 혹은 학생 개인의 활동이
있는 경우만 기재
• 학생중심 학생부 기록 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방법 숙지를 위한 교생실습, 신규 임용교사
연수프로그램 실시

다. 대입전형정책 및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성과 분석 연구
대입제도와 관련된 일부 연구는 대입전형정책 도입 이후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전형유형별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의 성과를 분석한 것들이다. 전자의 연구는 대입전형정책의 큰
변화인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 정책 도입의 성과를 분석한 것들이며, 후자는 전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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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로 대학입학 이후 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학업성취 및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후자는 특히 교육부의‘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해당 사업에서 대학
단위의 전형별 성과분석이 활발해지며 고등교육의 질 관리차원에서 학생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Ⅱ-3❙ 전형유형별 성과 분석 연구
영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규범적 차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는 인재 개념에
사회적 다양성 고려, 대학 자율성 및 책무성 강조, 공유
원리 중시 필요

양성관
(2009)

• Cooper의
4차원모델에 입각한
입학사정관제 분석

• 문헌분석

• 구조적 차원: 고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반영, 외부 영향력
최소화하는 전형요소 개발
• 구성원 차원: 대학의 설립, 지역, 특성에 따른 배려 속
지원, 대교협 지원 확대, 고교교사 및 각종 연구와 사업
기관에 입학사정관제 관련 지원 확대 필요
• 기술적 차원: 입학사정관 채용 자격기준 보다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중요. 정규직화 유도 방안 마련 필요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

전형
유형
성과

김미란
외
(2010)

•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개발
• 입학사정관제
운영현황 분석
• 입학사정관제
인식분석
• 입학사정관제 운영
개선 도출

보완방안 제안
•
•
•
•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분석
전문가
협의회

• 다양한 학생선발, 고교-대학연계 강화, 대학의 인재상
확립, 우수 학생 선발 성과가 나타남.
• 향후과제: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전형목적의 명확화, 고교
-대학연계의 강화, 고교-대학연계의 강화, 입학사정관
의 전문성 신장, 평가 기준의 타당화 및 전형과정의 투명
화, 표준화된 성과 분 석 시스템 구축,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
•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주체별 역할 제안

김병주
외
(2012)

•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 교육부: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수능시
험 체제 변화 등의 제도적 지원 필요, 입학사정관의 신분
• 문헌분석
보장과 법적 지위 보장, 중장기 지원 사업 구상 및 재정
• 정책토론회
확보
•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의 성과관리체제 구축,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선발된 학생의 성과 측정, 입학사정
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 연수 표준교육과정 마련
및 역량모델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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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대학: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맞는 사정원칙 수립 및 준수, 선발된 학생의 사후
관리, 고등학교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시･도교육청 차원: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전문적 역량강화
지원, 교육청 내 전문직, 대입컨설팅 팀을 활용하여 입학
사정관 관련 각종자료를 일선 학교에 정리･배포 제안

주영효･
김상철
(2017)

• Cooper의
4차원모델에 입각한
학생부 종합 전형
정책 분석

• 문헌분석

• 규범적 차원: 학생부 종합전형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대입제도의 다양성, 대학
의 자율성이지만, 학생 선발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의구
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취약한 근무조건
등이 문제임.
• 구조적 차원: 학생부 종합전형 정책, 학생부 활용 대입제
도 운영의 확산 지원 체계가 구축된 반면, 정부-대학
간 숙의적인 정책 논의부족
• 구성원 차원: 이익집단과 대중은 암묵적인 정책 공동체관
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행위가 정책과정의
환류로 작동하지 못함
• 기술적 차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긍정적 연구 결과와
대비되는 사교육비 증대와 교육 불평등 조장 우려
•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및 기록의 내실화,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 간 연계 확대,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와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대학 선발 시스템의
고도화, 정부의 중장기적 학생부 종합전형정책 마련 등의
개선 방안 필요
•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 입학사

전경애
(2012)
학생
성과

• K대학 경영
학과 1학년
학생

정관 전형 신입생은 모든 변인에서 타 전형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고, 학교 적응도와 학교만족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으로 나타남
• 학습태도에 있어서 행동적 측면의 수업태도는 부족함

김수연･
조희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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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 대학입학변화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가 고려된
진학여부 확인

• 1개 대학
281명 학생

• 학생부종합, 논술우수자, 정시수능 위주 입학생 비교
•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가 고교에서의 수업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몰입도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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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연구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혹은 대학교육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두 가지 범주
로 구분된다. 먼저 고교-대학 연계와 관련된 실천적 사례를 분석하고 실행방안을 설계한 연구
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 선상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 역
시 연계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입학 준비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표 Ⅱ-4❙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연구
영역

연구자

연구 내용

•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특별전형제도
도입의 의미: 현황과 문제점
• 국내 대학의 특별전형
운영사례와 개선과제
• 일반계 고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고교교육 다양화
노력의 실제와 개선 과제
실천
정광희 외 • 외국 대학의 입학제도와
사례
(2004)
시사점 분석
연구
•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고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사례(미국 8년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고교-대학연계를 통한
대입특별전형 운영 방안 및
주요 쟁점, 운영 제반조건
탐색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스터디그룹
• 면담 및 관찰
• 전문가협의회
• 세미나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고교-대학 연계 방안: 목적, 연계내용, 관련 쟁점
분석
• 고등학교: 참여 고등학교 선정, 참여 학생 구성,
고교평가문제
• 대학: 참여대학 확보 방안
• 고교-대학 간: 고교-대학 간 신뢰 구축
• 고교-대학 연계 특별전형 적용 시 제약조건
- 고등학교 측면: 교육개혁 의지와 열정을 가진
교장, 교사의 확보(고교 교육의 독립선언), 교사
및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교과교육 내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노력, 학교･학생에 관한
보다 신뢰성 있고 풍부한 정보 제공, 학교생활기
록부 및 교과 내 학생평가 형식의 다양한 모델
개발
- 대학측면: 파급효과 있는 대학의 선도적인 노력,
대학교육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 입학자 선발
요건의 재구성화 ･ 명확화(대학, 모집단위별),
고교와 연계하는 입학전형 방식에 대한 대학의
탐색 노력(종합적인 사정 방식 도입)
- 제도측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연구 참여 교장, 교사의 순환근무제에 대한 대안
마련, 연구 참여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개별학생 이해와 성취 파악을 위한 전담교사 지원
- 연구･지원측면: 관련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운
영, 관련되는 정책 변화를 감안한 연구 추진,
운영 사례 개발 및 보급, 고교와 대학 관계자
연수, 운영방안의 현장 적용 및 효과 모니터링,
고교-대학의 만남의 장 개설(웹사이트 개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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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육박람회 개최 등), 연구 참여 학교 DB 구축
- 기타: 고교-대학 간 신뢰회복 및 파트너십 강화,
고교-대학 연계 관련 공감대 형성과 확산

•
•

정광희 외
(2005)

•
•
•

• 고교-대학 연계 실천모형으로서 10개 모형을 제시
하고 각각의 장·단점 제안
• 학교연계, 지역연계, 인적교류, 정보교류 접근방식
의 장·단점 제안
• 고교, 대학, 고교-대학 연계 추진, 연구와 지원,
고교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방안 등 제안
- 고교의 과제: 교수학습측면개선 노력, 교사의
역할변화에 대한 인식, 정보기술 활용 능력 제고,
고교에서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수업
평가를 통한 교육체제 구축, 고교에 대한 주요
정보 공개 필요,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학과 연
1차년도 연구계획 실천을
계 필요, 학교 선택권 보장, 교사의 자기연찬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원연수 내실화
고교-대학연계 실천사례
• 고교-대학관계 - 대학의 과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해와 유의미한
발굴과 정보제공
자협의회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 노력 제고, 개인의 성장과
고교의 교육기능강화를 위한
• 세미나
전인적 성취가능성 및 성과를 종합하여 다면적
특성화, 다양화 실천사례
• 정책포럼
전형방법 개발, 대학교육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고교-대학연계플랜 실천을
• 관계자
제 도입으로 대학학생선발조직의 전문성 및 기
위한 현장적용기반 구축
워크숍
능 확대
고교대학협의회
- 고교-대학 연계 추진 상의 과제: 정보교환활성
구성:연구학교참여 확보 및
화 → 고교-대학간 고교의 단위인정, 대학의
워크숍
학점 인정 → 고교-대학간 특별한 관계구축(대
입반영, 학점인정, 단위인정 등), 지역단위연계
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 적극적 협력관계(상호이
해→상호 교류 → 교육연계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
- 연구 지원 상의 과제: 연구추진, 연구자문, 고교대학교육지도자, 고교-대학연계위원회, 고교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협
의회 등 운영, 관계자연수강화 및 만남의 장 개최
- 고교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협력 및 모니터링
방안

• 고교-대학연계의 이론적
• 문헌분석
배경
• 전문가
김미숙 외
• 고교-대학연계의 실제 분석
협의회
(2006)
• 고교-대학연계 활성화를
• 참여관찰
위한 지원 사업
및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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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대학연계의 실천사례를 통해 성공･장애 조건
- 투입요인: 지리적 특성(밀착특성)과 지역사회의
관, 운영자의 적극적 의지, 고교 측의 주도적･적
극적 태도, 학생과 교사가 대입과 관련되지 않은

Ⅱ. 이론적 배경

영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활동에 대한 수동적 태도
- 과정요인: 고교관계자와 대학관계자의 의지 중
요, 교육부 주도 연계형태 미약, 교사-대학관계
자만 직접 교류하는 연계형태 발생
- 산출요인: 대입과 무관한 연계활동에 대해 대학
입학관련자의 이해도가 낮음. 고교와 연계를 맺
는 특정학과, 특정 대학에 대한 선호 발생에 영향
을 줌. 학생들을 학습하게 하는 연계 형태는 수학
능력 향상 효과를 보임
• 고교대학연계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순환근무제
보완, 초빙교사제 확대, 고교교육과정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개발, 고교-대학 간 물적･인적자원
교류 확산, 고교교육과정과 대학 운영방향 간 간극
해소 필요

정광희
외
(2010)

• 고교-대학연계 실천방안
개발을 위한 접근 틀
• 고교-대학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후
고교-대학연계를 위한
과제
• 고교-대학연계사례 분석 및
실천 방안 모형 제안

• 설문조사
• 면담조사
• 해외사례
조사

•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고교-대학 연계 유형을 학습
형, 진로형, 선발형 등 3가지로 구분
• 학습형: 출장강의, 학습멘토링, 고교생을 위한 대
학강좌, 대학 강의 개방 등(고교-대학간 요구수준
이 높은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에서 출발해서 인문
사회계열로 확대, 단위학교 대응이 어려운 선택교
과에 대한 대응 포함, 우수학생의 대학강의 수강기
회 확대)
• 진로형: 오픈캠퍼스, 입학설명회, 학과탐방, 모의
수업, 입학전형정보 교류(요구와 관심이 높은 진
학정보 교류와 진료교육 병행 추진)
• 선발형: 소극적 선발(입학사정관제 반영). 제한된
적극적 연계(사회 통합적 차원에서의 선발연계,
차순위 선호대학 중 특성화된 대학과 고교 간의
선발형 연계, 대학의 부속고교 혹은 특수분야의
7년 연속 운영 등)
• 고교-대학 간 교육파트너로서의 관계 재정립, 다
양한 만남의 장 활성화, 지역수준에서 교육협력
기구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 등 필요

• 대입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의
• 110개고등학교 • 수능과 논술준비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내신
학교의존도
2학년
준비는 학교 의존도가 높음.
김미숙 외 • 대입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의
6,278명 대상 • 학생 개인, 학교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고교 (2007)
학교의존도 영향 요인
• 면담 및 참여
변인에 있어 학교 의존도가 낮음.
대학
• 학교의존도가 높은 학교와
관찰(2개교)
• 성취압력,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대입준비 과
연계
낮은 학교의 특성
입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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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장의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 자극, 변혁적 지도성 발휘
필요, 교장지도력 발휘를 위해 30%의 교사에 대
한 전입 유인권한을 교장에게 부여필요
• 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 활용, 교육청에
진학지도 담당부서 설치, 참고자료 보급 및 교사
연수 실시 제안, 학업성취 성장률에 근거한 학교평
가, 학교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컨설팅 실시.
전형의 다양화 및 취약계층의 배려 전형에 대한
적극적 활성화 등

김미란
외
(2009)

정광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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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 대학의 신입생
선발 현황 분석
• 대입전형 자율화에 대한
대학의 인식과 대응방안
분석
• 바람직한 전형방안 탐색

• 대입준비과정분석에 대한
이론적 탐색
• 고교생의 대입준비과정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분석
전문가
협의회

• 대입자율화 추진: 모집단위, 모집시기, 정원규제,
각종 선발규제 등에 관련 정책과 연계된 자율화
정책의 로드맵 제시 필요
• 대학입시관리부처의 전문성 제고, 입학사정관의
신분 보장 및 역할 명확화
• 대학특성에 맞는 대입정책 수립: 대학 특성에 맞는
인재상 설정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요소
개발,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교육력 강화, 대학평
가시스템의 확립
• 고교-대학 연계 강화: 방과 후 학습 및 비교과활동
에 대학 참여, 대입전형개발과 평가에 고교 참여
보장, 대입전형개발에 교사자문, 입학사정관 전형
에 교사가 학생선발에 참여하도록 함. 대학 선수과
목 이수제(UP)를 대입전형요소로 활용
• 전형요소의 신뢰성 제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
포트폴리오 작성, 수상경력 등 반영
• 수능체제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기회의 확보
• 정보공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전형계획과 모집
요강 조기 발표, 수요자에 대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입시 준비 지원
• 사회적 합의 유도: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시 정책
결정의 문제점, 공청회를 통한 수요자 의견 수렴을
거쳐 대입자율화와 구체적 입시안 수립, 대입자율
화 및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대한 정책 홍보 강화
필요, 대입자율화 인식 확산 및 제고를 위한 대학
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 고교교육=대입준비과정=고교생의 일생생활임을
확인. 고교교육은 대입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으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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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연구자

최상덕
외
(2015)

김보경
외
(2015)

박소영･
김지연
(2016)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 대입준비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도
• 고교와 대학의 교육연계
관점에서 대입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
• 고교와 대학의 교육연계
관점에서 대입준비과정
개선 방안 모색

• 정책포럼
• 설문조사
• 면담조사

대입은 대학교육과 연계되지 못해 고교와 대학교
육간 단절현상 발견
• 문·이과식 교육과정 폐지,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개선, 수능 운영, 대입전형과 연계할 것
• 선택교과의 다양하고 탄력적 운영과 함께 단위학
교 운영을 넘는 확대된 관점에서 학점제 고교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 모든 학생을 위한 공교육의 관점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지원정책이 필요함
• 학교 내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 지원을
하되, 대입 전형 개선과 함께 병행, 고교는 ‘진학지
도’에서 ‘진로 지도’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지원, 자기 주도적 학습, 협력적 학습
등 학습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신과 수능의 평가 내용과 방법을 개선
•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대입 전형의 다양화
운영 방식에 대한 중간 점검 실시: 대학별 대입
전형의 다양화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전형 요소를 준비해
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함
• 현행의 수시 전형의 시기와 방법, 규모 등에 대한
개선: 달라진 수시모집의 성격 규정, 복수지원
범위와 수준 구분, 수능시험일과의 일정 조정 필요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방안

• 문헌연구
• 사례연구
• 델파이
조사

• 대학이 입학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일관 되
게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역량 기반 교육과정, 취업 세
가지 측면의 연계 방안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학습생태계의 구축 방안 제안

• 대입준비 전형요소에 대한 • 설문조사
학교현장의 인식 파악
• 면담

•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행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진로, 독서, 동아리)은 활성화되
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활동은 수능위주의 문제
풀이식 수업이 이루어짐.

• 현행 대입전형제도 하에서
고등학생의 대입전형
준비과정 특징 및 실태 분석

• 대학진학자가 경험하는 대학입학 준비과정은 전형
별로 다양하며 전형별 특성에 따라 지원 하는 학생
• 4년제 대학
특성이 달라짐.
신입생 20명
• 대학 진학 시 고등학교와 고교교사의 역할이 중요해
에 대한 심층
지고, 고등학교에 따라 학생의 공교육 수혜 정도에
면담
차이가 있고, 동일 고등학교 내 학생 간 수혜정도에
차이가 발생함. 상위권대학 진학가능학생에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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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정책 제언)
교차원의 배려와 자원이 집중됨. 학교 내 소외 학생
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교-대학 연계 강화 방안: 고교 방과후 학습,
진로지도, 동아리 지도, 체험학습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학이 참여. 대학과 고교가 비교과활동을 함께
만드는 방안, 대학보유 교육자원 활용, 대학교수자
원과 대학교육과정을 고교수업과 연계하는 방안,
대입전형개발과 평가에 고교참여 보장, 대학선수
과목 이수제를 대입전형요소로 활용

마. 시사점
이상의 대입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대입제도
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성과 및 문제
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입제도의 주요
원칙과 가치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중시하며, 최근에는 학생의 성장,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중시하는 대입제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대입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대입자율화에 따라 야기된
대입전형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혼란과 대입의 공정성 시비 등에 주목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대입간소화 정책의 대표적인 입학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정성평가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 사회경제적 능력이 선발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주도형 논술전형 및 특기자 전형 등을 축소할 것, 동일한 전형자료의
경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을 표준화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대입 전형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입학사정관제, 2014년부터 학생
부 종합전형 등으로 대입의 주요 전형이 변경되면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제고사 형식의
수학능력시험 수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화진 외(2016)는 학령기 인구가 감소함
에 따라 적은 수의 학생들의 적성과 성취를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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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은 능력주의 경쟁교육에 기반한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평가
와 미세한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수능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단계
적으로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현재의 상대평가로 인한 극심한 경쟁을 완화하고 절대
평가 체제의 안착 후에는 고등학교 교육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하여 최소한 학력을 보장해 주는
대학입학 자격고사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김위정 외(2016)의 연구에서는 수능을
대학입학 자격고사화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범교과적
기초학력을 평가하되, 논술형 및 서술형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
였을 때, 향후 전형요소로서 수학능력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정립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실증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전형요소로서의 기능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전형자료로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전에는 교과 성적
(내신성적)의 전형자료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교과 성적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에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전공 및 계열별 합격자의 비교과 활동의 수준을 분석한
연구,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평가요소로서 전공적합성의 타당성을 파악한 연구 등이 이루어
졌다.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제시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의 기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다섯째, 대입전형이 다양화되면서 전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생이 타 전형에 비해 입학
초기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성취 수준 등이 비교적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각종 전형요소(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들 간 변별력과 상호대체가능
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논의와 분석이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교-대학연계 관점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고교-대
학연계의 실천방안을 제안한 연구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들로 대별
된다. 전자에 대한 대표 연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고교-대학연계
관점에서 수행했던 8년 연구가 있다.2) 이 연구과제의 핵심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2) 8년 연구의 1~7차년도까지의 연구결과는 정광희 외(2011:41-45)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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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대입전형제도를 찾고, 고교와 대학이 공동으로 실천 가능한 고교-대학 연계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은 설립이념과 전공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고교
-대학연계 모형과 대입전형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실천조건을 제시하였다(정광희 외,
2011: 35). 후자의 연구는 주로 대학의 학생선발이나 고등학교에서의 대입준비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고
교-대학 간 연계를 통해 각 기관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대학 측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입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소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현행 대
입제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 부문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및 노동시장
구조, 사회문화 등 타부문과 연계된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거시적･장기적으로
미래 대입제도를 조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즉, 미래의 사회, 경제, 과학기술
및 교육체제 변화 등 직간접적인 요인들이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입제도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미래 대입제도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미래 교육체
제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표 Ⅱ-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본 연구

연구
범위

• 과거, 현재의 대입제도의 문제점 분석
• 단기처방 중심적 대입제도 개선안 분석

• 2035년 이후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 탐색

연구
내용

• 대입제도 변천과정 및 주요 특징 분석
• 현행 대입제도 분석에 기초한 개선안 도출
• 미래사회,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재

• 현행 대입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모색
• 미래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의 변화 동향을 고려한
대입제도 방향 제안

• 문헌분석 및 설문조사에 기초한 정책대안의 탐색
• 통계자료 분석에 의한 모형 구성

•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한 시사점 및 정책 대안 탐색
• 다양한 대입관련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및 미래
대입제도 방안 탐색
•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한 신문사설 분석
• 심층면담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SNA 분석, 키워
드 분석, 토픽 분석)
• 미래 대입제도 시나리오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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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및 진단 현황

가. 대입제도의 원칙과 기능
대입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대학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에게는 계층 상승을 위한 통로이고, 학생을 받는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이후 수학에 적격한 자를
선발하기 위한 핵심 대학 운영 장치이며, 정부를 비롯한 공교육 당국자들의 입장에게는 왜곡된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나아가 학원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들에
게는 새로운 수익 확보를 위한 사업기회를 엿볼 수 있는 영업의 장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본질적으로는 이상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매우 복잡하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투쟁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고통과 비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한국 대입제도에는 불편한 수식어들이 늘 따라 다닌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참교육연구소 입시연구팀, 2016). 그동안 수십
차례의 제도 개편을 상기한다면 “가히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그 변이형까지도
적용되었다고(김경범 외, 2011, p.7)”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제도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며,
특히 그 배경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력주의(學歷主義)가 자리 잡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대학 학력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일생동안 퇴화하지
않는 능력의 대리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즐거워야 할 교육 공간은 첨예한 사회적 신분 획득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학력(學歷)을
위한 학력(學力) 경쟁”(강창동, 2007, p.84)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고교단계는 물론 초등학
교, 유치원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그동안의 대입제도의 원칙을 살펴볼 때, 가치적(이론적) 관점과 수단적(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으나, 가치는 늘 대입제도 상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의 변화
라는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마치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41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입제도가 추구한 공통적 가치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촉진하자
는 것이다. 이는 그 어떤 교육도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핵적 가치이다. 이러한 전인적 성장
가치는 흔히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정책적 목표로 등장한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흔히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개성의 신장을 추구하고, 국가적으로 제시된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여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미숙 외, 2006a). 전인적 성장 또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
는 가치는 추상적이어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달성 방법 선택에 여지를 남긴다. 학생부 종합전
형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의 총체적 기록을 반영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좋은 고등학교에서 특별하게 많은 기록을 남기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교
에서 적게 남기는 학생으로 분화하는 순간 공정성 문제로 변화한다.
그 다음의 가치는 타당성이다. 타당성은 대학의 적격자 선발과 선발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일이다. 대입제도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특성에 비추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이 그 핵심 기능이며, 이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선발의 타당도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준, 어떤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장의 서열 체제 안에서 대학의 가시적 위상이 결정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학교육의 과정
과 결과도 신입생의 자질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대학별 특성과 모집단위에 적합
한 학업적격자, 특히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며, 어떤 전형요소와
전형방식을 활용하면 제한된 비용으로 최대의 선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김미숙 외, 2006a).
마지막 가치는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네이버 사전)을 말하는데 편파
성과 반대어라고 할 수 있다. 편파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성을 잃은 성질”(네이버
사전)을 말한다면 대입제도의 공정성은 어느 특정 계층, 특정 학교, 특정 학생을 편파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공평하고 균형 있게 선발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대입당국이 적용해온 방식은 ‘명확한 기준’ 설정과 ‘선발방법과 절차’에
대한 통제였다고 할 수 있다. 대입제도의 공정성은 대입제도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속성으로, 대입제도에 기대되는 사회적 책무
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대입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선발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공통척도에 근거한 선발준거의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선발과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맥락에서 대입제도의 공정성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자원 배분과정에서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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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불평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차이, 가정환경의 차이, 학교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제약으
로 인하여 대학진학의 기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정 비율의 취약
지역 및 취약 계층을 입학시키는 할당제 또는 가산점을 주는 형태의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
될 수 있다(이종재, 1996). 그런 점에서 대입제도의 공정성에는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
적 형평성이 포함될 수 있다.

나. 대입제도의 주요 변화 과정과 변화의 동인
1) 대입제도의 변화와 그 동인
건국 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현재까지 수십 차례 이상의 잦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해방이후
대학별 단독고사제가 9년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제도가 5년을 지속한 경우가 거
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미숙 외, 2006a).
❙표 Ⅱ-6❙ 대입제도 변천사
시기

개정 의도

내용

-

대학별 입학시험

1954

학사부조리 예방

대학입학연합고사
+ 대학별 본고사

1955~

실패한 연합고사 시정

대학별 본고사

1961

대학자율

+ 내신(권장)

1945~
1953

1962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학사부조리 예방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문제점
무자격자 입학.
부정입학
연합고사 결과 백지화
학사부조리,
대학간 격차,
입시위주 교육
성적우수자 탈락
비인기대학 정원미달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1963

교육의 효율성
대학자율

(입학정원의 100%만합격)
+ 대학별 본고사

대학(학과)간 극심한 학력차

1964~
1968

실패한 국가고사의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고사

1969~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자격시험) +

입시의 이중부담,

1972

학사부조리 제거

대학별 본고사

과열과외

학사부조리,
일류대 집중,
입시위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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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개정 의도

내용

문제점

1973~

자격시험의 부작용 시정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합격선 상존)
+ 본고사 + 내신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1981

과열과외 해소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
+ 내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1982~
1985

예비고사 개선
(선발의 타당도 제고)
무의미한 합격선 폐지

대학입학학력고사
+내신

입시혼란
적성무시 지원

내신의 문제점 보완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 논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편중지원 및 미달,
논술 준비 미흡

선시험의 부작용 시정
논술의 문제점 개선

대학입학학력고사(선지원)
+ 내신 + 면접

대학의 선발 기능 미흡,
면접의 기능 미흡

학력고사 개선
대학자율

대학수학능력시험
+ 내신 + 본고사

과열과외,
수능과 본고사 중복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2002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 추천서 + 심층면접 등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2007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수능등급제 첫 시행
입학사정관제 실시

-

2008

변별력 확보

수능 등급제를 표준점수제로 전환,
내신과 수능 반영비율 대학 자율화

1점 차이에 의한 등급 구분

2009

수능 등급제 보완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병기
수시=학교생활기록부+논술
정시=대학수학능력시험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와
복잡해진 대입제도

2012

수능 영향력 축소

수능 응시과목 최대 7개로 축소
수리영역의 출제범위 조정

수능 비선택 과목에 대한
학교수업 파행 운영

2015

대입전형 간소화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 지원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평가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2017

한국사 교육 강화

한국사 절대 평가

-

2018

사교육비 감소

수능영어 절대 평가

국어, 수학 사교육 심화

1980

1986~
1987
1988~
1993
1994~
1996
1997~
2001

주: 김경범 외(2011)에서 일부 수정. 2012년 이후는 김은영 외(2013). p.14-16, 정광희 외(2015). p.21 등을 참고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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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동인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잦은 변화를 가져왔는가? 대체로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
다. 첫째, 교육정책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의 추구보다는 정권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사건 등
교육 외적인 충격이나 위기 발생에 따라 대입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익추구적 전략이 깊이
작용해 왔다고 보는 견해이다(예를 들어, 노명순, 2006). 둘째, 대학교육에 대한 과다한 수요
발생으로 빚어진 과열 경쟁의 문제를 임기응변식 일시방편으로 처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
로 보는 견해이다(예를 들어, 이현청, 2005). 셋째,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학력주의
및 학벌주의의 문제와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이라는 비교적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조급함이 크게 작용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예를 들어, Seth, 2002).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대입제도는 국민적 합의
에 의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적인 외형적 변화만 추구
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은 대입제도의 근원적
문제인 뿌리는 도외시한 채, 문제해결과 무관한 화려한 꽃만 수정 이식하는 외형적 변화만 추구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입제도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많은 변화를 수반했다(강창동, 2007).
그렇다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교육개혁 아젠다의 상징인 대입제도의
개혁은 학교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한국의 대학입시개혁안들이 예외 없이 한국 교육
의 근본적인 해결과제이기도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경감’을 제일의 개혁과제
로 천명해 왔다. 한 가지 공통적이면서도 특징적인 사실은 이러한 정권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진학 과정의 성적 평가 방식의 변화라는 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생들이 성취한 성적(과거의 내신, 최근은 교과/비교과활동 등)
은 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함께 대입전형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정부는 대입제도개
혁의 성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성적평가 방법의 변화에 필요한 많은 부수적 정책대안들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입제도의 변화, 그에 따른 고등학교 성적평가 방법의 변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거의 매번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대입제도는 외부의 주입
(infusion)에 의한 개혁적 처방으로서 학교 현장에 혼란과 좌절만을 안겨준 채 뚜렷한 성과
도출에는 실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의 대입제도 개혁은 실패하였는
가?(Jang, 201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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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제도설계자들이 가져온 가정(assumption)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
설계를 담당해온 정부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경감 등을 위한 대입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온 전형적인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학교(또는 중학교)의 성적평가방
법(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를 포함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일시에 발표하
고 전국적인 적용을 예고한다. 이러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통해 학교, 교원, 학생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데, 학교는 보다 조직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원은 보다 많은 열성과
의지, 보다 높은 전문성으로 학생교육에 노력하며, 학생들은 이러한 교원과 학교조직의 변화에
기반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인 채 학교교육만 충실히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변화된 학교 구성원들의 합체된 노력은 신뢰성 있는 대입전형자료의 생산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
한 자료는 오직 객관적인 자료를 신뢰하는 대학들에 의해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 즉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회복이 가능해 진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
다(Jang, 2013: 5-6).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대입제도의 핵심장치인 성적표기 및 성적 산출 방법의 변화를 통해
학교의 조직적 변화를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로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Jang, 2013: 7).

3) 제도변화의 양상에 대한 설명3)
신제도주의 조직이론(neo-institutional theory)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해진다.
첫째, 한국의 학교조직에는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입시위주의 제도적 환경
이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 및 운영자들이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제도가 내포한 규칙(rule)의 변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과도하게 주목한다. 학교조직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
교로 이어지는 엄격한 관료적 통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평가에 관해서
만큼은 학교와 그 소속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상시에는 성적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에 맡겨져 있지만, 종종 성적관리에 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

3) 이 장의 내용은 Jang(2013)의 신제도 주의에 기반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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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때서야 황급히 장학권을 발동하여 전국 학교들을 샅샅이 뒤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학년
도 대입제도에서 추진하였던 고교 내신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정부는
학교의 성적표기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교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전문
성을 갖고 학생들의 성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상당수 현장 교사들은 이를
‘성적부풀리기’라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도한 정책적 효과, 즉, 시험위주의 학습에서 벗어
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대입제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적 환경, 그리고
점수를 우선시하는 대학의 입장 등이 강력한 제도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Jang, 2013).
둘째, 이러한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증가가 뒤따르게 된다. 사교육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입제
도를 제시하더라도 시장을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 새 대입전형제도’ 개혁에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내신 절대평가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 단계
에서의 경쟁을 약화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으나, 오히려 대학들이 수능위주의 전형을
그대로 온존시킴으로써 이를 간파한 학생 및 학부모들로서는 여전히 수능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후 대학입학전형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교육 시장은 종래 고등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오던 대학 선택을 위한 컨설팅 기능으로까지 확대하
는 등, 사교육 감소 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Jang, 2013).
셋째, 정권의 변화와 그 각각의 정권이 추진한 대입개혁이라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반응
은 일관되게 동형화적 확산과 이형적 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2 새 대입전형제도’에서는 대학
들이 갑자기 많은 수의 전형을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대다수가 학교장 추천제, 수능영역별 우수자
전형, 경시대회, 과학올림피아드 등의 입상자 등을 위한 특기자 전형에 국한시켰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혁’에서도 많은 수의 대학들이 신뢰성이 약화된
내신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신의 등급간 반영 점수를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수능점수
의 반영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펼쳐진 것도 이러한 동형화적 확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부터 본격화된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의 학생
부 종합전형은 재정적 지원(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이라는 강제
적 동형화 기제를 통해 확산과 통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대학 역시 대입전형을 잘 시행하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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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인근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차용하고 있는 현실 역시 동형화적 확산의 큰 특징적 모습
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대학들이 보인 동형화적 확산은 크게 보면 한국적 상황에서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즉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통제력, 대학들이 유사 그룹에서의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들 선발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 과정에서도 여타 대학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입학전형에서의 특성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형적 분화(dimorphic differentiation)의 길로 들
어서게 된다(Jang, 2013).
최근의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논란을 보듯이 이러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
의 변화를 통한 대입제도 개혁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수능절대평가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대학들에서의 미묘한 반대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 단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극소수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라는 퇴행적 가치를 위해 또다
시 새로운 교육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6.5).
그러나 정부든 시민단체이든 대학이든, 다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에 기댄 제도 변화에
대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4) 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의 문제
한국의 대입제도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미완의 개혁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를 거쳐 간 수많은 대입제도 개혁안들이 목표로 했던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입제도 개혁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는 제도 설계에는 국민적 관심을 업고 갖은 힘을 다하지만 정작 제도가 개편된 이후의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의 조성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결국 제도의 실패로 이어지는 현상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사실 대입제도가 이렇게 잦은 개편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제도의 이면에 놓인 우리나라
고유의 학벌 문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제도는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주자들(key players)의 행동 변화 내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요소
들의 조합들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학벌 문화와 대학
서열화라는 더 큰 변수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만연한 학벌 문화는 노동시장의 1차적 선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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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는 대학입시체제와 직결되어 있어, 대학입시가 1차적 선별기능을 강하게 수행할수록
출신대학의 평판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평판
효과’ 외에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획득함으로써 얻어지는 노동시장 내의 ‘연줄 효과’도 무시
할 수 없다(김영철, 2015). 물론 이 근본적인 변수들의 잉태는 우리 교육계 내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전반으로 짙게 확산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교육정책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대응책
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범정부차원의 대책, 즉, 정치, 사회, 경제(고용
등) 등 모든 영역에서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했지만, 그동안의 흔적을 추적해보면 별로 실익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4) 아마도 학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위주의 채용관행 정착, 대학 서열
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 또는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이 그나마 대책이라면 대책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앞으로 문화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근원적 변수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 현행 대입제도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1) 대입제도 개관
현행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도 역대 정부에서의 대입제도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는 수준별 수능의 점진적 폐지, 영어
절대평가 실시(’18년), 한국사 필수과목 도입(’17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학생･학부모의 대입부담 경감을 위해 대입전형의 간소화, 수능 안정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입전형 간소화는 전형요소를 학생부, 논술(대학별 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실기로 간소화하고, 대학별 전형방법 구성 시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사용하
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수능 안정화는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는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
4)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구성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지역적 운동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으나, 정권말
기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 기구로 변질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2008학년
도 대입제도개편안에 새 전형제도의 정착을 위해 당시 안병영 부총리의 제안으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했
으나, 장관 교체와 함께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5) 일부 경제학자들조차도(예, 김영철(2015), 김영철･김희삼(2012)) 학벌문화와 과도한 대학서열화 구조 타파를
위해 교육학계가 주장해온 (1) ‘쉬운 수능’ 정책 기조 유지, (2) 수능등급제의 재도입, (3) 수능의 절대평가 체제
로의 전환, (4)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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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11월 말까지 대입정책의 골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1학년 8월 말까지 자신이 고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적용 받는 대입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공지하며, 이에 따라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을 고교 2학년 4월말까지, 모집요강은 고교 3학년, 4월말까지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부, 2013).
또한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
예체능 실기고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
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최소 제한사항(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대입제도는 우선 수시(학생부 위주)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
다. 수시모집 인원수가 2016년도의 66.7%에서 2017년도 69.9%, 2018년도 73.7%, 2019년
도 76.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시(수능 위주) 전형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서 영향력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2019학년도 수시 대 정시 전형유형별 모집 비율은 수시가
76.2%이며, 학생부 위주(교과:41.4% 종합:24.3%), 논술위주(3.8%), 실기위주(5.6%),
기타(1.2%) 등의 순이다. 정시는 전체적으로 23.8%이며, 수능 위주(20.7%), 실기위주
(2.8%), 학생부 위주(교과:0.1%, 종합:0.1%) 순이다.
❙표 Ⅱ-7❙ 전체 모집인원 변화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총 모집인원

2016학년도1)

243,748명 (66.7%)

121,561명 (33.3%)

365,309명

2017학년도2)

248,669명 (69.9%)

107,076명 (30.1%)

355,745명

2018학년도3)

259,673명 (73.7%)

92,652명 (26.3%)

352,325명

2019학년도3)

265,862명 (76.2%)

82,972명 (23.8%)

348,834명

출처: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4). 2017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보도 첨부자료>, p.2 인용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6.4.27). 2018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보도 첨부자료>, p.2 인용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4.28). 2019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보도 첨부자료>, p.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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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변화
구
분

수
시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기타

정
시

소계
수능 위주
실기 위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기타

2016학년도1)
140,181(38.4)
67,631(18.5)
15,349( 4.2)
17,118( 4.7)

2017학년도2)
141,292(39.7)
72,101(20.3)
14,861( 4.2)
17,942( 5.0)

3,469( 0.9)
243,748(66.7)
105,304(28.8)
14,365( 3.9)
434( 0.1)
1,412( 0.4)

2,473( 0.7)
248,669(69.9)
93,643(26.3)
12,280( 3.5)
437( 0.1)
671( 0.2)

46( 0.0)

2018학년도3)

2019학년도3)

140,935(40.0)
83,231(23.6)
13,120( 3.7)
18,466( 5.3)

144,340(41.4)
84,764(24.3)
13,310( 3.8)
19,383( 5.6)

3,921( 1.1)

4,065( 1.2)

259,673(73.7)
80,311(22.8)
11,334( 3.2)
491( 0.1)
435( 0.1)

265,862(76.2)
72,251(20.7)
9,819( 2.8)
332( 0.1)
445( 0.1)

45( 0.0)

81( 0.0)

소계

121,561(33.3)

107,076(30.1)

92,652(26.3)

합계

365,309(100.0)

355,745(100.0)

352,325(100.0)

125( 0.0)

비고

재외
국민

재외
국민

82,972(23.8)
348,834(100.0)

출처: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4). 2017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보도 첨부자료>, p.3 인용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6.4.27.). 2018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보도 첨부자료>, p.3 인용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4.28). 2019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보도 첨부자료>, p.3 인용

❙표 Ⅱ-9❙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골격
전형유형

전형요소

세부설명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
위주
수시

(학생부 종합)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를 중심
비교과, 교과, 면접 등
으로 교과 및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
(자기소개서,
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
추천서)

논술위주

논술 등

실기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자료
활동 가능)

수능위주

수능 등

실기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자료
활동 가능)

정시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논술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
• 실기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며‘특기자 전형’포함
※ 특기자 전형: 특정분야(언어, 수학, 과학 등)에 탁월한 능력
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
• 실기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며‘특기자 전형’포함
※ 특기자 전형: 특정분야(언어, 수학, 과학 등)에 탁월한 능력
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출처: 대입정보포털. 대입제도안내 중 일반대학 대입제도 (http://adiga.kr/PageLinkAll.do?link=/kcue/ast/eip/eis/
unventsystem/EipGuidSystemGnrl.do&p_menu_id=PG-EIP-00201 접속일: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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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
의 자율적 대입전형 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입시전형 개선, 사회적 배려 확대 및
입시 공정성 강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고른기회전형(농어
촌,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신입생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4년
610억원(65개 대학 참여)에서 출발하여 2015년 510억원(60개 대학 참여), 2016년 459억원
(60개 대학 참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부 전형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대학의 고유 권한인 학생선발권에 개입하는 것의 타당
성과 인위적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의 <표 II-8>는 대입전형의 종합적 분류 개요이다. 먼저 대입전형은 정원내 모집과
정원외 모집으로 구분되며 정원내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전형은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지닌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등을 활용하여 선발
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정원내 특별전형은 해당 대학이 특별한 전형요소 또는 자격 기준을 마련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내 특별전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첫째, 특기자 특별전형
은 각 대학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수학·과학경시대회, 논술대회, 각종 창작 대회, 예능 경진대
회, 발명 경진대회 등)의 입상실적과 특정교과목(수학, 과학 등) 성적, 외국어 시험성적 등을
전형기준으로 한다. 둘째,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대학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자, 교과성적 우수자 등 다양한 전형이 있다.
❙표 Ⅱ-10❙ 대입전형 분류 개요
전형구분
일반
전형
정원
내

정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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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반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특별
전형

특별
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자격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
재학기간·주거지·학교소재지가 농어촌(읍·면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선발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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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설명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결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아
선발하는 전형

서해5도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전형.
서해5도에 거주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출처: 대입정보포털. 대입제도안내 중 일반대학 전형분류 (http://www.adiga.kr/PageLinkAll.do?link=/kcue/ast/eip/eis
/unventsystem/EipGuidSelctnMdlGnrl.do&p_menu_id=PG-EIP-00501 접속일: 2017. 5. 30).

정원외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서해5도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의 <표 II-11>에 제시하였다.
❙표 Ⅱ-11❙ 특별전형 구분
구분

설명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행정구역상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
정)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
해당됨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함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지원 가능함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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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
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
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 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함

•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격기준을 결정함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재외국민으로는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됨
• 외국인으로는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전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학생이 해당됨
• 공통 기본 학력요건으로는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 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임

• 서해5도 특별전형

•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 5도에서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 5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출처: 대입정보포털. 대입제도안내 중 일반대학 전형분류 (http://www.adiga.kr/PageLinkAll.do?link=/kcue/ast/eip/eis
/unventsystem/EipGuidSelctnMdlGnrl.do&p_menu_id=PG-EIP-00501 접속일: 2017. 5. 30).

54

Ⅱ. 이론적 배경

2) 대입제도의 문제점
가) 고교 교육 정상화 저해
현 대입제도는 여전히 암기식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유발하고 있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의 핵심에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학수
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수능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인 객관식 선다형
중심의 시험 방식은 단편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주입식 교수방법과 주어진
지식에 대한 무조건적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식 학습을 광범위하게 확산한다(참교육연구소,
2017).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실수 없이’ 쏟아내는 능력을 측정하다
보니, 반복 연습만이 최선의 방책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학생
들은 지적(知的)인 도전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한국의 학생들은 아는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지 않는 연습에 열중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이다(오세정, 2015).
한 일간지에 소개된 일화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요즈음 서울 강남 8학군
의 한 고교 진학상담실에 종종 걸려 오는 학부모들의 전화 질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몇
개 틀리면 SKY 대학에 갈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동아일보, 2017.6.7.). 학부모들 역시
수능시험을 몇 개 정도 틀리는 것을 기준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일종의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적게 틀리기 게임’에다가 기름을 부은 정책 방침이 바로 수능-EBS 연계 정책
이다. 이 방침으로 인해 수능이 EBS 교재의 지식 내용을 암기하여 대비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퇴보한 학력고사’가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안선회, 2016.1.13). 이러한 반교육적
관행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사라지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되며, 엄청난 속도경쟁으로 무수히 많은 수능 포기자(학습
포기자)들이 양산되고, 중도탈락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 전형의 타당도 약화
대입전형의 타당성 위기가 여전하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전공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데,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는 선발의 타당성 약화, 대학 서열화, 학생들
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 및 강점 개발 저해,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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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6.1.13). 무엇보다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대학 및 학과별 창의인재의 선발
에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대학특성별 학생 맞춤형 대입전형 설계
로서도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시행 중인 대입전형 요소는 크게 보아 수능, 내신, 논술고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수능 체제의 타당도를 평가한 김성훈(2010)에 따르면, 현재 수능의 내용 타당성은 시범 범위의
확장과 함께 제도 초기(1994년 직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고, 그 명칭과 달리 수학능력을
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선다형 시험방식에 따른 주입식 교육 강화, 2009년 이후 수능과 EBS
연계정책에 따라 학교수업이 수능에 종속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내신은
서술형 평가나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나 선다형 객관식 시험 비중이 크고, 수업과 평가 혁신
이 전제되지 못할 경우 학력이나 역량 신장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경쟁 유발과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학교별 수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대학이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논술고사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지
만, 학생들의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상위권 대학 중심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단위 논술고사의 실시, 단위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학생부에 반영하자는 주장 등도 제기되고 있다(김위정 외, 2014).
❙표 Ⅱ-12❙ 현행 대입제도의 장단점 비교
전형요소

장점

문제점

수능

• 공신력과 변별력 있는 평가 도구
•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함
• 객관적･사회적 신뢰가 높음
• 대학선호도가 높음

• 문제풀이식 수업, 선다형 시험방식의 교육적 폐해
• 대입에서 수능비중의 과도로 교육과정이 수능에 종속
•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국･영･수 위주의 수업
편성
• EBS연계로 인해 교사의 역할 축소, 사교육 유발 등

•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
• 학교생활 충실도가 높아짐. 학교의
변화 유도, 교육과정 다양화
• 일반계고, 소외지역, 비평준화
하위권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

•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 수업 및 평가혁신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학력신장
보다 학생들의 경쟁 유발 또는 학생들 통제 수단으로
전락 우려
• 고교 간 학력격차, 내신의 신뢰성 저하
• 성취평가제 시행 시, 일반고에 불리함

학생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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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전형요소

학생부
(종합)

논술

장점

문제점

• 정량요소 뿐만 아니라 정성요소를
고려해 학생의 잠재가능성과 다양한
능력 평가
• 비교과 활동 활성화에 기여
• 기존 점수 위주로 선발 관행과 문화
변화 유발

• 부모의 경제자본, 문화자본이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보이지 않는 고교등급제 적용 가능성
•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
• 학생, 학부모 부담 증가

• 지필평가의 한계 극복
• 사교육, 글쓰기 능력 배양에 도움

•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를 벗어난 문제 출제
경향
• 공교육 대비가 어려워 사교육 유발
• 논술전형은 실질적으로 수능시험 성적에서 입학 결정

출처: 김위정 외(2014). 학생 성장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 p.25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다) 대입제도의 수시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 혼란
잦은 대입제도의 변경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불안이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대입제도의 변경이 대통령선거에서 단골 교육공약으로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제시, 기회균등 전형 의무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의 공약으로 교육
계가 다시 동요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수시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대입제도를 변경하고 있어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 31조 6항) 위배 소지도
있다고 한다. 특히,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부가 아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관리하는 것도 대입제도의 명확한 거버넌스가 부재하는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정광희
외, 2011). 각 대학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터해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
하게 되므로 논술, 면접, 실기고사 등 대학마다 다른 대학별 고사 운영에 따른 수험생의 준비
부담 및 사교육 부담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대입사전예고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2013년 10월 공식화
되었던‘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제안된‘3년 예고제’가 시행되면서 대입 2
년 6개월 전인 고등학교 1학년 8월말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대입정
책의 기본 틀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 4월말이 되어야 구체적인 전형계
획이 발표되면서 실제‘1년 10개월 예고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베리타스 알파, 2017. 6.
29).6)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사전예고제 요소에 더해 대입정책을
6) 3년 예고제는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대입전형기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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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앞서 정부 대입정책의 큰 틀을 담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중 3때부터 대입준비자들이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
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베리타스 알파, 2017. 10. 17). 이밖에도 전형계획에 대한 예외규정
으로 인해 전형계획 수정7)이 남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입전형 실무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며, 모집정원 변경 등은 1년 정도 늦춰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베리타스 알파, 2017. 10. 17).

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 쟁점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공정성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점으
로는 우선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기록하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제 학생이 참여하
고 활동하는 수업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고, 비교과 활동을 학생 중심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변화
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투시성(opacity), 불확실성 등의 특성에 따라 ‘블랙박스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
고 있다.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총체적 평가를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발간하며,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은 대학이 발간주체이다.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먼저 나온
후 이를 기반으로 전형계획이 발표되고, 이후 더욱 구체화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순서다. 가장 먼저 나오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은 대입전형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험생들이 고1 8월말
(2년 6개월 전)이 될 때까지 공지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을 공지함으로써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
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
협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에서는 대학의 시행계획 변경사유로서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
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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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안선회,
2016.1.13).
최근에 크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는 학생부 기재 내용의 금지 및 제한으로 획일화 경향을 보이
고 있어서, 학생 개인보다 학교의 영향력 증대,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학생 평가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학생 개인의 소질, 역량 관련 정보, 학생의 동기와 수행과정에
대한 정보, 학업성취수준을 보여주는 정보 부재,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기록
부재 등의 부작용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업방법의 질적 개선이 없는 학생부 전형의
확대는 학력 저하, 학생부 전형의 신뢰도 약화, 선발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대학평가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공통 평가 기준 부재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으로서는 학생부 평가기준과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본 전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의
입학전형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용어
를 구사하면서 전형의 복잡성은 커지게 되고, 운영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의 대학 간 차이에
따라 학생 혼란과 준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밖에도 면접고사, 자기소개
서, 교사추천서 등의 전형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학생의 부담 가중 및 반드시
필요한 전형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수정, 2016).

라.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의 주요 쟁점
교육부(수능개선위원회)는 2017년 8월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1안과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2안으로 제시된 2021
수능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13>과 같다.

59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표 Ⅱ-13❙ 수능 개편 시안 주요 내용
2018 수능(현행)

<제1안>
일부과목 절대평가

<제2안>
전과목 절대평가

1

국어

1

국어

국어

2

수학
가/나형 중 택 1

2

수학*
가/나형 중 택 1

수학*
가/나형 중 택 1

3

영어

3

영어

영어

4

한국사

4

한국사

한국사

-

5

통합사회·통합과학

통합사회·통합과학

5
6

7

탐구
(택 1)

사회탐구
9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탐구
8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탐구
10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6

7

탐구
(택 1)

사회탐구
9과목 중 택 1
과학탐구**
4과목 중 택 1
직업탐구***
단일과목

사회탐구
9과목 중 택 1
과학탐구**
4과목 중 택 1
직업탐구***
단일과목

탐구
(택 1)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출처: 교육부(2017.8.10.)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발표. p.7 인용
* 수학은 응시자 소질·적성·희망 진학 계열 등에 따라 출제유형 선택 응시 가능
** 2015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된 과학Ⅱ(물·화·생·지Ⅱ)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
***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으로 통합 출제
1)
표시된 과목은 절대평가 적용
2)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고1∼3)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수준에서 출제 (한국사는 응시 필수, 그 외 응시 자율)
3) 과목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18. 2월 말까지 확정
4) 수능-EBS 연계율은 1안) 연계율 축소·폐지, 2안) 연계율 유지하되 연계방식 개선

2021 수능 개편(안)이 제시된 근본적인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으
로 이수한 첫 세대(2017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생)가 치르는 수능시험이다 보니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15학년도부
터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였고 중학교 입학 당시 새롭게 적용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수하
여 왔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시
험은 현 중3학년 학생들이 이수하여 온 교육과정과 매치가 되어야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II-14>와
같다(교육부,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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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체계
선택과목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국어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Ⅰ,
영어독해와작문, 영어Ⅱ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읽기

한국사

한국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윤리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과학, 융합과학

기초

사회
(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탐구

출처: 교육부(2017a).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발표. p.8 인용

교육부는 당초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 출제과목을 총 7과목으로
하여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과목(사탐/과탐/직탐 중 택1), 제2외
국어/한문으로 설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출제범위는 국어, 수학, 영어, 선택과목,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현행과 유사한 수준(고1 ~ 고3)으로 출제하고,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
과학은 고1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방침이었다(교육부, 2017a). 교육부의 정책 기조는 학생 간
무한 경쟁, 과잉 고난도 문항 출제, 시험 부담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현 수능 평가체제 재검
토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의 창의·융합적 역량을 함양하고 자신과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과의 상대적 순위와 상관없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 체제를 강화
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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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과 반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교육
부가 제시한 2021 수능 개편안 대안별 장단점 비교(표 II-15 참조)를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표 Ⅱ-15❙ 2021 수능 개편안 대안별 장단점 비교

기대
효과

현장의
우려

<제1안> 일부과목 절대평가

<제2안> 전과목 절대평가

‣ 수능 체제 변화 최소화로 대입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우위
‣ 수능 변별력 유지로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확보(재수생, 검정고시 등)
‣ 기존 수능과 유사하여 고교에서의 학생 진로
지도에 용이
‣ 수능 변별력 유지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 상대적
용이

‣ 수능 부담 경감으로 학생 희망·진로별 학습
집중 기대
‣ 수능 영향력 축소로 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기대
- 상대평가 과목 쏠림학습 해소

‣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문제 해소에 한계
- 학생의 학습부담 상대적 과중
‣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으로 다양한 수업 혁
신에 한계
‣ 계속적 대입전형 개편 등 혼란 및 사회적 갈등

‣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축소(재수생, 검정고시 등)
‣ 학생부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 및 공정성
문제 제기
- 학생부 및 내신 경쟁 과열
‣ 변별을 위한 타 전형요소 확대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 대입전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대
입 안정성 저하

출처: 교육부(2017a).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발표. p.5 인용

주된 비판은 다음 몇 가지에 집중되었다. 첫째, 풍선 효과의 발생이다. 4개 영역(영어, 한국
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 하는 1안은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 영
역에 치우쳐진 학습과 함께 관련 과목 사교육이 증가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7개 영역 전체가 절대평가인 2안은 변별력 상실이란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이 역시 내신 따기
경쟁으로 이어져 풍선효과가 내신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다(중앙일
보, 2017.8.25.).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안은 ‘수능 영향력 약화’라는 개혁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 채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현상을 일으켜 과목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개악(안)이 될 것임을 밝혔다(한국경제, 2017.8.11.). 둘째, 문·이과 통합교육의 취지가 상실
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시민단체인‘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안, 2안 모두‘2015 개정 교육과
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두 안 모두 수학의 문·이과 칸막이를 그대로 둬 ‘2015

62

Ⅱ. 이론적 배경

개정교육과정’의 큰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통합교육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17.8.25.).
교육부는 두 개의 안을 놓고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지만 결과적
으로는 합의점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1안과 2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들의 혼선이 가중됐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대입 전형의 총괄적인 개편 방안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질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수능 개편 유예를 결정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
에 응시하는 2022년 수능 개편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 정책 등을 포괄해 2018년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다(한국일보,
2017.8.31.).
이러한 2022년 수능제도 개편 논란이 소모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
이 앞으로의 대입전형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호를 표출하였고, 이를
뒤늦게나마 확인한 점은 다행스럽다. 현장 교육의 방향은 대체로 전 과목 절대평가가 다소 우세
하였다. 교육부의 시안 발표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안)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한국갤럽에 의
뢰해 실시(8.22-24)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 절대평가 찬성(51%)이 반대(28%)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일부 과목 절대평가(35%)보다는 전 과목 절대평가(45%)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았다. 문화일보의 ‘문재인 정부 100일-여론조사’(8.16)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찬성이
51.4%, 반대가 28.8%였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10.4.)
2022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새롭게 도입되는 성취기준
평가제의 정착 유도, 그리고 전반적인 대입전형 간소화 경향 아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표
로 하는 수시전형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반적으
로 절대평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변별력 확보
문제는 내신과 학생부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개방적인 논의 구조를 가동하면서 가급적 많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야 할 것이다. 가동될 논의 구조의 핵심은 대입전형의 원칙을 세우면서 대입전형과정에서 수능
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올려놓고 검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많은 제안들이 쏟아질 것이고, 이러한 절차
자체와 관련 제안 및 의견들을 우리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기회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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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사점
지난 정부들, 즉,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정부 모두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이를
수용할 각자의 수능 제도를 만들었다. 즉,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지난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과 수능은 폐기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과 수능이 만들어졌다. 김경범(2017)은 새로운
수능은 일시적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새로운 정부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자 “더”
새로운 수능을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가 익히 경험을 통해 주지하듯이, 정부가 새로운
개혁의 의지로서 나름대로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면 새로운 수능제도가 만들어져야 하
고, 이어서 새로운 대입제도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된다. 그동안 우리 대입제도는
이러한 제도 만능주의적 관점을 가진 정치 권력자들의 노력으로 무수히 많은 변천을 겪었다.
따라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라는 비판적
인 자조도 들린다(김경범, 2017).
이러한 제도 회의론자들의 견해는 서열화 된 대학, 서열화 된 학과가 존재하는 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통한 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박경호(2017: 48)는“대학
입시와 수능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 원인이 대학입시와 수능 자체라기보다는 대학입시와 수능을
통해 정해질 대학, 학과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여 받게 될 사회적 보상의 격차에 기인한다면,
즉, 대학과 학과를 통해 사회적 보상이 결정된다고 믿는 한,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보상의 격차
가 클수록 대학입시와 수능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학년
도 수능시험 개편 유예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제도회의론자의 논리가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회의론자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변화를 통해 인간의 행동 변화, 더
나아가 교육 본질 회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이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효율적이
든, 비효율적이든, 그 목표지점에 이르는 과정이 눈앞에 훤히 예상이 되든, 그렇지 않든, 끊임
없이 시도될 것이다. 가장‘민생적’인 교육의 대표적 제도를 정치권력이 가만히 둘 리가 만무하
기 때문이다. 이 정치권력이 휘두를 제도변화의 칼은 역시 신제도주의자들의 통찰처럼 교육과
정 개편, 성적평가 방법, 그리고 그 구체화된 형태로서의 성적표기방법의 변화에 집중될 것이
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목격해온 바다.
또 한편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 교육계가 노력하여야 할 일은 바로 교육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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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 본질론자들의 주장도
있어 왔다. 그동안의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많이 희생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을 중심으
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결국 대입제도 개편도 좋은 교육을 하자는 것이
고, 좋은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과 그들의 전문성을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펼쳐내
는 하모니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교사들의 전문적인 노력이 있다면 그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
는, 이른바 교육계의 난제로 꼽혀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생각은 제도 변화로 전제로서 늘 선택되어온 통상적 학교와 그 교실, 그 교실의 주인인 교사와
학생의 변화를 생각하기에 앞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성취기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절대평가에 관하여 학교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실제 우리 교사들이 전문
성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걱정할 일도
아닌 것이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질론자들은 우리
교육현실이 개탄스러운 정도로 힘들다고 진단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개선되려면 가장 먼저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 과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식이 주를 이루고 과다한 학습량에 입시준비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찬승, 2017). 무엇보다 교사가 제대로 자신의 수업 중 학생을
관찰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분식(粉飾)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록 내용이나 지침을 일부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개선은 못된다(이찬승,
2017).
이제는 우리의 대입제도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 제도가 어떻든
교육이 제대로 그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본질주의자의 지적도 타당하고,
제도회의론자의 통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 대입제도 개혁은 제도만능주의자, 제도
회의주의자, 그리고 교육본질주의자의 주장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
는 장기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여야 한다. 어느 한 정권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 것이
다. 또한 그 아젠다가 다루어야할 정책 영역 역시 교육에 한정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
복지, 주택, 인구 등 사회전반의 정책과제와 함께 이루어져 할 과업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관료적 주도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
다. 핀란드의 경우, 이러한 교육적 쟁점에 관한 논의 절차를 가동하고 있다. 핀란드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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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사회적 논의 형식과 절차를 살펴보면(이찬승, 2017),
먼저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회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문서로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서 “미래의 기초교육”에 대해 대규모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13세 이상의 학생
65,000명이 이에 응답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온라인상에서 일반인도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도 만들어 활용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분명해 보인다. 첫째, 대입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
부터 확인하고 공감 및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엇이 학교교육을 위해 바람직하고, 학교교
육, 특히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셋째, 고교학점제
등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추어 학생 개인의 교과 수업선택권을 높이고, 이를 진로지도의 맥락에
서 대학진학과 연결한다. 넷째, 대입전형에서의 공정성의 핵심은 모든 개개인의 잠재력에 있음
을 인정하고, 대입전형과정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다섯째, 대학은
전인적 관점에서 학생의 총체적 측면을 평가(holistic evaluation)한다. 여섯째, 대학에서 핵심
구성원의 균형적 선발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지역별, 학교별, 출신문화별 구성을 매년
확인하고 대학은 이를 공개한다. 일곱째, 이 모든 원칙과 시행방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3

전형유형별 대학생의 대학생활 성과 분석

고교교육에 영향력이 큰 대입전형의 개선을 도모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2007년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은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입학사정관제 지원사
업」의 시범대학으로 10개 대학이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시범대학 10개 대학에 30개
대학을 더해 총 40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의 60여개의 대학에 지원
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업비 수혜대학들에서 고른기회전형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지
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운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어지는 대입전형을 추진하려면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의 직무는 학생선발을
위한 평가와 입학전형 홍보 등 입학전형 운영 전반을 포함한 실무적 성격과, 입학전형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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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한 대입전형의 계획수립 등 연구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3년 사전예고제에 의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입학전형을 그들
이 고등학교 2학년인 시기의 3월말까지 공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 자격이나 제출서류, 전형
방법과 선발인원 등 입학전형관련 안내물을 제작하여 3월에서 8월까지 총 6개월 동안 고교방문
또는 대학으로의 초청 등 다양한 고교연계 활동을 통해 전공안내와 입학전형설명 및 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9월은 수시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12월 초 모든 수시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고 추가합격
까지 진행된 후, 12월 말에 정시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차년도 1월에 다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가 진행되어 2월 초에 정시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후 2월 중순까지 추가합격을 통해 정시의
최종선발이 마무리된다. 9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총 5개월간 학생선발이 마무리 되면, 해당년
도의 입학전형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대학은 학생선발의 일련과정을 마치면 입학자의 적응 정도를 입학전형 유형별, 입학시기별로
분석하여 입학전형 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입학자를 대상으로 대입전형별 학생의 대학생
활에 대한 적응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기도 한다. 입학생에 대한 대학생활 성과분석연구
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형의 사정방식이 정
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진행되었고 점수로 제시되는 입학전형 결과에서 교과 내신이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기존 입학자의 결과보다 낮아,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자의 적응 정도가 해
당 전형의 존립과 지원사업의 성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국고 지원을 받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종단연
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자료실에는 2014~2016년간
총 54개 대학에서 종단연구보고서 96편이 게시되어 있다.8) 대학별로 다양한 보고서가 축적되
고 있으나 대학별 분석의 범위와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데 한계
가 있다. 대교협 자료실에 게시된 대학과 대학입학전형 종단연구 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첫째,
대학마다 분석의 초점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고른기회전형 입학자의 적응 정도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입학자의 전형유형별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심이 있는 경우 등 대학의 관심에 따라 서로
다른 전형유형의 성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
시, 사업비로 연구를 진행하므로 사업 참여 대학만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다. 셋째,

8) 이 보고서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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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구를 교비로 진행할 경우, 대교협 자료실에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사업 선정여부와 연구비의 출처에 따라 대교협 자료실에의 게시 여부가 결정된다.
자체 교비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대외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당 대학의 관계자
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향후 대학의 전형계획 수립과 학생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단일 대학 내의
분석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활용하기 보다는 대학별로 축적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별로 수행한
개별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연구의 설계방
식, 실제 분석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를 메타분석 등을 통해 결합하므로 결과의
일관성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대학별로 수행된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
하여, 연구기간과 주요 변수가 공통적으로 활용된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종합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다.

가. 분석자료 현황
다음의 표는 2014~2016년‘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 중에서
사업비로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에 대해 분석한 대학의 보고서 현황이다. 총 52개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중에서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연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대학은 총 7개 대학9)이다. 7개 대학을 소재지로 구분했을 때, 서울 3개교, 경기 1개교, 부산
2개교, 전라 1개교 등으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대학규모면에서 보면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 1개교, 1,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중규모 대학이 6개 대학이다.
대학 유형 측면에서는 모두 종합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설립유형으로는 국립대학이 1개교
이고, 사립대학이 6개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3년 동안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형유형별 성과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한 대학의 현황은 다음 <표 Ⅱ-16>과 같다. 7개 대학의 전형유형별 입학생에

9) 3개년 연속 연구를 수행한 대학에는 한국교통대도 포함되어 총 8개교지만 비교가능한 종합대학에 한정하여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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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학생활 성과보고서를 기초로 전형유형별 학점(GPA), 중도탈락, 대학생활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Ⅱ-16❙ 2014~2016년 연속 3년 게시한 대학 현황
순번

대학명

대학소재지

대학규모*

대학유형

대학설립

1

A대

경기

중규모

종합대학

사립

2

B대

서울

중규모

종합대학

사립

3

C대

부산

중규모

종합대학

국공립

4

D대

부산

대규모

종합대학

사립

5

E대

서울

중규모

종합대학

사립

6

F대

서울

중규모

종합대학

사립

7

G대

전라

중규모

종합대학

사립

* 소: 1,500명 미만, 중: 1,500명 이상~ 3,000명 미만, 대: 3,000명 이상

나. 대학별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과
대학이 전형유형별 입학자의 대학생활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입학자들의 대학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차기 전형 설계에 그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입학전형 유형별로 전형요소
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입학하는 학생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학생의
개별 적응정도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전형유형별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 대학별로
전형요소를 변경하거나 확대·축소함으로써 해당 대학 입학자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입학시기와 전형유형별 입학자의 특성과 적응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사용할 지는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입학자 종단연구에서 학생들의 적응정도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GPA와 중도탈락률이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학교 혹은 학과 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를
조사하기도 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3년 동안 연구를 시행한 대학들의 전형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
고자 GPA, 중도탈락률, 대학생활만족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별로 입학전형의 명칭
은 상이하지만, 주요 전형 유형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
술 전형, 수능 전형(정시)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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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학점(GPA)
대학에 대한 적응도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학점(GPA)이다. 3개년 연속 입학자
종단연구를 시행한 7개 대학들 중에도 3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GPA를 분석한 경우는 없지만,
GPA 분석 결과를 제시한 대학은 A대, C대, D대, E대, F대, G대 등 총 6개 대학이다. B대의
경우는 졸업자 기준으로 GPA를 분석하고 있어 전형유형별 분포를 살펴볼 수 없어 제외하였다.
6개 대학의 보고서별 대상자가 상이하기는 하나 전형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
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 순이었다. 다음 <표 II-17>은 입학전형 유형별 GPA 순위이다.

❙표 Ⅱ-17❙ 전형유형별 학생의 GPA 순위
대학명

A대

C대

D대

E대

F대
G대
H대

대상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

2011년 입학

4

1

2

3

2012년 입학

4

1

2

3

2013년 입학

2

4

1

3

2014년 입학

1

-

2

3

2015년 입학

1

2

3

4

2015년 재학생

3

2

-

1

2015

2016년 재학생

3

1

4

2

2016

2014년 입학

1

2

-

3

2015년 입학

2

1

3

4

2016년 입학

1

2

4

3

2014

2

1

2

3

2015

2

1

4

3

2011~2014 입학생

2

1

4

3

2015년 재학생

2

1

3

4

2013-2014 입학생

2

1

-

3

2012~2014 입학생

3

2

-

1

2013~2016 입학생

3

2

1

보고서

2014, 2015

2015, 2016

2014, 2015

2014, 2015
2016
2014, 2016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6개 대학
(건국대, 동국대, 대진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한림대) 공동연구(최재헌 외, 2017)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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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와 유사하다.공동 연구의 경우, 입학전형별 GPA는 학생부 교과전형 1위, 학생부 종합
전형 2위, 수능 전형(정시) 3위, 논술 전형 4위로 나타났다(최재헌 외, 2017: 201-202). 7개
대학에서 GPA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지 못한 것은 연구책임자가 상이하거나 입학처에서 입학
자 종단연구에서의 필수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학사 경고자,
중도탈락자, 장학금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전형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개년 연속 입학자 종단연구를 시행한 대학들의 대학 내 GPA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대는 2014년과 2015년 종단연구 보고서에서 2011년 입학자부터 2015년 입학자의 GPA를
제시하고 있으나, GPA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유형별 차이가 유의미
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2011년 입학자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논술전형, 수능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순이었다.
2015년 입학자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전
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순이었다.
❙표 Ⅱ-18❙ A대 입학자 GPA 추이
보고서

2011년

2014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M

N

M

2011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3
2014
201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3.29
3.26
3.20
3.25
3.34
3.12
3.17
3.12
3.08
2.97
3.11
3.13
3.11
3.22
3.18
3.21
3.02
3.21

183
142
126
130
80
283
208
157

2015

3.37

175

대상(입학시기)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5

2012년

N

논술

수능

M

N

M

N

3.53
3.60
3.53
3.37
3.48
3.50
3.49
2.84
2.97
전형 폐지
3.39
58
3.51
40
3.51
25
3.30
30
3.71
36
3.39
60
3.41
41
3.40
32

3.44
3.44
3.41
3.43
3.40
3.21
3.26
3.21
3.19
2.87
3.27
3.32
3.32
3.33
3.34
3.22
3.08
3.25

415
296
216
226
242
469
402
284

3.21
3.35
3.34
3.32
3.27
3.25
3.28
3.03
3.14
2.74
2.97
3.21
3.25
3.26
3.25
3.09
3.13
3.28

1,694
1,057
734
985
1,008
1,517
997
665

3.38

3.32

256

3.35

82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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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M

N

M

N

M

N

M

N

2013

2.98

332

2.65

66

3.05

359

2.86

1,586

2014

3.13

233

3.03

45

3.26

307

3.17

1,005

2015

3.26

163

3.19

29

3.31

231

3.26

672

2014

2.99

429

전형폐지

2.94

274

2.83

1,409

2015

3.14

338

전형폐지

3.09

234

3.08

1,045

2015

2.92

602

2.83

229

2.76

1,634

대상(입학시기)

2013년

2014년
2015년

2.90

논술

473

수능

C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D대의 경우는 입학시
점별로 전형유형별 GPA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2014년 입학자부터 2016년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GPA가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입학자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순이었다.

❙표 Ⅱ-19❙ C대, D대 입학자 GPA 추이
학생부종합
대학 보고서

M
2014
C대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

대상(입학시기)
SD

N

M

SD

N

M

SD

N

M

SD

N

2014년 6월 재학생 대상 입학사정관전형만 대상으로 분석함.

2015

2015년 6월
재학생 대상

3.22

0.67

566

3.24

2016

2016년 6월
재학생 대상

3.29

-

-

3.35

-

-

2014년 3.56

0.57

96

3.27

0.51

37

-

3.41 0.73 484

2015년 2.62

1.62

96

1.94

1.68

37

-

2.91 1.72 484

2015년 2015년 3.35

0.83

97

3.64

0.77

50

0.76 2,539

3.08

-

3.27 0.75 2,336
-

3.33

-

-

2014년
2015

3.32 0.54 55 3.34 0.68 127

D대
2016

72

2014년

3.41

0.62

309

3.27

0.61 1,413

-

3.14 0.81 2,056

2015년

3.26

0.60

445

3.35

0.67

557 3.18 0.68 645 3.10 0.84 2,270

2016년

3.34

0.64

482

3.29

0.73

689 3.03 0.80 622 3.08 0.93 2,088

Ⅱ. 이론적 배경

E대의 경우는 2011년 입학자부터 2015년 입학자의 GPA를 살펴보았을 때, 차이가 미미하지
만 학생부 교과전형과 수능전형이 다소 높았다.
❙표 Ⅱ-20❙ E대 입학자 GPA 추이
보고서

대상

2011년

2014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5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1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3
2014
2014
2012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4
2015
2015

학생부종합
M
3.3
3.3
3.5
3.5
3.3
3.5
3.4
3.4
3.1
3.2
3.3
3.5
3.4
3.4
3.4
3.3
3.2
3.2
3.2
3.1

학생부교과
M
3.3
3.3
3.5
3.5
3.3
3.5
3.4
3.5
3.4
3.2
3.5
3.7
3.6
3.5
3.5
3.5
3.4
3.4
3.3
3.2

논술
M
3.4
3.6
3.7
3.6
3.3
3.5
3.6
3.6
3.4
3.1
3.5
3.6
3.6
3.5
3.6
3.5
3.4
3.3
3.2
2.9

수능
M
3.3
3.4
3.5
3.5
3.3
3.5
3.4
3.4
3.3
3.0
3.3
3.5
3.4
3.3
3.4
3.4
3.3
3.2
3.1
3.0

수시와 정시로만 구분

F대는 2011년 부터 2015년 입학자까지의 GPA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전형유형에서 학기가 올라갈수록 GPA도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철저한 상대평가인 교양과목을 주로 수강할 때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목 수강이 많아지면서 GPA가 올라가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보고서에
서는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GPA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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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F대 입학자 GPA 추이
보고서

2014

대상

학생부종합
M

학생부교과
M

논술
M

수능
M

1학기

3.51

3.65

3.42

3.39

2학기

3.53

3.65

3.52

3.44

3학기

3.39

3.63

3.45

3.35

4학기

3.38

3.70

3.62

3.36

5학기

3.51

3.68

3.65

3.45

6학기

3.61

3.84

3.95

3.55

7학기

3.69

3.94

3.90

3.67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

M

SD

M

SD

M

SD

M

SD

1학기 (4,121명)

3.52

0.51

3.49

0.64

3.38

0.54

3.39

0.62

2학기 (4,105명)

3.55

0.59

3.53

0.59

3.37

0.63

3.39

0.67

3학기 (2,575명)

3.46

0.58

3.58

0.51

3.34

0.56

3.30

0.65

4학기 (2,556명)

3.55

0.54

3.60

0.54

3.36

0.62

3.35

0.63

5학기 (1,438명)

3.53

0.52

3.62

0.56

3.46

0.64

3.39

0.59

6학기 (1,358명)

3.60

0.54

3.76

0.41

3.56

0.59

3.44

0.57

7학기 (441명)

3.52

0.64

3.77

0.40

3.57

0.53

3.44

0.58

8학기 (358명)

3.79

0.39

3.86

0.44

3.75

0.44

3.48

0.58

구분

2015

2016

수시와 정시로만 구분

G대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GPA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고른기회 전형 입학자의 GPA가
포함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는 수시일반 전형 입학자의 GPA만 포함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Ⅱ-22❙ G대 입학자 GPA 추이
학생부종합
보고서
2016

74

학생부교과

수능

대상
2013-2014 입학생

M

SD

N

M

SD

N

M

SD

N

2.85

0.64

1348

3.01

0.68

3488

2.93

0.79

3710

Ⅱ. 이론적 배경

H대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이다. 2014년과 2016년 보고서에서 전형유형별 입학자의
GPA를 분석하고 있다. H대는 고른기회 전형과 리더십, 자기추천, 지역전형 등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일반전형으로 진행하며 논술전형은 운영하지 않는
다. 2014년 보고서에는 학년별로 입학자를 구분하였고, 2016년 보고서에서는 학기로만 구분하
여 GPA를 분석하고 있다.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 3학년의 학기별 성적추이는 모든 전형유
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보고서에서 전형유형별
로 전체 학년의 평균 GPA 추이만 확인이 가능하며 수능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았다.

❙표 Ⅱ-23❙ H대 입학자 GPA 추이
보고서

대상

3학년

2014

2학년

1학년

2016

1~4학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M

SD

N

M

SD

N

M

SD

N

2012년 1학기

2.9

0.9

773

3.0

0.9

1,716

3.2

0.85

1,240

2012년 2학기

2.9

0.9

543

2.8

1.0

1,224

3.15

0.85

948

2013년 1학기

2.9

0.8

518

2.95

0.85

1,031

3.2

0.75

868

2013년 2학기

3.1

0.8

471

3.1

0.8

831

3.3

0.75

780

2014년 1학기

3.1

0.8

398

3.25

0.7

647

3.35

0.7

639

2013년 1학기

2.9

0.9

861

3

0.9

1,531

3.2

0.85

1,248

2013년 2학기

2.9

0.9

793

3

0.9

1,411

3.2

0.8

1,157

2014년 1학기

3

0.8

605

3.1

0.8

1,041

3.3

0.7

918

2014년 1학기

2.9

0.8

845

3.1

0.85

1,735

3.3

0.8

1,042

2013년 1학기

2.85

0.31

868

3.01

0.88

1,553

3.22

0.83

1,270

2013년 2학기

2.93

0.19

790

2.98

0.90

1,412

3.18

0.83

1,161

2014년 1학기

3.01

0.23

603

3.07

0.85

1,041

3.23

0.76

932

2014년 2학기

3.08

0.27

493

3.17

0.89

850

3.30

0.74

783

2015년 1학기

3.20

0.16

398

3.35

0.76

672

3.35

0.71

625

2015년 2학기

3.33

0.12

392

3.40

0.82

679

3.38

0.82

635

2016년 1학기

3.28

0.09

462

3.41

0.79

825

3.45

0.72

738

2) 중도탈락률
대학생활의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중 하나는 중도탈락률이다. 중도탈락의 원인으로는
전과, 자퇴, 퇴학, 휴학 등이 있다. 재학생의 중도탈락은 대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적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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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과의 재학생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학과의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 차원 뿐 아니라 해당 학과에서도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년 연속 입학자 종단연구를 게시한 대학들 중 A대, E대, H대 등 3개 대학의 연구에서만
중도탈락 관련 자료를 보이고 있다. 중도탈락률은 GPA와 마찬가지로 학사자료에 근거해서 분
석하고 있으나, A대의 경우는 5점 척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개 대학의 전형유형별 중도탈락률을 보면 수능전형 입학자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경우 중도탈락률이 가장 낮았다.이러한 결과는 최재헌 외(2017)의
연구에서 입학전형 유형별 이탈이 수능위주 전형(정시),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표 Ⅱ-24❙ 전형유형별 중도탈락률 순위
대학
A대

E대

H대

보고서

이탈 내용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

2014

전공변경, 자퇴

3

1

4

2

2015

전공변경, 자퇴

4

1

2

3

2014

중도이탈, 전과

4

2

3

1

2015

중도이탈, 전과

4

3

2

1

2016

제적

3

2

4

1

2014

이탈

3

1

-

2

중도탈락의 원인 분석은 경제적 지원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A대는 2014년과 2015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중도탈락 계획을 조사하였다.
중도탈락 계획을 전공변경 계획, 전학 계획, 자퇴계획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아래의 자료에는 5점과 4점에 응답한 학생만을 제시하였다. 중도탈락 계획을 항목별로 보면,
응답자들은 자퇴나 전학 보다는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보
고식 설문 결과이므로 실제 중도탈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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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A대 전형유형별 중도탈락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4

2015

학생부종합

대상

학생부교과

논술
%

전체

이탈

수능

전체

이탈

%

전체

이탈

%

전체

이탈

%

전공변경
계획

145

28

19.31

53

11

20.75 127

21

16.54 541

109 20.33

학교 옮기기
계획

145

21

15.17

53

10

18.87 127

14

11.81 541

97

17.93

자퇴 계획

145

9

6.21

53

4

7.55

127

9

7.09

541

37

6.84

전공변경
계획

190

27

14.0

42

10

23.8

136

26

19.1

651

110

17.0

학교 옮기기
계획

190

27

14.0

42

6

14.6

136

15

11.1

651

91

14.0

자퇴 계획

190

10

5.70

42

26

21.4

136

13

9.6

651

41

6.30

E대는 2014년과 2015년 보고서에서 중도탈락과 전과를 함께 보고 있으며, 2016년 보고서에
서는 제적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 수능전형 입학자의 중도탈락, 전과, 제적률이 가장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 E대 전형유형별 중도탈락 및 전과 추이
보고서

대상

중도 탈락
2014
전과

중도 탈락
2015
전과

2016

제적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

논술 (%)

수능 (%)

8.9
1.2
1.9
0.4
1.4
4.1
3.1
2.7
1.9
0.8
0.8
4.2
3.9
0.4
4.5
6.0
0

6.3
11.6
5.9
2.0
4.5
3.6
1.4
14.1
7.3
3.5
2.6
3.6
2.5
1.5
0
0
18.8

5.2
6.9
3.7
2.7
1.7
5.7
3.7
8.0
6.3
7.0
6.7
6.9
6.3
3.3
0
0
6.8

15.1
13.9
12.4
4.7
6.7
8.2
2.9
15.6
15.1
14.8
3.9
6.0
4.5
2.3
48.0
49.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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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의 경우에는 수능전형 입학자,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과율도 수능전형 입학자가 가장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가 가장 낮았
다. 입학시기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입학자에서 2014년도 입학자로 이동하면서 중도탈락률
은 낮아졌다.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수능전형의 경우도 2012년에 비해 2013~2014년에는
중도탈락률이 감소하였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도 2012년에 비해 2013~2014년 입학자의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H대의 경우는 2014년 보고서에서 2012~2013년의 중도탈락률을 파악하였다.전체적으로 학
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수능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순이었다.
해당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서는 수능전형 입학자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고, 2013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14년 1학기에는 학생부 종합전
형 입학자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고, 학기별로 보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중도탈락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27❙ H대 전형유형별 중도탈락 추이
학생부종합
보고서

대상

2013년

학생부교과

수능

전체

중도
탈락

%

전체

중도
탈락

%

전체

중도
탈락

%

2013년 1학기

980

12

1.2

1,367

31

2.27

504

11

2.18

2013년 2학기

898

17

1.9

1,275

32

2.51

460

8

1.74

2014년 1학기

667

5

0.7

978

19

1.94

364

2

0.55

2012년 1학기

773

6

0.8

1,716

29

1.69

1,240

21

1.69

2012년 2학기

543

13

2.4

1,224

24

1.96

948

34

3.59

2013년 1학기

518

1

0.2

1,031

5

0.48

868

6

0.69

2013년 2학기

471

11

2.3

831

21

2.53

780

21

2.69

2014년 1학기

398

6

1.5

1,862

13

0.70

639

6

0.94

2014
2012년

3)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마다 다양한 내용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대학별로
만족도 설문내용은 학교 혹은 학과(전공), 수업내용(방법), 선후배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정도

78

Ⅱ. 이론적 배경

이다. 전형유형별로 대학생활만족도를 조사한 대학은 A대, C대, D대, F대, H대 등 총 5개
대학이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중도탈락률과 상관관계가 높다. 모든 대학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
은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조사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전형, 논술전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8❙ 전형유형별 대학생활만족도 순위
대학명

A대

C대

보고서

대학생활만족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2014

교수, 교우, 선후배관계

1

2

4

3

2015

교수, 교우, 선후배관계

1

2

4

3

2016

교수, 교우, 선후배관계

1

4

3

2

2014

교수와 교류, 전공만족

1

3

-

2

2015

교수와 교류, 전공만족

1

3

-

2

2016

교수와 교류, 전공만족

1

4

3

2

2014

학과, 교수, 동료 및 선후배

1

2

-

3

2015

교수, 동료 및 선후배

1

2

4

3

2014

학업, 대인관계, 대학환경

1

3

2

4

2015

대인관계

1

3

2

4

2014

대학, 전공

1

2

-

3

D대

F대
H대

응답에서 ‘매우만족’과 ‘만족’의 경우를 만족으로 간주하였다.위의 결과는 최재헌 외(2017)
의 연구와 유사하다.
대학별로 만족도를 묻는 질문 내용은 다르나 대체로 전공만족도나 동료 및 선후배 관계에서의
만족도에 비해 교수와의 교류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대학별,학과별로 교수-학생 간 교류의 형
태는 학과별로 지정된 지도교수의 학생면담, 교수-학생 멘토링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고등
학교에서의 교사-학생과의 관계와는 의도하지 않을 경우,수업시간 외의 교류는 어렵고, 특히
생활지도 면에서의 교류도 긴밀하지 않다.이러한 교수-학생 간의 관계가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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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A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논술 전형 입학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 교수와의 교류, 교우관계, 선후배 관계의
만족 정도에 대해 모든 전형유형에서 교우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교수와의 교류
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2014~2015년에 비해 2016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졌다.
❙표 Ⅱ-29❙ A대 대학생활만족도
보고서

2014

2015

2016

만족 내용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교수와의 교류

3.30

3.23

2.91

3.02

교우관계

3.97

3.74

3.85

3.84

선후배 관계

3.66

3.47

3.48

3.49

교수와의 교류

3.37

3.12

3.01

3.09

교우관계

4.04

3.83

3.87

3.91

선후배 관계

3.61

3.6

3.46

3.5

교수와의 교류

2.81

2.72

2.78

2.78

교우관계

3.08

3.03

3.05

3.08

선후배 관계

2.81

2.75

2.78

2.78

비고

5점 척도

C대와 D대의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C대의 결과를 살펴보
면, 공통적으로 전공 만족도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들이 타 전형 입학자에 비해 높았
고, 교수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수능전형 입학자들이 타 전형 입학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 D대의 경우, 만족도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모든 내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들이 타
전형 입학자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C대와 달리 교수와의 관계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
들이 수능 전형 입학자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D대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속학과
의 만족도가 모든 전형유형에서 가장 높았고, 동료나 선후배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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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0❙ C대, D대 대학생활만족도
대학명

보고서

만족 내용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전공 만족도

2.83

2.79

-

2.77

교수와의 교류

1.60

1.56

-

1.60

전공 만족도

2.81

2.72

-

2.72

교수와의 교류

1.64

1.62

-

1.67

전공 만족도

2.74

2.71

2.66

2.69

교수와의 교류

1.72

1.68

1.75

1.74

소속학과 진학에 대한
만족도

3.83

3.54

-

3.27

교수와의 관계

2.89

2.76

-

2.78

동료나 선후배와의 관계

3.49

3.41

-

3.41

교수와의 관계

3.06

2.98

2.74

2.82

동료나 선후배들과의 관계

3.82

3.42

3.50

3.50

비고

2014

C대

2015

3점
척도

2016

2014
D대

5점
척도

2015

F대는 2014년 보고서에서 대학생활만족도를 학업, 대인관계 그리고 대학환경으로 구분하였
다. 모든 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수능전형 입학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 응답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H대의 경우는 2014년 보고서에서 대학
선택과 전공진로로 만족도를 구분하였는데, 모든 내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입학시기별로 보면, 2012년 입학자들은 대학선택과 전공진로 만족도가 비슷했으나,
2013~2014년에는 대학선택 만족도가 전공진로 만족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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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 F대, H대 대학생활만족도
대학명

F대

보고서

2014

2015

만족 내용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학업

52.02

50.15

50.77

49.56

대인관계

51.26

50.08

50.88

49.44

대학환경

51.88

49.77

50.37

49.60

대인관계

51.7

50.7

50.8

49.6

대학선택

54.5

52.3

-

47.4

전공진로

54.0

49.2

-

51.1

대학선택

63.8

57.9

-

54.3

전공진로

57.8

51.7

-

53.9

대학선택

62.4

56.5

-

54.1

전공진로

55.5

51.0

-

56.9

2012년

H대

2014

2013년

2014년

비고

응답
비율

응답
비율

다. 시사점
이장에서는 대학의 소재지와 규모, 설립유형 등이 다양한 총 7개 대학의 2014~ 2016년 입학
자의 대학생활 성과를 GPA, 중도탈락률 그리고 대학생활만족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대학별
로 분석의 내용과 범위, 방법 등은 다양했지만 전형유형별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주요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PA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순으로 높았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두 고교생활에의 충실성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전형이다. 학생부 전형은 교과 성
적 외에도 출결상황이나 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정도 등이 평가의 주안점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생활과 학업에 대한 충실성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중도 탈락률의 경우, 수능전형 입학자가 가장 높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가 가장
낮았다. 수능 전형은 배치표에 따른 점수경쟁으로 대학을 선택하게 된다.그러나 1번만 응시할
수 있는 수능의 결과는 지원자의 역량 보다는 시험의 난이도나 실수 여부에 따라 지원가능 대학
이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결과는 수능전형 입학자가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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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합격 가능한 점수대에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되므로, 입학 후 전과, 반수나 재수,
자퇴 등의 형태로 다른 대학 또는 학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도탈락을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생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학
교 혹은 학과(전공), 교수 또는 수업내용(방법), 동료나 선후배와의 관계 등의 항목으로 자기보
고식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중도탈락과 연관성이 높으며, 대학별 분석결과에
서도 중도 탈락이 낮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생활만족도가 다른 전형유형에 비해 높았다.
넷째,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GPA와 중도탈락 그리고 대학생활만족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마다 지원자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대학 적응이 타 전형에
비해 우수하였다.
다섯째, 대학의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 즉 입학자의 대학적응 정도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대학별 보고서 결과는 입학자별, 입학전형 유형
별 특성을 살펴 전형요소의 타당성 검증과 입학전형 홍보 전략 수립, 차기 입학전형 설계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고교졸업생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은 각 학년별로 필요한
핵심역량과 관련된 전공 또는 교양강좌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개별 입학생의 역량을 살피고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입전형의 평가방법 측면에서 표준화 시험 결과의 절대적 적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학마다의 인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선발에서 시험성적 결과의 1점과 2점 차이로 당락
을 가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수능시험 성적에 따른 점수 위주의 선발이
지속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경험과 성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시험 성적 향상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기 떄문이다.
일곱째, 대입전형의 평가기준 설정 시, 대학의 우수인재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교 생활의 충실성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
는 점을 상기할 때, 대학은 고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대입전형은 고교생활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대입전형
에서 우수학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대입전형의 평가방법을 재점검하
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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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사회와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이장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미래사회 초･중등교육의 변화 양상을 교육목표 및 인재상의
변화, 거버넌스 및 학제의 변화, 학교의 기능 변화, 교육과정 및 방법의 변화, 교육평가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사
회 고등교육의 변화 동향으로서 미래 인재상 및 대학 목표의 변화에 따른 학생 선발방식, 대학의
기능 및 형태 다양화, 대학의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의 변화,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교육체제의 변화가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가. 인구구조의 변화
1) 저출산･고령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10)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통계청 조사에
10)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5%A9%EA%B3%84%EC%B6%9C%EC%82%B0%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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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1960년에 6.16명 정도였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보다 낮은
2.06명이었으며, 2001년에는 OECD가 최저수준으로 규정한 1.3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6년
에는 그 수치가 1.17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반면, 1960년에 54.9세 정도에 불과하던 평균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남녀 평균 82.8세 정도까지 늘어났다(통계청, 2016).
이처럼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는 점차 종형을 지나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그림 Ⅲ-1 참조).
1960년대만 하더라도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정적인 삼각형 형태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출생률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인구구조의 무게중
심이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노인인구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의 65세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2017.9.4).

❙그림 Ⅲ-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도
출처: http://www.populationpyramid.net/republic-of-korea/(접속일: 2017.06.14.)

접속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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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는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른 2017년 대비 2040년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중은 73.0%에서 56.5%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의 비율은 13.7%에서 32.3%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산업 인력
노령화와 노동 생산성 저하, 사회 복지 비용 증가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홍영란
외, 2016: 20).

(단위: %)

❙그림 Ⅲ-2❙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주. 2017년 인구는 2017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2040년 인구는 통계청 추계 인구임.
출처: 행정자치부(2017).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는 <표 Ⅲ-1>의 학령인구 변화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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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학령인구 변화 추이표
(단위: 천명)

구분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2010
인구수

고등학교
(15~17세)

증감지수

대학교
(18~21세)

증감지수

인구수

2025

2030

2035

2040

2,725

2,502

2,417

2,444

2,356

100

82.9

83.1

76.3

73.7

74.5

71.8

1,985

1,578

1,359

1,403

1,228

1,203

1,223

증감지수
인구수

2020

2,720

증감지수
인구수

2015

3,280

100

79.5

68.5

70.7

61.9

60.6

61.6

2,084

1,868

1,383

1,361

1,322

1,206

1,209

100

89.6

66.4

65.3

63.4

57.9

58.0

2,601

2,755

2,356

1,812

1,839

1,695

1,613

100

105.9

90.6

69.7

70.7

65.2

62.0

출처: 이혜영 외(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 p.7 <표 II-1-2>의 형태로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 중위 추계 일부 재구성

반상진 외(2013: 193)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고교 졸업생 수가 2013년
63만 명에서 2020년 46만 명으로 급감하며 대학입학정원을 2013년 기준으로 동결하였을 때
2020년 이전에 대학입학자 보다 입학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또한 학생 수 급감은 교원 수급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이영 외, 2013: 74) 교육시설
재배치(신동식, 이종국, 2011: 114, 김경애 외, 2015: 42, 최호순, 2015: 12) 등 교육체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에 근거해 공교육 재정 감축이 가시화되면서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반면, 한편으로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 재능을 반영하고 이에 집중하는 유연
한 개별화 혹은 맞춤형 교육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경애 외, 2016: 140-141)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반상진 외(2013)가 주장한 바와 같이 박거용(2014: 42)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지원자
수의 변화 추이와 전문대학 입학충원율의 연도별 추이를 통해 2020년 전후로 대학입학정원 초과
현상이 가시화되고 전체적인 입학 충원율이 낮아지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기환 외(2015: 1187)는 보다 자세하게 16개 시도별 대학 충원율 추계를 산출하여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입학자원 감소는 특히 지방소재 중소대학과 전문대학의 존폐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연계된 지역 사회 및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수행하여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등(교육부, 2014b.)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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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탈북가정의 증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특징적인 인구구조 변화 양상은 다문화 및 탈북가정 학생 수의
증가이다. 세계화·국제화의 확대로 국가 간 이동과 이주가 용이해지면서 우리 사회에도 국제결
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수 증가에 따른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증가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황정원, 2016: 1).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5년 7,695명에서 2012년 46,954명, 2015년에 82,536명으로 10년 사이 약 10.7배가 증가
하였다(그림 Ⅲ-3 참조).
(단위: 명)

❙그림 Ⅲ-3❙ 다문화가정 학생 수: 2005~2015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김지하 외(2016) p.28에서 재인용 2005: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p.1, 2006~2012: 다문화가정 학생
5만명 시대. p.1, 2013~2014: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p.5, 2015: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p.6

또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경우도 포함한
탈북청소년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07년 687명에서 2015년 2,475명
으로 8년 사이에 약 3.6배 증가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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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그림 Ⅲ-4❙ 탈북 학생 수: 2007~2015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5). 2015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p.2(김지하 외(2016) p.27 재인용)

교육 및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 학생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86,878명에서 2016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그림 Ⅲ-5] 참조).
(단위: 명)

❙그림 Ⅲ-5❙ 외국인 유학생 수: 2012~2016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간추린 교육 통계 p.42 인용

4)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인구의 증감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인구 이동도 사회경제적 변화의 추세를 예측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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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이다(이정록, 2016: 838). 지역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와 맞물릴 경우 다시 학령인구의 지역 유출을 불러 오며 지역의 고령화 및 경제 악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이상림, 2014: 50).
<표 Ⅲ-2>와 같이 최근 10년간 권역별 인구 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제주권, 충청권
은 인구 증가율이 높은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이상림, 2014: 52-56, 채성주, 2016: 9). 또한 채성주(2016: 18)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시·도 간 전입인구와 전출 인구의 차이를 통한 순이동 건을 비교하였을 때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인천 지역의 경우 전입이 전출을 초과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전출이 전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일자리 등 산업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청년인구가 유입
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는데(이상림, 2014: 53, 김상원, 이훈래, 2016:
738), 생산 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특정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표 Ⅲ-2❙ 권역별 인구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5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수도권

23,465

24,857

25,471

0.96

영남권

13,085

13,187

13,243

0.00

충청권

4,907

5,128

5,391

0.77

호남권

5,254

5,242

5,251

-0.31

강원권

1,513

1,530

1,550

-.0.02

제주권

558

571

624

0.95

출처: 채성주(2016).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중심성 분석: 충청권을 중심으로. p.9 인용

나.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의 확산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제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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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제로 하여 새로운 산업 구조의 등장과 이에 따른 경제 및 사회 변화에 세계 각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인하는데, 첨단기술의 제조업 적용뿐만 아니라 유통, 금융 등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이러한 혁신을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김윤경, 2017: 2). 2016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미래 고용 보고서」는 업무환경
및 업무 방식의 유연성 증대(changing nature of work, flexible work)와 신흥시장에서의 중산
층(middle class in emerging market)의 등장, 기후 변화 및 천연자원(climate change,
natural resources) 문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geopolitical volatility)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들과 모바일 인터넷(mobile internet) 및 클라우딩 기술(cloud technology), 연산능력
(processing power)및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과 같은 기술
적인 요인들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진하, 2016: 49). 인
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연결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알파고(AlphaGo)와
같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에 기초하여 인간의 직관과 고유한 지적 체계를
대체하는 기계적 접근이 현실화 되고 있다.

2) 경제 성장률 저조
2016년 다보스포럼은 세계 경제가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하향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3).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서로
상반되게 시행되고 유로화 등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의 위상이 강화되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다원화되면서 한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DI, 2010: 13). 신흥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저유가가 지속되
고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점차 부상하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제조업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시장 환경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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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 및 산업분야 재구조화
4차 산업혁명의 확대로 국내 산업은 점차 기계설비가 제품 생산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자동화된 생산 과정이 진행되는 등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같은 새로운 구조의 산업 생태계가 등장하여 발전하고 있다(김진하, 2016: 51).
최근 국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가 발간한 미래전략보고서
(2017)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트렌드가 향후 국내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53-66). 첫째, 사회 환경 측면에서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
강화 트렌드가 증가할 것이고 둘째, 기업 문화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과 개인 직업관이 변화하며
1인 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의미와 역할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셋째,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
에 기반 하여 인적관리를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았다. 넷째, 자가 고용이나 창조
서비스업 등 아이디어가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활용되는 직업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다섯째,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환경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환경 변화의 트렌드는 기존 직업의 고부가가치화,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 융합형 직업의 출
현,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 탄생이라는 형태로 직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2017: 68).

❙표 Ⅲ-3❙ 2015~2020년 직군별 고용 증감규모 추정표
(단위: 천명)

순고용
감소

순고용
증가

사무·행정

제조·생산

건설·채굴

디자인·스포츠
·미디어

법률

시설·정비

-4,759

-1,609

-497

-151

-109

-40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영업·
관리직

교육·훈련

492

416

405

339

303

66

출처: Wor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 GPS(201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p.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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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미래 고용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의 출현
으로 인한 인간의 두뇌 대체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장필성, 2016: 15). 주요 15개 국가에서 2020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동시에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고,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직업은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 관리직으로 앞으로 5년간 47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 컴퓨터·수학 관련 직업, 건축·엔지니어
링 관련 직업 등 8가지 직업군이 2020년 부상할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표 Ⅲ-3> 참조).
<그림 Ⅲ-6>에 나타나 바와 같이 산업분야별로 보았을 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서비스
(PS), 미디어(MEI) 분야는 고용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보건(HE) 분야는 고용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등의 영향으로 실제
고용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되고 있다.
(단위: %)

❙그림 Ⅲ-6❙ 산업분야별 고용 성장률 전망도(2015~2020)
출처: Wor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 GPS(201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p.3에서 재인용

산업분야에 따라 고용 증가와 감소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되므로 인재 양성
및 채용에서의 어려움은 현재보다 2020년 이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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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산업분야별 채용 수월성 변화 예측도(2015~2020)
출처: Wor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 GPS(201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p.4에서 재인용

❙그림 Ⅲ-8❙ 직군별 채용 수월성 변화 예측도(2015~2020)
출처: Wor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 GPS(201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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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별로 보았을 때 미디어, 소비, 정보통신 분야에서, 직군별로 보았을 때 컴퓨터·수
학·건축·공학 및 기타 수요가 높은 직군에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인 채용 수월성
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그림 Ⅲ- 7], [그림 Ⅲ- 8] 참조), 이러한 분야에서 특히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 또는 산업분야의 재구조화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및 산업 경제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보, 창의성, 아이디어와 같은 비정형화된 자산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하고
확대 생산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배규한,
2015: 8).

4) 직업 환경의 변화
미래사회의 직업 및 근무 조직 환경은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을 이루어 작은 단위로
분산되는 네트워크 조직의 형태로,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한 환경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장주희,
2013: 4, 김봉환, 2016: 24). 조직에 속한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개별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며, 결국 이러한 시스템
의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 방법에 수용적인 개인이 될 것이다(배규한, 2015: 9)

5) 소득격차 심화
인공지능의 발달 및 관련 기계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단순 반복적 업무나 저숙련 업무
노동자의 일이 대체되면서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고 이들의 고용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저숙련 노동을 담당하는 외국인 인구의 국내 유입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산업의 기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해 인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저숙련 저임금 인력 제공
이 주요한 국가의 경우 실업과 인구 유출이 증대하는 반면, 세계화된 고급 인력 시장을 갖추어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 더욱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요구되고 있다(KDI, 2010: 9). 반면, 창의력이나 감정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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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나 정보통신기술이나 첨단제조분야와 관련된 전문 고급 인력의 경우 기계 대체나 자동화
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는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고용 시장의 변화는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홍영란 외, 2016: 31).

다. 사회 및 문화의 변화
1) 가치관의 변화
1인 가구, 노인 가구, 한부모 혹은 조손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 구성이 확대되며 핵가족화
가 가속화되고, 특히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약화되
고, 개인주의의 강화와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고립사회로 전환되고 있다(이경상
외, 2016: 9).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이는 저신뢰 사회의 특징이 증대되고 있어 상호 불신에 기초한 갈등이 세대 갈등,
인식 혹은 이념 갈등 등으로 점차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이경상 외, 2016:10). 반면,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다양한 개성을 포용하려는 열린 가치관의 공유 문화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다문
화 사회와 다양성의 사회에 진입하면서 다함께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이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이 자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다른 한편으로 늘어나고 있다.
2)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세계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자원을 접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해 졌다. 이는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상승하며 여가나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탐색 및 관심의 장을 국내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까지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므로 여가 및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 시스템이 혁신적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유도하고 있다(KDI, 2010: 15). 이러한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다.
3) 세계화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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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혹은 기업 및 개인 간 R&D 분야 등에서의 국제적 협력 증대로 국가 혹은 기업 간
혁신이 활발해져 다국적 기업의 일반화 및 전문 경력직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OECD, 2016: 43-47) 이러한 세계화는 이미 진행되어 왔지만 더욱 적극적으
로 우리 경제 및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쳐, 개인 수준에서는 국제적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
고 해외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기업이나 국가 수준에서는 국제적 협력 역량을
활용하므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체질 변화와 효율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및 과학정보기술의 발달
1) 인공지능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기술 혁신과 융합
4차 산업혁명의 확대로 사회와 개인, 기술 간 상호 연결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인공지능,
정보 통신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관심 및 활용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클라우
드 컴퓨터,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과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과 융합은 세계적으
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존 경제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쉽게
확인되고 있다.
결국 미래에는 과학정보기술의 발달에 기초하여 사회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시 사회와 기술이 진화하는 혁신과 융합의 동시적 발현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예측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115).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이 도출한 미래 기술의 5대
트렌드를 살펴보면, 인간 삶의 진화, 융합의학의 성장,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신소재,
신제품의 등장, 및 디지털 패치워크의 도래와 같이, 인간과 하나 되고 산업을 변화시키며 세상
을 연결하는 IT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병호 외(2017: 7)는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확대에 기반해 기술, 산업,
사물과 인간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대융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창의, 감성 등이 필요한 업무에 인간이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김윤정, 유병은, 2016: 58). 예를 들어 환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바이오와 인공지
능, ICT의 융합을 활용해 치료한 경우와 일반적인 치료 방법을 활용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의 치료 결과와 비용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된 결과(Benne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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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er, 2013)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므로 다소 부족
한 수의 인력이라도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첨단 과학 기술의 지속적 발달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과학기술의 형태로는 OCED(2016)가
‘2016 OECD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10대 미래 기술이 있다. OECD(2016)
는 디지털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기술, 바이오 분야
에서 신경기술, 합성생물학, 신소재 분야에서 나노소재 및 적층가공기술,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에서 나노마이크로 위성과 첨단에너지 저장 기술이 향후 10~15년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유망 기술로 제시하였다(OECD, 2016: 79-110).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2035년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불확실성과 위험성 및 윤리적 고려 사항 등이 존재하므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16: 111).

마. 시사점
미래사회에는 인구구조, 경제 및 산업구조, 사회 및 문화,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및 과학정보
기술의 발달이 주요한 변화로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이
자 화두라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의 변화 양상도 구체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미래 대입제도의 변화 양상이나 방향에 대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래 대입제도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0년을 전후하여 대학입학정원의 고등학교 졸업자수
초과현상이 가시화되고 비수도권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률이 급감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에 학생 충원률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이러한 여파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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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자원 감소로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대학진학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학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한 대학과 충원
이 우선인 대학으로 더욱 분명하게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학의 입학자원이 다양화되
면서 학령기 인구뿐만 아니라 성인층과 노인층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의 특화된
평생교육 제공이 경쟁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입학자원으로서 다문화 및 탈북 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학 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의 선발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하지 않고 대학교육
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보충교육 및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더욱 강조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에서도
정확한 지식을 암기하고 지식의 총량을 확인하기 위한 수업과 평가보다는 문제해결력, 자기조
절학습, 창의적 사고, 협업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교과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등이 재구조화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의 교육과정, 방법, 평가의 변화는 학교에서
생성되는 학생에 대한 기록의 형태,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방법의 변화를 유도하며
대학은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현재 국가 주도적
으로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이 고등학교 자격고사나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변화되어
학생의 기본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나 진로 선택형 또는 심화 과목에 대한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전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식 기반 사회의 심화 및 과학･정보 기술 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성 및 인성, 감성 함양 등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익히는 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비인지적 역량도 대학입시에서 주요 평가기준으로 부
각될 것이다.
넷째,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
기 위해 대입제도의 사회통합기능은 현재보다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
재 대학입시에서 고른기회전형(저소득층, 유공자 등)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처럼 미래에도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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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산학 협동형 또는 직업 체험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입전형 요소로서 학교 밖의 유의미한 직업･진로체험 등도 학생 평가 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2

미래사회의 초･중등 교육

앞서 살펴본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 중, 학령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급규모 감소 및 소규모 학교 증가 등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산업구조, 사회문화의 변화 등도 교육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초･중등 교육 부문의 변화는 대입제도에서 고등학교의 학습경험을 토대로 생성된
전형자료가 주요 선별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입
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는 동인이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위한 징검다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미래 초･중등 교육의 변화가 대입제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의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 및 학술논
문 등을 중심으로 1) 미래 인재상과 교육목표의 변화, 2) 교육 거버넌스 및 학제의 변화, 3)
학교의 역할 변화, 4) 교육과정 및 내용 변화, 5) 교육평가의 변화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가. 미래 인재상과 교육목표의 변화
1) 미래의 인재상
미래사회에 교육을 통해 육성해야 할 인간상을 정립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석이다.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교육
과정의 개론에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
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교육부, 2015c: 1) 있으며,
인재상을 자주적 사람, 창의적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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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 2015c: 1). 같은 맥락에서 이화진 외(2016)의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인간상과 유사한 인간상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방향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인재상의 차이
에 대해서 제시하였다(<표 Ⅲ-4> 참조).
또한 미래사회에서 실제 지식을 활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시됨에 따라 인재상의
규정에 역량의 개념을 연계하여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먼저 주형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는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과 함께 지식의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즉 창의적 인재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았다. 이근호 외(2012)의 연구는 미래사회에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식의 적용과 활용이 요구되므로, 교육을 통해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존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인
간상과 교육목표를 제시할 때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함께 기술하되, 인간상의 구분은 대범주
수준에서 인성역량, 지적역량, 사회적 역량 등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에서 발간한 미래전략보고서에 따
르면 급격한 기술진보와 경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문제인식과 대안 도출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제기구들도 지식정보화 사회의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전망하고 있다. 유네스
코의 “포스트 2015 교육(Education post-2015)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교육은 기본지식 및
인지적 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력, 이해력, 포용력, 공정성, 문화
적 다양성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및 학습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UNESCO, 2015). 동일 맥락에서
세계경제포럼기구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읽고 쓰고 수리하는 기초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력과 같은 역량과 더불어 호기심, 추진력 등과 같은 성품을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World
Economic Foru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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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연구자별 미래사회의 인간상 비교
연구자
(저자)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화진
외(2016)

주형미
(2016)

김형욱
(2015)

미래사회의 변화

인간상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
적 요구
• 문이과 통합을 전제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인구 유입

• 공감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관용적인 사람, 배려하는
인간상

• 지식기반 사회 심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

• 정보와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인재, 감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 낮은 취업률, 경제적 양극화 심화, 다양한
근무형태, 노동시장의 세계화, 인력수요
의 변화

•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재, 평등의식을 갖춘 인재,
문제해결과 적응유연성을 갖춘 인재

•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 추구, 환경문제
와 자원부족 등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람

• 생활방식 및 가치관등의 다양화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
고 향유하는 사람

• 지능형 기기와 공존하는 사회: 지능형기
기의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력이 인류
의 뇌를 능가함

• 창의적 사고 능력
• 사물･사람 간 의사소통 능력
• 존중과 윤리의식

• 저출산, 고령화 사회

•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인성과 자기관리 및 자기주
도 학습 능력이 탁월한 인재

• 유비쿼터스

• 정보 선별력을 갖춘 인재

• 시장의 글로벌화

• 분석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을 갖춘 인재

•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 대두

• 생명존중의식, 환경보전의식이 강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한 인재

• 지구촌 다원화 사회

•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외생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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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저자)

미래사회의 변화

인간상

이근호
외(2012)

• 학령인구 감소
• 직장의 형태 나 업무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특화능력 전문지식･기술 중요
• 환경･자원문제 등에 따른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동이익 추구 가능한 친환경 사회

• 인성역량: 도덕적 역량, 자아정체성, 자기인식, 자존감,
개방성, 이해심, 배려윤리 등
• 지적역량: 창의적 사고능력, 학습역량
• 사회적 역량: 사회생활능력, 직무수행 능력

세계경제
포럼
(2015)

•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하는
디지털 연결성이 강화된 사회
• 학문과 분야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기술이 융합하고 분야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

• 기초문해(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핵심기술): 문해, 수해,
과학문해, ICT문해, 재정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
• 역량(복잡한 도전사항들에 대한 대처기술): 비판적사고,
문제해결 역량,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협력
• 인성 및 자질(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기술): 창의성,
주도성, 인간성과 도전정신, 적응력 리더십, 과학 및 문화
적 소양

미래창조
과학부
미래준비
위원회,
KISTEP,
KAIST
(2017)

• 기술진보: 인간과 기계의 역할변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
• 경제사회 환경: 고연령층과 여성 인력의
대두,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지식집
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국가 간
인구 이동 확대와 다문화주의, 기후변화
와 에너지 위기

•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 고유의 문제인식 역량
• 인간 고유의 대안 도출 역량
•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심화는 인간 고유의 감성과 함께 각종 문제해결능력, 자
기조절학습, 창의적인 사고, 협업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간상을 상정하고 있으
며,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이 요구된다.
2) 미래사회의 교육비전 및 목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교육비전과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의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
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이혜영 외(2007)는 미래사회의 교육 비전
으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 평생학습사회 구현, 교육복지사회 구현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에는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
과 학령기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 학력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체제 구축, 소외 계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극대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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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교육의 수월성 실현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2007)는 미래 교육비전을‘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로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
를 만족시키는 교육,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역량 강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과 균형 있는 발전을 제시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김경애 외(2015)의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혁신성, 세계화, 평생학습을
핵심가치로 하여 미래교육의 비전을‘공공성을 보장하는 질 높은 교육 실현을 통하여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로는 미래사회
의 요구에 대응하여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추구해야할 미래의
인재상과 이를 위한 교육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이념으로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 자질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국가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c: 1).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제안했으며 먼저 초등학교 교육에
서는 기본 습관과 기초능력,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었고 중학교 교육은 기본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5c: 4-5). 또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 개척과 세계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교육부,
2015c: 5). 그리고 주형미 외(2016)에서는 미래교육의 비전으로 다양성과 수월성, 공정성을
통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고자 다양성의 차원에서는 개인
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특성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며, 수월성 차원에서는 개인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최상의 교육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공정성 차원에서는 모든 개인이 평등하
게 최소한의 필수교육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래에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고 리드
하기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반영
한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제시된 교육비전으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 복지 사회 구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 교육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육, 세계적인 교육역량 강화,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의 활용
의 극대화, 균등한 기회보장 등이 제안된다.

107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나. 거버넌스 및 학제의 변화
1)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일과 교육의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평생학습의 필요성 증가, 세계화 및
네트워크 발달로 인한 학습 기회의 다변화,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여건 변화 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적인 거버넌스와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영철, 2006). 이에 따라 미래 교육은 기존의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된 교육방향을 탈피하여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 핵심 축에는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학제개편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거버넌스란 교육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민경찬,
2017.04.24.). 즉 교육 관계 중심으로 수평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협업을 목표로 한다. 이러
한 교육 거버넌스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와 의견을 공유하고
수용하여 창의적인 교육공동체로 조직하는 것이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 및 지역사회
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김형욱, 2015).
일부 연구자들은 미래의 교육 거버넌스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정착을 통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혜영 외(2008)는 미래의 학교모형으로 현행 학교 개선
모형, 학교 유형 다양화 모형, 평생학습체제 내의 학교 모형으로 구안하고 구체적으로 학교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현행 학교 개선 모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의 확대를, 학교
유형 다양화 모형에서는 학교 설립 기준 최소화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을, 평생학습체제
내의 학교 모형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육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사 및
재정권이 단위학교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이혜영 외, 2008). 또한 단위 학교의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은 전체적인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 역할을 국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사회의 전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양성이다. 현재의 학교체
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화
된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교육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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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역할보다는 개별 단위학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이혜정(2016)은 미래사회의 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교육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 공간에서 가능하며, 학생이 지식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자유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학교의 지배적인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장면을 포함한 학교
교육 운영 전반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또한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자치회의,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등 자치조직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미래 교육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대입중심의 체제와 학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평생
학습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유연한 학제는 일과 학습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상이
곧 학습의 장이 되는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의 독점적 관여보다는 국가, 지방자
치단체, 학교, 개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유연한 학제와 더불어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교육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력인정체제의 다양화
미래에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세계화, 교육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수요자의 스펙트럼이 넓어
지고 있다. 즉, 미래의 교육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는 자신의 필요와 능력, 시기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은 기존의 획일적
인 규제가 아니라 평가와 인증을 통하여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측된다(김희규. 2006).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재윤 외(2007)의 연구, 정미경 외(2017)의 연구는
대체로 학제개편의 방향은 유연화와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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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제개편 방향
연구자
(저자)

학제개편의 방향
• 학교급 유연화, 학교급 간 통합 운영 등 학교 운영 형태의 다양화
• 고등학교 단계의 다양한 학교유형과 과정, 계열 등에 동등한 법적지위 부여, 평등한 재정지원,
교육수요자의 선택범위 확대, 다양성 및 유연성 확보
• 고등학교 이수단위 및 이수과정의 제도 개선: 최소 이수 단위 설정, 개인의 진로에 따라 대학과정이나

박재윤 외
(2007)

직업훈련과정 미리 이수 가능, 학교체류기간 단축 및 교육의 효율성 제고
• 고등학교는 고등교육 기관이나 직업훈련과 통합 또는 협력, 상호호환성 제고
• 학교 간 이동 규제 완화,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일반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들 간의 자유 이동, 교육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 고등학교 이수과정과 자격의 연계 강화: 이수 중심 최소한의 출석이 졸업요건이었다면 미래에는
교육의 이수와 더불어 자격증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통용되는 학점 이수 등의 졸업 자격 연계
• 학제의 경직성･획일화 운영 탈피: 개인의 지식과 능력 등에 따른 탄력적인 수업연한을 통하여
개인 학습자의 학업 속도에 따라서 조기 진급하거나 진학
• 초등학교 단위: 소단계 학제개념 도입 필요. 1~3학년의 저학년 단계와 4~6학년의 고학년 단계로
나누어 개별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춰서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제공
• 수업연한의 탄력적인 운영: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모듈식 교육과정 활성화와 초등 또는
초･중등교육의 일관학교제 도입, 고등학교 급에서의 무학년제, 학점 이수제 등의 도입, 중등교육에서는

정미경 외
(2017)

진로 및 직업교육이 활성화
• 고등학교 과정: 학점 이수제와 대학선이수제를 도입하여 졸업을 위한 최저학점을 이수한 이후에는
미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일본의 일관학교제도 벤치마킹: 분리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초․중등 9년 또는 중․고등 6년으로 통합하여
연계시킴으로써 연속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유도
• 초･중등 일관학제: 전 학교급에 무학년제와 학점이수제 적용, 모든 학교급에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개인별로 각 학교급의 최소이수학점만 이수하면 진급, 연속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개인의 학습수준에
맞춘 교육 가능

다. 학교의 기능 및 역할 변화
미래사회에 학교의 급진적 변화에 대해 예측한 사례는 OECD(2004)의 산하 연구소인
CERI(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에서 전망한 미래학교의 6가지 시나리오
중, 다섯 번 째 및 여섯 번째 시나리오인 학교폐지 시나리오(The de-schooling scenarios)이다
(OCED, 2004: 37).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형식적인 학습이 활성
화되고 학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생성되며 교사의 이직이 급증하고, 결과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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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시스템이 붕괴될 것을 가정하여, 학교기능의 약화 또는 해체를 예상하였다. 학교의 붕괴는
아니더라도 지능정보화 사회의 학교는 현재 학교와 달리 정해진 시간에 등하교를 하는 것, 수업시
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교실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여러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수업을 지정된 시간에
학습하는 양상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주형미 외, 2016: 113,130). 특히, 학습을 위한 시공
간의 제약이 줄고, 개인맞춤형 학습이 강화되며 전통적인 교과단위가 아닌 새로운 교육내용과
소재가 생성될 것이다. 그리고 분절적 교과단위가 아닌 융합교육 혹은 통합교육이 실현되며 경험
과 체험을 통한 교육의 가치, 집단지성 및 협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교육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홍선주 외, 2016). 또한 학교교육에서 개인맞춤형 학습이 구현되면서 맞춤형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병행을 통한 혼합학습이 학교교육에도
사용될 수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수업시간을 할애하고 그 외의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개인별로 학습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홍선주 외, 2016).
한편 미래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사람과의 협동 뿐만 아니라 기계와의 협동이 요구되므로,
미래 학교는 교육의 역할 중 지식 전달이 크게 위축되는 대신 지식함양과 협동성, 창조력을 더욱
강화하는 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래에는 학생들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이후 수업시간에는 질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학습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학습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김지혜, 2017). 또한 미래학교는 관료제적 성격이 약화되고 단위학교의 역할
이 중요시되는 분산적 지배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체제를 강화하
여 주민들의 평생학습활동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센터로서의 기능이 커질
것이며, 무엇보다 학습조직인 탈학교의 형태로서 학습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며 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학교의 유형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진다(한만길 외, 2006).
종합하면, 미래사회의 교육은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분명한 변화로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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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내용 및 과정의 변화
미래 인재상에 따라서 미래 교육의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면, 거시적으로는 협력적인 거버넌
스와 유연한 학제가 구축되어야 함과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요구된다(주형미
외 2016). 특히 지금의 초･중등교육은 교육과정, 내용, 평가체계 등이 지식 중심적이며 획일적
이고 다른 교과들과의 비연계성, 경직성, 학교교육과 평가체계 간의 괴리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정미경 외, 2013). 이에 따라 미래 교육은 미래사회의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한 교육 목표
및 내용 설정,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이를 가르칠 수
있는 변화 촉진제로서 교원역량 강화 등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정미경 외, 2016;
최상덕 외, 2011).

1) 교육과정의 변화
가) 교육과정 수권체제의 변화 – 행정수권형 vs. 교사수권형
초･중등학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는 교육과정 수권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은 국가-교육감-학교
장 등 위계적 행정구조 속에 최일선 작업계층으로서의 교사가 국가교육과정 속에 규정된 ‘진도’를
실행하는 수업과 규격화, 표준화된 평가위주로 진행되어 있다. 즉 교육과정 문서를 준거로 산업사
회의 공장제식 학교모델을 답습하고 있다(장덕호, 2017: 9). 무엇보다 경직된 교육과정은 진도빼
기가 주요 역할이며 실질적인 성취여부가 형식적인 시험을 통한 확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미래사회
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 문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배워야할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문서이다. 이는
학교나 교사의 책무성 및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과 학습결과, 학업성
취를 평가하는 등 교육전반에 준거를 제공한다. 특히 교육과정 문서는 수령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교육과정의 1차적인 유권적 해석권
자가 상급학교의 행정당국이냐 아니면 교사이냐에 따라서 행정수권형과 교사수권형으로 분류하며
(정기오, 2009: 284), 이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 운영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행정수권형은 국가수준의 강력한 중앙 집권형으로, 교육과정의 일차적인 유권적 해석권자
가 상급교육 행정당국이 된다. 또한 장학의 기능은 국가교육과정 고시가 반드시 교육감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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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면서 각 학교에 전달되어진다. 즉 장학진의 말과 공문은 교육과정고시의 유권적 해석자
이자 구속적인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수권형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지위는
계층적 교육과정개발의 최일선 작업자로 인식된다. 또한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표준화, 체계화, 단일화의 특징을 지닌다(장덕호, 2017; 박세일,
2007).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교과서-학업성취를 일관하고 있다(이성호, 2009). 더불어 교사가 교육환경과 실행의 맥락
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없게끔 ‘교사배제 교육과정(teacher-proof curriculum)’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김재춘, 2012: 207),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전달자에 국한된
역할을 한다(정광순; 2012; 조영달, 2010; 서근원, 2009).
이와 같이 경직된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영역들은 교과 이기주의로 인해 학문분야
간에 갈등을 조성하기 때문에 학문 간의 유연하고 융합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교과중심의
내용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의 개별적인 관심사나 특성 등은 무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교과영역주의의 행정수권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해체 또는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교육체계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교육수요자에 맞춘 양질의 학습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obinson & Aronica, 2015; 박세일, 2007).
한편 1997년 이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교장의 지시에 따른 학생 교육 조항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조항(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으로
바뀌어 교사수권 교육과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났다(정기오, 2009: 293; 정광순, 2012: 117).
이에 따라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확대되면서 학생의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이 점차 강조되는 등 교사수권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제6차 교육과
정 이후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권낙원 외, 2008:195-217; 손충기, 2000). 단위학교 교육과정 체제는 국가교
육과정 고시의 일차적인 유권적 해석자가 교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수권형 체제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일차적인 유권적 해석자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을 담당하면서 장학은 교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하며 조언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분권화된 교육과정
의사결정 속에서 학교장은 행정가이자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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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7). 이와 같이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학교 상황과
개별학생들의 능력,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현장에 적합한 수업
을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백남진, 2013), 여기서 교육과정중심의 교육이란 ‘교사가 교과 교육과정 기준에 기초
하여 교과를 재구성하고 조정하여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홍후조, 2011:
260; 백남진, 2013: 203 재인용).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서 다양한 교육 자료와 교구를 활용해 탐구중심, 생활중심, 수행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모듈중심의 열린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
용이나 의미도출(meaning making)의 관점에서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백남진,
2013).
결국 창의성과 융합을 강조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현장중심
에서 개인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과서 간에 융합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의 실행으로
미래 학생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전국에 걸쳐
폭넓게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장덕호, 2017).

❙표 Ⅲ-6❙ 교육과정 수권의 성격에 따른 교육관련 행위자의 역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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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 수권형 교육과정

교사 수권형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1차적인
유권적 해석권자

상급교육행정당국

교사

장학의 기능

교육과정의 계층적 구체화

교사의 전문적 활동의 지원과 점검,
교육과정평가, 교육체제평가

장학진의 역할

내부권한 수임 보조자

지원, 자문, 활동 참모

학교장의 역할

교사의 상위 유권해석자, 명령자

행정가, 교사활동의 조직자, 지원자

교과서의 성격

공식적 교육과정 문서의 일부

교사가 결정하는 학습 참고자료

교사의 지위

계층적 교육과정개발의
최일선 작업자(front-line worker)

행정당국과 수임관계에서
독자적 권위를 지닌 전문직

교육과정 개발

공식문서 및 공문으로 시달
(국가 교육과정고시→시도별
교육과정지침→단위학교 교육과정

교사에게 위임
(교사와 교육과정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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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 수권형 교육과정

교사 수권형 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 내용과의 친화성

교과중심

탐구중심, 생활중심, 수행중심

교육과정 조직형태 및
수업조직과의 친화성

단원중심, 폐쇄적 학교시간/공간 운영

단원중심, 모듈중심, 열린교육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직선적, 충실도

상호작용, 의미도출(meaning making)

교육과정 수용의 형체

지침 및 지시

교사의 책무성

출처: 박세일(2007).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 p.72, 정광순(2012).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 p.117,
정기오(2009)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p.284의 내용에서 재구성

나) 교육과정의 구성 변화 –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강조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개정된다(소경희,
2017). 교육부는 산업구조의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 혁명시대 및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인간상으로 추구하며. 이와 같은 인간상을 기초로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여기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는 총 6가지가 있다. 먼저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자기관리역량과 둘째,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셋째, 지
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사고 역량, 넷째, 공감
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역량,
다섯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마지막으로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채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체 역량이 이에 해당한다(교육부, 2015a, 2015c).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인간상을 기초로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적 인재를 구현하
고자 하였다. 먼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기초소양을 함양교육을 교육 전반에 강화하고, 특히 고등학교 교
육에 있어서도 기초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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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학, 영어, 한국사)을 도입하며, 통합적인 사고력을 높이고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목을 신설하였다. 둘째로 개인의 재능과 능력, 끼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한
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서 중학
교의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량 적정화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구체
적으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므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교육부, 2015a; 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경애 외(2015)의 연구에서는 2035년도
미래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되어
야 하며, 특히 과거의 교과서적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개별화, 다양화, 학습자 중
심의 구성주의, 탄력적인 교육과정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교육내용
측면에서 미래의 교육적･사회적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 교과목 중심에서 벗어나 통합적, 융합적, 연계적 내용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래사회의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와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
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를 통한 개별화 및 맞춤형 교육 강화와 같은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
다. 아울러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이 제공되며,
실생활과 연계한 교수학습 설계 및 융합적 사고 개발을 위한 단계적인 교수학습 지원이 요구되고,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지원자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진 외, 2016).

2) 고교학점제 실시
미래사회의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교육학습체제로 구조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미경 외, 2016; 김형욱, 2015). 이러한 개별 맞춤형 교육학습체제의 가장 대표적은 제도가
고교 학점제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교학점제는 대입 부담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유연한 학
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도 화제가 되었으며, 현 정부는 2025년도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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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은 2009년 국가교육기술자문
‘학점제’라는 용어가 공식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한 것은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으로,
이 문서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로서 학점제, 무학년
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손찬희, 2017: 47). 하지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절대평가로의
전환, 과목별 학점 인정을 위한 최소성취기준의 설정, 졸업요건 설정 등 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요소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성급한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학점제
시행의 전 단계로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초심화과정 도입 등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을 발표하였고, 이 정책 방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학점제, 무학년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시범 단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김주아,
2011; 손찬희, 2017: 47 재인용).
이후 2013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 2016년 고교맞춤형 교육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수준별
선택과목 개설, 절대평가 기준에 의한 이수여부 판정, 일부 무학년제 교과의 운영, 교과교실제
확대, 진로 진학지도 강화 등을 포함하여 학점제 도입을 위한 부문별 여건 마련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수 이수단위를 축소하고 학교의 자율재량에
의해 운영 가능한 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교과중점학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수업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인력 확보를 위한 ‘순회교사제’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교육부,
2016)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방안으로서 선택
중심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부터 학점제를 운영하고 점차 중학교로 확대
하려 노력하고 있다(손찬희, 2017: 48).

가) 학점제의 개념11)
학점제는 학술적 개념과 정책 및 실행개념으로 정의 된다. 학술적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란
‘교과별 이수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교과목별 학점이 누적
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구자억 외,
2010).학생들은 학습계획을 설계하고 진로상담사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11) 손찬희(2017) p.51의 내용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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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수강한다. 또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학년제라고도 불린다(이혜영 외, 2007). 정책 실행개념에서는 ‘학점’이란 단계 및
교과목에서 정한 일정한 학습량의 단위로, 기준의 1단위(50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수업량)
를 1학점으로 보고 운영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단계선택제로 단계 설정이
가능한 교과의 경우, 일률적 학년 구분을 없애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설정하여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과목교차선택제’로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흥미, 적성, 진로결정에 따라 해당 학년에 관계없이 개설 과목을 교차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Ⅲ-9❙ 학점제의 개념적 요건
출처: 손찬희(2017).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방안 탐색. 국회대토론회겸 제 106차 KEDI교육정책포럼, p.50

학점제의 개념적 요건은 첫째,학생에게 과목선택권을 부여하고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다. 과
목선택권의 부여는 기존 학년제 방식에서도 가능하지만 무학년제 방식을 통해 학생의 과목선택
권을 확대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둘째,교과목별 학습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과목별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의 학습을 평가해야 한다.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고 과목 이수여부를 판단하려면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다. 셋째, 일정 성취수
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과락 과목에 대한 재이
수 기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졸업요건은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며 일정
정도의 취득 학점 또는 추가적인 학력인정시험 등을 포함한다.이때 과락으로 졸업을 위한 최소
학점 취득을 못하거나 학력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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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최소 학점 취득을 빨리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졸업으로 수업연한이 단축될 수도 있다.

나)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학점제 도입 시 제기되는 쟁점과 과제는 1) 학점제 도입 요건, 2) 학점제
도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체제 구축, 3) 학점제 도입과 대입전형 간의 연계로 요약된
다(손찬희, 2017). 이상의 3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Ⅲ-7과> 같다.
먼저 학점제 도입요건 측면에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현행 초․중등 교육의 학년제 개념과 학점제 개념간의 차이,
학교의 교과목 개설 확대의 한계, 개설 학점제 도입 시 적용해야 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점제 간 정합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의 실질적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학년별 평가가 교사별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문제, 성취평가제 적용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 타당성,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평가의 질 관리체계 구축, 과락과목
에 대한 재이수 요건 등이 향후 해결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교과목별 이수기준과 졸업요
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졸업요건을 최소화하여 학점이수여부로만 결정할지 졸업자격시험
을 실시할지 등도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학점제 도입 지원체제 측면에서 학생의 진로선택
과 교과목 선택 역량이 충분한가의 문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인력의
확보 및 지원,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지막 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관련 쟁점으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소인수반 확대 및 석차등급 부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대상 과목, 성취평가제의 도입에 따른 현재 9등급제 축소와 변별 가능
한 전형자료의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표 Ⅲ-7❙ 학점제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요약
구분

쟁점

내용

세부내용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된 학년제: 1년을 단위로 학
생이 이수해야 할 과목, 과목별 수업시수, 학업성취기준

도입

학생의

요건

교과목 선택

학년제 vs. 학점제 차이

설정, 기준 통과 시 상급학교 진급하는 제도
• 특정과목 이수 실패 시, 해당학년 과정 전체를 재이수해
야 되는 유급제 포함, 과목선택권 보장의 구조적 한계
존재

학교의 교과목 개설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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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쟁점

내용
확대의 한계

세부내용
한 검토 필요
• 온라인수업과 면대면 수업 간 동등한 인정 여부의 문제
• 현행 체제에서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일부 교과목에

학점제와
2015개정교육과정의
부합여부

서 학점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일
• 학점제에는 과목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성취수준이 포함
되므로 단위제를 표방하는 2015개정교육과정과 상충
(단위제는 일정수준의 수업참여 시 과목이수로 간주)
•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에 따라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학년별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전
문적 판단에 따라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학생평가의 시

‘학년별’평가에서 ‘교사별
평가’로 전환

기, 횟수,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변화
• 성취평가제 적용 시, 교사의 학생평가 결과를 대입전형
에 적용할 때 단위학교 내에서의 평가결과 산출과정, 학
교 내 또는 학교 간 평가결과의 분포 등으로 인해 학생평
가 결과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교과별
성취기준의 적용

• 절대평가 방식의 교과목별 성취기준이 실제 적용가능한
성취평가제
(준거참조평가 방식)의
적용 수준

지 검토 필요
• 절대평가 적용 시 성적 부풀리기의 문제발생, 각 등급
간 학생의 성취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학교 수준설정
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음.
• 현재는 성취수준과 무관하게 졸업이수를 위한 수업참여
기준으로 졸업인정

과락과목 재이수 문제

•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교육과
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 또는 일정
성취수준 도달여부에 따른 과락, 재이수 등에 대한 명확
한 지침과 기준 필요

과목별

교과목별 이수기준과

이수기준과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졸업요건

졸업요건

• 과목별 이수기준과 졸업요건 결정
• 졸업요건을 일정 수준의 학점 취득만으로 할지, 일정 학
점을 취득한 학생에게 졸업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졸업
시험 합격시 최종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여부 결정

학생의
진로선택과

•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방식 왜곡 가능

지원

교과목 선택

• 학습에 열의가 있는 집단과 아닌 집단 간의 양극화 문제

체제

역량
교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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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쟁점

내용

세부내용
과정 코디네이터, 코치, 상담자, 학습관리자, 교과개발
자로 변화
• 교사의 역할변화에 따른 적응, 학생의 과목선택 확대 차원
에서 특정교사가 신규교과를 개설하는 문제, 전문성 확보
를 위한 연수 및 재교육 수준 고민 필요

교사별 수업시수 격차
수급과 지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 학생의 과목선택에 따라 교사별 수업시수 편차 발생
•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시간표의 구성, 교육과정 재
편성
• 고등학교 규모, 소재지별로 과목선택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순회교사, 기

외부 인적자원 활용

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을 확보, 교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과 자격증 발급방식 변화 필요
• 교과학습발달상황 작성 지침에 따르면 13명 이하인 과목의

과목선택권
확대로 인한
소인수반 증대

경우, 석차등급에 석차등급 또는 ･으로 표기
소인수과목
성적표기방식의 문제점

• 과목선택 확대 시,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을 반영 여지는
확대되나 13명 이하의 경우 석차등급을 통한 변별 무의미
• 학생이 수강한 과목이력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학
생선발 과정에 활용하는데 한계
• 2021수능개편 시안(2017.8): 수능의 출제범위를 2015

대학수학능력
대입
전형

시험의
반영과목

개정교육과정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한정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진로선택과목 미반영

• 진로선택과목 제외시,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데 제약 발생
• 특정과목의 수능 포함여부에 따라 해당 과목에 대한 몰
입도 차이 발생 가능
• 현재 석차등급이 9등급 고정비율로 학생을 강제배정하
는데 비해 성취평가제의 성취수준은 9등급보다 축소가

성취평가제
실시

대입전형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활용도

능성 높음
• 대학에서 변별력에 중점을 둔 선발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전형자료 적합하지 않음
• 공통 필수과목에만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1학년공통
과목, 2~3학년 선택과목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

출처: 손찬희(2017).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방안 탐색. pp.72-86의 내용 재구성

이밖에도 학점제 도입 시 대입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수학능력시험의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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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성격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교학점제 정착 시 대입전형방법을 수시-정시체
제로 계속 유지할지 통합할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
중 어떤 내용을 활용할 것인지 교과 성적의 정보를 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
항 등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요구된다. 넷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재
한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나 N수생에 대한 별도의 입학전형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마. 교육평가의 변화
1)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역량중심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은 물론
교육평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교육과정은 지적 축적에 초점이 맞춰진 암기식,
주입식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지적 영역을 측정하고자 지필평가를 주로 실시하였다. 그러
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학습방
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이들의 실제 역량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식, 결과 중심에
서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전경희,
2016). 첫째, 과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학습과정과 연계된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평가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최근의 평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표방한 교육과정에서 학습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수학습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즉, 교수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과
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 과제중심평가, 수행평가 등을 활용
해 다양하게 평가한다.
둘째, 과거 진단평가와 총괄평가에서 형성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발과 진단, 학
생들의 변별력을 위한 진단평가나 총괄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왜곡된
경쟁을 초래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의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형성평가가 중시 되
고 있다. 형성평가는 시험과 비공식적 관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잘못된 학습에 대해서는 수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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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돕는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남정희 외, 2005).
셋째, 과거 인지적 영역에 중점을 둔 평가에서 최근에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에 중점을 둔 평가까지 확장되고 있다. 최근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면서 교육 평가에 있어서도 정의적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 정의적 특성은 학생이 학습활
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인성적 특성으로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활동을 포함하며 인간
활동의 동기적, 기능적, 적응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Popham, 2003).
마지막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학생들
의 실질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수행평가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두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거나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백순근, 2000; 황은희, 200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 창
의･융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협력 등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측면에
서 수행평가와 같은 역량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초· 중등학교 학생 평가의 현황
가) 성취평가제의 실시
성취평가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일환으
로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문교과 적용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2012~2013년 2년간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2016년에 중･고등
학교 전 학년에서 시행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6; 전경희, 2016: 12).
중학교의 경우 성취평가제의 도입을 위해서 제도의 이해 및 인식제고부터 운영현황 파악, 모니터
링, 교과별 자료개발, 현장지원단 등 폭넓은 연구와 지원 사업이 수행되었다. 반면에 고등학교의
보통교과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서 전면에 운영하기로 하였으나(손
민정 외, 2015) 특목고와 자사고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반발로 인해서 2018년까지 유예하였으며
(교육부, 2015b),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신 성적에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가 병행하여 표기되고 있다.
성취평가제는 미래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혁방안으로서, 학교교육과정을 다양
화･유연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의 능력과 적성, 소질 계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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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교과 성적의 질적 평가 개선과 더불어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성취평가제의
도입은 기존 상대적 서열 중심의 규준참조평가(상대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전경희, 2016: 12).
성취평가제는 개별 학생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즉 교과별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하고 학생은 이에 따라 평가된다.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면 소수정예로 이루어
지는 선택교과를 선택한 경우도 개인의 학업성취에 따라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과
정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Ⅲ-8❙ 성취평가제 확대 적용 내용
학교급 및 적용학년
중학교 전학년

학업성취수준 표기 방법

비교

-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고등학교 전문교과
전학년

- 성취도는 A-B-C-D-E표기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 성취도는 A-B-C-D-E 표기

고등학교 보통교과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1,2학년

- 성취도는 A-B-C-D-E 로 표기, 석차등급을 ( )에 병기

체육･예술교과는
성취도(A-B-C)만 기재

출처: 전경희(2016).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방향과 과제. p12 인용

성취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기 초에 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설명하는 성취수준을 기술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성취수준은 각 수행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학생의
성취도는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서 5단계(A-B-C-D-E) 또는 3단계(A-B-C)로 나타
나게 되며,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학교 및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4). 또한 성취수준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절대적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학생의 개선정도를 진단하고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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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도입 및 정착
성취평가제의 도입과 함께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과정중심 수행평가는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하
여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17: 4). 이와 같은 평가방식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7: 4). 첫째, 평가패러다임의 확장으로서 과정중심 수행평가는 학생이 학습 과정과 과제
를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학습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
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결과중심의 평가와 대비하여,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하므로 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평가방식이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교육과정
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순환적 과정이 계속 진행된
다.
수행평가가 의도하는 바대로 시행하면 과정중심 평가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행
평가는 다음의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8). 먼저 성장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이다. 즉 기존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같이 단편적인 영역에 대한 일회성 평가라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변화와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라는 것이다. 둘째,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방식
이다. 특히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셋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수행평가
는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실제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미래에 사회에 나가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다섯째,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과정중심 수행평가에서 교사는 과제를 제시할 뿐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학생의 몫이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구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서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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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적 특성평가를 통한 전인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지만 주로 교실에서 적용되는 방법으로 토론과 발표, 실기, 서술형
및 논술형 시험,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이 있다(Spandel & Culham, 1996).
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수행평가 방법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기술에 대한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에 적합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첨단 학습도구
를 지원하거나(김진하. 2016: 57)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포트폴리오 평가 등이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행평가 방법의 활용 효과
를 높이고 컴퓨터를 활용한 역량 개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교수학습활동에 접목하여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상황학습, 협동 등 다양한 수업활동을 지원하도
록 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적절히 길러내야 한다.
이상의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원래의 의도대로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우선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전경희, 2016). 다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술형과 논술형, 수행평가의 경우 장점이 많지만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정한
평가에 대한 요구와 평가자에 대한 불신이 발생된다.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평가는 매우 민감하므로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을 신장시켜 평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침서, 문항예시 자료집
등의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고 워크숍 연수기회의 확대를 통해 평가역량을 제고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전경희, 2016: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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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사점
이상에서는 미래 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미래의 인재
상, 교육비전과 목표, 교육내용과 과정, 교육평가의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
한 초·중등 교육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교육은 현재보다는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될 경우,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다양해질 것이고 학제, 교육과정, 거버넌스,
평가 등도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미래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보다는 세상의 많은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
들이 필요한 지식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기존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
한 내용의 교과를 동일한 교과서로 동일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었지만, 미래사회에서는 학
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교학점제
의 도입은 학생 주도적 진로선택과 교육과정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혁신은 평가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
을 학습했다는 것을 전제로 얼마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했지만, 미래사회에서
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하게 되므로 그에 맞추어 학생을 평가하
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대입제도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래에
는 대학입시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이 개별적 학습경험을 토대로 경쟁해야 하므
로,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학습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입시 원칙 등이 견지될 것이다.
셋째, 미래의 인재상과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간상을 상정하고 그러한 인간상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서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업 능력 등의 역량들을 제시
하고 있다. 지식의 총량이나 암기식 수업이 아닌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도입･실행되면서 미래 대입의 전형요소들도 핵심역량을 평가할 것이다. 즉 시험점수 중심의 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과정중심 수행
평가가 확대되고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대학입시에서 다양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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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대입제도의 변화의
방향을 설정할 때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면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면 학생에 대한 평가방식도 다양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최근의 대학입시에 대해 대두되는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대학입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입시의 절차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도 만만
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사회적인 타협점을 찾아 협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다섯째,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과 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내신 부풀리기의 문제
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교과목별, 학년별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할 경우, 학점제 고유
의 취지대로 현장에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대학의 변별 가능한 전형자료에
대한 요구가 상존하고 있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점진
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미래대입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명료화해야 한다. 현행 대입전형에서
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대부분의 대입정책 전문가들이 동의하
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
이 없는 자료에 국한하여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내신 성적의 보완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완적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평가제도의 도입시기가
유예되긴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9등급제도 5등급제 등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되더라도 대
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국가수준에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자료라는 점에서,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변별력을 가지는 자료로 볼 수 있다.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 후 졸업요건으로서
졸업자격 고사가 요구될 경우, 수학능력시험의 변화는 두 가지로 예측된다. 첫째, 대학수학능
력시험이 고등학교 자격고사로 대체되는 것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Ⅰ.Ⅱ로 구분되어
수능Ⅰ의 경우, 고등학교 자격고사에 준하는 시험으로 대체되고 수능Ⅱ의 경우, 심화선택 과목
을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역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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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사회의 고등교육

가. 미래사회의 변화와 미래 인재상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사회를 선도적으
로 준비하는 세대에게 중요한 질문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들을 고려해 볼 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사회의 변화를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주도하거나 적어도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인재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김규원, 2015),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상황주도형 인간을 인재로 보는
입장도 있다(곽병선, 2014). 적절한 미래 인재상의 탐색은 현재 발생하는 여러 사회변화 속에
서 도래할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할 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래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미래사회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미래 인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래사회의 변화
우선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오헌석, 유상옥, 2015; 유현숙 외, 2011; 홍영란 외, 2016;
KAIST 미래전략대학원, 2015)를 토대로 미래사회의 주요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
-9>와 같다.

❙표 Ⅲ-9❙ 미래사회의 13대 메가트렌드
구분

사회 변화

사회

① 인구 구조의 변화 ② 다양성의 증대 ③ 유비쿼더스 시대

경제

① 웰빙, 감성, 복지 경제 시대 ② 양극화 ③ 아시아 시대

정치

① 권력의 개인 이동 ② 새로운 안전 이슈 등장

기술

① 기술의 융･복합화 ②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③ 생명공학 기술의 시대

환경

①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② 자원 및 에너지 위기

출처: 오헌석, 유상옥(2015). 미래인재의 조건. p.144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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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회 변화는 인재상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학력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전인적 인재(人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근거하여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재
(人才)”에서 “인재(人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고등교육이 선별과 경쟁의 과정
을 거쳐 선발된 인재(人才)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자신의 잠재적
인 소양과 자질을 계발하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人材)에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규원, 2015).

2) 미래 인재상
앞서 살펴 본 사회변화 속에서 인재(人材)가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
보기 위해 오헌석, 유상옥(2015)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 대학의 인재상을 살펴보고,
미래사회에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내･외 주요 대학의 인재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대학의 경우 대학의 주된 인재상으로 ‘창의’와 ‘창조’를 제시한 반면, 국외 대학의
경우 ‘다양성’, ‘혁신’, ‘발견’이 대학의 주된 인재상이었다. 국외 대학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
는 이러한 인재상은 국내 대학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대학에서 강조한 ‘글로벌 의식’은 국외 대학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온 인재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의 경우 ‘글로벌 의식’은 50개 주요 대학 중 10 곳 이상에서
의미 있게 선정한 인재상이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의식’은 외국 대학을 중심으로 논의할 때
비중 있는 인재상이 아니었다.
셋째, 국내･외 대학 모두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역량을 중시하였다. 주요
대학들은 지성, 진리탐구, 연구 등과 같은 인지적 역량을 인재가 갖춰야 할 주요한 역량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이들 대학들은 이런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리더십, 열정, 헌신, 성실,
공헌, 책임과 같은 정서적 역량과 함께, 소통, 협력, 관계 등 사회적 역량도 인재가 갖춰야
할 주요한 자질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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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국내외 주요 대학의 인재상
순위

국내 대학(50개)

외국 대학(100개)

1

창의, 창조(15회+)

Diversity, Innovativeness, Discovery(18회+)

2

글로벌 의식, 리더십, 책임성(10회+)

Leadership, Passion, Independence(15회+)

3

진리탐구, 지성, 지혜, 합리(7회+)

Creativity, Intellect, Research, Justice(12회+)

4

도전의식, 개척정신, 열정, 성실(6회+)

Partnership, Relationship, Cooperation(10회+)

5

소통, 융합, 인성, 지덕체, 존중(4회+)

Role & Responsibility, commitment, contribute(8회+)

출처: 오헌석, 유상옥(2015). 미래인재의 조건. p.159 인용

주요 대학들이 제시한 인재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인재 유형의 변화를 정리할 수 있다.
오헌석, 유상옥(2015)은 미래 인재상을 통해서 인재의 유형이 변화하였다고 밝히면서, ‘문제
해결형 인재’에서 ‘문제 창조형 인재’로, ‘전문 지식형 인재’에서 ‘융합형 인재’로, ‘개인 성과
형 인재’에서 ‘관계 성과형 인재’로 ‘국내 엘리트형 인재’에서 ‘세계시민형 인재’로 인재상의
변화를 제시하였다.이러한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1❙ 미래 인재상 및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
인재 유형의 변화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

문제 해결형 인재 → 문제 창조형 인재

도전, 변화, 창조 중심의 교육

전문 지식형 인재 → 융합형 인재

한 분야의 전문지식, 다양한 분야의 문제 탐색

개인 성과형 인재 → 관계 성과형 인재

감성지수 및 사회지수 향상 교육

국내 엘리트형 인재 → 세계시민형 인재

글로벌 의식 및 리더십 함양 등 세계시민교육

출처: 오헌석, 유상옥(2015). 미래인재의 조건. pp.163-170 내용을 재구성하고, 고등교육 변화 방향을 추가함

나. 대학교육 목표의 변화
미래 인재상의 변화 속에서 대학 목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아래로는 현행
법령상 대학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실제 주요 대학에서 명시한 교육 목표를
비교하여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목표의 변화를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대학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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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육의 목표
「고등교육법」 제28조는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대학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대학 교육의 목적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국내 주요 대학들의 교육 목표
를 정리해 보면(<표 Ⅲ-12>참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 대학의 교육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학술 이론 및 응용 방법
연구’와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이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학술 연구를 진작하여 국가
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명시하였고, 고려대학교 역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에
대한 교수 및 연구 활동과 함께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대학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런 경향은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둘째, 사립대학의 경우 건학 이념에 따라서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
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화
여자대학교도 기독교적 진선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반면, 동국대학교
는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셋째,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 중심의 교육, 즉 교양교육을 강조한 대학들이 있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자아실현’을 대학 교육의 목표로 명시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자유의 정신’
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유로움을 실현하는 교양교육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강대학교는
‘인간 중심의 교육’을 명시하여 인본주의적 교양교육을 중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전, 변화, 창조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들은 ‘자주적 학술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양교육을 추구하였다. 특히
이러한 교양교육은 단순히 인지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인지적 역량과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감성적 역량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글로벌 의식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책임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대학들은 국가 및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런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환경, 평화, 생태 등과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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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12❙ 국내 주요 대학의 교육 목표
대학

교육 목표

서울대학교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고,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

고려대학교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육성

연세대학교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

서강대학교

인간 중심의 학문을 통하여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

중앙대학교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 양성

이화여자
대학교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의
여성 지도자 양성

동국대학교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 노력하여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

건국대학교

수월성 있고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식견을 갖춘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미래지향적 전문인,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를 기르는 것

홍익대학교

국가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협동적인 인재 양성

부산대학교

진리, 자유, 봉사의 정신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 및
인류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출처: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교육목표 추출(접속일: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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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고등교육의 목표
상호의존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21세기에 대학 교육의 목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격을 도야하고 탐구 역량을 제고하는 교양교육과 세계시민성을 함양하
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과정은 미래 고등교
육의 목표에 대한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현숙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래 고등교육의 목표는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 조화로운 사
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표 Ⅲ-13❙ 미래 고등교육의 주요 목표
미래 고등교육 목표

추진 과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지식 창출 활성화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

창의적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창조적 융합 사회를 기여하기 위한 제도 확충
제 3기 인생 대학 체제 구축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

학습-노동-복지 통합 체제 구축
지역기반 고등 인재의 재교육 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체제
녹색융합기술의 고도화를 주도하는 고등교육체제 확립
아태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체제 구축 주도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

통일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고등교육 체제 개혁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구성원 삶의 질 양화 해소

출처: 유현숙 외(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p.199 인용

첫째,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이다. 21세기 경제사회와 학계의 핵심 화두는 이질
적인 요인들을 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융합(Convergence)’ 이다. 그렇기에 융합은 21
세기의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조,
혁신, 감성을 키워드로 하는 스마트 사회의 등장은 새로운 가치창조 활동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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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미래사회의 고등교육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해 스마트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둘째,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생산활동
인구 감소와 노후 대책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 고등교육은 성인 재직자
및 노령층의 직업 역량 및 생산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성인들이 경력단계에 맞춰 고등교육 받고 이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미래 고등교육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즉, 미래 고등교육은 성인이
쉽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성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며, 성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이다. 미래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
수적인 에너지, 물과 같은 환경 자원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이와 함께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및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과 연구,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혁신적
인 해결방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강구될 것이며, 특히 이를 연구할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갖춘
대학은 지속가능사회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이다. 미래사회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중심의 신
흥시장경제권이 가지는 영향력을 확대되고, 남북한 통일, 경제적 격차에 기인한 양극화 심화
등의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내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져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국내외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고등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조
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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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의 인재상과 연계된 학생 선발 방식
1) 대학의 인재상
대학들은 교육 목표의 변화에 부합하게 대학의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런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설정된 미래 고등교육 목표의 변화에 맞춰
대표적 사례로 서울 소재 11개 대학의 인재상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고등교육과 관련한 인재상으로 ‘학문적 수월성 추구에 대한
열정을 갖춘 자(연세대)’, ‘경계 없는 학문, 경계 없는 사회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서강대)’, ‘전공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융복합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한국외대)’, ‘실
험적 창조인(중앙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인재상은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융･복합적 사고방식에 대한 선호가 특징적이다.
둘째,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고등교육과 관련한 인재상으로는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
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서울대)’, ‘적극적이고 긍정적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고려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배움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인재상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과 관련한 인재상은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과 관련되어 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서울대)’, ‘수기치인의
건학이념과 인의예지의 교시를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성균관대)’,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고려대)’, ‘선도적 세계인
(건국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인재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서울대)’, ‘봉사인(한양대)’, ‘실천적 봉사인(중앙대)’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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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서울 소재 11개 대학의 인재상
대학

인재상

서울대

•
•
•
•
•

연세대

• 뛰어난 학업수행 능력과 학문적 수월성 추구에 대한 열정을 갖춘 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자

고려대

•
•
•
•

서강대

• 경계 없는 학문, 경계 없는 사회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

성균관대

학교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
적극적이고 긍정적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졸업 후 고려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

• 수기치인의 건학이념과 인의예지의 교시를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

한양대

•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세계인, 봉사인

중앙대

• 자율적 교양인, 실용적 전문인, 실험적 창조인, 실천적 봉사인, 개방적 문화인

경희대

•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한국외대

건국대
서울교대

• 전 세계 언어･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학습의지를 가진 인재
• 미래외교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꿈을 가진 인재
• 전공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융복합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
• 창의적 전문인, 실천적 사회인, 선도적 세계인
• 헌신적이고 도덕적인 인재, 전문적인 인재, 개방적인 인재

출처: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인재상 추출((접속일: 2017.09.06.)

2)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
대학들은 이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 방식을 개선해 왔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을 위시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은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최상덕 외, 2015). 예컨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기 이전 대학의 학생 선발은 수학능력
시험의 점수나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등 정량평가를 근거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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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학생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학 입시가 고교생활 속에서 학생이
형성한 역량을 중심으로 한 과정 중심의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상덕 외, 2015).
실제 서울 소재 11개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방식<표 Ⅲ-15참조>의 특징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들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하기 위해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연세대는 활동우수형 전형을, 서강대는 자기주도형 전형을, 성균관대는
글로벌 인재 전형과 성균인재 전형을, 중앙대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둘째,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인재 선발 방식을 운영하기도 한다.
예컨대, 고려대학교는 고교추천 전형을, 건국대학교는 KU학교 추천 전형을 각각 운영하였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교육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전형 방법과 관련해서 대학 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와 같은 일부
대학들은 서류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특히, 한양대는 학교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런 전형 방법의 변화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험한 교육활동, 체험활
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38

Ⅲ. 미래사회와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표 Ⅲ-15❙ 서울 소재 11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유 형

방 법

서 류

서울대

일반전형, 지역균형선발, 사범계열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연세대

활동우수형, 면접형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고려대

고교추천Ⅱ, 일반전형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특성소개서

서강대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성균관대

글로벌인재, 성균인재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한양대

학생부종합

학생부

학생부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고교연계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선택)

한국외대

학생부종합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건국대

KU자기추천, KU학교추천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서울교대

교직인정 우수자

서류, 면접

학생부, 자기소개서

출처: 각 대학의 2018 수시모집 요강 참고

라. 대학의 기능 및 형태 변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기능과 형태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령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대학의 특성화를 가속화시키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가지
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 특성화의 가속화
학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화 노력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선발된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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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가지는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변화 가운데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려는 대학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대학이 처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대학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령 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특성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학 특성화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오상은, 2012).
첫째, 1970년대 정부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적인 특성화 사업을 운영
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에는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전환하고 이를 일반 대학화하는 과정
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오히려 산업대학이 일반대학과 동일한 과
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화가 정책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대학 특성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부터이다. 고등교
육과 관련하여 5.31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 다양화와 특성화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모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대학 정원과 학사 운영의 자율화, 대학 설립 준칙주의 등과 같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대학 모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는 최소 전공 인정 학점제, 학부제
등과 같은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목표로 하며, 학과 간 통폐합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인가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대학 설립에 필요
한 기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종합대학 형식의
대학을 지양하고 소규모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정책이었다.
1997년 실시한 지방대학 특성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정부
지원을 지방대학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2004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기 보다는 지역
간 대학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 특성화 정책으
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사업’과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
혁 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사업’은 각 대학이 직접
계획한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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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었다. 반면,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주요 정책 과제였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 특성화 전략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 기능 및 학문 영역에 따른 특성화’
와 ‘지자체별 전략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한 특성화’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학령인구
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된 특성화 전략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별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전략이었다.

❙표 Ⅲ-16❙ 국내 대학 특성화 사업 참여 대학 및 선정사업단 수(2017년 8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권역

대학수

경기·인천
서울

선정사업단수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계

13

16

14

-

30

20

25

23

-

48

33

41

37

0

78

대경·강원권

18

26

32

3

61

동남권

16

27

32

3

61

충청권

27

34

43

3

80

호남·제주권

15

24

27

3

54

소계

76

111

134

12

257

합계

109

152

171

12

335

수도권
소계

지방

출처: 대학 특성화 사업 통계(http://www.ckgc.co.kr/sub.php?menukey=22, 접속일: 2017.09.06.)

실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대학 및 사업단의 수를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109개의 대학과 335개의 사업단이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특성화 사업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전체
사업단 대비 51%)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대학이 특성화사
업 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대학자율 방식(전체 선정사업단 수 대비 45.4%)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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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학의 특성화 사업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Ⅲ-17
참조>,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주제가 대학 특성에 맞게 사업단 별로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천대학교는 ‘수학기반 금융미드필더 양성 사업단’을 운영하는 반면, 서
울교육대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춰 ‘서울교대 창의성 함양 사업단’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지역사회 웰니스 HSE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운
영하고 있다.

❙표 Ⅲ-17❙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사업단 현황(예시)
대학명

사업단명

권역

구분

설립유형

가천대학교

수학기반 금융미드필더 양성 사업단

경기·인천

수도권

사립

경희대학교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서울

수도권

사립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 창의성 함양 사업단

서울

수도권

국공립

강원대학교

융합지구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단

대경·강원권

지방

국공립

경북대학교

스마트전자특성화사업단

대경·강원권

지방

국공립

경일대학교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대경·강원권

지방

사립

대구한의대학교

지역사회 웰니스 HSE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대경·강원권

지방

사립

경상대학교

미래창조형 농업생명 인재 양성 사업단

동남권

지방

국공립

동명대학교

융복합 창조기반 맞춤형 MICE²인력양성사업단

동남권

지방

사립

공주대학교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재난대응형 보건의료인재
양성 사업단

충청권

지방

국공립

목원대학교

Neo K-Culture 킬러 컨텐츠 개발 인재 양성
사업단

충청권

지방

사립

출처: 대학 특성화 사업 통계(http://www.ckgc.co.kr/sub.php?menukey=22, 접속일: 2017.09.06.)

새로운 미래사회에도 대학 특성화는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화두로 논의되지만, 특성화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유현숙 외, 2011). 기존에는 교육중심 혹은
연구 중심과 같은 대학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거나, 학문 영역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
진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였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특성화는 이런 대학 기능과 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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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특성화를 벗어나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신성장동력으로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등과 같은 기술 혁신이 중시되면서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육과 연구 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또한 수요 주도형
(demand-driven)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라는 대학운영의 기조에 맞게 자율적으로 2개 이상의
학과를 결합하여 새로운 학과, 새로운 학부를 구성하는 등 중점 육성 학문분야에 따라 대학
내에서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집중 육성 학문분야 또는 강점 분야에 따라 자연스럽
게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에서도 기존 형태보다 다양한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 대학을 선택하고 경력개발에
필요한 최적의 학위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기존에 학령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던 대학은 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재직자, 성인학습자, 평생학습자 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Ⅲ-10]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버 및 원격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02년에 9,920 명이었던
사이버 및 원격 대학 등록 학생 수가 2010년에는 23,979명으로 증가하여 2002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 사이버 및 원격 대학 등록 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 미세하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이후 2008년부터는 꾸준하게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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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연도별 사이버 및 원격 대학 등록자 수 비교
출처: 사이버대학종합정보(http://www.cuinfo.net/home/intro, 접속일: 2017.09.06.)

이 중 학령기 이후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이버 및 원격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의 비율을 살펴
보았다. 전체 사이버 및 원격 대학에 등록한 학생 중 40대와 50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 전체 등록 학생 대비 40대 학생의 등록 비율은 19.2%였으나, 2012년
에는 그 비율이 3%p 증가한 22.2%로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Ⅲ-11 참조]. 이런 결과는
40대 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2008년에 사이버 및 원격 교육에 등록
한 50대 학생의 비율은 4.5%였지만, 2012년에는 그 비율이 2.8%p 증가한 7.3%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연령별 사이버 및 원격 대학 등록 현황
출처: 사이버대학종합정보(http://www.cuinfo.net/home/intro, 접속일: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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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Ⅲ-12]는 2010년을 기준으로 사이버 및 원격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의 직업군을
비교한 것이다.
(단위: %)

❙그림 Ⅲ-12❙ 2010년 직업별 사이버 및 원격 대학 등록 현황
출처: 사이버대학종합정보(http://www.cuinfo.net/home/intro, 접속일: 2017.09.06.)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당하는 직업군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7%)’였다. 이어서 ‘사무
종사자(17.9%)’, ‘서비스종사자(15.7%)’, ‘관리자(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
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들이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서 학령기 이후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학령기 이후의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는 사이버 및 원격 대학에서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다. [그림 Ⅲ-13]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3년(30.2%)까지 감소하다
2014년(36.8%)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0.6%에 이를 정도
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누가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는지인데,
대학과 같은 형식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3.5% 정도일 뿐, 대부분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등과 같은 비형식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5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그림 Ⅲ-13❙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2012~2015년)
출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5, 접속일: 2017.09.06.)

다가올 미래에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우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현숙 외(2011)의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에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학습자 층은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로 안한 직업역량을 개발하기 희망하는 중장년의 재직자, 대졸 미취업, 구직자층을 비롯하
여 퇴직 노년층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대학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일제
학생과 함께 시간제 학생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학습-노동-복지가 연계된 순환교육체제(recurrent education)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유현숙 외, 2011). 즉, 학습에 의한 고용증진, 고용을 전제로 하는 학습, 학습에 의한
복지 개선, 복지 보장에 의한 학습 참여, 고용 증진에 의한 복지 개선 등과 같이 학습, 노동,
복지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 높아질 것이며, 대학은 이런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는 책무를 담당하
게 될 것이다.

마. 대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 변화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은 에드엑스(edX)를 필두로 코세라(Coursera), 유다
시티(Udacity), 퓨처런(FutureLearn)과 같은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의인 무크(MOOC)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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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졌다. 무크의 등장은 명문대학 졸업장이 가지는 가치를 절하하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격증의 가치를 높였다. 단적인 예가 바투시의 예이다. 울란바토르에서
자란 몽골 소년 바투시 미안간바야(Battushig Myanganbayar)는 열다섯 살 때 몽골에서 인터넷
으로 미국 MIT의 공학강좌를 수강해 만점을 받았다. 이 수업을 인터넷으로 수강한 학생은 약
15만명에 달했으나, 만점을 받은 학생은 단 340명뿐이었다. 바투시는 이 성적을 바탕으로 MIT
에 지원했고 입학허가를 받았다(조선일보, 2014,9.1). 바투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IT
를 입학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명문학교를 졸업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졸업장이 아니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공학강좌를 이수하여 공학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온전히 이수하였다는 수료증
이었다. 이는 기존의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교육이 무크의 시대에는 더 이상 중요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지식 기반 사회에
서 인재상이 변화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잘하는 인재가 아닌 창의성, 문제해결력, 소통
능력, 협력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에 맞춰 대학의 교수 학습 활동도 변화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대량교육체제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소통과 협력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이
태억, 2014). 특히 이태억(2014)은 MOOC와 같은 이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교수
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강의는 MOOC와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는
질의응답, 문제풀이, 토론, 팀 학습, 실험실습, 발표 등과 같이 교수와 학생 간 혹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흐름에 발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K-MOOC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의 [그림
Ⅲ-14]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K-MOOC 플랫폼을 방문한 방문자 수와 수강
신청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2015년 12월에는 방문자 수는
약 44만 명이었으나, 2017년 4월에는 이 수가 294만 명으로 6.7배 증가하였다. 또한 이중
실제 수강신청을 한 사람의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5년 12월에는
약 5만 명이 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7년 4월에는 약26만
명으로 약 5.2배 증가하였다.
K-MOOC의 활성화는 비단 수강신청 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K-MOOC 플랫폼에 강의를
공유하는 참여기관 수나 실제 운영되는 강좌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Ⅲ-1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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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2016년 사이의 참여기관의 수와 강좌 수를 비교한 것이다. 참여기관 수는 2015년
10개 대학에서 2016년 38개 대학으로 늘어나 2015년 대비 2016년에 3.8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강좌 수 또한 2015년 27개 강좌에서 2016년 143개 강좌로 늘어 1년 사이에 5.3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명)

[그림 Ⅲ-14] K-MOOC 플랫폼 방문자 수 및 수강신청 수
출처: 한국대학신문(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3614, 접속일: 2017.09.06.)

❙그림 Ⅲ-15❙ K-MOOC 플랫폼 참여기관 및 강좌 수
출처: 교육부(2017b)의 p.3 인용

148

Ⅲ. 미래사회와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클라우드나 영상전달 등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2012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MOOC가 등장
하면서,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대학의 우수 강좌를 공개 및 공유하여 대
학교육의 혁신을 유도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K-MOOC이다(교육부, 2017b). 2015년 2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구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개의 무크선도대학을
선정하였고, 9월에는 K-MOOC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개통하였다. 2016년에도
‘2016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계획’을 수립, 선도대학 및 분야지정강좌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K-MOOC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강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MOOC 강좌의 양적 확보수준과 다양성이 해외 MOOC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이수결과의 실제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아래의
<표 Ⅲ-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1월 기준, K-MOOC의 운영 강좌 수는 143개로
Coursera(강좌 수: 1,988)나 edX(강좌 수: 1,33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
해 학습자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습자들
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좌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K-MOOC에서 이수한 강좌 이수 결과의 실제적인 활용도가 저조하며,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 및 플립러닝 등 학내 수준에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K-MOOC 강좌를 실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는 부산대, 이화여대,
POSTECH, 고려대, 세종대, 인하대, 숙명여대, 경남대, 성신여대 등 9개 학교였다.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성인 재교육이나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K-MOOC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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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주요 국가별 MOOC 현황 비교
구 분

런칭시기

초기투자비용

강좌수(개) (’17.1월)

Coursera

2012.4월

264억($2,200만)

1,988

edX

2012.5월

720억($6.000만)

1,335

FutureLearn

2012.12월

117억(£730만)

501

Xuetangx

2013.10월

-

1,056

Udacity

2012.2월

207억($1,730만)

206

FUN

2013.10월

260억(€2,000만)

254

Iversity

2013.10월

-

28

K-MOOC

2015.10월

10억

143

J-MOOC

2014.4월

-

140

출처: 교육부(2017b). p.28 인용

교육부(2017b)는 K-MOOC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 강좌를 개발하고 강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무크선도대학을 지정하고 분야지정 강좌를 통해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였다. 또
한 K-MOOC 강좌를 이수한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사업 참여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점
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강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MOOC와 같은 온라인 공개 강의는 대학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
다. 온라인 공개 강의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지만, 기존 강의의 온라인 버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태억(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수업 방식과 질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수업은 철저히 학생 간 상호작용과 학생의 참여 중심이어야 한다. MOOC와 같은 온라인
공개 강의를 통해 수업 이전에 강의와 관련한 이론적 내용을 미리 학습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교수가 준비한 관련 주제에 맞춰 토의, 실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
와 소통을 강화하므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대학 간 협력 강화
대학 서열화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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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위계가 결정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바로 대학 서열화이다(오호영, 2015). 이런
서열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앙일보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학평가순위이다. 대학이
서열화된 구조 하에서 대학들은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쟁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학생들은 서열화된 구조 하에서 더 높은 서열 관계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반면,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학 서열화는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준거이다.
대학의 서열화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한 사회 내에 형성된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증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대학 서열화의 존재는 명문대 졸업생에게 실제로 임
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Ⅲ-19>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명문 4년제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999년에는 명문 4년제 대학의 졸업생의 임금은
준거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25.1% 만큼 더 많았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4.6%p 정도 더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명문대학교 졸업생의 임금 프리미엄은 점차 증가하
여 2008년에는 28.9%p로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999년에서 2008년까지 명문대 졸업생
의 임금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명문대 졸업생의 임금 프리
미엄은 점차 증가하였음을 말해 준다.
❙표 Ⅲ-19❙ 명문대 졸업 프리미엄 추이 비교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4년제 대학

0.205***
(4.10)

0.146**
(3.12)

0.180**
(3.30)

0.252***
(4.36)

명문 4년제 대학

0.251**
(2.91)

0.270**
(3.21)

0.417***
(4.64)

0.541***
(4.59)

주: 회귀분석의 준거집단은 고졸이며, ( )안의 값은 t값임. * p<.05 ** p<.01 *** p<.001
출처: 고은미(2011). 1999∼2008년 한국에서 대졸자 간 임금격차의 변화. p.114 인용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규명하기는 어렵지
만, 대학 서열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6]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소비 대비 정규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나타낸 것이다. 먼저 총소비 지출액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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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총 소비지출 대비 정규교육비 및 사교육비 추이
출처: 김양분 외(2012). 사교육비 추이 및 추세 분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p.271 인용

또한 총소비 지출액 대비 정규교육비는 점차 감소하였지만, 총소비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학 서열화 구조 속에서 더 상위 서열에 있는 대학
에 진학하고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 서열화는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써 비효율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은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신뢰가 가지는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Ⅲ-20>은 1995년부터 2015
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1995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0.26으로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
수는 오히려 19% 감소한 0.21이며 이는 전체 국가들의 평균값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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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연도별 주요 국가 간 사회통합지수 비교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변화율

덴마크

0.92

0.92

0.92

0.92

0.93

1.09

핀란드

0.86

0.77

0.80

0.82

0.85

-1.16

프랑스

0.71

0.70

0.71

0.73

0.70

-1.41

독일

0.72

0.66

0.60

0.60

0.60

-16.67

영국

0.51

0.47

0.51

0.52

0.50

-1.96

이탈리아

0.54

0.54

0.51

0.48

0.43

-20.37

일본

0.45

0.39

0.35

0.40

0.41

-8.89

캐나다

0.51

0.47

0.42

0.46

0.40

-21.57

미국

0.38

0.39

0.33

0.31

0.25

-34.21

한국

0.26

0.23

0.20

0.21

0.21

-19.23

중위수

0.53

0.53

0.51

0.51

0.45

-15.09

평균

0.56

0.54

0.53

0.54

0.50

-10.71

표준편차

0.20

0.20

0.20

0.19

0.21

6.53

출처: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p.125 인용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책적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2014a)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대학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가 선호하는 지방대와 전문대를 육성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안)’을 추진함으로써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사회･산업 현
장의 수요에 맞는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2017c). 또한 지역 인재
가 선호하는 지방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발전 허브로서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원 공동활용 등 대학
간 협업을 유도하여 국립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주된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7d).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사회에는 대학 간의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2008)는 미래 고등교육의 변화를 개방 네트워크, 지역 사회 봉사, 공공 책임, 시장형
고등교육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방 네트워크
기관으로 변모해 갈 대학의 모습이다.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대학은 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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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관련한 강력한 네트워크에 더욱 의미 있게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고등교육 시스템의 점진
적인 발전 과정을 선도하길 희망하는 대학들 사이의 자발적 협력은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이동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이런 네트워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그간 대학 사이에 존재하였던 경쟁 관계는 협력 관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 기관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육과정과 경력 활동을
디자인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수-학습 활동의 변화를 가져와 배우는 내용, 공간,
교수자, 시간 등에서 기존의 교수-학습 활동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구는 대학 간의 경계를 벗어나 급격히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대학 간 서열화는 대학 간 협력 및 상생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이 MOOC와
같은 온라인 수업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대학 간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
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대학 간 학점 교류, 공동학위, 연합대학 등과 같은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총장협의회에서 공유대학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부산·영남권에서
도 연합대학에 대한 논의가, 광주·전남권에서도 지역대학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표 Ⅲ-22 참조).

❙표 Ⅲ-21❙ 대학 간 협력 사례
구분

참여대학

내용

수도권

경인지역대학
총장협의회

‘학점교류 업무 공유를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등
공유대학 추진 논의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등 8개 대학

‘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8개 대학
총장이 연합대학에 동의해 모델 개발키로

경성대, 동서대

두 대학이 공동학위제 운영 등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체결

광주
전남권

전남대, 광주교대
순천대 등 8개 대학

‘광주･전담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서 교육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대학 협력방안 등 논의

국립대

서울대, 부산대 등
18개 대학

‘전국 국･공립대 초장 콘퍼런스’에서 부산대 초장이 ‘지역별
국립대의 연합대학 추진’ 제안

부산
영남권

출처: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6578&code=11131300&cp=nv, 접속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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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경성대학교와 동서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23> 참조). 경성대와 동서대는 2016년 9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분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협력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다(조선일
보, 2017.09.08). 두 대학이 강점을 보이는 영화·연기·미디어·디지털콘텐츠·디자인 등 문화
콘텐츠 특성화 분야에서 교육·연구·제작기반을 공유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하고, 장기적으로
핵심 교양강좌를 전문화시켜 공동 운영하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일종
의 ‘조립대학(assembly university)’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백화점식 대학 체제에서 벗어나
대학들의 장점만을 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두 대학은 도서관, 스포
츠시설,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강의 또한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변화는 고등교육 기관 사이에서 상생을 위한 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Ⅲ-22❙ 동서대와 경성대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협약
단계

도입 시기

특징

내용

1단계

2017년 1학기

낮은 단계의 수업 공유

학교별로 공유 강좌를 하나씩 개설, 도서관
등 시설 공유

2단계

2017년 2학기

공유강좌 확대

공유 강좌 6개로 확대

3단계

2020년

공유강좌 체제 구축

공동 교양대학(리버럴아트칼리지) 설치 및
운영

출처: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5/2017052500322.html, 접속일: 2017.09.08.)

사. 시사점
지금까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첫째, 목표와 관련하여
인재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개별 학생 한명 한명이 인적자원으로서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별 인재상을 설정하고, 인재상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대입전
형을 설계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의 기능과 형태와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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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변화
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학 교육의 내용 및 교수 방법 변화와 관련하여 MOOC와 같은 온라인 공개 강의는
대학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보았다. MOOC의 등장으로 인해 각 대학
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방법의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MOOC를 통해 수업 이전에 강의와 관련한 이론적 내용을 미리 학습을 하고, 수업시간
에는 교수가 준비한 관련 주제에 맞춰 토의, 실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Flipped
Learning, Inverted Learning 또는 Blended Learning과 같은 교수 방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
넷째, 대학 간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대학 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 관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우리 교육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대학 간 서열화는 대학 간 협력 및 상생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이 MOOC와 같은 온라인 수업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대학 간 학점 교류, 공동학위, 연합대학 등과 같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의 변화가 미래대입제도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된 대학의 교육 목표에 부합한 학생 선발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대학의 특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백화점식 종합대학 모델이 20세기 고등교육 기관의 모습이었다면, 특성화된 강소대학
모델이 21세기 고등교육 기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들마다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런 변화의 모습은 신현석 외(2010)에서 제시한 입시 전형에
대학 인재상을 활용하는 방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대학이 인재상을 정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하며, 전형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였다.
둘째, 학생의 학습 이력 및 자기 주도성에 근거한 선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런 변화 속에
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해본 인재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 따라서 이상지(2014)가 밝힌 미래 인재의 자질인 창의성, 전문성,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수업들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온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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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보인다. 자기이해와 자기주도성을 갖춘 학생들이 소통과 협력에 기반을 둔 학생 중심
의 수업이라는 대학 수업의 변화에 더욱 적합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이러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 간 협력 및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개방적인 학생 선발이 이루어질 것으
로 보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가올 미래사회의 대학은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정형화되어 있던 대학의 학사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학들은 경쟁 관계 보다는 상생을 위한 협력 관계를 선
호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학생들 사이에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존재하
였는데 학사 구조가 유연화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경쟁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생을 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한 대학들에게 학사 구조의 유연
화는 선발 시기, 선발 방식, 선발 대상 등 학생선발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더불어 학
생의 경쟁력이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가보다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와 형성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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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입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의 미래교육 개혁
동향(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 대입제도 개혁 방향 및 정책 과제, 개혁의 추진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개혁 동향, 대입제도 개혁의 추진 성과
등에 대해서는 자료의 접근가능성 및 형태에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국별로 핵심적인 비교 항목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되, 각국의
상황에 따라 내용과 기술 형태는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각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을 종합･
정리하고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영국12)

가. 고등학교의 교육개혁 동향
1) 교육과정의 변화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중등자격검정시험, 대입시험인 A레벨 그리고 A레벨보다 낮은 교육과
정에 대한 시험인 AS레벨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였으며, 2014년부터 개정된 국가교

12) 영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은 강호원(런던대학교)이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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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이 일부 교과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7년에 모든 교과에 대한 적용이 완료되었다(Ofqua
l13), 2014b). 이러한 개혁의 이면에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과 지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고등교육이나 취업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대학교 학위과정이나 현장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로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한다는 대학 및
고용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은 이전에 비해 범위와 난이도가 상향조정된 교과내용을 다루도록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Ofqual, 2017a). 과목별로 보면 난이도가 높아진 교과내용이 추가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와 시험출제 및 시험 주관기관들이 함께 개발하였다. 영어,
수학, 과학 등 기초교과목에서 교과과정의 넓이와 깊이를 강화하였는데, 수학과 과학 교과의
경우에는 동일한 학습내용을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보다 이른 학령단계에서 학습하도록 조정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전 교과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던 더 어려운 수준까지 학습하도록 교과
의 내용과 수준을 변화시켰다. 개정된 수학 교육과정 연산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분수, 소수
점, 비율 등과 관련된 내용의 난이도를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개정된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에서 과학적 지식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었으며, 학습자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과학개념들과 과학의 수학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한편, 영어와 관련된 교과들에
서는 문해력에 대한 기준을 보다 높게 재설정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쓰기와 말하기에 있어 정확
성을 확보하도록 기대수준을 제고하였다.
또한,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방만하게 운영되던 컴퓨터활용(Computing)
교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교과를 새로이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진화하는 세계에서 성장하는
학습자의 준비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업계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중등교육과정인 핵심단계 3과 4의 의무교과인 컴퓨터활용은
컴퓨터과학에 바탕을 두고 코딩(coding)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시스템 및 일련의 콘텐츠
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특히, 핵심단계 4에서는 모든 학습자
로 하여금 대학 및 전문가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과 컴퓨터과학에 대한 내용을 익히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취업에 대비하고

13)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자격시험기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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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생각을 발전시키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이버안전 등과 같은 최신의 내용을 익히게 한다.
개정교육과정은 컴퓨터활용과 컴퓨터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문제해결능력 및
실생활과 밀접한 지식과 기술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과학관련 교과들인데, Department for Education(2015)의‘연합과학을 위한 중등자격검
정시험 교과내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실험실 안과 밖에서 문제해결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발전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적으로 일하기(Working scientifically)’
라는 안내를 통해 과학적 활동이 어떻게 발전되고 평가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과학적 사고
발전’, ‘실험적 기술과 전략’, ‘분석과 평가’, ‘과학적 단어·질량·단위·기호·명명법’의 네 가
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상세한 예시와 함께 실제적인 활동을 진행할 때 어떤 학습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 기술하고 있다. Ofqual(2015a)의 ‘중등자격검정시험 과학의 실제적 활동 평
가’에 따르면 핵심단계 4에서 학습하는 생물, 화학, 물리 교과는 최소한 8개 이상의 개별적인
실험실습을, 그리고 연합과학은 최소한 16개의 개별적인 실험실습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는데, 각 학습자는 자신들이 진행한 과업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실험실습 자체는 수업시간에 담당 교사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고 수행이 완수되었다는 것이
해당 교과의 시험출제기관에 서면으로 보고될 뿐 중등자격검정시험의 실제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습자가 실험실습을 통해 축적한 실제적 경험에 대한 질문은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되며, 이 점수는 최소한 이 과목 총점의 15%를 차지한다. 이렇게 실험실습의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실험실습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형식
적인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교과의 일부 내용은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통해서만이 습득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각 학습자에게 확실
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핵심단계 4(11~12학년)의 교육과정은 2년 과정으로 개편하여, 더 이상 여러 교과목
단위(module)로 세분화하지 않고, 학습자로 하여금 2년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말기에 모든
시험을 한 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교육과정 체계에서는 다양하게 구분
되고 교수되었던 세부교과목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교과목간 통합학습을 도모하고 2년간 진행
되는 학습자의 연속적인 이해와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초등 국가교육과정은 이전에 비해 핵심교과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학습내용을 명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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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는 반면, 중등 국가교육과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보다는 교사 스스로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주도성과 융통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 Ofqual(2013a)의‘잉글랜드 국가교육과정 개정’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수준의 주도성을
보다 크게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침이 전환된 것은 국가가 선호하는 교수 스타일을 규정하기
보다는 학교별 학생의 성취 수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학교감사기관인 교육
기준청(Ofsted)의 감사체계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2) 교육평가의 변화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평가체계도 변화하게 되었으며, 중등교육과정 평가체계에 대한 개혁내
용은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평가의
시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Ofqual(2014b)의 ‘개정되는 중등자격검정시험, AS 및 A레벨의 확정된 평가
방법’, Ofqual(2013a)의 ‘2015년부터 실시될 잉글랜드 중등자격검정시험 개정’, 그리고 자격시험기
준청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qual)에 공개된 ‘2015년부터 실시될
중등자격검정시험 변화 요약’Ofqual(2013b)에 제시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등자격검정시험은 특히 응시자가 많은 영어, 영문학,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 이 중 영어 교과는 말하기 능력(총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철자법, 구두법, 문법에 대한 정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지필고사 총점의 20%가 이 세
가지의 정확성을 측정하는데 배분되었다. 또한 지리나 역사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명료
화하였고, 과학 교과목들의 경우에는 보다 도전적인 수업내용을 도입하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운 내용을 시험출제기관들이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였다.
개정된 중등자격검정시험에서는 대부분의 교과는 시험출제기관의 지필고사를 통해서만 평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교실 안에서 통제된 평가를 치를 때 야기되는 교수 및 학습에의 혼란을
줄이고, 시험에 대한 대부분의 채점은 교사보다는 평가기관이 고용한 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지
도록 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를 평가하는데서 야기되는
부담을 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필고사가 아닌 비(非)시험적 평가는 지필고사를 통해 제대
로 평가할 수 없는 지식, 기술 및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데, 그 결과 이전에
비해 다수의 과목들에서 비시험적 평가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일부과목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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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지되고 있다.
이전에는 통과등급인 C등급을 기준으로 최고등급인 A*부터 최저등급인 G까지의 등급체계를
사용하였으나, 개정된 등급체계는 최고등급인 9등급부터 최저등급인 1등급까지의 표기법을 사
용한다(Ofqual,2014b). 이전부터 적용되던 단계화(tiering)는 한 과목의 출제난이도를 기초단
계(foundation)와 상위단계(higher)로 나누어 각 학습자들이 과거의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이
두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하는 것이다. 각 단계를 선택하여 응시한 학습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기초단계에 응시하면 통과기준인 C등급부터 최저등급인 G등급까지, 그리고
상위단계에 응시하면 최고등급인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체계는 통과
등급인 4등급을 기준으로 기초단계는 최고 5등급부터 최저 1등급까지, 그리고 상위단계는 최고
등급인 9등급부터 최하 4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평가등급의 폭을 확대하고 두 단계
사이에 중복되는 점수등급을 과거 한 등급에서 현재 두 등급(5등급과 4등급)으로 늘린 것은 최상
위권 및 최하위권 학습자에 대한 식별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체계에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학습자의 지식, 기술, 이해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화를
적용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출제되는 과목의 수도 이전에 비해 줄어들게 되었
다. 현재 단계화가 적용된 과목은 수학, 생물, 화학, 물리, 연합과학, 외국어에 국한된다.
그리고 11월에 실시되는 시험은 만 16세 이상(다가오는 9월을 기준으로)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만 실시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다른 모든 시험은 여름에 치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2년간 진행되는 핵심단계 5의 학업을 마치는 시기에 중등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각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최대한 발전시킬 시간을 제공하고,
수업 정상화에 혼란을 야기하는 반복적인 시험응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정교육과정은 과정중심,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는 역량중심의 교육과
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자격검정시험 출제기관들도 여기에 발맞추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여기에 답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과학과 관련된 교과들은 실험실습이 포함된 연구활동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컴퓨터과학은 학습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과학의 총점 20%를 차지하는 비시험적 평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Ofqaul(2015b)의‘중등자격검정시험 컴퓨터과학의 교과 수준과 요구사항’에서는 총 20시간 동

165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 각 학습자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제작
및 평가하고, 개선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목의 시험주관
기관은 학습자가 제출한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리고 Ofqaul(2015c)의‘중등자격검정시험 단일 과학 과목의 수준과 요구사항(생물, 화학, 물
리)’에 따르면 지리 교과의 경우에는 교실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연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서로
대조적인 환경조건을 보여주는 두 곳 이상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물리적 데이터
와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구하는 현장연구를 요구한다. 지침서에 평가요소로 공개된 것들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현장연구는 지리 교과 총점의 15%를
차지하는데, 이 중 5%는 기술에 대한 평가이고, 나머지 10%는 적용에 대한 평가이다. 자격시험기준
청은 이 교과의 시험출제기관으로 하여금 학습자가 현장연구를 진행한 기관에 날씨, 장소, 참여자
수, 주제 등 증거자료가 포함된 서면 증명서를 요구하여 현장연구에 대한 평가를 감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체육 교육과정 또한 개정을 통해 교과내용이 보다 강화되었는데, 신체활동 이론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의 사용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자격검정시험의 체육 교과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팀 스포츠를 포함한 총 세 가지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플레이어로서의 수행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시험기준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2015년부터 실시될 중등자격검정시험
변화 요약’(Ofqaul, 2015d) 안내에 명시된 비지필고사 또는 수행평가가 적용되는 과목들에
한하여 과목별 적용 비율과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 과목별 비(非)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적용 여부 및 비율
비(非)지필고사
적용 점수 비율

수행평가 적용 여부 및 방법

영어

없음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말하기 시험 등급은 별도로 보고하며, 이때
학교의 서면 증명서 필요. 이 말하기 기술에 대한 평가는 이 교과의
점수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며, 통과여부만 표시됨. 단,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수준에 대한 모든 요소를 만족시켜야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음.

생물

없음

최소한 8개의 실제적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고, 이 내용은
학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보고함. 실질적인 수행의 이해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5%, 수학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0%를 차지.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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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비(非)지필고사
적용 점수 비율

화학

없음

물리

없음

천문

없음

연합과학

없음

컴퓨터과학
전자
공학
디자인과 기술

20%
20%
40%
50%

지질

없음

지리

없음

시민학

없음

사회학

없음

심리학

없음

수행평가 적용 여부 및 방법
최소한 8개의 실제적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고, 이 내용은
학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보고함. 실질적인 수행의 이해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5%, 수학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20%를 차지.
최소한 8개의 실제적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고, 이 내용은
학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보고함. 실질적인 수행의 이해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5%, 수학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30%를 차지.
관찰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고, 이 내용은 학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보고함. 관찰 활동 이해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5%,
수학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20%를 차지.
신규로 도입된 과목이며, 최소한 16개의 실제적 활동이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이 내용은 학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보고함. 실제적
활동에 대한 이해는 총점의 15%, 수학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20%를 차지.
신규로 도입된 과목
수학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20%를 차지.
수학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5%를 차지
현장연구는 학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보고함. 지질학적 기술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총점의 15%, 수학적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0%를 차지.
현장연구는 학교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보고함. 현장연구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5%를 차지.
시민활동 여부를 학교가 서면으로 증명하며, 시민활동에 대한 점수는
총점의 15%를 차지.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5%를 차지.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20%, 수학적
기술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0%를 차지.

프랑스어/독일어/
스페인어/여타의
25%
외국어
취사와 영양
50%
신규로 도입된 과목
예술과 디자인
100%
무용
60%
연극
60%
영화
30%
언론
30%
음악
60%
체육
40%
출처: Ofqual(2015d). ‘2015년부터 실시될 중등자격검정시험 변화 요약’ (https://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gcse-changes-a-summary/summary-of-changes-to-gcses-from-2015
접속일: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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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qual(2014a)의 ‘대입시험에 진행 중인 개혁관련 최신 정보’ 및 Ofqual(2014b)의 ‘개정되는 중등
자격검정시험, AS 및 A레벨의 확정된 평가방법’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A레벨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교육과정의 구조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기초로 삼았으며, 제기된 문제점들
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이 시험 또는 비시험을 통한 평가에 여러 번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
한 재시험 문화를 양산하게 되었고, 매년 진행되는 다수의 평가들은 교사의 교수를 방해하며, 1월에
치러지는 평가를 우선시하는 일부 학교 및 학습자들로 인해 6월에 치러지는 평가 과목들에 대한 경시풍
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한 체계는 학습자의 통합적 지식 구축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A레벨 개혁에는 기존에 통합되어 있던 AS레벨과 A레벨 간 통합되
었던 시험체계를 각각 독립적인 시험체계로 분리하고, 각 교과목 내용 결정에 고등교육분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포함되었다.
AS자격증명(AS qualifications)과 A레벨(A levels) 평가체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는 핵심단계 5(만 16세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첫 학년인 12학년에 AS레벨에 속한 다섯 개의
교과목들을 선택하여 학습한 후 AS레벨평가에 응시하고, 그 다음 학년인 13학년에서 AS레벨
선택과목들 중 보통 두 과목은 탈락시키고 3과목을 선택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한
후 A레벨에 응시하였다. 이에 입문단계에 해당하는 AS레벨에서부터 심화단계인 A레벨과정으
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학습과목의 수는 줄이되 학습의 깊이는 늘리는 기존의 진급과정을
개정하여 처음부터 분리된 AS레벨과 A레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교육과정 및 평
가체계를 개발하게 된다. 또한, 자격기준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AS레벨과 A레벨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AS레벨의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발하였으며, 시험출제와 운영을 담당
하는 시험주관기관들로 하여금 AS레벨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난이도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핵심단계 5에 입문한 학문과정의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하위단
계인 AS레벨과 상위단계인 A레벨 중에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하며, 1년간 진행되는 AS레벨과
정 혹은 2년간 진행되는 A레벨과정에 대한 수학을 모두 마치는 시점에서 각각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전의 체계에서는 한 학년의 학기가 진행 중인 1월에도 A레벨평가의 응시기회가 존재
했었기 때문에 A레벨의 이수를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에 A레벨평가에 응시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A레벨은 시험기관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시험이외에 프로젝트와 같
은 비시험적인 평가가 강화된 반면, AS레벨은 예술과 디자인(art and design) 교과를 제외
한 모든 교과의 평가를 공식적인 시험으로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AS레벨과 A레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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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비시험적인 평가요소가 도입되면 일선학교 및 학습자에게 이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
하는데 큰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고, A레벨의 초기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입문단계 과정으로서의 AS레벨의 목적과 교과목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통합교과
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A레벨의 목적 간 차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S자격증명과정은 A레벨 하위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성취도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A레벨과정은 고등교육과정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며, 영국 대학교들이 학습자
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만 18세 학습자에 대한 일선학교의 책임제의
근간이 되며, 고용주들에게는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5년부터 실시될 대입시험 변화 요약’(Ofqual, 2017b) 보고서와 ‘새로운 AS 및 A레벨: 요구
사항과 지침’(Ofqual, 2017c) 및 ‘사실파악: AS 및 A레벨 개정’(Ofqual, 2017d) 에서는 과목별
A레벨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AS레벨은 A레벨의 전단계인 입문과정으로서
각 교과의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중점을 두는 교과중심 및 지식중심의 교육과정이라면, A레벨에
서는 각 교과의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영역주의를 지양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탐구의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과업중심의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
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필고사는 시험출제 및 주관기관이 채점하는 것이지만, 지필고사로 진행되
지 않는 평가들 중에는 과목 교사의 감독 하에 학습자가 시험기관이 규정하는 지필평가(written
assessment)를 위한 과업을 완수하고 이를 시험기관이나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과업은
시험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채점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시험 응시자의 교과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
며, 이 점수는 해당 교과 총점의 일부로 적용된다. 지필에 의한 것이 아닌 과학실험연구나 체육 또는
연극에서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과업은 교사 한 명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험주관기
관의 관리자가 증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각 시험응시자의 수행은 해당 교사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특히, 각 교과에서 학습자 개인이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는 형식적인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와 더불어 해당 교과의 성취도로 기록되는데, 이 수행평가는
통과여부만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필고사와는 다른 평가방식으로 채점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형 수행평가는 각 교과마다 적용되는 비율이 상이한데, 특히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과학 이외에도 지리, 예술관련 교과에 적용되고 있다. 비지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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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수행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과목을 제외한 대입시험 각 레벨에서의 과목별 비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적용 여부 및 그 비율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 대입시험 레벨별 비(非)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적용 여부 및 비율
과목명

비(非)지필고사
적용 점수 비율

수행평가 적용 여부 및 방법

예술과 디자인

AS레벨: 100%
A레벨: 100%

-

물리/생물/화학/지질

AS레벨: 없음
A레벨: 없음

A레벨에 최소한 12세트의 실제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이
점수(통과여부만 표시)는 별도로 표기. 학습자가 실제적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학교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학습자는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함.

컴퓨터과학

AS레벨: 없음
A레벨: 20% 차지

-

디자인과 기술

AS레벨: 50% 차지
A레벨: 50% 차지

-

전자

AS레벨: 20% 차지
A레벨: 20% 차지

-

지리

AS레벨: 없음
A레벨: 20% 차지

영어

AS레벨: 없음
A레벨: 20% 차지

-

영어와 영미문학

AS레벨: 없음
A레벨: 20% 차지

-

역사

AS레벨: 없음
A레벨: 20% 차지

-

고고학

AS레벨: 없음
A레벨: 20% 차지

-

프랑스어/독일어/스페
인어/중국어/이태리어/
러시아어

AS레벨: 30% 차지
A레벨: 30% 차지

-

영화

AS레벨: 30% 차지
A레벨: 30% 차지

-

언론학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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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레벨: 30% 차지
A레벨: 30% 차지
AS레벨: 50% 차지
A레벨: 50% 차지

현장연구 여부를 학교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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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비(非)지필고사
적용 점수 비율

수행평가 적용 여부 및 방법

연극

AS레벨: 60% 차지
A레벨: 60% 차지

-

음악

AS레벨: 60% 차지
A레벨: 60% 차지

-

음악기술

AS레벨: 40% 차지
A레벨: 40% 차지

-

AS레벨: 30% 차지
A레벨: 30% 차지
출처: Ofqual(2017b) ‘2015년부터 실시될 대입시험 변화 요약’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as-and-a-level-changes-a-summary/summary-of-changes-to-as-and-a-levels-from-2015. 접속일:
2017.10.20)
체육

‘대입시험에 진행 중인 개혁관련 최신 정보’ 보고서(Ofqual, 2014a)에 따르면 평가목표들에 대
한 검토를 통해 교과의 적절성, 평가목표에 대한 일관성, 특정 능력에 대한 명확한 초점, 학습자간
수준차 증명이라는 재설정된 평가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Ofqual(2013c)의 ‘A레벨 신규 규제
사항 협의서’는 개정된 A레벨의 평가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교과내용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 평가체계와 비교하면 개정된 평가 체계는
해당 교과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각 세부 영역에 대한 출제
비율 및 중요도를 상세히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설정된 평가 목표들 중에서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출제 비율 또는 강조점이 이전보다 상향조정되
었다. 특히,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은 학습자가 교과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선택하며,
구조화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과 이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에도 초점을 맞
춤으로써 이전의 평가 목표에 비해 개정된 평가 목표에는 지식과 이해의 적용이 전체 비율 중 최소
5%에서 최대 10%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레벨 지리 교과에 대한 평가에 현장연구가
도입되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학습자가 교과 내용과 관련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지역사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후 연구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하고, 이 연구보고서는 시험주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해당 교사가 채점하게 된다. 현장연구 도입은 지리 교과 역시 평가 목표들 중 지식과 이해의
적용에 대한 출제 비율 및 강조점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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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개혁 동향
1)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변화
잉글랜드에는 정부가 설정한 대학교들의 학생수 상한선이 존재하였으나, 2013년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의 ‘추계성명서(Autumn Statement)’(HM Treasury, 2013)를
통해 2015년부터 각 대학들이 원하면 기존 상한선 이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생
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동안은 정부가 고등교육분야의 전체 학생수를 계획
하고,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잉글랜드고등교육재정협의회가 각 고등교육기관이 선발
할 수 있는 입학생수의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학생 수를 규제한 이유는 한정된 공공재정
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혜택 등을 확실히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대학교가 이 상한선을 넘겨서 신입생을 선발하면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성명
서에는 2014년 학기부터 잉글랜드의 대학교의 입학생을 3만 명을 더 늘리고, 2015년부터 입학
생 선발 상한선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이전에 대학교
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자금 담보대출(이전 학생들의 대부금기입장(old student loan book)으로
불림)을 더 많이 사기업에 판매하는 것으로 충당하며, 과학, 기술 및 공학 전공과정에 추가재정
을 지원되는 계획도 포함된다.
또한, BBC(2013)의 ‘추계 성명서: 학생 수 상한선 규제 완화 예정’과 가디언(2015)의 ‘학
생수 상한선은 지원자 세 명 중 한 명이 대학교 입학에 탈락하는 것을 의미’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대학교들은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재학생
등록금 등 외부의 수입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부의 입학생수 규제로 인하여
대학교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러한 학생 수 규제가 유학생
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들은 학부 및 대학원과정의 해외 입학생을 늘림으로
써 이들의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재정 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자국 학생들이 누리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학생수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교들이 영국 학생들에 대한 정원수를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자국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학교 자체로는 보다 많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었다. 온라인 대입원서 접수기관인 UCAS(2015)가 발간한
‘지원연도, 제공자 지역 및 소지자격증명에 따른 UCAS 합격 중간 평가’와 가디언(20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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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규제 완화 이후 대학교 합격자 수 최고수준을 기록’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실제로
입학생수 완화가 시행된 2015년에 대학교 합격자 비율이 이전 해에 비해 3%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잉글랜드 정부는 교육의 형평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의 공평한 접근(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이야말로 고등교육분
야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정부의 공식 발표인 ‘새로운 지침서에 따라 극빈층 학습자에
게 까지 도달할 것을 권고 받은 대학교들’및‘학생의 선택권과 기회 제공을 위한 고등교육과
연구법’, 산업혁신기술부(2016)의 ‘지식경제로서의 성공’ 그리고 산업혁신기술부(2015)의
‘고등교육과 연구법: 상세영향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2월 공평한 접근 사무국(Director
of Fair Access, DFA)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과 청소년의 열망을 향상시키는데 대학교들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빈곤층, 흑인 및 소수인종
학습자들의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교의 학생선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정부는 2009년부터 빈곤층 가정 학습자의 대학교 입학
비율을 두 배로 늘리고, 2020년까지 흑인 및 소수인종집단 학습자의 대학교 진학률도 20%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 대학교는 학생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원자의 선택
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접근합의서(access
agreement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평한 접근 사무국은 매년 각 대학교의 접근합
의서를 감시하고 검토하여 접근성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각 대학교에 지원하는 접근합의서 보조금도 2009년에 4억 4백만 파운드(약 6,182억
8천만 원)였던 것에서 2016년부터 7억 4천 5백만 파운드(약 1조 1,401억 5천만 원)로 확대하
여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젊은이의 지식과 기술 수준 제고를 강조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3년부터 대학교 입학연령인 만 18~19세를 훌쩍 넘긴 성인 대학생들
의 대학교입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홈페이지의 교육연수기술 분
야에서 설명하는‘늦깎이 학생들: 대학교와 재정지원’ 상세내역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대입에
사용되는 자격증명이 없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다시 대학교에 입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각 대학
교마다 이들을 위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입학체계는 대학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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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일부 대학교의 경우에는 전문가자격증명이나 이와 관련된 근무경력을 요구하기도 하는
데, A레벨, 고등교육입문졸업증(Access to Higher Education Diploma), 또는 실무관련 자격
증명인 NVQs(재직자나 도제교육 및 기술연수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습은
보통 연장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짐)이나 BTEC(연장교육기관에서 풀타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함), 또는 여타의 직무관련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최근의 개혁은 아니지만, 1987년 정부의 백서인 ‘고등교육: 위기에 대처’를 통해 고등교육에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대학교 입학경로가 바로 고등교육입문졸업증이다.
이 과정은 전통적으로 대입시험을 통해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방법이외에 시험을 통한 자격
증명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격증명과정이다. 현재
이 과정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소재한 연장교육학교들(further education colleges)에서 제공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호, 사회학, 법학, 예술과 디자인 등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11,003개 이상 존재한다고 한다. ‘고등교육입문’ 홈페이지의 설
명에 따르면 이 과정은 대학교 입학을 희망하지만 중등자격검정시험이나 A레벨과 같은 시험성
적을 획득하지 못하고 중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지원을 제한하는 상한연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지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트타임, 원격교육, 또는 저녁수업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입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에 23,375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쳐 영국 전역의 대학교에 입학
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과정은 각 과정마다 다르지만 지원서를 접수하고, 인터뷰나 오디션 또는
현재 보유한 기술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근무경력이나 관련된 경험은 있지만
전문적 기술 수준이 낮고 대학교 입시에 요구되는 공식적인 시험성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교 입문 경로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입문졸업증 소지자의
지원을 장려하는 입학정책을 마려한 곳들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고등교육입문졸업증 과정(Level 3 이상의 교육과정)에 입문하
는 만 24세 이상의 늦깎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2012년
7월 ‘5천만 파운드(약 765억 2천만 원)를 출자하여 늦깎이 학생들을 추가지원’ 발표내용에
따르면 ‘24세 이상 상급학습대출(24+ Advanced Learning Loans)’을 통해 고등교육과정을
위한 학자금대출 우대책을 실시하고, 국가 보조금을 통해 육아, 교통비, 책 등에 들어가는 비용
을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에 입문하기 전단계의 학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

174

Ⅳ.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분석

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함으로써 만 24세 이상의 학습자가
다니는 교육기관과 개별 학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고등교육입문
졸업증은 고등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학업경로인 A레벨만큼 취업시장에서 인
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목표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으로의 입문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다. 영국의 대입제도
1) 영국 대입제도의 개관
가) 입학시험 제도의 개요 및 특징
영국의 대학교 입시는 A레벨과 중등자격검정시험과 같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의해 평가되는 학업능력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기본으로
한다. 만 16세 이후의 후기중등과정 중 제 6형식 학교는 집중적으로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입시
대비 교육과정에 해당하고, 이 과정의 학습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A레벨 응시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 학습자의 A레벨 점수는 비단 개별 학습자의 대학교 입시에만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자가 다니는 학교의 전국순위평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A레벨만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입을 위한 학업을 지속하는 만 16세 이후의
후기중등과정을 핵심단계 5보다는 대입시험인 A레벨 준비과정이라는 의미에서 A레벨과정으로
부르는 것이 더 일반적이며, 각 교과의 교육과정 또한 국가교육과정이 아니라 A레벨의 각 교과
목 출제·주관기관이 개발하고 공개한 평가내용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
에 한국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 대한 상세한 결과 및 학습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기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A레벨의 일부
교과에는 각 학교의 교과담당교사가 평가하는 실험·실습 등의 수행평가가 요구되지만 이는 A레
벨의 각 교과목 출제·주관기관이 개발한 평가운영체계를 통해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A레벨의
평가요소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선학교가 진행하는 자체적인 학습자 평가인 내신
과는 다르다. 다만, A레벨 과정을 수학하면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전반적
인 발전과정은 지원학습자의 학교 및 전공 선택을 포함한 입시지도나 대입지원서류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교사추천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은 대입시험인 A레벨에 응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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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전에 대학교에 미리 지원하고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능시
험이 치러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한국의 수시모집전형과 유사하다. 때문에 담임교사 및 각 교과
의 교사가 평상시에 관측할 수 있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개별 학습자의 A레벨 예상성적에
대한 교사의 예측과 입시지도에 영향을 준다.
학문적 우수성과 잠재력, 그리고 학과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대학교는 자
체적인 입학정책을 결정하고 각 전공과정마다 입학을 위한 최소자격요건을 결정한다.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들에 대한 성적을 요구하는데, 보통 A레벨과 중등자격검정시험에서 획득
한 두 과목에서 세 과목의 성적을 요구하며, 요구되는 교과목의 중등자격검정시험 성적은 통과
기준(현재 4등급, 과거 C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성적증명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기
준이지만,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하는 중등자격검정시험이
나 A레벨을 대체할만한 다른 평가결과를 인정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영국 내 중등자격검정시험
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중등자격검정시험(International GCSE, IGCSE)’, 그리고 A레벨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대입자격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이나 케임브리지대학교
가 개발한 ‘케임브리지 Pre-U(Cambridge Pre-U)’등이 포함된다. A레벨 및 중등자격검정시
험, 그리고 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평가들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상위권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대학교 자체 홈페이지의 학부입학 안내 페이지를 통해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A레벨(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들 포함) 선택과목을 공개하고 각 과목의
최소지원점수(통과기준인 C등급 이상)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응용학문분야에서는 A레벨의 선택교과목들 중 일부 기술관련 교과의 성적이나 전문적
인 직무관련 기술자격증인 ‘BTEC 전국자격증명(BTEC National Qualifications)’을 요구하기
도 한다. 이 BTEC은 대학교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명으로서 중등자격검정시험(Level 2 BTEC)
이나 A레벨(Level 3 BTEC)에 해당하는 수준부터 고등교육의 전문가 수준(Level 4 & 5
BTEC)까지 다양한 자격증 취득단계를 제공한다. 최근 중등자격검정시험이나 A레벨 대신
BTEC(Level 3)성적으로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영국 전역의 고등교
육기관의 온라인 원서접수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인 ‘대학교입학서비스(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UCAS)’의 ‘2015년 학사과정 분석정보/04’를 통해 A레벨과
BTEC(Level 3)을 모두 공부(2015년 기준 전체 수험생의 23%)하거나 BTEC만 공부(2015년
기준 전체 수험생의 18%)하여 영국의 대학교에 지원한 대입수험생의 비율이 2011년 이후 크게

176

Ⅳ.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분석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CAS의 입학시험 안내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수의학, 법학 등과 같은 인기학과와 수학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학시험을 요구하기도 하는
데, 의학과의 경우 ‘생체의학 입학시험(BioMedical Admissions Test, BMAT)’, ‘의학대학원
입학시험(Graduate Medical School Admissions Test, CAMSAT)’, ‘육학기시험지(Sixth
Term Examination Paper, STEP)’, ‘건강전문직입학시험(Health Professions Admission Test,
HPAT)’, ‘영국의학적성평가(UK Clinical Aptitude Test)’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적증명을 이외에도 지원자는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와 일종의 교사추천
서인 학습자예측서(student predictio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UCAS 학부생 추천서
요청방법’안내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업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4천자 미만의
자기소개서와 교장,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는 4천자 미만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구술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내용이 면접고사의 질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UCAS 학부과정 지원’ 안내에 따르면 일부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구술면접고사를 요구
하기도 한다. 예외적으로 옥스퍼드대학교나 케임브리지대학교는 모든 지원자에게 인터뷰 시험
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술면접고사가 모든 학교와 전공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의학,
법학, 수학과 같은 전문적인 직업분야와 직결된 전공의 경우에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이외에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전공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오디션에 참여하거나,
포트폴리오 또는 에세이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구술면접고사 이외에도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자체적인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학문적 능력과 잠재성을 가늠하기 위한 추가적 잣대이며
구술면접고사 과정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12월에 치러지는 구술면접고사 전에 치러지는 이 구술전고사는 11월 초에 실시되며, 각 학과에
대한 적성, 문제해결능력 및 기초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옥스포드대학교
입학시험’ 안내를 살펴보면, 물리학과에서 요구하는 물리적성검사(Physics Aptitude Test,
PAT)는 선다형 객관식 질문으로만 구성되며, 반대로 영문과의 영문학입학시험(English
Literature Admissions Test, ELAT)은 논술형의 주관식 질문으로만 구성된다. 이외에도 옥스퍼
드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런던대학교(UCL)는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선다형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된 ‘사고기술평가(Thinking Skills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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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에게 구술면접고사 전에 제
출하거나 구술면접 진행과정 안에서 실시되는 쓰기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입학
안내에 있는‘옥스퍼드대학교 작문과제’ 세부내용에 따르면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이외에도 2천자 미만의 작문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지원을 위해 새로이 작성한 글이 아니
라 지원자가 학교의 실제 과제로 작성하여 수업에 제출한 후 담당교사가 채점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케임브리지대학교 학부과정 입학안내’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작문과제는 각
학과마다 인터뷰 전에 제출하거나 인터뷰에 직접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학교 및 최고 인기학과일수록 A레벨 및 중등자격검정시험 점수,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이외에 학습자의 학업능력과 잠재성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시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특정분야의 자격증명 점수 및 개별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시
험 등이 포함된다. 물론, 각 대학교가 설정한 A레벨 최소자격기준을 만족시켜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입시에 가장 우선시되고 중시되는 것은 A레벨 점수이며, 상위권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고득점 지원자들 중에서도 보다 학문적 잠재력이 크고 학과과정에 적합한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지원자의 학문적 지식, 창의성, 논리성, 전공에 대한 적성
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면접고사와 지필고사 등의 자체적인 시험들의 도입을 늘리고 있다.
한편, 영국은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대학교를 미리 선택하고 지원하
는 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자의 평상시 학업성취도를 기반으로 A레벨 점수를 예상
하여 지원대학교와 학과를 결정하고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대학교 원서접수는 UCAS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개인적으로 UCAS를 통해 원서접수를 하는데, 지
원한 학교의 합격여부 또한 UCA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CAS를 통해 같은 대학교의 다른
학과에 대한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총 5개 대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며, 일반적인 지원마감일은
입학하는 해의 1월 15일이다. 단,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대학교, 그리고 의학, 치의학, 수의학
분야와 같은 인기학과들은 입학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원을 완료해야 한다. 입학서류 접수
후 각 대학교가 실시하는 구술면접고사와 같은 자체적인 입학시험이 진행된다. 이후에 대학교
의 합격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은 입학년도의 6월에 실시되는 A레벨을 치르기 전인 3월 말까지
각 지원자에게 통보되는데, 합격은 조건부 합격과 무조건 합격으로 나뉜다. 조건부 합격의 경우
에는 향후에 치를 A레벨의 점수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수준을 만족시켜야 합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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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적인 합격여부는 A레벨 결과가 발표되는 8월에야 판가름이 나게 된다.
한편, UCAS를 통해 원서접수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지원한 학교에 모두 탈락하였거나,
합격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지원한 학교들로부터 받은 합격통지서를 모두 거절한 이
후에도 다른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를 ‘제거(Clearning)’이라고 한다.
‘UCAS를 통한 대학교 Clearing’ 안내에 따르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거나 요구되는 시험 성적이 있다면 Clearing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추가적 기회를
통해 지원은 보통 7월 중순부터 9월에 진행된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지원자들이 입학제의를
거절하거나 기한 내에 입학여부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빈자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티오
는 UCAS를 통해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공개된다. Clearing과 관련해서 직접 대학교에 문의
하여 입학여부를 상담할 수도 있다. Clearing을 통해 지원한 곳들 중 일단 한 곳으로부터 지원자
의 합격이 결정되면, 지원자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다른 지원과정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나)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평가
잉글랜드는 2013년 이후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이에 따른 중등자격검정시험 그리고 AS 및
A레벨 평가체계의 개혁 등이 시도되면서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 및 평가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의 A레벨 교육과정 및 시험체계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함양에 실패하고 있다는 대학교들의 오랜 불만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는 만
16세 이후의 교육과정인 A레벨의 난이도를 높이고 보다 엄격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학교
입시에 직결되는 A레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교육과정 및 평가의 격변으로 인해 일선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평가 난이도, 등급 및 채점체계의 과도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입에 사용되는 A레벨과 중등자격검정시험에
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 평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평가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높아지
고 있다. 중등자격검정시험의 대체방안으로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던
국제중등자격검정시험을 영국 내에 거주하는 학습자들이 치르거나, A레벨을 대체할 수 있는
케임브리지 Pre-U나 국제대입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등 기존의 평가방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다른 국제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적을 획득하고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등
학교들 및 제 6형식학교들을 중심으로 국내용 중등자격검정시험과 A레벨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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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사립학교들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텔레그라프(2014)의 ‘국제평가를 위해 A레벨을 폐지하는 학교들’ 그리고 타임즈 교육부록
(TES)(2017)의 ‘우리는 공식 평가에 대한 신뢰가 구조적으로 침식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는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특히, 텔레그라프의 기사는 잉글랜드 내 중등학교들
중 2천 곳 이상이 국내 중등자격검정시험 대신 국제중등자격검정시험을, 그리고 사립학교 거의
모두가 A레벨 대신 케임브리지 Pre-U를 선택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바 있다. 국내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기존의 전국적인 평가방법들의 초기 정착단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야기된 낮은 신뢰도는 결국 개정된 교육과정을 등한시하고 다른 대안적인 평가
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야심찬 교육개혁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
다. 개정된 교육과정과 평가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분석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고 연구
되기까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A레벨에 보다 강화된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평가체계가 개정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올해 A레벨 결과에 대한 대학교들의 신뢰도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최상위권 학교들
을 중심으로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도입하거나 종류를 늘리고 있다.
BBC(2017)의 ‘대입시험에 대한 불신으로 자체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최상위권 대학교 증가’
뉴스는 지난해부터 자체 입학시험을 추가로 도입한 케임브리지대학교, 사고능력평가를 점차
더 많은 전공으로 확대하고 있는 옥스퍼드대학교, 그리고 지난해부터 새로운 수학평가를 실시
하거나 2년 전부터 UKCAT을 도입한 의대들의 예를 보여준다. 또한, 이 뉴스는 A레벨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학습자가 너무 많고 이로 인해 최우수 학습자에 대한 A레벨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입학시험을 도입하는 대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가체계의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선발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 증가하는 상황은 결국 수험생
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실상 대입준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단계 5(12-13학년) 또는 A레벨교
육과정 및 평가는 기존에 통합되어 운영되던 AS레벨과 A레벨과정이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되면
서 일선학교와 학습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12학년의 AS레벨 과정에서 보통 네다
섯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고 AS레벨 평가에 응시하고, 다음 해에 12학년으로 진급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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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과목은 탈락시키고 나머지 세 과목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한 후 A레벨에 응시하였으나,
이제는 12학년부터 AS레벨과 A레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과목선택에
대한 부담은 늘고 선택의 폭은 줄었다. 또한, 과거에는 최종적인 A레벨 점수의 절반은 AS레벨
점수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과목에 대한 일회성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고, 각
단계에 대한 평가가 모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대학교들은 AS와 A레벨 분리로 인해
학습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과거에는 대학교들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AS레벨과 A레벨 성적을 모두 고려하던 것에서 이제는 A레벨의 성적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학교로서는 중등자격검정시험 이후 2년간의 학업기간동안 진행된 학습자의 학업성
취도를 평가할 정보가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가디언(2015)의 ‘AS레벨 폐지로 인한 대학교
입학체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뉴스는 이와 관련된 대학들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대학교들
은 학습자를 평가할 정보가 줄어든 만큼 A레벨 이외의 정보인 중등자격검정시험의 성적과 자기
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토대로 지원자를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자신이 부족한 영역을 보충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듦으로써 입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여기에 중등자격검정시험의 등급체계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지원 학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줄어드는 문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사실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AS레벨 성적까지 참고하는 것을 선호하며, 실제로 케임
브리지대학교는 일선학교에 AS레벨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학교들은 A레벨과 AS레벨과정을 모두 제공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AS레벨과정은 포기하고 A레벨과정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AS레벨
학습자의 수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AS레벨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UCAS가 2017년 3월 24일에 발표한 ‘자격증명 개혁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 결과
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설문에 참여한 잉글랜드의 학교들 중 단 29%만이 모든
교과에 대한 AS레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15년
12월에 UCAS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보다 30%나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AS과정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들도 36%에 달하였는데, 이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15% 증가한
것이다. A레벨 과정만 제공하는 사립학교들은 43%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향은 사립
학교들에서 더 심각하다. 대학교 입시에는 A레벨 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AS레
벨이 외면당하는 상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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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 증
가하는 상황은 인터뷰나 특정 입학시험에 대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립학교보다는 사립
학교가 대입에 유리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해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
다. 가디언(2016)의 ‘케임브리지대학교 입학시험은 빈곤층 학습자에게는 잠재적인 장벽’에
대한 기사는 최상위권 대학교들이 입학시험을 실시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의 학습
자들이 과외를 통해 이 시험을 보다 집중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과외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학습자들은 대입에 더욱 불리해 질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입시를 위한 영국의 과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
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서튼재단(2016)의‘학교수업의 그늘: 영국의 과외와 사회적 이동성’ 연
구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공립중등학교 학습자들 중 과외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고 답한 비율은 약 25%였으며, 런던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42%를 기록하였고, 설문조사
당시인 2015년에 과외를 받았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10%였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과외
를 받은 학습자의 비율은 7% 증가하였고, 특히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과외를 받을 가능성이 약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학습자는
과외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으며, 런던의 경우에는 공립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습자들 중 42%가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공사립을 막론하고 런던의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와 더불어 서튼재단(2015)이 실시한 ‘2015년 과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지난 10년간 과외를 받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 증가하
였으며, 2015년에는 25%를 기록하였다. 이 설문조사 질문내용들 중 과외를 받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입학시험에 대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의 입학시험은 구술
면접고사 코칭을 비롯한 명문대 입학에 대한 체계적인 입시지도와 훈련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
한 입시지도 인력을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사립학교의 학습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텔레그라프(2016)의 ‘케임브리지대학교는 최우수 학습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입학시험을 부활시켜’ 뉴스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교는 1986년에 자체 입학시
험을 폐지한 이후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률이 약 50%에서 60.6%로 증가하였으며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률을 64%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입학시험이 재도입되면
공립학교 학습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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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재학생들에게 명문대학교 자체입학시험을 대비한 맞춤식 지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가디언(2016)의 ‘케임브리지대학교 입학시험은 빈곤층 학습자에게
잠재적 장벽’ 기사에서도 SMCPC의 연간보고서를 통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공립
학교 학습자의 입학률 제고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타임즈 고등교육(2017)
의 ‘잉글랜드 공립학교는 대학교입학률에서 뒤쳐져’ 기사에 따르면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
교 학생들에 비해 최고명문대 입학률이 43%나 높다고 한다. 이외에도 인디펜던트(2017)의
‘공립학교 학생들은 인기학과에 지원함으로써 옥스브리지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아져’ 그리고
가디언(2011)의 ‘UCAS는 대학교 입학과정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유복한 학습자들에게 유리하
다는 것을 인정’ 기사들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입시지도를 제공하는 사립학교의 재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대학교 입시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가교육과정 및 시험체계의 개정이 시도됨에 따라 야기되는 정착초기의 불안정한 상황
은 과거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실시하던 본고사와 같은 자체적인 입학시험의 재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A레벨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따르고 있는 만큼 개별학습자에게는 격변하는 교육
과정과 평가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며, 대학교로서는 A레
벨 고득점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레벨 점수에 대한 신뢰도와 A레벨 동점자를 변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로 하여금 A레벨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자 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다. 대학교의 입학시험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선학교들은
학습자에게 각 대학교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자격증명 혹은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입학시험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는 입시지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험생 학습자들
에게는 사교육을 통해 보다 집중적인 입시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영국 대입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
가)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입제도 개혁 동향
앞서 설명한 영국의 선지원제도는 A레벨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을 치르고 공식적인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개별학습자에 대한 예상시험점수만으로 대학교에 지원한 후 A레벨 시험이 발표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확한 실제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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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단점이 있다. 사립학교에 비해 공립학교 학습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예상점수 그리고
부유한 지역의 학습자들에 비해 빈곤한 지역의 학습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예상점수가 낮아서
입시에 불리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교사들이 예상하는 개별학습자의 A레벨
예상점수가 이후에 획득하게 될 실제점수보다 낮은 경우 하향지원으로 인해 실제로 입학이 가능
한 곳보다 낮은 곳에 입학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반면에 예상점수가 실제점수보다 높은 경우
에는 상향지원을 하여 결국 A레벨 점수가 발표된 이후에 지원한 곳 모두에서 탈락하고 마지막으
로 Clearing의 기회에 의존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UCAS(2011)가 발간한 ‘UCAS 입학과
정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자에 대한 예상점수는 51.7%가 실제점수와 동일하였고, 41.7%
는 실제점수보다 예상점수가 높았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지원자의 20-40%는 학과에서 요구
하는 최소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예상점수로 지원하였으며,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최대
50%가 학과가 요구하는 최소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예상점수로 지원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 UCAS 입학과정검토’보고서는 A레벨을 현행보다 3주 이른 시기에 실시하고 보다
가속화된 채점기간을 거쳐 한 달 반 이상 이른 시기에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실제점수를 바탕으
로 대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선시험 후지원(Post-qualifications applications, PQA)’체계로
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2년부터 선시험 후지원 체계로
이동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선시험 후지원 체계로의 이동에
대해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교들의 모임인 러셀그룹(Russell Group)은 ‘UCAS 입학과정검토에
대한 러셀그룹 대학교들의 입장’이라는 공식적인 서면발표를 통해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의 공
정성 제고 및 지원자들의 정보에 기반한 선택의 기회 확대, 그리고 대학교의 접근을 막는 학습자
의 성취도 격차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랫동안 유지된 대학교 지원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현행체제를 유지
해야한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고, 실제 점수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Clearning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선시험 후지원 체계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영국은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도입한
만 16세 이후의 기술계획(Post-16 Skills Plan)을 통해 직무관련 자격증명체계도 개혁하였다.
그동안 청소년 및 젊은이들이 다양한 자격증명을 취득하지만 취직이나 대학교 입학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교육 내용, 평가 및 진로에 대한 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재정립하고 2016년부터 수행평가표(performance table)를 통해 직업·기술분야 자격
증명에 대한 연간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자격증명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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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중등자격검정시험이나 A레벨과 같은 학업분야의 자격증명체계만큼이
나 취업시장과 고등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체계와 호환될 수 있는 수준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교육부(2016)가 발간한 ‘만 14에서 19세까지의 기술과 응용자격증
명’ 안내에 따르면 직업기술과 관련된 응용자격증명의 네 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기술수여증(Technical Awards): 만 14-16세 청소년의 응용지식과 실제적 기술을 함양시
키는 높은 수준의 Level 1과 2의 자격증명
• 기술자격증(Technical Certificates)과 기술수준(Tech Levels): 만 16세 이후의 학습자에
게 숙련자로서의 취업이나 기술관련 학문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시키는
Level 2과 3의 자격증명
• 응용일반자격증명(Applied General qualifications): 응용학문에 대한 학업과정을 지속하고
자하는 만 16세 이후의 학습자를 위한 Level 3의 자격증명
이렇게 엄격하고 보다 분명한 직업기술 자격증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A레
벨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증명을 획득하여 공학, 컴퓨터, 경영, 스포츠 등 해당 분야의 고등교
육에 입문할 수 있게 장려하고 있다.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Level 3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이
요구되므로, 응용일반자격증명이나 Tech Level 3가 필요하다. UCAS(2016)의 ‘진로경로’ 보
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험출제 및 주관기관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등교육기관들도 이 자격증명을 취득한 지원자를 받아들이기로 약속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직무관련 자격증명인 NVQs과 BTEC을 획득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접근하
는 방법 이외에도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통한 고등교육에의 진출기회도 존재한다. 만
16-19세의 전문성 향상에 도제교육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현 정부는 3백만 도제교육의 자리
를 창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교육기술재정협회(2015)의 ‘고등 및 학위과정 도제교육에
대한 완벽안내’에 따르면 현재 전국도제교육서비스(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가 규정
하는 세 가지 수준의 도제교육이 존재한다.

• 중급(Intermediate): 중등자격검정시험의 다섯 개 과목에서 통과에 해당
• 고급(Advanced): A레벨의 두 과목에 해당

185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고등/학위(Higher/degree): Level 4 혹은 그 이상

A레벨의 대안적인 자격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급수준을 획득하면 도제교육을 통해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제교육 실습생들 중 34%는 고등교육 및 학위과정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UCAS(2016)의 ‘진로경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영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도제교육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이를 일원화된 체계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중등교육기관과 대학교에 걸친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
제를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대학입시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원자의 지식과 기술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는 자격증명이 과거에는 학문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이루어지던 것이 학업과
정과 직무관련 혹은 기술교육과정을 접목한 교육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UCAS(2016)의 ‘진로경로’ 보고서의 통계분석결과는 전통적인 학문과정인 A레벨만으로 대학
교에 진학한 학습자보다 직무관련 교육과정인 BTEC 또는 기술교육과정인 Tech Levels와 같은
과정을 단독으로 이수하거나 혹은 A레벨과 동시에 이수하여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습자의 비율
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대학교 입학자들 중 A레벨만을 거친 학습자의
비율은 줄고, A레벨 이외의 과정을 거친 학습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둘 이상의 교육
과정을 거친 학습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자격증명을 획득하려면 그만큼 학습자가
감수하는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다양한 자격증명을 통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대학교
는 고등교육과정에 전이가 가능한 실제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한 학습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학교의 입학경로가 학업성취도에 의존하던 것에서 직무, 기술, 도제
경력을 인정하는 다양한 경로로 세분화되고 있다. 물론 직무관련 혹은 기술관련 자격증명이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A레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공들도 존재한다. 직무 및 기술과 통합
된 교육과정은 중등학습자로 하여금 향후 진로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는데,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에 해당하는 등급을 획득한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혹은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공부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대입경로에 사용되는 호환가능한
자격증명의 수준과 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중이고, 도제교육과 같은 일부 경로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수준체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자격증명의 수준과 경로를 일선학

186

Ⅳ.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분석

교와 학습자 및 학부모가 상세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대학교는 각 경로에 설정된 수준체계를
입학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영국 대입제도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개혁과 대입제도의 개혁 동향이 우리나라
의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이후 잉글랜드의 교육은 격변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교육과정의 대대
적인 개혁에 발맞추어 평가체계 또한 개정하였으며, 학업 및 기술교육과정에서 수여하는 자격
증명체계 또한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개정교육과정은 교과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여 교과의
기초적 그리고 핵심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의 교육기준 제고를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기술과 경험습득 및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는 탐구 및 수행활동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교 입시에 반영되는 중등자격검정시험 및 A레벨의
교육과정과 평가도 변화하였는데, 엄격한 교과과정과 상세한 교수요목에 따라 평가내용과 수준
도 제고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교과중심 그리고 지식중심의 평가체계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교육과정과 평가에 일정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험, 탐구,
개발/제작, 현장학습 등 실제적 활동을 의무화하고, 그 적용방법 및 평가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실생활에 바탕을 둔 그리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학습자의 능력에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된 교육과정과
평가체계는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역량중심, 탐구 및 수행과정중심으로 변모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도 일선학교 및 대학교,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AS레
벨과 A레벨의 개정을 통해 이 두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A레벨은 관련된 분야의 상세한
교과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함으로써 교과영역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적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대학교 입시체계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학업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 학
생을 선발하던 것에서 점차 직무경험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를 반영하
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직무·기술 자격증명체계를 새로이 확립하고 기술
관련 자격증명과정의 위치를 학업과정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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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A레벨과정의 이수를 통한
학문적 경로에 국한되던 고등교육에의 접근기회가 직업, 기술 및 도제교육에 기반을 둔 학습자
에게 까지 확대되면서 대학교 입학경로는 유연화 그리고 다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대입
경로의 다양화는 정부의 기술경쟁력 및 취업경쟁력 강화정책과 맞물려 학문을 통해 습득한 지식
뿐만 아니라 직무 경험이나 전문적 기술 등의 실제적 역량을 강조하는 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다만, 잉글랜드의 대학교 입학체계는 그만큼 경로가 다양하고 같은 수준 안에서 대체할 수
있거나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명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선학교와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하
고 진로를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좋은 대학교일수록 우수한 학습자를 선별하고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체 입학시험을 실시해온 가운데, 최근 시도된 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의 큰 변화로 인해 평가난이도와 등급체계에 야기된 혼란과 불안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학교들은 학생평가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입학시험
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자체 입학시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일선학교와 학습자에게는 결국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정된 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착 및 안정단계에 다다를 때까지
일선학교들, 특히 상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국내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치러왔던 중등자격검정
시험과 A레벨과정을 포기하고 이 시험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간 동일한 체계가 유지되
어 온 국제중등자격검정시험과 국제 A레벨로 이동하는 상황은 결국 개정된 교육과정과 평가체
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 입시에서 일원화된 시험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인정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시험들이 늘어나면서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대대적인 변화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그 효과가 검증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각 대학교들이 다양한 입학시험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영국의 대학교 입시체계가 학습자의
학문적 우수성과 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A레벨이라는 전국적인 일제고사의
평가결과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대입 제도를 한국의 상황으로 치환하자
면 대학교 입시에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점수가 대학교 입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A레벨의 교육과정과 평가체계가 개정됨으로써 도입초기에 발생하는 평가의
개발과 운영상의 시행착오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도 하락과 AS레벨 폐지로 인한 평가요소
감소 및 고득점자 증가추세는 대학교들로 하여금 A레벨 결과에 치중한 지원자 설발을 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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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통한 지원자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상세하며 종합적
인 평가 자료를 확보하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영국의 상위권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수능고득점
자의 증가로 인해 학습자 변별력이 감소하면서 대학교의 본고사 부활 및 면접구술고사 강화
등의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수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상승 및 입학시험 증가로 인한 학습자의 부담과 스트레
스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현행 선지원 후시험 체계는 한국의 수시모집과 유사하지만 내신등급이나 학생
생활기록부와 같은 학교수준의 평가 자료가 없이 A레벨의 예상점수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예상에 기반 한 상향 또는 하향지원의 단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선시험 후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한 바 있지만 A레벨의 실시 및 채점일정에 큰 변화
가 필요하고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기존 선지원
후시험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실 고등교육분야의 개혁에 있어서 최근 영국은 대입지원체계에 대한 변화 모색보다는 대학
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교수우수성체계(Teaching Excellence Framework)
를 도입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업혁신기술부(2016)의‘학습자를 위한 선택권 및 기회
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학교들’이라는 발표에 따르면 대학교들로 하여금 교수의 질을 제고하고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전망을 밝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자가 지불하는 대학교 등록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양질의 교육과 직업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각 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며 대입 수험생들에게는 각 학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학교선택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습자의 취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각 대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세부적인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일정수준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대학교에 한하여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앞으로 3년 안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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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14)

가. 고등학교 개혁 동향
1) 일본의 대학진학률 현황
일본의 고등학교는 과정별로 전일제 과정, 정시제(定時制)과정, 통신제 과정으로 구분된다.
전일제 과정은 통상 과정을 3년 동안 거치는 과정을, 정시제 과정은 수업연수가 3년 이상으로
야간 및 기타 시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을, 통신제 과정은 수업연한 3년 이상으로 통신 교육
을 실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등학교는 학과별로는 보통과(인문계열), 전문학과(특성화계
열: 상업과, 공업과 등), 총합학과로 구분된다(文簿科學性, 2016c). 2016년 기준으로 고등학
생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인문계열의 대학 및 단기대학 진학률이 63.1%이고 전수학교(직업교
육 중심학교) 진학률은 22.3%를 점하는 반면, 특성화 계열은 취직률이 40.6%를 점하고, 그
뒤로 대학과 단대진학률이 29.7%, 전수학교 진학률이 23.7%에 이른다(文簿科學性, 2016c)

2) 개혁 동향15)
고등학교 진학률(98.7%)과 대학진학률의 증가는 고교-대학 간 연계 관련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다. 2016년 교육개혁의 초점은 교육과정의 개정, 학습·지도방법의 개선 및 교원 지도
력의 향상, 다면적인 평가 추진으로 요약된다(文簿科學性, 2016a: 1).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은 文簿科學性의 “2009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고 있
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이념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육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항목인 지식 기능의
습득,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의 육성, 도덕교육 및 건강한 신체의 육성이다(文部科学省, 2009: 9).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이과교육에서 지식 기능을 활용하는 학습과 탐구학습을 중시하는 점, 지도
내용과 일상생활 및 사회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점, 역사교육 및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점, 사회
봉사와 취업체험과 그에 관한 자질을 육성하는 점, 체육/식육/안전교육에 중점을 두는 점 등을
들 수 있다(文部科学省, 2016a:13).

14) 일본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은 한현정(부산대학교)이 작성한 것임.
15) 이장의 주요 내용은 文簿科學性(2017a)의 내용을 재인용하였음.

190

Ⅳ.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분석

둘째, 학습･지도방법의 개선 및 교원 지도력의 향상이다.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주체적 대화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액티브 러닝: Active Learning의 관점에서 학습 개선)을
학습지도 요령과 동시에 논의하고, 이러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교원의 자질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액티브 러닝은 학습자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대해 주체적이고 협동적으
로 학습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학습내용 자체가 아닌 아이들의 배우는 방법에 착안한 개념이다.
액티브 러닝식의 수업 구성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능력을 촉진하고 산물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래 액티브 러닝은 초등･중학교 과정에서 탐구형 수업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현재
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어떤 학력이 습득되는지가 주목되면서 그 육성에 액티브 러닝
(Active Learning)이 효과가 있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액티브 러닝은 기본적 지식의 습득을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인 과제의 발견, 해결을 통한
사고력, 표현력, 판단력을 닦는 것이 목적. 기존의 지식, 기능이 새로운 형태로 체계화되어
자기 안에 재구축되어 정착해가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액티브 러닝의 특징은 첫째,
깊이 배우기이다. 습득, 활용, 탐구하는 학습 과정 중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염두에 둔
학습과정이다. 아이들은 끈기 있게 대처하여 스스로의 학습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
아가는 주체적인 배움의 과정이다. 둘째, 기존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 생각하
는 방식이 심화되는 학습인데, 이 때 과제 설정이 중요하게 된다. 셋째, 대화적 학습이다. 타자
와의 협동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생각을 넓히고 심화하는 학습과정이다. 교사가 말
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이들이 이야기하여 정보교환을 통해 아이들의 시각이
바뀌어가게 하는 배움이다. 액티브 러닝에서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ICT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액티브 러닝은 문제 해결형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과를 어떻게 점수
화할 것인가, 각 교과의 달성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장 교사에게 채점업무가 늘어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기초학력 테스트나 직업이력 등 다면적 평가의 추진이다. 우선 文簿科學性은 2016년
도에 ‘고등학교 기초학력 테스트’의 내용과 방법 등을 검토하고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행
조사’를 실시해 ‘고교생을 위한 학습의 기초진단(이하, 고등학교 기초학력테스트)’을 실시할
방침이다.이는 2007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전국학력 및 학습 상황 조사,
즉 전국 학력테스트의 고교판인 셈이다. 고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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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의 학습내용을 포함하여 고교생에게 요구되는 기초학력의 확실한 습득을 보장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기초학력테스트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며 학교에서 배워온 교과 지식과
기능에 관한 시험으로 2018년에 인정제도를 운영 개시하는 시험이다. 기초학력테스트의 취지
는 학생이 자신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습 달성도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의욕을 환기하고, 학습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장래의 진학과 취직에
필요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된다.
개별 고등학교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목표와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
한 측정도구를 선택해서 활용한다. 또한 다면적인 평가 추진의 관점에서 인정된 특정 도구 이외
의 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진단의 실시취지는 의무교육단계의 학습내용을 포함해 고교생에게 요구되는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습득하게 하고‘그로 인한 고교생의 학습의욕 환기’를 시도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文簿科學性에서 일정한 요건
을 제시하고, 그에 준하여 민간 시험 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염두에 두고 민간 사업자 등이 고등학교의 실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측정
도구를 개발,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 Ⅳ-3❙ 능력·학습활동의 계층수준과 평가방법의 예
능력 학습활동의 단계구분

교과 등 틀 속의 학습

학습 틀 자체를
학습자들이
결정,재구성하는 학습

출처: 西岡(2017). p.20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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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의 예

지식습득과 정착(안다, 할수 있다.)

선택 회답식(객관 테스트식)의 문제

지식의 의미이해와 세련화(안다)

자유 기술식 문제

지식의 유의미한 사용과 창조
(사용할 수 있다)

퍼포먼스 과제

자율적 과제설정과 탐구

소논문
총합적 학습시간(탐구적 학습)에 대한
포트폴리오

사회관계의 자치적 조직화와
재구성(행위시스템)

총합적 학습 시간과 특별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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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테스트에서는‘지식, 기능’의 확실한 습득 여부를 확인한다. 당초의 계획은 ‘국어종
합’, ‘수학I’, ‘세계사’, ‘현대사회’, ‘물리기초’, ‘회화 영어I’ 등의 고교 필수 과목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 필수 과목을 상한으로 게시하고 의무교육단계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지능과 기능을 묻는 문제
를 중심으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측정 문제도 적절하게 출제한다. 응답방식은 다지 선택방
식이 원칙이고 객관식 이외에 서술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해답방식을 채용한다. 영어는 듣기･
말하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기능의 측정을 전제로 검토한다. 성적 평가는 각자의 정답율과
함께 10단계 이상으로 표기된다. 평가결과를 응시자에게 제공하되 교사가 사후의 학습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평가이다. 학생 단계부터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직업에 대한 개념을 갖추
도록 하는 교육 이력으로 ‘직업 패스포트(가칭)’의 활용방법에 대해 2017년도부터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본의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방향이 일치하며 글로벌 사회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촉구되는 평가제도로 국제 바칼로레아가 있다.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는 국제학교의 졸업생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해 대학진학의 길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의 유연한 지성육성과 국제이해교육의 추진을
돕기 위해 1968년에 발족한 비영리 교육기구이다.일본에서는 1979년부터 IB 자격을 소지한
18세에게는 대학 입학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해 왔다.
국제 바칼로레아 추진에 관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마을, 사람, 일
창생총합전략(2016.12.22.)”에서는 국제적으로 유용한 대학입학자격이 취득 가능한 교육 프
로그램(국제바칼로레아)의 보급 확대를 시도하여 2020년까지 국제바칼로레아 인정교 등을
200교 이상으로 늘릴 것(2014년 74교에서 2016년까지 101교로 증가)을 제안하였고, 일본경제
단체 연합회(2013. 6. 13)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어학력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이문화수용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발견력 등을 습득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을 유용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학협회(2017. 9. 14)에서는 입시개혁의 일환으로
‘추천입시, AO입시, 국제 바칼로레아 입시 등의 확대(입학정원의 30%를 목표)’하겠다
(2017.9.14.)고 언급한 바 있다.
IB에는 3세부터 19세까지 연령에 따라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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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DP(Diploma Programme) 자격취득을 위한 사항을 살펴보겠다. DP 커리큘럼은 제1
언어, 제2언어, 개인과 사회, 실험과학, 수학과 컴퓨터과학, 예술 및 선택과목의 6개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후 과제논문 지식의 이론, CAS(창조성, 활동, 봉사)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DP는 수업 및 실험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중 택일로 이루어지는데 일본
에서는 2013년부터 국제바칼로레아 기강의 협력 하에 DP과목의 일부를 일본어로도 실시 가능
하게 하는 일본어 DP의 개발도입에 착수했다. 일본어로 실시가 가능한 과목은 경제, 지리,
역사, 생물, 화학, 물리, 수학, 수학연구, 음악, 미술, 지의 이론(TOK), 과제논문(EE),창조
성·활동·봉사(CAS)이다(国際バカロレア·ディプロマプログラムにおける「ＴＯＫ」に関す
る調査研究協力者会議, 2012) .
국제 바칼로레아 인정교는 2017년 6월 현재, 세계 140개국 이상 지역에 4,846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본의 인정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16)는 20개교이다.17) IB 도입의
추세는 고등학교 교육개혁과 함께 증가될 전망이다.

나. 고등교육 개혁 동향
일본의 18세 인구의 장래 추계는 2010년 122만3000명에서 2031년 100만8000명, 2058년에
는 63만 8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文部科学省(2017d).p2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등교육 규모는 국립 86개, 공립 91개, 사립 600개로 총 777개의 대학이 있는데 장래
의 대학교육 수혜자로서 18세 인구뿐 아니라 사회인이 부상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7d).p6). 여기서‘사회인’이란 재직자로 계속적인 수입을 얻는 일에 현재 종사하는 자,
계속적인 일에서 이미 퇴직한 자, 주부 등을 일컫는다(中央教育審議会,2009).
일본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교육의 수요는 학령인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인과 고령자

16)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법률로 정한 학교’범위로 해석된다. 즉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에 속한 공적 성질을 가진 기관임.
17) 市立札幌開成中等教育学校、仙台育英学園高等学校、茗渓学園高等学校、ぐんま国際アカデミー、昌平中
学校、筑波大学附属坂戸高等学校、玉川学園中学部･高等部、東京学芸大学附属国際中等教育学校、東京
都立国際高等学校、山梨学院大学附属高等学校、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オブ･アジア軽井沢、法政大
学女子高等学校、サニーサイド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加藤学園暁秀高等学校･中学校、名古屋国際
中学校･高等学校、立命館宇治中学校･高等学校、英数学館高等学校、AICJ中学･高等学校、リンデンホール
スクール中高学部、沖縄尚学高等学校
출처:文部科学省(2017c)国際バカロレアの認定校 http://www.mext.go.jp/a_menu/kokusai/ib/13079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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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도 전형대상으로 사회인을 포함한 특별전형 등을 통해
대입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설치심의회(2003)의 내규가 기존의 설치인가
억제 방침을 철폐하고 설치 기준에 맞는 대학으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대학은 원칙상 인정하
는 준칙주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학 학부 및 단기대학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대학 학부,
단기대학, 대학원에서는 장기이수 학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원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직업능력
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새롭게 전문직 학위과정을 창설했다. 2009년에 사회인의 대학
진학을 위해 개발된 매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科会 大学
規模･大学経営部会, 2009).

❙표 Ⅳ-4❙ 매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대학

교육프로그램

특징

• 취업자의 전문적 능력향상
• 기업 지향 중국어연수 프로그램

• 중국기업, 중국인과 업무상, 사적인
관련자, 중국부임 예정인자 대상

•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직업자격보육자의 복직지원
시즈오카현립대학
• 이직 퇴직 보육 간호자격 보유자의 커리어 업을
단기대학부
위한 HPS 양성교육 프로젝트

• 보육사, 간호사 자격자, 보육 및 의료
현장에서 실무경험자, 현재이직중인
자, 실습 포함하여 전일과정을 수강
가능한자 대상

• 고령자의 취업,사회 참여 지원
• 릿교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 입학연도 4월1일 현재 만 50세 이
상인자, 고교 졸업자 또는 그에 준
하는 학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오비린대학

릿교대학

코우치
공과대학대학원

• 국가 발전의 근간인 인프라 구조
(제도 인프라, 시설인프라, 자연
• 전문성 지향과 새로운 전문성 획득
인프라) 정비 사업에 관한 다양한
• 사회시스템 매니지먼트 코스 사회인 대상 프로그램
문제해결을 발견해냄과 동시에 이
(석사과정)
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일반재단법인
지역공공
• 지역의 인재수요에의 대응 또는 개척
• 교토의 지역공공 담당자로 기대되는
인재개발기강(대학 • ‘교토의 지역력’ 미래를 담당하는 인재 양성 추진
구직자 대상
과의 연계에 의해
사업(쿄토부의 위탁사업)
실시)
아이치공업대학

• 현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
• 사회인 방재 마이스터 양성강좌

•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사회인(지자체,
기업, 지역사회의 방재대책과 계몽
활동에 관련된 관계자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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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프로그램

특징

큐슈대학

• 산업계와의 연계에 의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차세대 정보화 사회를 견인하는 CT 아키텍
트 육성 프로그램

•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개강하며 석사
과정 학생중 정보통신기술 ICT에
강한 지향성을 가진 자는 본 프로
그램을 이수 가능

간사이 학원대학

• 대학 간의 연계, 협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
기 위한 단괴세대(1950년대 출생세대)가 활약하
기 위한 지역 공헌형 사회기업가 양성프로그램

• 퇴직예정자에 대해 신규 사업 특히
사회사업의 기업가로서의 훈련기회
를 제공하여 장래 각자가 지역 공헌
형 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

출처: 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科会 大学規模･大学経営部会(2009). p.33-41(p.35 제외)의 관련 자료를 인용한 것임.

2015년 교육재생실행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회, 전원 참가형 사회, 지방창생을
실현시키는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사회인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고양시키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실천적 전문적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틀을 구축했다. 2005년에 창설된 전문직 대학
원이 대표적이다. 비지니스 MOT,회계, 공공정책, 공중위생, 지적재산, 임상심리, 법과대학
원, 교직대학원 등으로 2014년에 175개 전공수의 122개 대학이 있다(文部科学省,2015: 28).
사회인의 대학진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대학 입학자 중 25세
이상인 자의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4.6%인데 비해 일본은 21%로 낮은 편이다
(文簿科學性, 2015: 5). 이에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에서는 2014년~2016년까지
‘고도인재양성을 위해 사회인 재교육 대학원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의 내용은
대학원과 산업계 등이 협동하여 사회인의 직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 기술,
기능을 습득하도록 대학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보급하여 고도의 인재양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인의 재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文簿科學性, 2015: 31). 이 사업에 의해 선정
된 대학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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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고도인재양성을 위해 사회인 재교육 대학원 프로그램
인문사회과학계
쿄토대학
후쿠오카여자대학
나고야상과대학
일본복지대학
간사이대학
간사이학원대학

•
•
•
•
•
•

쿄토대학 서비스 MBA입문프로그램
이노베이션 창출력을 가진 여성리더 육성프로개름의 구축과 보급
경영기반강화를 맡을 이노베이션 인재육성 ‘MBA엣센셜’프로그램
지역재생을 위한 ‘복지개발 매니저’양성프로그램
해외 자회사 경영을 맡을 인재양성 대학원 교육프로그램
해피직업 프로그램 여성리더 육성 코스
자연과학계

군마대학
야마나시대학
나고야대학
산업기술대학원대학
동경전기대학

•
•
•
•
•

그린 헬스케어 전기장비를 지원하는 전문 기술자 양성프로그램
와인 프론티어 리더 양성프로그램
항공기 개발 글로벌 프로젝트 리더 양성 대학원 프로그램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에서의 사업개발, 사업개혁을 위한 고도인재양성프로그램
국제화 사이버 보안학 특별코스 설립프로그램
의학,치의학등 보건계

나가사키대학
자치의과대학
제경대학

• 활발하게 일하는 실천력 있는 조산사 직업 지원프로그램
• 21세기형 지역의료의 창출을 견인하는 고도인재 양성프로그램
• 제경대학 산업보건 고도전문직 양성 대학원 프로그램

출처: 文簿科學性(2015). p.32 인용

쿄토대학 등 지역의 유명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사회인의 재교육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을 기반으로 특성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대학에서 사회인의 재교육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인의 학습 동기에 맞는
학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를 이수한 증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인재육성수용에 대응해 대학간 연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인의
대학취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형태를 제공
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지원(입학료 면제, 단위제 수업료, 수업료 분할 납입제
도, 수업료 감면조치, 장학금 제도 등)을 추진하며, 대학 취학과 취업생활의 양립을 기하는
학습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본의 대학은 외국 인재 취득을 위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유학생 30만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文部科学省,2008). 외국 유학생들이 대학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취직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일본 내 장기적 체재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학
생 30만 계획’은 이미 1983년에 발표된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잇는 정책이다. 이 때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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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취득 절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해금을 취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증가시킨 바 있다. 1983년 1만,420명에 대비 1993년에 5만 2,000명으로 8.9배가
되었고 1999년에는 5만 6,000명에서 2005년 12만 2,000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日本学生支援
機構,2017:1).
‘유학생 30만인 계획’에서 30만이라는 수는 현재 대학에 재학한 전학생의 10%정도에 상당한 30
만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학생이 캠퍼스 안에서 교류함으로써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이 크게 바뀔
것이며 대학에서의 유학생 존재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10% 정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정되었다(中央教育審議会 大学分科会 留学生特別委員会, 2008).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첫
째,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실시하고, 둘째, 수업 방식을 개선하며, 셋째, 외국인 유학생용 기숙사
제공 등이 요구된다. 유학생은 자금면, 노력면에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은 운영체제와 수익구
조의 개선을 포함한 발본적 개혁을 추진하여 선발에 대한 정비보다는 유학생의 생활 전반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岩崎薫里, 2015).

다. 일본의 대입제도
1) 일본 대입제도의 개관
가) 입학시험 제도의 개요 및 특징
일본의 고교 진학률과 국민의 고학력화 지향을 배경으로 고등교육의 확대노선이 진행되어
1963년에 대중화(해당연령 인구의 대학 재학율이 15~50%)에 도입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면서 대중화 단계(대학 재학율이 50%이상)에 이르게 된다(Trow, 1976). 고교 졸업생의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포함한다면 학습자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볼 때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는 완전히 연결된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일본의 학교 시스템은 당초부터 일관된 제도를
상정하지 않았다. 각 학교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 그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에 깊이 뿌리내
리고 있으며 고유의 기능과 성격을 가져왔다. 즉 고교까지 보통교육과 학술중심의 장인 대학과
는 법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고등교육 진학율이 10%에 지나지 않던 대학이 상아탑으로서
엘리트 기관이었던 패전 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의 대중화 속에서 법제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9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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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시기에 교육적 이슈가 된 것이 학교선택제이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취학예정자가 취학
해야 할 학교 결정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통학구역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정한다(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5조). 이에 1997년에 文簿科學性은‘통학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통지를
내고 취학해야 할 학교지정을 미리 보호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정했고 2003년에는 학교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구･정･촌의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학교 선택제를 도입할 수 있게 명기
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내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선택 확대는 대학입시에도 나타났는데 현재 대학입시의 중심을 이루는 대학입시 센터시험과
AO입시 및 추천입시가 그것이다.
각각 입시의 특성 진술에 앞서 일본의 대학입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대학입
시로 1954년 진학적성검사라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실시했고 이후에 능력개발연구소에 의한‘전
국 테스트’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지 1회의 학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락을 결정한
다는 비판이 존재해 우려를 낳았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70년대에는 文簿科學性의
주도하에 입시개혁이 이루어져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공통일차 학력시험’을 도입하게 된다.
이 시험은 학교에서의 학습 달성도를 알아내고 각 국·공립대학은 2차 시험으로 학력검사나 실기
검사, 면접, 소논문 등을 실시했다. 이 입시제도는 대학입시 센터가 담당한다. 국립대학의 수험
생 전원이 고등학교의 과정에 맞춘 5교과 7과목의 공통시험을 응시하게 했다. 각 대학은 대학입
시 센터에서 통지한 공통시험의 종합득점과 대학 독자의 학력시험을 종합해 학력을 평가한 후
입학자를 선발 결정했다(오현석, 2012: 75).
이 시험의 문제점은 국립대학의 수험기회가 1회로 제한되고, 사립대의 입시과목이 2-3과목
인데 반해 국립대는 5교과 7과목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점, 답안을 컴퓨
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깊이 있는 문제를 낼 수 없다는 점, 각종 수험산업이
학생 개인의 편차치 추정을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 된 것, 편차 치에 기초한 대학의 서열화로
수험생간의 서열화를 야기한 점 등이 대두되었다(오현석, 2012: 75).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학입시 센터시험(이
하 센터시험)이다.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의 성취도
를 평가하며 각 대학에서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선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센터시험
의 이용여부, 이용방법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오현석, 2012: 76).
센터시험의 특징은 첫째, 대학입시 센터시험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목들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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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습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학력고사이다. 둘째 대학입시
센터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과목별 기초학력고사이다. 시험
내용은 6개 교과 즉 외국어, 지리 역사, 수학, 국어, 이과, 공민 이하 31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주로 사지선다형이고 수학교과에는 단답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지원자에게
5개 과목에 해당하는 대학입시 센터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은 대학입시 센터와 대학이
관리하며 추가시험 포함하여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고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50%가 응시
하고 있다. 시험결과는 각 응시생에게 성적을 통보하지 않고 대학으로만 통보한다. 센터시험
응시한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만 공개하며 모든 국 공립대학과 약 50%의 사립대
학에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대학입시 센터시험은 대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학생들
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 시험이다.
넷째, 대학 입시 센터시험은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난문 기문
을 배제하고 단편적인 지식에 대한 암기수준을 확인하기보다 논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출제하고 있다(백순근, 2001).
또 하나의 입시제도가 AO(Admissions Office)입시 및 추천입시이다. AO입시는 1990년 게
이오 대학의 종합정책학부 환경정보학부 개설과 함께 도입된 것이 시작으로, 2000년의 대학심
의회답 ‘대학입시의 개선에 관해’에서 추진이 주창되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AO입시는 상
세한 서류심사와 시간을 들인 세심한 면접 등을 조합함으로써 수험생의 능력 적성, 학습에 대한
의욕, 목적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다(백순근, 2001).
추천입시는 출신교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을 선발해 입학시키는 것인데 학업, 스포츠, 예술분
야 등 대학 고교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의 성적, 조사서 등으로 판단한다. 최근에는 자기추천,
사회인 추천 등 출신교의 틀이나 현역･재수 여부를 따지지 않는 등 추천입학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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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일본대학의 입학제도
전형유형
일반입시
(대학입시센터시험+대학별
자체시험)

내용
- 국･공립대학이 주로 활용
-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대학의 필요에 따라 1교과 1과목 선택도 가능
- 대학별 자체시험은 학과별 주관식 종합시험, 소논문, 심층면접, 실기시험,
영어듣기 테스트 등 활용

AO입시(자기추천서+지망이유서+
활동경력보고서+소논문+면접)
-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다면적 종합적으로 평가
대학입시센터시험 적용여부는
- 자기추천이 주가 됨
선택사항
- 자기추천(출신고교장 추천 필요 없음. 담임선생 및 지도교사가 작성한
평가서, 조사서18) 제출
공모제 추천
추천입시
(조사서+
활동경력
보고서+ 면접)
대학입시
센터시험
요구하지 않음

- 학교추천(출신고교장 추천 필요함. 국･공립대학이 주로 활용)
- 특별추천(스포츠, 사회자원봉사, 특정분야 우수자, 각종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대학별 선발기준이 다름)

지정교추천

- 대학 측이 과거 학부별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교를 지정하여 해당
고교에 추천입학생 수를 지정
- 학과시험 없이 서류심사로 학생선발. 매년 입학성적 재검토를 통해 고교를
지정.

내부 추천제

- 부속 고교 출신자가 계열 대학에 추천을 통해 입학
- 명문사립대학에서 주로 활용

동맹교 추천

-교육이념(예: 건학정신)이 동일한 학교 간에 추천을 통해 입학

출처: 박성현‧박남기(2008). p.215, 오현석(2012). pp.76-77 재인용

나) 현행 대입제도의 성과 및 한계
(1) 대학센터시험의 평가와 한계점
센터시험과 AO입시/추천입시를 통한 대학입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2010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입시 데이터에 따르면 국공사립대학 모집인원 570,238 명중에
일반입시에 의한 모집은 60.2%(343,171명), AO입시/추천입시에 의한 모집은 39.8%(227,067명)
였다. 일반입시에서 센터시험과 개별입시가 병용된 경우는 전체의 19.6%(111,724명)에
그쳤다.

18) 조사서란 학생생활기록부에 해당함.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기록으로 교사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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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2010년 대학입시상황
출처: 문부과학성. 大学入学者選抜、大学教育の現状. p.25 인용

센터시험으로 폭넓은 지식습득을 확인하고 개별입시로 자유기술문제를 접하게 되면 각 교과에
관한 상당히 균형감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런 입시로 모집되고 있는 인원
은 20%정도이다. 센터 시험만을 보거나(48,558명) 개별학력시험만을 치르는(182,889명) 대학의
대부분이 2과목 이하의 학력검사만 하고 있다(文簿科學性, 2016a).
대학 센터시험은 동일 과제를 풀어서 해답 득점으로 수험생을 순서화하는 방식이었다. 실은
문제의 출제방식, 득점의 배분에 의해 결과는 달라진다. 하지만 센터시험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시행되는 경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경쟁은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
등하다거나 ‘부정’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그 때문에 획일적 시험을 치르는 이외의 방법이 없었
다. 한정된 조건 속에서 순위가 붙여지고, 결과적으로 1점 차의 득점으로 입시결과가 정해진다.
게다가 이 방식이라면 공평성은 동일 시험내부에서만 보장될 뿐이다. 다른 시험문제와 다른
채점기준이 되면 득점은 다소 변동하고 시험결과는 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
는 문제가 CBT-IRT 라는 방식이다. 문항반응이론에 토대하여 통계 처리된 테스트이다. 평가
단계별로 다른 과제를 제시해 그 과제를 풀면 평가 대상능력의 단계가 특정된다.
IRT의 장점은 도달도 평가라서 지정된 단계에 이르면 특별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도 통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센터입시에서는 센터 입시의 득점으로 지원 대학이 결정된다는 심리가
강해, 대학이 독자적으로 2차 시험을 설정해도 이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센터 입시 이후에 측정
되는 능력에는 우선 관심이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대학에 목적의식 없이 입학하는 학생이
많고, 입시에 관계없는 과목은 공부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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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O제도의 평가와 한계점
2006년, 2007년 입학자의 추적조사결과 AO입학생의 특성이 적극성, 리더십, 프리젠테이션
능력 면에서 일반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富永倫彦, 2005), 일반입시에 비해
축소할 방침이라는 조사(浦坂純子 외, 2013)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AO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수험생이 AO 입시와 일반입시의 수험공부를 동시에 해야 해서 궁극적으로
수험생에게 입시의 이중고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응모서류만으로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가 어렵
고 대학이 AO입시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고 있는지 입학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 셋째, 자기추
천 입시제도와 AO입시의 차별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선발과정에 있어서 대학
스텝의 부담이 크다. 전문 스텝이 있는 상설부서 대학이 20.4%에 불과하고 이는 앞으로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倉元直樹外,2006).
이상의 다양화한 대입제도 하에 선발의 공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당초 대학심의
회에서는 능력, 적성 등 다면적인 판정과 대학입시에서의 도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절대적 공평함이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공평을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공평성이라는 사고로 전환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평성에 대한 사고의 검토’도 제
안하고 있다(大学審議会答申, 2000). 공평성이라고 하면 ‘동일조건, 동일처우’라는 당위에
관한 판단에 치우치기가 쉬운데 이에 대해서는 입시과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심리적
관점의 접근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AO입시에 대한 수험 당사자의 이미지 분석(倉
元直樹外, 2006), 대학입시 선발방안 및 평가 절차에 관한 고교 교원의 의견구조 분석(西郡大
/倉元 直樹, 2008), 면접자의 주관적 판정을 염려한 면접수험당사자의 인지적 요인 및 메카니
즘 검토(西郡大, 2007), 센터시험의 듣기시험의 타당성과 시험실시 환경의‘균일성’문제에 관
한 고교생의 잠재적 의식 검토(西郡大/倉元 直樹, 2008) 등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일본의
AO입시는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고, AO제도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대학의
목표를 합목적적이고 타당하게 달성한다고 본다. 일본의 대학입시 변화에 대해 사교육 시장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학력 증진에 위한 학습자의 선택권이라고 간
주하며 학원이 한국과 같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입시
제도 개혁문제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책으로 보기보다는, 학력 우수자를 선별하
는 방식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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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기존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학습자상을 추진하기 위해 文簿科學
性은 2016년 고-대 접속 시스템 개혁회의의 내용 및 대학, 고등학교 관계자 등의 심의를 심의
등을 거쳐 2021년도 대학입학자 선발 실시 요강을 제시했다. 기존의 일반입시, AO입시, 추천
입시의 양식을 개선하여 고등학교-대학 접속 시스템개혁의 취지를 담은 새로운 규칙을 구축하
고. 다면적이고 총합적 평가의 관점에서 입학자 선발과정(원서제출시기, 실시시기, 합격발표시
기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文簿科學性,2017a:43).
우선, 입시의 명칭은 기존의 일반입시는 일반선발로, AO입시는 종합형 선발로, 추천입시는
학교 추천형 선발로 변경했다. 각각에 대한 개선은 시험 내용과 실시 면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입시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규정이다. 2015년 입시에서는 입학자가 경유하는 입시 종별이
일반입시는 56.1%, AO입시/추천입시가 점하는 비율이 더욱 늘고 있다(AO입시 8.8%, 추천
입시 34.7%). 선발방법 역시 면접, 구두시험, 소논문이 많이 이용되는 반면, 교과 과목의
학력검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적었다. 고등학교 교과 평정 평균치가 합격 불합격 판정에 사용되
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는 평가기준을 각 고등학교에 맡기는 만큼 평정 평균치가 학교별로
비교 가능한 학력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실시요강의‘지식 기능의 수득상황에 과
도하게 중점을 둔 선발은 하지 않고’라는 기재를 삭제하고 조사서(학생생활기록부에 해당) 등
원서 서류만이 아닌 각 대학이 실시하는 평가 방법 등 또는‘대학입학공통시험’ 중에 어느 쪽이
든 하나의 활용을 필수화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의 일반 입시를 중심으로 개별시험의 시험과목에 대해서 출제과목을 다양화할 것, 기술
식 문제 출제를 실시할 것, 특히 복수의 정보를 통합하여 구조화하여 새로운 생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할 것, 영어평가 시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 네 가지 기능을 총합적으로 평가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입시 내용이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는 점이다. 기존의 일부 AO입시와 추천입시가 ‘다양
한 인재확보, 의욕 있는 인재의 확보’만을 문제 삼고 학습지도요령이 제시하는 ‘지식,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에 대해 묻지 않는 등 입시 본래의 취지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학력불문
에 유래하는 학력 저하의 문제로 이어져 수험생의 입학 후 대학교육 수행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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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대입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
최근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은 대학입학자 선발개혁과 대학교육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4년 文簿科學性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고등학교 대학 접
속의 실현을 향한 고교교육, 대학교육, 대학입학자 선발의 일체적 개혁에 대해’ 답신하고 2015
년에 ‘고등학교 대학 접속계획’을, 2017년에 접속개혁실행을 책정하여 2021년도 ‘대학입학자
선발실시 요강의 재고에 관한 예고’를 결정했다(文簿科學性, 2016a).

❙그림 Ⅳ-2❙ 고대접속개혁의 추진
출처: 文簿科學性(2016a). 고대 접속 개혁의 진보상황에 대해. p.50 인용

山内, 本間(2016,p15)에 의하면 실제로 2012년 OECD의 PISA(학생의 학습도달도 조사)
에서 일본학생들의 성적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文簿科學性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연계 지점이다. 현재 대학전체의 51%에 해당하는 378개 대학에서 고교
단계의 교육내용을 다루는 보습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43%가 AO추천입시로 입학
자를 선발하고 56%가 일반입시로 선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받은 교육내용이 균일하
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 모이게 된다. 전공 심화를 위한 기초과정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접속
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접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는 기회를 확대하
고, 대학이 추구하는 학생상과 교육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의 능력, 적성에 따른 진로지
도와 학습지도를 충실화하기 위해 고교-대학관계자의 상호이해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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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수준의 교육을 이수할 기회의 확대, 대학이 추구하는 학생상과 교육내용 등의 정보
제공,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지도와 학습지도의 충실, 입학자의 이수 경력의 다양화
에 맞는 도입 교육의 모색, 고교 대학 관계자의 상호이해의 추진 등이 중심 내용이었다.
한편, 다양한 종류의 입시 방식은 학습자의 지식의 양을 경쟁하는 입시로부터, 문제를 발견하
고 다양한 사람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가는 입시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전제로, 이를 기반으로 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문제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사고력, 표현력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학습지도요령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각 교과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했으나 어떤 힘을 습득하게 할 것인가
를 기본으로 그러한 힘을 확실히 육성하기 위한 학습 방법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본적 변화를 보였다.
‘고등학교 대학 접속계획’에서 보이는 주요 변화로는 첫째, 대학입학공통테스트와 개별대
자 선발’을 하도록 추진된다.
또한 각 대학은 선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충분히 합격자를 선택해 가는 방식을 가지는
데 대학입시 전체가 일종의 AO입시가 된다. 개개 대학의 입학자 선발을 점수 순이 아닌, 대학에
서 배우는 힘, 배우는 내용에 덧붙여 구체화한다. 대학시험개혁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을 바꾸어
직장으로 연결시키도록 일본의 학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직장도‘세계에서
통용되리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나) 대학입학 공통시험의 도입19)
2020년에 개시하는 대학입학 공통시험은 대학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초적 학습 달성도를 판정하고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교과 과목의 특질에 따라 지식,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평가도
행하면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과 틀을 넘어선 실천
적 능력, 역량을 재는 것이다. 이 시험은 대학에서 배울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는 사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수험 가능한 것이다.

19) 文簿科學性(2017a).“고대접속 개혁실시 방침의 책정에 대해” p10을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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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인정시험의 성적제공 이미지
출처: 文簿科學性(2017a). p.34. 인용.

실시주체는 이용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성격인 것을 전제로 대학입시 센터가 문제를 작
성, 채점, 그 외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업무 등을 실시한다. 국어 및 수학에 대해서는
기술식 문제를 도입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민간 등이 실시하는 자격, 검정시험을 활용한다.
시험 결과의 표시는 종래의 합계 점수 방식만을 하지 않고 보다 상세한 평가정보로 개별대학
의 입학자 선발에서 다면적, 총합적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각 대학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점수뿐만 아니라 각 과목 영역마다 문제마다의 해답상황도 덧붙여서 제공한다. 실시
시기는 1월 중순에 2일간에 걸쳐서 한다. 성적 제공시기는 기술식 문제의 사전시험 등을 거쳐
현행의 1월말에서 2월 초순으로 1주일 정도 늦추는 방향으로 한다.
대학입학 공통 시험의 양식은 마크시트 식과 기술식이 있다. 기술식 문제는 각 설문에 설정했
던 정답 조건(형식면, 내용면)에 적합한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단계별로 나타내는 것이다.
시험 결과 공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어, 수학 과목특성과 시험문제의 구성의 양식에 근거하여
사전 시험 등을 통해 명확히 전달한다. 센터 시험과 같은 마크시트 식 문제이지만 사고력, 표현
력을 한층 중시한 문제유형이다. 출제 문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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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도 해답자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한다.
• 복수의 텍스트와 자료를 게시해, 필요한 정보를 구성하여 사고, 판단하게 한다.
• 분야가 다른 여러 개의 문장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게 한다.
•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한다.
• 다른 교과, 과목과 사회를 관련시켜서 생각하게 한다.
•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문제를 낸다.
• 선택식이면서 복수의 단계에 걸친 판단을 요하는 문제를 낸다.
• 문제를 주로 지식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주로 사고력, 판단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제로 나누어 설정하고, 각 대학에서 득점 비중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책을 검토한다.

다음은 2020년에 실시될 예정인 대학입학공통테스트 마크시트식(수학과)과 기술식(국어과)
문제 각각의 사례이다.
○ 마크시트식(独立行政法人 大学入試センター(2017b))
- 수학일상이나 친근한 과제를 제재로 해서 수학을 활용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수학적인 사고를 심화시킬 것
- 문제 전체의 출제 목적: 도도부현 별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평균기온, 통근통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데
이터를 사용하여 다면적이고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힘을 묻는다.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 통계량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장면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 따라 문제를 설정하고 데이터 경향과 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문제로 했다. 또 뽑아낸 현상을 이미 아는 지식과 연결시켜, 데이터를 다면적으로 고찰하는 힘
을 묻도록 고안했다.

모델문제 사례1 타로와 하나코는 47개 도도부현의 생활시간에 관한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사람
의 회화를 읽고 이하의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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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이 긴 동북지방
하루 수면시간 평균을 도도부 현별로 보면 아키타현이 7시간 41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아오모리 현이 7시간 40분이 되어 동북지방에서 길어지고 있다.
<표 1> 도도부현별 수면시간의 상위 8도도부현
타로: 왜 동북의 현은 수면시간이 길까? 동북의 특징인가?
순위
도도부현
수면시간
하나코: 동북지방은 역시 평균 기온이 낮아서 추운지역의
1
아키타 현
7시간 41분
수면 시간이 긴 걸까?
2
아오모리 현
7시간 40분
타로: ①2010년 각도도부현의 1년간 평균기온 데이터에 따
3
이와테 현
7시간 38분
르면, 수면시간이 긴 8개현의 평균은 13.74도로 47개
3
코우치 현
7시간 38분
도도부현 전체 평균 15.79보다 낮으니까. 47 도도부
5
나가노 현
7시간 37분
현 전체 평균보다도 평균기온이 낮은 현이 수면시간
6
후쿠시마 현
7시간 35분
이 길다고 할 수 있겠네.
7
야마카타 현
7시간 33분
하나코: 이것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7
쿠마모토 현
7시간 33분
(1) 47개 도도부현 전체 평균보다 평균기온이 낮은 도도부현이 수면시간이 길다는 결론을 얻으려면 밑줄부
①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그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 ①~④중 하나 고르시오
① 표1의 8개 현 평균기온의 중앙값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② 표1의 8개현의 최저기온의 평균치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③ 표1의 8개 현 이외의 도도부현의 데이터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④ 표1의 8개현에 동북이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 ②
○ 기술식(独立行政法人 大学入試センター(2017a))
- 국어 : 문제 전체의 출제의 목적: 논리가 명확한 계약서라는 실제 사회와 관련이 깊은 문장을 제재로 하
는 언어활동의 장을 설정함으로써 텍스트를 장면 속에서 적확하게 읽어내는 힘, 및 설문중의 조건
으로 표시된 목적 등에 맞게 표현하는 힘을 묻는다.

모델 문제 예2
문제: 전근이 많은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유리는 통근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택 근처의 주차장을 빌
리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주차장의 관리회사인 하라 주차장과 사유리 씨가 체결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것을 읽고 다음 문제(문1~3)에 답하시오.

주차장 사용계약서
임대인 하라 주차장(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임차인 00 사유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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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합의내용
갑은 을에 대해 갑이 소유하는 아래의 주차장을 자동차 한 대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임대한다.
(주차장의 표시)
주소: 동경도 신카와시 신카와 아사히쵸 2-3번지
명칭 하라 주차장 제1
주차위치번호 11번
제2조 기간
을의 사용기간은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 31일의 1년간으로 한다. 계약기간만료까지 갑, 을 어
느 쪽인가 언급하지 않을 때는 1년간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주차요금
을은, 이하의 주차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20,000엔
월액 주차요금 21,600엔(세금포함)
지불기일 매월말일까지 다음 달 분을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방법 갑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이체
제4조 주차요금의 개정
갑은 이 계약기간 중 물가의 변동, 경비의 증가, 근린 주차요금 그 외의 경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월액 주차
요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대는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을의 주의의무
을은, 주차장 사용 시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 이 계약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
(2) 다른 주차장 사용자에게 폐가 되는 것
(3) 폭발물과 위험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을 소지하는 것.
(4) 갑이 정한 주차장의 관리규칙에 위반하는 것.
제6조 해약사유
을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있는 경우, 갑은 어떤 재촉도 필요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의 납기 기한 후 1개월을 초과해도 지불하지 않을 때. 또 그 경우 초과한 1개월분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전 조항에서 정한 주의의무사항에 위반했을 때.
제7조 도중해약
계약기간중이라도 을은 갑에 대해 해약일 1개월 전까지, 갑은 을에게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예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이 예고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때, 1개월 상당액의 주차료를 지불
하기로 한다.
제8조 반환의무
을은 이 계약을 종료 또는 해약했을 때 해약일 다음날부터 갑에게 주차장을 비워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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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증금: 토지의 임대 임차 시, 임대료 지불과 그 외의 계약상 책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함.

문1) 주차장 사용계약을 한지 3개월 후 어느 날, 사유리에게 하라 주차장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 여보세요. 하라 주차장인데요, 사유리씨인가요? 늘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유리 씨에게는 주
차장 요금을 매월 21600엔 받고 있는데 이번에 24,840엔으로 인상하기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요금으로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리는 갑작스런 인상에 납득이 가지 않아, 하라 주차장에 대해 이
번의 요금인상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한다. 계약서에 따라 어떤 조문의 어떤 점에 대해 질문하면 좋을까.
답안의 말미가 ‘~에 대해 질문한다.’가 되도록, 4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구두점 포함).
<정답 예> 문1 제4조에서 현재 주차요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36자)
<정답의 조건> 정답 요소에 토대하여, 구체적 정답 예 및 정답 조건은 이하와 같다
해답유형

정답

(정답 예)
(정답 조건)
① 40자 이내에 쓸 것
② 문장 끝이 ‘-에 대해 질문한다’가 되어 있을 것
③ 근거가 되는 조문으로서’제4조가 쓰여 있을 것
④‘근거의 불명확한 점으로서’ ‘현재의 주차요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가 쓰여 있을 것
1

항목 ①~④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

2

항목 ③,④를 만족시키는 것

3

항목 ①,②,③을 만족시키는 것

4

항목 ①,②,④를 만족시키는 것

9

상기이외의 해답

0

무 해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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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대학의 입학자 선발 개혁20)
개별대학의 선발 개혁 정책에서는 대학이 독자적으로 지원자 중에 입학자를 선발하도록 독려
하게 된다. 이는 특정한 학부, 학과에서 배울 내용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즉 학문
적 정책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국･공･사립 구분
없이 각 대학의 방침에 따라 수험자를 다면적 총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입학자 선발개혁을
진행한다. 둘째, 위탁사업의 형식으로 여러 대학이 콘소시엄을 개최하여 국어, 지리･역사･공
민, 이학･수학, 정보, 주체성 등에 관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셋째, 입학자
선발에 종사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관계자들이 선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고 조사서, 제
출 서류에서 개선할 점에 관해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이 개혁의 취지는 선발 방법을 개별 대학에 맡김으로써 그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는데 있다.
다만 대학입학 공통시험의 결과, 자기 생각에 기초한 기술식 시험, 조사서, 활동보고서, 각종
대회와 현장 등의 기록, 자격 검정시험의 결과, 에세이, 대학입학 희망이유서, 학수계획서,
면접･토론･집단토론･발표 중에 몇 가지를 활용할 것을 필수화시킴으로써 학력의 삼요소가 제대
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조사서(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을 개선하고, AO
입시시기를 기존의 8월에서 9월 이후로 변경하고, 합격발표를 11월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조기
합격으로 인해 고교생의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라) 대학교육개혁
대학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세 가지 방침에 기반한 체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文簿科學性이
세 가지 방침 책정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이 항목을 2018년부터 대학인증
평가의 공통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내용으로는 입학생의 졸업 유무를 인증 또는 학위수여
로 하는 규정, 교육과정의 편성 실시, 입학자 관리로 구성되는데 각 대학이 세 가지 방침을
책정 공표하도록 2017년 4월 의무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상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文簿科
學性은 2017년에는 고대접속개혁관련 예산은 총 57억엔 계상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文簿科學性(2016a)의 관련 내용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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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고대접속개혁의 추진 개요 및 소요 예산

대학
교육
개혁

입구에서
출구까지
질 보증을
동반한
대학교육의
실현

• 대학교육재생가속프로그램(AP) 고대접속개혁추진사업: 17억 엔
• 고등학교와 사회와의 원활한 접속을 기반으로, 3가지 방침(졸업인정/학위수여 방
침, 교육과정편성/실시방침, 입학자 수용방침)에 기초하여, 입구부터 출구까지 질
보증을 동반한 대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액티브 러닝, 학수성과의 가시화, 입시
개혁/고대접속, 장기 학외 학수 프로그램, 졸업 시 질 보증의 조합, 강화를 시행
하여 대학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선진적
평가수법의
공동개발

• 대학입학자 선발개혁추진 위탁사업: 3억 엔
• 대학입학자 선발에서 ‘사고력 등’의 평가 추진을 향해, 대학입학자 선발개혁 시의
과제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사고력 등’과 ‘주체성 등’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연구, 개발에 대해 수탁기관과 협력대학이 협력하여 임한다.
- 인문사회분야, 이과 수학분야, 정보 분야의 평가방법
- 면접, 서류심사 등 교과, 과목에 의거하지 않는 평가방법

공통테스트
개혁

• 대학입학희망자 학력 평가 테스트 사전시험 실시: 11억엔
• 2020년부터 실시하는 ‘대학입학 희망자 학력평가 테스트’를 원활히 도입, 실시하
기 위해, 기술식의 문제 작성, 채점을 비롯한 테스트의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실
증적 검증,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운영상의 문제 검토, 문제 상황 발생시의 검증,
민간의 지견 활용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범 테스트(사전시험)의 실시를 위해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기초학력
테스트의
도입검토

• 고교생의 기초학력 정착을 향한 학습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억 엔
• ‘고등학교 기초학력테스트’의 도입을 향해 학습지도체제와 교재개발 등과 함께 시
행실시를 향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시험을 실시한다.

대학
입학자
선발
개혁

고등
학교
교육
개혁

출처: 文簿科學性(2016a). p.50 인용.

라. 일본 대입제도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개혁, 대입제도의 개혁 동향이 우리나라의 대
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을 목표로 한 일본 대입제도 개혁은 고교대학-사회의 접속(articulation)으로 요약될수 있다. 종래의 학교형태가 아니라 생애에 걸쳐
다양한 기회의 장을 설정하고 이들을 전체로서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체
계에서 인생의 생애주기구분과 함께 각각의 생애주기를 연결하는‘접속’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접속은 국제화와 글로벌화의 진전과 관련해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학교교육과의 연계, 국제화 접속의 확립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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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의 대입제도 개혁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중앙 통제식으로 학생 개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서 보다 학생과 지방 특수성에 맞추는 평가 방식으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감소와 현재 학령인구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평생교육 및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입시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배경의 사회인이나
유학생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변화도 보이고 있다. 입시개혁은 적절한 인재 선발에
그치지 않고 각 개인이 교육과정의 진입부터 산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량 개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수학습방법에서 액티브 러닝을 강화하여 학습 내용
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 및 방법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학습 결과의 산출에서는
측정 평가의 세부적인 내역을 학습자에게 전달하여 학습내용의 전달과 수용이 명확하게 이루어
지도록 했다.
셋째, 최근의 대입제도 교육개혁은 4차 혁명 시대를 살면서 기술혁신과 취업구조의 큰 변화
가 예측되는 가운데 일본의 교육개혁은 기술의 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의무교육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인의 재교육 범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육성하고, 나아가 산업 간에 원활한 노동
자 이동이 가능하도록 직업 훈련과 교육제도의 대응을 중요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
육의 목표와 지도내용을 밝히는‘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서도, 2016년 文簿科學性의 중앙교육
심의회에서는 초 중･고등학교 각 단계의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앞서, 기본인식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사회와 생활의 큰 변화가 예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다(중앙교육
심의위원회, 2016).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의 교육은 아이들이 수동적이 아닌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고 행복한 인생의 창조자가 되도록 교육의 커리큘럼
정비와 교원 지원을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학입시 개혁은 현재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과 연구에 한창인데 앞으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준비 수행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적 수준의 역량 개발을
유도하고 보장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주목을 끈다. 일본대학입시 개혁은 포스트 산업화,
소자화와 고령화, 높은 대학 진학률 및 청년 실업률,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요구 등 다각적인
과제에 직면한 동시대 한국 교육 정책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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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21)

가. 고등학교 교육 개혁 동향
1) 중국의 고등학교 제도
중국의 고등학교는 목적에 따라,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중등전문학교, 기술공업학교, 직업고등학교, 성인 중등전문학
교) 로 구분된다.

가)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3년 과정(10,11,12학년)으로 운영되며, 11학년부터 문·이과 구분 선택
을 한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중요한 항목으로 출석일수를 포함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은 학점제를 운영하여 3년간 필수 116학점(<탐구형 학습> 15학점, <봉사활동> 2학점,
<체험학습> 6학점 포함)과 선택과목Ⅰ에서 22학점, 선택과목Ⅱ에서 적어도 6학점을 포함하여
총 14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8개 영역(어문학, 수학,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보건, 종합실천 활동)에 포함
되어 있는 각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정해진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상급학년 진학과 졸업을
위해서 학년과 학습영역마다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1) 중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은 백수은(인천대학교)이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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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

필수
학점(116학점)

선택 Ⅰ

선택 Ⅱ

한어

10

외국어

10

22학점
선택(전공 내):

6학점
이상 선택
(전공 외):

수학

10

사상과 정치

8

역사

6

지리

6

물리

6

화학

6

생물

6

기술

기술 (ICT포함)

8

예술

예술(음악,미술)

6

체육과 보건

체육과 보건

11

탐구형 학습

15

지역사회봉사

2

체험학습

6

과목 구분

어문학
수학
인문사회

과학

종합
실천 활동

전체 학점 (계)

인재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근거하고, 학생의
서로 다른
잠재능력과 발전
수요에 부응하여,
공통 필수의 기초
위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내용과 수준에 따라
나눈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이
선택하도록 한다.

학교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과학
기술· 문화
발전의 수요 및
학생의 흥미에
근거하여 약간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이
선택하도록 한다.

144 학점(최소)
180 학점(최대)

출처: 손민정 외(2012), p.44 인용

나) 실업계 고등학교
중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기초 위에 높은 수준의 직업 및 기술
노동력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학교 종류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박창언 외, 2011: 82).
첫째, 중등 전문학교는 3~4년 학제로, 중급기술자와 관리자 및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
최근 각종 기능을 가진 인재 양성으로 목표를 넓혔다. 둘째, 기술 공업학교는 3년 학제로 주로
초･중급 기술자의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 직업 고등학교는 2~3년 학제로 양성목표는
기술 공업학교와 비슷하며 주로 생산이나 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 넷째, 성인중등 전문
학교는 중학교 학력을 갖는 성인(주로 재직인원)을 중등기술자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학제는
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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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네 가지 전통적 중등직업학교 및 기술고등학교의 양성목표가 점점 유사해지면서 국가
에서는 구조조정, 자원간의 통합 등 개혁을 통하여 부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중등직업기
술학교’나 ‘중등직업학교’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직업학교 전공목록’에서는 중등직업교육과 관련하여 13개
분야의 270개 전공에 대한 학제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3년제가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각 학교의 교육 특성에 따라 3~4년제의 탄력적인 학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기예 및 마술,
인형극 공연과 같은 특수전공은 6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공 특성마다 지니는 교육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융통적인 학제운영이라 볼 수 있다. 13개 분야 중 12개 분야는 3년제와 3~4년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3년제로 운영되는 전공으로는 에너지 분야,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무역 및 여행분야, 사회공공 사업 분야, 자원 및 환경 분야, 농·임업 분야, 토목·가공 분야,
의약·위생 분야가 포함된다. 3~4년제로 운영되는 전공에는 주로 이론 지식 및 기술 기능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전공이 해당되고 뉴 하이테크 산업, 정보·기술 산업, 기계제조 자동차 제조
및 수리 전자 및 정보기술, 통신전기기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약 위생 분야의 간호·조산·중의
학 등, 농·임업 분야의 수의·목재가공, 교통·운송 분야의 항공서비스, 사회공공 서비스분야의
교도소관리, 상품 질 감독 검사, 문화･예술분야의 패션 디자인 및 공예 등의 전공도 전공의 복잡
성과 서비스 지향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3~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이수진, 2016.1.27).

2) 고등학교 교육 개혁 동향
가) 통합적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력 강조하는 교육과정
《국가중장기교육개혁 및 발전계획강요(2010~2020)》는 국가교육 중대목표를 학생의 문제
해결능력 배양으로 설정하였으며, 교과중심의 지식전달을 탈피하고 교과내용의 포괄적 통합을
통하여 학습내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홍선주 외, 2016: 134).
이에 따라 교육과정 중 <종합실천활동>의 한 교과로 <탐구형 학습>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였다.
<탐구형 학습>은 사회, 경제, 과학기술, 생활 속의 문제 상황에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 내용을 익히게 하여 인문 정신과 과학 소양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손민정 외,
201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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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시의 경우, 기본(필수교육과정)-확장(심화)-탐구의 커리큘럼을 배치하고 있는데, 확장
(심화)과정과 탐구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 및 지역 기관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과제
연구나 프로젝트 설계 등으로 진행되며, 교사의 지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활동이 중심이 된다. 상하이시 명문 중점고등학교의 하나인 상하이 고등학교는 학생들
의 창의적 사고와 인격을 형성하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과학연구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과
공학 분야의 탐구과정을 다년간 운영하고 그 성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상하이
고등학교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의 이슈나 현상에 대한 분석과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
며, 그 결과 학생의 잠재능력 개발과 창의적 소양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상하이시와 중국
전체의 기초교육 정책에 주목할 만한 본보기가 되어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확장 또는 탐구과정에서 수행되는 연구형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상하
이시 명문 고등학교 MOOC 플랫폼(海市高中名校慕课平台)22)’을 구축하였고, 개별 학생이 관심
을 가지는 학습과정을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홍선주 외, 2016: 109).

나) 학생 중심 개별화 교육과정
중국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손민정 외,
2012). 중국은 고등학교 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고, 필수 이수학점을 116학점으로 정하
고 있지만, 선택과목의 경우엔 이수 학점과 성격만 지침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것인지는 성(시)급 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선택과목의
개설에서부터 과목의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성(시)급 교육청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손민정 외, 2012: 191)
학생에게는 기존의 정주식 수업에서 대학교와 같은 이동식 선택수업(选课走班)23) 을 허용
하여 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흥미, 특기, 개성을
배양하고 능력에 맞춘 수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ICT 기술 발달에 따라 교육 정보화를 추진하고, ‘일대일 디지털 학습’ 시스템 및 ‘자가

22) http://gzmooc.edu.sh.cn/mooc/index.action
23) http://baike.baidu.com/item/%E9%80%89%E8%AF%BE%E8%B5%B0%E7%8F%AD/7060601?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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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스트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 개별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4 년부터 듀얼 교사수업(双师教学)24)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업방식은 교실
에서 온라인을 통해 각 과목에서 숙련되고 능력을 인정받은 유명 교사들의 수업을 수강하고
동시에 현장에도 수업도움 교사가 상주하여 개인별로 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하
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한 새로운 수업 방식이다.

다) 서술형 평가의 확대로 통합적 사고력과 지식활용 능력 신장 도모
중국은 교내평가 뿐 만 아니라 졸업시험이나 대입시험과 같은 국가주도 평가에 있어서도 단답
형에서 논술형까지 다양한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문항은 단일교과의 지식
에 대한 한정적 사고를 지양하고 교과간 통합문제 출제를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홍선주 외, 2016: 135). 상하이 시의 서술형 평가문항의 경우, 실제적 문제해
결에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뿐 아니라 통합적 사고능력과 추리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내용지식을 바탕으로 표나 문제 상황 등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하도록 한다(홍선주 외, 2016: 135).

나. 고등교육 개혁 동향
1)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및 특징
중국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 고등교육기관’과 ‘성인 고등교육기관’으
로 분류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입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일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만 살펴보았다. 일반 고등교육기관은 주로 전일제로서 성격에 따라 대학과 학원, 고등전과 학
교,고등직업학교로 나뉜다. 대학(大學)은 본과(학사과정) 및 그 이상의 전문 인재를 배양하고,
문과(문학,역사,철학,예술 포함), 정법, 재경, 교육(체육 포함), 이과, 공과, 농림, 의약 등
8개 학문분야 중 3개 분야 이상의 학과를 두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고
전일제 재학생 수가 5,000명을 넘어야 한다. 반면, 학원(學院)은 본과 및 그 이상의 전문 인재
를 양성하고, 8개 학문분야 중 주로 1개 분야 이상의 학과를 두고 있으며, 전일제 재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김필동,2002: 86). 고등전과학교(高等專科學校)는 고등전과(2-3
24) http://www.sohu.com/a/141288083_49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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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과정) 수준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8개 학문분야 중 1개의 학문분야를 주요 분야로 삼고
있으며 전일제 학생수가 1,000명이 넘어야 한다. 고등직업학교(高等職業學校)는 고등전과
수준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기술교육을 위주로 하며 전일제 학생수가 1,000명을 넘어야
한다. 대학 및 학원은 종합성대학과 전문성 대학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학원은 모두 전문성
대학이고, 대학의 경우 전문성, 종합성 대학을 포함하지만 종합성 대학은 그 중 일부이다(김필
동, 2002). 전문성 대학에는 理工院校, 農業院校, 林業院校, 醫藥院校, 師範院校, 語言院
校, 財經院校, 政法院校, 體育院校, 藝術院校, 民族院校가 포함된다.
운영주체를 기준으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民办大學)으로 구분되고, 국·공립대학은 다시 중
앙 국립대학과 지방 공립대학으로 구분된다(백지현, 2015: 60).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중앙
국립대학은 대학교육 개혁의 1차 대상이며 강의, 연구, 사회복무에 있어서 다른 대학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공립대학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방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백지현, 2015: 60). 사립대학은
기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이 운영한다. 그동안 중국의 대학은 국·공립대학이 대부분이
었으나, 2002년 ‘사립교육촉진법 <民办教育促进法>’ 채택 후 사립대학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발전하
는 추세이다. 사립대학의 한 형식으로서, 2003년 중외 합작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中華人民共
和國中外合作辦學條例)가 제정된 이후 중외 합작 교육 기구 및 프로그램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2016
년 현재 중국에는 총 62개의 4년제 학력 중외 합작 대학 및 894개의 합작 교육프로그램(예:화동사범대
학(華東師範大學)과 미국의 뉴욕대학(New York niversity)이 합작한 상하이뉴욕대학(NYU
Shanghai), 우한대학(武漢大學)과 미국의 듀크대학(Duke University)이 합작한 쿤샨 듀크대학(Duke
Kunshan University))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국제 교류 및 협력 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박종배, 2016).
또한 대학수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칭화대와 베이징대, 2단계는 칭화
대와 베이징대를 제외한 C9 대학교, 3단계는 여타 985공정대학, 4단계는 여타 211공정대학,
5단계는 지방 본과대학 및 독립대학, 6단계는 고등전과, 직업 및 민영대학이다. 중국은 211공
정과 985공정을 거치며 국가중점의 소수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드는
데 중앙재정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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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중국 고등교육기관 피라미드

2) 고등교육 관련 개혁 동향
가) 고등교육 기관의 협동·혁신 능력 제고를 위한 ‘2011 계획(2011计划)’
중국은 그 동안 고등교육의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세계 일류 대학 및 학과
(학문분야) 건설 프로젝트인 211공정(112개 대학)과 985공정(39개 대학)을 추진하였다. 211
공정과 985공정은 학과육성, 인재양성, 플랫폼 설립 등 혁신요소의 발전과 학교 내부적 생산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로 상당히 많은 중앙재정(211공정의 경우 제3기 사업(2008~2011)에 100
억元, 985 공정의 경우 12·5 기간(2011-2015) 동안 총 335억元)이 투입되었다.
이 연속선상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협동·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 2011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자원과 외부 혁신역량 간의 유기적인 융합을 촉진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자 하는 계획이다. 2011계획은 인재와 학과(학문분야), 과학연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과학연구 기구, 기업’ 간 협동·혁신기제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혁신 센터를 구축하였다. 협동·
혁신 센터는 첨단 자연과학과 철학·사회과학, 공학·기술학과, 지역발전의 4가지 주제로 하여
2013년 14개, 2014년 24개 등 38개가 선정되었으며 20여 억 위안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와
함께 특색 중점학과 건설 프로그램도 추진되어 75개 대학의 14개 1급 중점학과와 115개 2급
중점학과에 약 20억 위안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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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형 MOOC 플랫폼 활성화
대학 현장에서는 ICT 및 관련 기술을 활용･응용한 교수･학습 도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습의 도구로써 누구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 소셜 플랫폼을 이용
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구축된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도 최근 ‘XuetangX’, ‘中國大學MOOC’와 같은 온라인 개방형 무료 강좌 플랫폼을 만들
어 고등교육 혁신과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XuetangX25)의 경우 중국 교육부 산하 온라
인교육 연구센터에서 연구 교류와 성과 활용을 위해 만든 플랫폼으로 칭화대를 주축으로 여러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오픈 에덱스를 활용하였고, 2017년 현재 500여개의 강의 중 197
개의 강의를 칭화대가 제작하였다. XuetangX는 중국어로 된 강의가 대부분인 비영어권 플랫폼
이지만,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 주류 MOOC 대열에 올라섰으며 중국은 이러한 MOOC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장벽을 낮춰 미래사회 대학교육의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다) 인공지능 학과 발전 및 인재 양성계획
인공지능이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중국은 2017년 7월 <미래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통해 2030년 완성 목표로 인공지능 분야 발전전략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학교에 ‘인공지능+X’ 형태의 학과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과 기존의 다양한 학문분야(수학, 컴퓨터 과학,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률 및 기타
분야)의 융합을 시도하고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론
뿐 아니라 기술, 응용에 있어서도 빠른 발전을 추구하여 인공지능 강국이 되고자 한다. 또한,
대학교에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관리, 자원 개발 및 학습자 중심
의 상호 교류형 교육환경,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정착을 추진한다.

라) 산업로봇 분야 고등 직업교육 확대
중국 정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로봇 분야 발전에 따라 관련 업계 노동자 공급

25) http://www.xuetang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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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요 사이에 약 20만 명 이상의 인력 격차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커리큘럼 개발 및 인력교
육을 긴급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2015년 교육부는 전문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산
업 로봇 기술’, ‘산업 응용 인터넷 기술 솔루션’, ‘산업 공학 기술 인터넷’, ‘스마트 제품 개발’
및 ‘무인 항공 차량 응용 기술’ 전공 설치 및 확대를 발표하였다. 계획 발표 후 2016 년 8월까지
중국의 300개가 넘는 전문계 고등 직업교육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설립 완료 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민간부문과 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을 주도하여 로봇회사와 산업로봇에
관한 직업교육에서의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으며, 공공 직업 훈련 센터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교육센터 중점기지에 500 만 위안 (726,427 달러)의 자금을, 각 교육
센터에 3백만 위안 (435,856 달러)을, 교사 훈련 및 장비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 할 예정이다.

마) 학령인구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변화 동향
중국은 1999년부터 대학생을 확대 모집하여 매년 모집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등
교육이 크게 발전하였다(구자억 외, 2011: 35). 1991년 18~22세 연령 인구의 대학 입학률이
3.5%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37.5%에 이르렀고, 재학생수는 3,559만명, 고등교육기관 수
는 2,824개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2017 대학선발조사보고’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의
대학입학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등교육 입학률이 이미 40%를 넘어서 곧 50%
보편화 단계 기준선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북경과 상해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고등교육
입학률이 60%에 이르러, 고등교육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학진학률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구자억 외, 2011: 35).
따라서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기능 분화 및 특화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평생교육 통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대학 설립, 성인 고등학력교육 실행의 탄력적인 학기제 운영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입학은 쉽지만 졸업을 어렵게 하여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자 한다.
장애인 등 특수계층에게는 대학입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형식
의 학습 성과를 인정해주고 전환해주는 제도 건립을 추진하며, 일반 고등교육기관과 고등직업
학교, 성인고등학교간의 학점전환제도를 시범실행하며, 다양화된 학습통로, 학습방식, 학습과
정의 상호 균형을 실현해 인재양성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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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대입제도
1) 중국 대입제도의 개관
가) 입학시험 제도 개요
중국의 대학입시 시험은 ‘대학교 신입생모집 전국통일시험’(중문: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
统一考试, 영문: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으로 줄여서 까오카오(高考)로
불린다. 명칭은 전국통일시험으로 기본적 형식은 중국 교육부 규정에 따르지만, 매년 6월 7일
에 시험을 시작한다는 공통점 외에는 각 성별로 구체적인 시험내용과 형식, 운영 시간이 상이하
게 운영된다. 시험지 채택 또한 교육부의 고시센터가 주관하여 출제하는 전국권 Ⅰ,Ⅱ,Ⅲ권
세 가지 중 선택하는 성이 있는 반면, 각 지역 교육청의 고시센터에서 자체 출제하여 실시하기도
한다.26) 이는 중국이 워낙 광대하여 각 지역별로 경제 발전상황이 다르고 기초교육 수준 차이
가 커서 획일적으로 동일한 시험 내용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험과목 구성 역시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3+X’방식을 택하며 이는
‘어문, 수학, 외국어’ 필수공통 과목(3)과 문과종합(역사+지리+정치)과 이과종합(화학+물리
+생물) 2가지 유형 중 한 종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필수공통 과목 중 어문과 외국어는 문·이
과 동일하지만 수학시험의 경우 문과가 더 쉽게 출제되는 공통점이 있다. 시험일정의 경우 모든
성이 6월 7일에 시작하지만 성별로 시험 시간표가 다르며 2-3일에 걸쳐 진행된다. 수험생의
경우 자신의 호구(호적과 비슷한 개념)가 소속된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다른 지역에서의
시험이 제한된다.

26) 2017년 기준 각 성의 시험지 채택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권 Ⅰ형: 푸젠, 허난, 허베이, 산시, 장시, 후베이, 후난, 광둥, 안후이
② 전국권 Ⅱ형: 간수, 칭하이, 내멍구,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닝샤, 신장, 티벳, 샨시, 충칭
③ 전국권 Ⅲ형: 윈난, 광시, 꾸이조우, 쓰촨
④ 자체출제 :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수, 저장
⑤ 전국권 부분 사용 : 하이난성 (전국권 Ⅱ형-어문,수학,외국어/자체출제-정치사상,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
산둥성(전국권Ⅰ형-외국어,문과·이과 종합/자체출제- 어문, 문과수학, 이과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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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2017년 중국 각 성별 시험 과목 및 시간표27)
성

베이징

상하이**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9:00-11:30

15:00-17:00

9:00-11:30

15:00-17:00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듣기포함)

수학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9:00-11:00)

외국어

어문

9:00-11:30

톈진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영어필기
15:00-16:40,
듣기포함)

광동
충칭

어문
어문

수학
수학

문종/이종
문종/이종

외국어
외국어

허베이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듣기포함)

헤이룽장

어문/한어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후난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듣기포함)

안후이
산둥

어문
어문

수학
수학

문종/이종
문종/이종

외국어
외국어

지린

어문/
조선어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민족한어
시험

저장***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자체선택
방식

장시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듣기포함)

랴오닝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푸젠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듣기포함)

장수****

어문

수학

-

외국어

광시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윈난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샨시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후베이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15:00-17:00

조선어/
몽골어

조선어/몽골어/
티벳어

물리/역사
(9:00-10:40)

화학/생물/
정치/지리
(15:0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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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9:00-11:30

15:00-17:00

9:00-11:30

15:00-17:00

간수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15:00-16:40)

꾸이조우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15:00-16:40)

쓰촨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신장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한어

산시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듣기포함)

칭하이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듣기포함)

내멍구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닝샤

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하이난

어문

수학

문종/이종
(9:00-10:30)

외국어

티벳

어문/한어문

수학

문종/이종

외국어

9:00-11:30

15:00-17:00

몽골어

쌍어반 영어

민족한어시험
(듣기포함)
몽골어갑/몽골
어을/조선어

역사/화학
지리/생물
(9:00-10:30) (15:00-16:30)
티벳어

*: 문과종합/이과종합
**: 상하이시. 3+3, 3(필수-어문,수학,외국어, 각 150점 만점, 영어는 1년에 2번 시험 기회), 3(물리,화학,생물,정치,역사,지
리 중 3과목 선택, 각 70점 만점으로 11단계(A+ ~ E), 총 660점 만점
***: 저장성. 3+3, 3(어문,수학,외국어, 각 150점 만점), 3-정치,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기술 중 3개 선택하여 매년 2번
시험 기회(4월,10월). 각 100점, 총 750점 만점.
****: 장수성. 3+학업능력고사+종합소질평가. 3-어문(160점, 문과의 경우 200점), 수학(160점, 이과의 경우 200점), 외국어
120점, 총 480점 만점. 학업능력고사-물리,화학,생물,정치,역사,지리,정보기술 7개 과목 중 5개 필수

이처럼 대학입시가 각 성별로 다른 시험지, 다른 시험과목 구성, 다른 시험 시간으로 운영되
지만, 대학별 신입생 모집이 지역할당제로 이루어져 각 지역의 수준과 인구,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모집 학생 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각 성별로 다른 시험 운영체제에 따른 유·불리
현상은 없다.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에서 각각의 성별로 베이징 200명, 상하이 150명, 광둥
100명 식으로 학생수를 할당하게 되고, 베이징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상하이 출신 학생은 베이
징대에 지원한 상하이 학생 중 150위 안에 들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른 성 출신
학생의 점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경쟁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지역할당제는 해마다 까오카오
27) http://city.shenchuang.com/gaokao/20170531/464485_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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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考)가 끝나면,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 지역별로 전형차시별 커트라인 점수를 발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중 입시사정 점수의 상위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 커트라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거시적 기준(인구규모, 지역여건 등)과 미시적 기준(전년도 입시현황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매년 지역에 할당되는 대학별 모집 인원은 변동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할당제 방식
은 해당 대학 내 지역별 학생 수준의 차가 크게 날 수 밖에 없으며 합격 기준과 문항의 난이도에
따른 지역별 배분 등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채점 방식
중국의 대학입시 시험문항은 객관식 문항 외에도 단답형/서답형/논술형 등의 주관식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객관식 문항의 채점은 시험지 스캔 후 컴퓨터로 마킹 판독하여 채점을 한다.
주관식 문항의 채점은, 최대한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 채점위원을
두고 3단계 채점 방식으로 운영한다. 채점 작업 실시 전에는 채점 지도위원회 내 각 과목별
그룹에서 채점기준을 설정하고, 채점위원 간 ‘점수차이 허용기준선’을 확정한다. 1단계 채점에
는 2명의 채점위원에게 무작위로 답안지가 배당되고 각 채점위원들은 단독으로 채점을 진행한
다. 만약 2명의 채점위원이 매긴 점수 간의 차이가 사전에 확정한‘점수차이 허용기준선’내에
분포한다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이 두 채점위원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확정한다. 예를
들어, 한 문항의 만점이 20점이고 ‘점수차이 허용기준선’이 2점일 경우, A채점위원의 채점점
수는 8점이고 B 채점위원의 채점점수는 10점이라고 한다면, 두 채점점수 차이가‘점수차이 허용
기준선’인 2점 이내에 해당하므로 두 점수의 평균인 9점을 최종점수로 확정하는 것이다. 하지
만, 2명의 채점위원 점수 차이가 ‘점수차이 허용기준선’ 밖에 있다면 채점시스템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는 임의의 제 3자인 C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요청한다. 최종점수의 확정은 3가
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C채점위원이 매긴 점수와 A채점위원이 매긴 점수의 차이가
채점점수 차이 허용선 내에 해당할 경우이다. 이 경우, 채점시스템은 자동으로 A, C 채점위원
이 매긴 점수의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두 번째는 C 채점위원이 매긴 점수가 A,B
채점위원이 매긴 점수와 각각 채점점수 차이 허용선 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채점시
스템은 자동으로 점수 차이가 적은 두 점수의 평균으로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세 번째는 C채점
위원이 매긴 점수가 A, B 채점위원이 매긴 점수와의 각각의 차이가 모두 채점점수 차이 허용선
밖일 경우다. 이 경우 채점시스템은 3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는 채점지도위원회 내 해당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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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답안지를 발송하고 과목그룹 조장과 조직 내 전문가가 채점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
다. 즉, 최대 3단계, 4명의 복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채점지도위원회는 이러
한 복수 채점위원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채점위원 간 시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점 세칙
및 척도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각 과목별 채점 질 관리 위원회에서 채점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여 진행한다.

다) 대학 입학전형 지원 순서
대학 입학전형은 크게 ‘사전 모집’과 ‘일반모집’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전형과정이 다른 단계
의 전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모집은 특별전형과 대학별 자주선발전형이 해당된다. 특별전형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의 유관 규정에 근거해서 일부 특정한 학교나 전공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주로 예술대학
(전공), 체육대학(전공), 해방군대학, 무장경찰대학, 공안부 소속의 대학과 소수의 특별전형
비준을 받은 대학과 전공 등이 해당된다. 특별전형의 경우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점수비율
보다 실기 시험의 비율이 높다. 대학별 자주선발전형의 경우 전체 모집 인원 중 5~15%를 모집
하며, 2017년 현재 90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전국단위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곳은 77개 대학이다. 각 대학의 자주선발전형은 관련 학과의 특출 난 특기가 있거나 창의성,
발전 가능성 등의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하기 때문에 대학자체 시험성적이 우수할
경우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커트라인 점수를 낮추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모집의 경우, 보통 1차, 2차, 3차 전형으로 이루어진다. 1차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는
전국 중점대학 중심(985, 211공정 대학)으로 구성되어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보통 1차
전형에서 6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2차 전형 학교는 일반 대학교가 해당되며 전국단위
모집 뿐 아니라 자기 성(省)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한다. 2차 전형학교의 수는 전공
수에 있어서나, 학생모집수에 있어서 가장 많아서 보통 10개의 대학을 지원한다. 3차 전형학교
는 주로 직업대학(전문대)과 4년제 대학에 설치된 직업전공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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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평가
(1)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학생들도 시험 한번으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여겨지는 대학입시로
인해 비정상적인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에 주요 과목 위주
로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가 실시되어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백지현,
2015: 61). 즉 입시 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그 외 과목들은 형식적으로 수업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위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교과내용을
학습하지 못한 채 단순 주입식으로 반복학습을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백지현, 2015: 61).
이러한 학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수업과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의 총점을 높게
받기 위하여 취약 과목 학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따라서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인생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백지현, 2015: 61).

(2) 문･이과 통합의 필요성
중국의 현행 대입과목은 필수과목인 ‘어문/수학/외국어’와 ‘문과종합/이과종합’의 선택과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대학입시 선택과목의 문과종합/이과종합 구분이 문·이과 분과
현상을 가속화 시켜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과 통섭의 인재상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문·이과 분과의 폐단을 지적한 대표적 학자인 쑤저우 대학의
쭈용신(朱永新) 교수는 문·이과 분과가 학생의 지식 편식을 초래하여 폭 좁은 전문가를 양성하
게 되고, 과학 및 인문 소양의 전면적 발달과 종합적인 소양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
였다(朱永新,2009). 중국 과학원의 양슈쯔(楊叔子) 원사(2000) 또한 분과별 세부화된 교육
은 1/4, 1/8의 사람만 양성한다고 지적하며 문·이과 분과를 반대하였으며, 캉쭈이핑(康翠
萍)(2009)은 고등학교 단계는 전형적인 공민기초교육 단계로 학생들이 문·이과 통합의 전면적
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교육과학 연구소는 2009년 《국가중장기 교육개혁
과 발전계획 강요(2010-2020년)(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計劃綱要)》를 위한 연구에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지지와 반대 양쪽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고등학교 단계에서 문·이과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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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취소한다. 기초교육의 기초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성과 전면성을 고려하여 먼저 동부
일부 지역부터 문·이과 분과형 교육과정의 취소를 시도하고 경험을 쌓아 전국 범위에서 추진한
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교육 개혁에 대해 ‘문·이 불분과’의 명확한 지시를 내림에 따라 2014년 9월,
국무원이 대학입시개혁안을 담은 《까오카오와 대학신입생 모집제도 심화 실시 의견(關於深化
高考及招生制度的實施意見)》을 발표했다. 새로운 대학입시 개혁안의 내용은 학업능력고사
를 보완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의 요구나 자신의 취미,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목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기존에 제기 되어 왔던 지식 편식문제를 개선하고
전면적 소양교육을 추진하여 학생의 균형적인 발달을 추구하고자 한다.

(3) 공정성 제고의 필요성
중국은 그 동안 입시제도에서 다양한 가산점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산점에는 학생의 전면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격려성 가산점과 소수민족, 열사자녀 등 특수집단을 위한 지원성 가산점
두 종류가 있다(백지현, 2015: 58). 21세기 초에 이르자 각종 대회의 일등상, 국가급 운동원,
성급 우수학생 간부, 군복무기간 공을 세운 자, 극한지역 거주자 등 가산점 항목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점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수험생들은 허위로 제작한 자료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사항들을 불법으로 적용하여 가산점을 얻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백지현, 2015: 58). 또한 자주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의 조건을 제시하며 고등학교에 한정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수험생 간의 불평등한 경쟁을 야기하고 사회
의 각 방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공정한 방식의 입시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

2) 중국 대입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
2017년은 1977년 중국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가 부활한지 40주년 되는 해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대대적인 대학입시 개혁안 《까오카오와 대학신입생모집제도 심화 실시
의견(關於深化高考及招生制度的實施意見)》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6월 개혁안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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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 상하이 및 저장성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개혁 안을 기준으로 대학입시를 시행하였다.
이 개혁안은 2014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전국 각 성에서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며 <표 IV-10>
은 대학입시 개혁안 시기별 로드맵이다.

❙표 Ⅳ-10❙ 2014~2020년 중국 대학입시 개혁안 로드맵28)
시기

진행 사항

2014년

- 대입개혁 방안 공포
(일반 고등학교 학업능력평가 실시의견, 일반 고등학교 종합소질평가 의견)
-대입 가산점 축소 규범 확정

2015년

- 전국 통일 시험지 사용 확대
- 체육, 예술 방면 가산점 삭제
- 일반 고등학교, 직업학교, 성인학교 사이의 학점 상호 인정, 교환 가능

2017년

- 각 성별 대입 합격자 비율 조정
- 농촌 학생의 중점대학 입학생 비율 확대

2020년

- 중국 특색에 맞는 대입시험 제도 완성
- 학생 선발, 시험 관리 감독 시스템 완성
- 평생학습의 전환점 마련

가)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와의 연계 및 선택과목 문 이과 통합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高中学业水平考试)는 기존에 각 현, 시, 구에서 자체 출제로 치러
지던 졸업시험으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김순남 외, 2014). 그러나 개혁안은 학업능력고사를 성급(직할시) 통일 출제방식으로 전환하
여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학습과의 관련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응시생의 최종 성적을 까오카오(高考)에서 어문, 수학, 외국어 3개 과목 성적과 고등학교 학업
능력고사 3개 선택과목 성적의 합으로 산출하고자 한다. 선택과목의 종류는 문 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7개 과목(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물리실험 포함), 화학(화학실험 포함), 생물
(생물 실험 포함), 정보기술(信息技术) 및 통용기술(通用技术)) 중 3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 학업능력고사는 필수 교과과정 이수 종결 시(2학년 1학기) 학점 인정 후 1차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학업능력고사 참석 시간은 학생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28) 百度百科 검색 내용 재구성(검색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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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동안 동일과목에 대해 2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그 중 최고 성적이 반영된다. 학교는
시험을 매 학년말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하며 매 학년 학생들의 참가 시험 과목 수량을 균등하게
정해야 한다. 원칙상 고등학교 1학년은 약 2과목, 2학년은 약 6과목, 3학년은 약 6과목이다.
재학생이 아닌 경우 재학생과 함께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기술 등 7개
과목의 학업능력고사에 참가해야 한다. 현재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3년 동안 시험 과목을 분산할 수 있고 재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이 가져오는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매 과정마다 열심히 학습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입시에
해당하는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백지현, 2015: 63).
<표 Ⅳ-11>은 개혁안 시범실시 지역인 상하이시의 2015년 일반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 시험과
목 및 일정이다.
❙표 Ⅳ-11❙ 2015년 상하이시 일반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 시험과목 및 일정29)
시기
고1

교과

지리, 생명과학(1과목 선택)

합격성

2학기말

등급성
합격성
합격성*
(1-2학년에서
통과하지 못한
학생만)

5월 하순
1학기말

등급성

5월 하순

정치·사상, 역사, 물리,화학
지리, 생명과학(고1에서 종결시 생략가능)
어문, 수학, 외국어

고3

시기

정보과학기술
지리, 생명과학(고1에서 끝낸 합격성 시험 외)

고2

성적 유형

정치·사상, 역사, 물리, 화학, 지리, 생명과학
정치·사상, 역사, 물리, 화학, 지리, 생명과학
(고2에서 이미 등급성 시험을 끝낸 그 외의 과목)

4월 중순

학업능력고사 성적은 합격성(Pass/Fail)과 등급성으로 평가된다. 개혁안 시범실시 지역인
상하이시의 경우 등급성 평가점수는 <표 Ⅳ-12>와 같이 상대평가로 11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의 비율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반영되는 점수를 70점~40점 사이로 차등 부여한다.

29) 上海市教育委员会关于印发上海市中小学2015学年度课程计划及其说明的通知(上海市教育委员会, 2015c,
http://www.shmec.gov.cn/html/xxgk/201508/40215201501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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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상하이시 학업능력고사 성적등급 비율 및 입시반영점수 예시30)
등급

A+

A

B+

B

B-

C+

C

C-

D+

D

E

비율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5%

대학입시
반영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43

40

설명

E등급은 불합격으로 유효성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대평가기준 하위 5%.

새로운 개혁안은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을 막고 학생의 흥미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맞게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만 등급제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문･이과를 통합하여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험 실시 시기를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으로 분산 배치하여 소위 내신
시험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종합소질평가 강화 및 대학입시 참고자료로 활용
종합소질평가는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학생의 덕·지·체·미의 전인적 성장과정과 발달상
황을 관찰･기록･분석한 것으로 개혁안에서는 종합소질평가를 강화하여 까오카오(高考)점수와
학업능력고사 점수 외에 대학입시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종합소질평가의 강화
는 단편적인 일회성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종합 발전
과 결과에 대한 전면적 다각화 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종합소질평가 항목은 학생의 사회적
책임감, 창의력과 실천능력을 볼 수 있는 사상품덕, 학업수준, 심신건강, 예술소양, 사회실천
영역을 포함하며 각 영역별 주요 평가사항과 중점기록내용은 <표 Ⅳ-13>과 같다.

30) https://wenku.baidu.com/view/ea444d1fa31614791711cc7931b765ce05087ad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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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종합소질평가 주요 사항 및 중점
영역

주요 평가사항

중점 기록 내용

사상
품덕

당과 국가에 대한 사랑
사상에 대한 신념, 성실과 신용
자애로운 마음과 교우 관계
책임과 의무, 법에 대한 준수

당원으로 활동
사회단체활동
공인노동
자원봉사

학업
능력

매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
상황 파악에 대한 기본 지능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운용능력

학업능력고사 성적
선택 과목 내용과 학업성적
연구성 학업과 창의성 과목

심신
건강

건강한 생활 방식
신체 단련 습관, 신체 기능
운동 지능과 심리 소질

<국가학생체력건강표준>측정 결과
체육 특기생 항목, 체육 운동회 참가 결과
어려움과 좌절에 대한 대처 표현

예술
소양

미술에 대한 심미적 감상, 이해, 감상과 표현
능력

음악, 미술 등에 나타난 흥미와 특기
미술활동에 참가 결과

사회
실천

사회 활동 중 조작활동
체험경험

활동 횟수, 지속시간, 만든 작품
조사 보고

출처: 백지현(2015), p.66 인용

중국은 기존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 가산점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종합소질
평가와 통합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산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
지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에는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소질평가의 다양
한 항목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백지현, 2015: 69). 대학입시 개혁안 시범실시 지역인
상하이 시의 종합소질평가31)를 예시로 살펴보면 종합소질평가 기록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있
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은 학생의 이름, 성별, 출생년월, 민족성분 등 기본정보와 함께 자신의 성격, 흥미
와 특기, 선호 전공 등에 대한 자기소개란(500자 이내)이다.
두 번째 장은 품덕발전 및 공민소양을 제목으로 하며 자원봉사 또는 공익노동의 횟수와 총
누적시간, 기준 도달 여부, 표창 급별(국제,국가,시,현,학교) 및 횟수, 군사훈련 등급과 합격·
불합격 여부, 우수평을 받았는지 여부, 농촌 사회실천활동 등급과 합격·불합격 여부, 우수평을
받았는지 여부, 참가한 국방 또는 민방과 관련된 프로젝트 이름, 누적시간, 수상 급별(국제,국
가,시)와 조직기구 이름, 기율위반, 징벌종류 및 시간, 범죄기록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1) https://wenku.baidu.com/view/ea444d1fa31614791711cc7931b765ce05087ad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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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은 학습과정과 학업성적을 제목으로 각 과목별, 학년별로 합격성, 등급성 성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연구형 학습의 경우 연구제목 및 시간 등을 기록하며 시급
이상 대회에서의 수상기록 또는 증서 등을 기록한다.
네 번째 장은 심신건강과 예술소양을 제목으로 국가학생체질건강표준 측정 합격여부와 점수,
운동대회 참가기록(급별, 주관단위, 시간, 수상실적), 예술실천경력과 수준(활동이름, 급별,
주관단위, 시간, 수상실적)을 기록한다.
다섯 번째 장은, 창의정신과 실천능력을 제목으로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대표작 제목과 연구
목적, 지도교사 이름, 프로젝트 내 본인의 역할(책임자, 참여자) 및 구체적 임무,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방법, 과정(600자 이내), 학교학술위원회 인정의견, 연구결론과 통찰(300자 이
내), 지도교사의 간단한 평(300자 이내), 프로젝트 결과 공개 상황(국제, 국가, 시, 현, 학교),
수상 명칭 및 급별을 기록한다. 이 외에도 참여한 과학기술활동, 발명 활동 및 획득한 특허
종류에 대한 내용 기록도 포함한다.
여섯 번째 장은, 학교특색지표에 대한 항목으로 학교특색활동에 대한 학생활동 상황기록이다.
일곱 번째 장은, 앞서 기록한 내용에 대한 사실 서약으로 날짜와 함께 학생 본인, 담임교사,
학교장 사인이 들어가며, 학교 직인을 찍는다.
종합소질평가의 기록은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평소 직접 자신의 활동내용을 기록한 후,
대표적 활동들을 선별 정리하고, 학기말 교실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시 한
후, 담임 및 관련 교과 교사의 확인을 마친 후 최종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엄격한 절차 및 강력한 제재장치를 통해 철저
한 감독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하이시 일반 고등학생 종합소질
평가 정보 시스템’을 인터넷 상에 구축하여 학교와 교외 활동을 증명할 사회기관이 해당부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력을 완료하기 전에 시정부의 연관부서와 사회기관이 기록된
정보에 대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각 기관에는 ‘신용등급제도’를 마련하여 연
1회 신용등급 평정을 받고 2년 연속으로 등급하향 조치를 받은 학교와 사회기관은 정해진 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대학 입시사정 과정 중 종합소질평가의 기록이 학교 차원에
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학교 출신 학생의 선발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
학생의 경우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두어 종합소질평가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
우 해당 학생의 대학입시 전형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위법행위 사실 자체를 정보시스템에 기록
하도록 한다(홍선주 외, 201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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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대학교는 2017년 최초로 개혁안 시범실시 지역인 저장성과 상하이시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소질평가를 반영하여 총 115명(저장성 65명, 상하이시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32)
종합소질평가의 활용방법은 1차 선발에서 까오카오(高考)와 학업능력고사 점수를 통해 커트라
인 이상의 학생을 선발한 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소질평가 시스템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 대학입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소
질평가는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로서, 기록의 객관성 확보와 계량화, 전산화 등 활용상의 문제점
을 극복할 때 각 대학에서도 종합소질평가를 입시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다양한 입시 전형으로
적절한 인재 선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백지현, 2015: 69).

다) 까오카오(高考) 내용 개혁 및 문제의 질 확보
까오카오 내용개혁의 중요 고려사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인재선발요구와 국가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과학적으로 문제의 내용을 설계하고, 기초성 및 종합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독립 사고
력과 지식응용 능력 및 문제분석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 과목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시험방식으로 수정 추진하며, 문제출제 관리를 강화
한다. 문제의 질 확보를 위해 출제위원 자격 기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
다. 중국은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여 좋은 문항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한 문항을 문제은행에 저장하여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
면, 이를 더 확대하여 탄탄한 문제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험 평가와 분석을
발전시키고, 문제 출제의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대학입시 까오카오
내용의 질을 바탕으로 전국 통일 시험문제를 사용하는 성의 수를 늘려나가고자 한다(백지현,
2015: 64).

라) 가산점 항목 대폭 축소 및 엄격한 관리
공정성 추구를 위해 가산점 항목을 대폭 축소·통제하여, 예체능 특기생 가산점 항목을 없앤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산점 항목은 보류하되, 가산점 환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변방 소수민족 및 극빈지역 가산점 정책은 개선하여 교육의 공평성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32) http://news.21cn.com/caiji/roll1/a/2017/0902/21/32682029.shtml (검색일: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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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별 입시 가산점 항목은 성급 인민정부가 확인 결정 후 교육부의
검토처리를 위해 접수 보고한다. 원칙상, 각 성(구,시)의 부속 고등교육기관이 그 성(구,시)의
입학생 모집 시에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의 가산점 자격사정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하며,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나간다.
❙표 Ⅳ-14❙ 대입 가산점 취소 및 유지 항목
취소항목
-

체육 특기생
올림피아드 입상자
과학기술대회 입상자
각 성급 우수학생
특출난 이력이 있는 학생

유지항목
열사자녀
소수민족 수험생
귀국한 교포자녀 및 대만 수험생
퇴역한 직업군인
복무기간 일등 공을 세운 군인

출처: 백지현(2015), p,64 인용

마) 교육 형평성 확대
중국은 소수민족 또는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위해 가산점이나 각 지역별로 입학정원
할당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과거대학 합격률
이 가장 낮은 성과 전국의 대학 합격률 차이가 2007년 17%, 2013년 6%였다. 새로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이 합격률 차이를 4% 이내로 조정하고자 한다(백지현, 2015: 75). 이 정책
흐름에 맞춰, 각 대학에서는 농촌지역 및 빈곤가정 수험생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모집 인원수를
증원하고, 자기추천방식 도입 및 입학 기준선 하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농촌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자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의 경우 2017년 ‘빈곤지역출신모집 국가 프로젝트(国家贫困专项)’
로 191명이 합격하였고, ‘꿈건설계획(筑梦计划)’을 통해 작년보다 13% 증가한 497명의 학생
이 가산점 혜택을 받아서 최종 97명이 입학하여, 전체 신입생 중 변방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
지역 출신 학생을 10% 이상 모집하였다.

바) 자주선발전형 확대
학과별 특기와 창의적 자질이 잠재해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각 대학의 자주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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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을 확대한다. 신청하는 학생들은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응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심사 및 평가를 받아야한다. 각 대학은 자주선발전형 모집방법
및 심사절차와 입시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주선발전형 입학생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자주선발 전형 응시 조건은 각 대학별로 다르지만, 종합소양을 갖춘 품행 단정 및 성적
우수자, 각종 전국 올림피아드대회 및 경연대회 우승자, 관련학과 특기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베이징 대학의 자주선발 전형 중 박아인재배양계획(博雅人才培養計劃)은 2015년부터 실시
하였으며, 신입생 중 15%(총 입학생 수 3665명 중 550명 해당)를 이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 외에 자주선발전형 시험형식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시험을 채택하는데 예를 들어 문학특기생 전형은 현장에서 창작 시험을 봐야하
고, 과학발명 특기생은 현장에서 발명품을 시범보이고 작품에 대한 답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
는 것이다. 점수보다는 창의성과 잠재성을 중시하는 자주선발전형의 특성상 대학 자체시험 성
적이 우수했을 때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입학 점수 커트라인을 낮추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58).
또한 자주선발전형과 관련하여 북경대, 칭화대 등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고등학교추천+자
기추천” 결합방식을 “자기추천”위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자주선발전형 자격조건에서 학교
추천부분을 취소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주선발전형 신청의 문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대
학에서는 고등학교에 자주선발 전형을 위한 인원을 할당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대학
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60).

사) 2014 개혁안을 통해 본 중국의 미래 대입제도 방향
중국은 2014년 대학입시 개혁안을 통해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은 당의
교육방침인 ‘입덕수인(立德樹人):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함’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
핵심적 가치관의 강화, 중화민족의 전통문화 교육 강조, 사회적 책임감과 창신정신, 실천능력
의 향상을 기본 철학으로 반영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 시행안을 통해 알 수 있는 중국의 미래 대입제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형평성 제고이다. 개혁안에서는 농촌 및 빈곤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역할당제
및 소수민족 가산점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외계층
과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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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은 점차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형평성
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중국 국민들의 소양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둘째,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중시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다. 학업능력고사에
서 문·이과를 통합하여 학생의 진로방향에 따라 학생 주도적으로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구형 과제를 강화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 강조이다. 대학입시에 있어서 종합소질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학업성취 측면 외에도 비교과 영역에서의 성장발달과정이 중요해졌으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관심,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입학사정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넷째, 대학의 자율성 강화이다. 대학의 자주선발전형을 확대함에 따라 각 대학은 기존의 국가
주도 입시모집 체제에서 조금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뽑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 중국 대입제도개혁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 대입제도개혁의 시사점을 입시제도 측면과 문제출제 측면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면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1) 입시제도 측면
가) 국가 수준의 체계적 학생모집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영향을 받아 미래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국가수준
과 지방수준의 거시적 차원에서 정확하고 엄밀한 학생모집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
모집 계획은 사회나 경제건설의 수요, 고등교육의 발전 필요에 기초를 두고 제정되는데, 이
속에는 국가수준의 고등교육의 발전 규모와 속도 그리고 경제건설을 위해 필요한 여러 고급인력
에 대한 수요, 공급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車夫外, 1994).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전공 영역에
대한 과잉배출을 최소화하고 인력수급이 필요한 영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졸업생이 과잉 배출되는 전공영역의 경우 취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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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청년 실업 및 취업재수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공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중국정부와 같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각
이 반영된 대학입시 운영이 필요하다.

나) 학업능력고사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입시부담 분산
중국의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흐르는 파행적인 현상을 해결
하고, 일회성의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가 학생들의 학력을 평면적으로 측정하는 현상을 개선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각 학교는 각 과목의 수업시간과 수업내용을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동시에 대학도 전공별 요구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기간 중 선택과목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어 입시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인교육 추구를 위해서 졸업합동시험 방안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지역할당제를 통한 형평성 추구
중국은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학력 대물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밑바
탕으로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백지현, 2015: 75). 현재 한국의 대학입학 합격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경제적, 교육적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지역균형인재 육성 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 학생이 경제적, 교육적 환경으로 인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는 적다. 중국에서처럼 전 지역에 걸쳐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시행할
수 없지만 경제적, 교육적 차이에 의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실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
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구자억 외, 2011: 36).

라) 시험시간 운영의 융통성
일 년에 하루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치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우 2~3일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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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과목씩 시험을 본다. 또한 한 과목당 시험시간도 120분에서 150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최근 대학입시 개혁안에서는 필수과목 중 외국어(영어) 과목의 경우 일 년에 두 번
시험 기회를 주고,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를 통해 평가하여 두 번의 시험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같은 과목에 대해 두 번의 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시험 부담을
줄인다기 보다는 입시교육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嚴加安，2014-10-16, 중국과학보
보도자료). 하지만 일 년에 하루, 단 한 번의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응시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중국의 이러한 시험과목 및 기회 분산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험시간 운영은
분명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수험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시험시간을 제공하여
능력을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문제출제 측면
가)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유형(주관식, 통합문제) 도입
우리나라 수능 문제의 형식이 모두 객관식인데 반해 중국의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는 주관
식과 객관식이 50:50 비중이다. 주관식의 경우 단답형·간단한 주제에 대한 단문 짓기·작문
(800자 이내) 등 다양한 문제 형식으로 특히, 작문문제에 가장 큰 배점을 둔다. 한편,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종합적 분석력, 판단력, 귀납, 평가 등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목 간 통합문제, 과목 내 통합문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사회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통합적 사고를 측정하는 주관식 및 통합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나) 공모제 문제은행 구축을 통한 시험문제 질 및 출제오류 개선
중국은 1985년부터 공모제를 통한 문제은행을 도입하여 현재, 비교적 신뢰할 만한 문제은행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 배경에는 교과통합 문제 출제 및 참신한 문제 발굴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전공과목에 익숙해 있는 교과 출제자들이 다른 교과와의 통합
문제를 출제하기란 쉽지 않으며, 기존 시험문제의 전형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창의적 문제를
출제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모제를 실시하였고, 이
중 참신한 문제를 발굴하여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시험문제 전반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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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해마다 출제오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같이 공모제를 통한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다양한 질 좋은 문제들을 확보한
후, 출제검토의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4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관련 시사점

이상 주요국의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개혁 동향, 대입제도의 개혁 동향 등의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 대입제도의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비교

영국, 일본, 중국의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과 대입제도 개혁동향을 분석하여 입시제
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전형요소와 방법을 중심으로 종합하면 아래의 <표 IV-15>와 같다.

❙표 Ⅳ-15❙ 외국 대입제도의 전형 방법 및 요소
전형요소

점수
산출의
근거

일본

중국

표준화
시험

- 전국자격증명체제(A레벨,
중등자격검정시험)
- 전공별 자격증명
- 전공별 추가 시험(의학,
치의학, 수의학, 법학 등
인기학과 중심)

- 대학입시 센터시험

- 대학교 신입생모집
전국통일시험

학교
생활
기록부

- 지필고사 및 비지필고사

-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가
작성한 조사서

- 종합소질평가

- 자기 소개서
- 교사추천서

- AO입시(자기추천서+
지망이유서+활동경력보고서
+소논문+면접)
- 자기추천, 학교추천,
특별추천, 지정교추천,
내부추천제, 동맹교 추천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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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
대학별
고사

수시
모집
전형
시기
또는
선발
방식
정시
모집

기타 특징

영국
- 대학별 구술고사
- 대학별 자체 지필고사
- 사고기술평가

일본
- 대학별 자체시험

- AO입시(총합형 선발)

- 특별전형: 일부 예체능 및
군사계열 학교만 실시
- 대학별 자주선발전형: 전체
모집에 5~15%, 해당
분야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선발

- 일반입시(일반 선발)

- 일반모집: 1차, 2차, 3차로
나누어 1차는 전국
중점대학 중심, 2차는
일반대학, 3차는
직업대학과 4년제에
설치된 직업전공

- 영국은 수시, 정시 개념이
있지는 않으며, 각종
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대학교를 미리 선택하고
지원

- 학교 수행평가의 경우 지식을
요구하는 교과에 대해서는
지필고사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교과는 비지필고사
중심으로 구성

중국

- 대학별 입학정원의 지역별
할당제 실시

영국의 경우 입학시험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어서 공통된 자격증명, 전공별 자격증명, 자기소
개서, 대학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하는 학생부터 전형요소 1, 2개면 입학이 가능한 학생까지
다양하게 입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전형요소는 주로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며
명문대는 대학별 지필고사까지 실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은 아주 간단하게 전형이 실시되
기도 한다. 대학입시에 있어서 각 학교의 자율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제도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표준화시험
이 센터시험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조사서가 있으며, 교사의 추천서와 대학별
본고사 등으로 전형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별 시험에 제약이 많은 편이지만,
일본은 대학별 시험에 주관식 종합시험, 소논문, 심층면접, 실기시험, 영어듣기 테스트 등 다양
한 방식으로 대학별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대학별 고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한다
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두지만, 일본의 향후 입시제도 개혁이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별 고사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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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험 성적이 더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특별전형을 통해서 특출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여전히 전국통일시험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소질평가를 통해 그 동안 과도하게 지식 측정에 쏠려 있었던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감안하고자 하였다.

❙표 Ⅳ-16❙ 각 국가별 대입제도 개혁 동향
영국

일본

중국

- 채점 결과를 확인하고 대학에
- 일반입시, 추천입시, AO입시의
-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를 성(省)급
지원하는 ‘선시험 후지원’제도로의
구분을 페지하고, ‘고등학교
통일 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변화를 모색 중이나 현재
기초학력 테스트’와 ‘대학입학
고등학교 학습과의 관련도를
시행되지는 않음
희망자 학력평가 테스트’ 결과를
높이고자 함
토대로
입학자
선발
- 기술부분에 대한 자격증명체계를
- 문･이과 구분을 페지하고, 7개
확립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 대학입학희망자 학력평가 테스트
과목(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A레벨에 상당하는 자격증명을
도입
화학, 생물, 정보기술 및 통용기술
획득하여 다양한 분야의
중 3과목을 선택
- 대학이 독자적으로 지원자 중에
고등교육에 입문할 수 있도록
입학자를 선발하도록 독려
-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 가산점을
장려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 ‘고등학교-대학의 접속’의 문제를
- 직무관련 자격증명인 NVQs,
종합소질평가로 대체
해결하기 위한 상호 이해를 위한
BTEC를 획득하여 도제교육을
노력 강화
- 출제위원의 자격 기준 설정 및
통한 고등교육에의 진출도 존재
이들에 대한 교육강화
- 여러 자격증명이 과거에는
-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문항
학문적인 교육과정 이수 중심에서
공모제 및 문제 은행
직무관련 혹은 기술교육과정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접목한 교육과정으로 이동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예체능
가산점 항목 대폭 축소
- 소외 계층을 위한 형평성 확대
- 특기생 선발을 위한 각 대학의
자주선발 전형 확대

나.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동향 관련 시사점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동향과 관련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지식만을 측정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는 것이다. 우리가 확인한 영국, 일본, 중국 모두 국가단위의 시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에 관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도 국가단위의 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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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일본도 AO입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중국도 종합소질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지식만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을 측정하는
것에 치중했던 나라들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지식 이외의
능력에도 관심을 가져온 나라는 그것을 더 세분화하여 측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최근의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함에 따라 입학 전형도 다양화되는 추세로 진행되
고 있다. 원래부터 입시에서 학교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였던 영국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입학
전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입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컸던 일본과 중국은 표준화시험의 역할
이 여전히 크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대학에 따라서는
이미 대학별고사가 시행중이며, 일본도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
다. 중국도 통일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
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맞게 입학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에서 전형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다양화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수준의 표준화시험에서 오지선다형과 같은 시험문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국가의 표준화된 시험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도 표준화시
험에서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보다는 서술형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통일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문시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도 2020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 단답형 문제보다는 서술형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단순히 문제 1, 2개를 더 맞추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평가하고자 함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국가단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단위의 시험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수능시험의 변화에 있어서도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특히 중국과 같이 우리보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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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훨씬 큰 나라도 오지선다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준화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눈여
겨 볼 부분이다.
넷째, 입학전형의 다양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하여 그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공정한
선발이라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게 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준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즉, 이전에는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 앞으로는 ‘다른 것을 다르게’대우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특성이 다른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입학전형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시험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는 공감한다
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상위권 명문대학의 입시를 두고서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래의 대입제도를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지나치게 길어져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통용되는 여러 상식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
다. 대학입시 전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학입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예컨대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학별
로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별 시험을 따로 실시하는 경우
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별 고사=사교육 유발’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학입시 논
의에서 현재 대학별 고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대학입시에서 교육부의
권한이 약화되고, 대학의 자율권이 증가하는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학별 본고사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별 본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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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지만,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입관련 주장들에 대해
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표준화시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에서는 ‘표준화시험=오지선다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
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표준화시험은 매우 비교육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표준화시험이 반드시 오지선다형이나 단답형 주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각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입시를 미래 전략과 연동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대학입시
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종의 장치이므로 대학입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점에 있어서 대학입시 정책을
준비하면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동어반복에 가까울 수 있을지도 모르
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각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래 인재의 상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책적인 수준에서도 미래 전략과 연동하여
대학입시를 고민하는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가 미래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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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1. 대입제도 관련 트렌드 빅데이터 및
신문사설 분석
2. 대입제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3.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
분석
4. 미래 대입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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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이 장에서는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즉, 대입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틀과 요구 및 전망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 변화와 언론의 관심 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글트랜드 검색량
정보를 활용한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고, 최근 5년 간 15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의
신문사설 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키워드 분석과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미래교육의 방향과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 인식 특징을 분석하고자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의 대입정책전문가, 미래교육컨텐츠 관련업종
종사자, 시민단체의 대입전문가,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 고등학교 교장, 학생･학부모 집단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고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을 고려하여 대입제도의 주요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입정
책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해, 대입제도의 개선방안 및 논의 특징 등을
도출하고자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과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내용 종합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입제도의 미래 여건, 전형요소의 중요성 및 대학 특성별 차이에 대한 예측 및 이상의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입학 현장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일반대학의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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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제도 관련 트렌드 빅데이터 및 신문사설 분석

가. 트렌드 빅데이터 및 신문사설 분석 목적
최근 대중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유권자의 진의를 파악
하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을 확인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미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유세 기간 동안의 구글 트렌드(trends.google.com) 검색량이
꾸준히 높았다는 보도(한겨레21, 2017.04.18.)는 인터넷 검색량이라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
우의 실제 예시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검색 엔진인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트렌드나 네이
버 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랩의 네이터 트렌드(http://datalab.naver.com)를 통한 검색량 분석
이 일반적인 대중의 관심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 효과적이며, 수요 예측이나 주식투자 전략
도출과 연계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김민수, 구평회, 2013; 서일선, 여상수, 강희조, 2014;
최재혁, 신창섭, 2015)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현황 분석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향후에도 어떻게 관심이 변화할 것인지를 유추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다만 이는 일반 대중의 검색에만 기초하는 것으로, 관심의
추이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언론은 국가 정책에 대한 여론을 보도하는 것과 함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일간지의 신문사설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을 포함
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다. 신문사설은 구체적으로 언론의 주관적 이념 혹은 태도를 드러내어
대중을 설득하고 여론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김혜영, 강범모, 2001: 109) 나아가서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유도하는 ‘지도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정윤수, 장석영, 2001: 73),
이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제점 도출, 대안 및 시사점 제시 등 발전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신문사설의 기능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의 자료로 수
집해 분석하므로 해당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 및 이해를 파악하거나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나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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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재난의 유형과 재난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연구(정익재, 정창무, 1996),
보수와 진보의 정파적 입장 비교 및 대조를 통해 교육위기 담론의 특징을 파악한 연구(강진숙,
2006), 2010년 교육감 선거 이전과 이후의 신문사설을 분석하여 관심 증가와 주목도 및 논의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박수정, 2011),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대한 담론 및 변화 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김미혜, 권헌교, 한상열, 2013),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도와 입장 파악을 통해 관련 논쟁
의 특징을 파악한 연구(김윤진, 엄정영, 고득환, 2015), 원전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와 찬성과
반대 입장 담론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권태형, 장현주, 전영준, 2016)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
한 연구들은 모두 주요 일간지의 신문사설을 분석하여 정부 정책과 관련한 담론을 구체화하고
변화 방향을 탐색하였다.
대입제도는 지속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되어온 주요 화두로서, 이에 대해 언론은 상당
히 많은 기사들을 제공하여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기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장에서는 특히 신문사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므로
현재 대중에게 통용되는 대입제도 관련 담론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전문적인 관계자 의견 종합 이전에 일반적인 대입제도 관련 관심과 이해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현재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이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통해 신문사설을 분석하였던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양적 담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수집된 신문사설 자료에 대해 기초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
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며, 더불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법의 활용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자료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대입제도와 관련한 언론의 주요 담론을 종합하였다.

나.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방법
대중이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한 기록, 댓글 등 및 뉴스나 다양한 매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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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를 언급한 자료 등을 축적하여 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트렌드 분석(Trend
analysis)은 대표적인 빅데이터(Big Data) 분석으로 대중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으
로 인해 여러 연구에서도 이용된 바 있다(송태민, 2012; 권치명 외, 2015; 김병철, 2015).
이 연구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여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글 트렌
드는 컴퓨터와 모바일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권승연, 박정현, 이창균, 2017: 516), 거의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 안에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제외하여 왜곡된(baised) 검색 정보가 제공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33) 정확한 검색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검색 결과에 대해 해당
시점 혹은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비율로 0에서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구글 트렌드
웹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지역과 기간, 카테고리 또는 검색 형태를 설정할 수 있으
며 검색된 결과는 csv 형태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지역에서 2012
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카테고리의 웹 검색
자료를 추출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검색어는 “대학입시”와 대표적인 전형요소인 “대학수학능력
시험”, “학생부” 및 전형 방법인 “수시전형”을 입력하여 관심도 추이를 비교하였다.

다. 신문사설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신문사설 분석을 위해 ‘한국ABC협회’가 제공하는 2017년도 일간신문 발행
유료부수 자료(한국ABC협회, 2017)에서 제시한 상위 23개 일간 신문사 중 스포츠지를 제외하
고 종합일간지 10개, 경제전문지 5개를 선택하여 각 신문사 웹페이지에서 기사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신문사설을 수집한 15개 일간 신문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
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이다. 최근의 대입제도 관련 관심과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5년간의
기사만을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 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15일이었다.
각 신문사 웹페이지가 제공하는 검색화면을 활용하여 “대입 제도”, “대학 입시”, “입시제도”로

33) 출처: Google Trends Help. Retrieved from https://support.google.com/trends/?hl=en#topic =624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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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모든 지면기사 중 사설, 칼럼, 기고 형태만을 수집하였으며, 설정한 검색어와 더불어
“수능”, “학생부”, “전형”, “수시모집” 등 세부적인 전형요소 및 전형 방법이 본문 내용 중에
하나라도 더불어 포함되어 있는 것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공약과
관련한 논평 기사 중 경제 및 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입제도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나타난 기사의 경우, 세부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면 대입제도를 주요 논점으로 하는 신문사설로 보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연구
에 포함된 총 신문사설의 개수는 406개로 다음의 <표 Ⅴ-1>에 각 신문사별로 분석에 포함된
신문사설 개수를 제시하였다.
❙표 Ⅴ-1❙ 신문사별 분석 대상 신문사설 개수

종합일간지

경제전문지

신문사명

신문사설 수

경향신문

24

국민일보

29

동아일보

41

문화일보

16

서울신문

25

세계일보

18

조선일보

26

중앙일보

28

한겨레

47

한국일보

55

매일경제

16

머니투데이

7

서울경제

30

아시아경제

19

한국경제

25

총계

계

309

97

406

2) 키워드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
본 연구는 수집한 신문사설 기사 자료들을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선행연구들
(Karl, Wisnowski & Rushing, 2015; Lucas et al., 201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전처리
(preprocessing)를 통해 클리닝하는 단계를 선행하였다. 자료 전처리와 분석에는 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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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Development Core Team, 2008)을 사용하였다. 가장 먼저 tm 패키지(package)(Ingo &
Kurt, 2015)를 이용하여 한글 이외의 문자, 즉, 한자, 영문자, 문장 기호 등을 제거하였다.
이어서 stringr 패키지(Hadley, 2015)를 이용해 띄어쓰기나 혼용어, 예를 들어 ‘서울시’,‘서
울특별시’를 ‘서울’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시
험’, ‘대입수능시험’을 ‘수능’으로 통일시켰다. 자료 클리닝 후 KoNLP 패키지34)(Jeon,
2016)를 활용해 한글형태소 분석을 시행해 명사만을 추출하였는데, 분석을 수행하면 예를 들어
“새로운 대입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장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
‘도입’, ‘실행’, ‘필요’라는 명사만 추출된다. 추출된 명사들은 tm 패키지를 사용해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 DTM)의 형태로 생성하였고, 이 행렬을 이용해 키워드 분석
및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406개 신문사설 기사에서 추출하여
전처리를 거쳐 분석에 사용한 명사는 총 7,282개였다.
키워드 분석은 수집한 신문사설 기사에 포함된 빈도가 가장 많은 키워드와 전체 기사 내용에
나타난 빈도가 가장 많은 키워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
하여 특징을 비교하였다.
기사에 포함된 빈도는 각 기사에서 해당 키워드가 몇 번 사용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기사
들 중 몇 개의 기사에서 한번이라도 나타나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 기사 내용에 나타난
빈도는 각 키워드가 모든 기사에서 나타난 총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기사에 사용된 빈도를
모두 합산한 값이다. TF-IDF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는 문서 집합 안에서 사용된 단어의 중요성
을 나타내는 측정치인 TF-IDF가 높은 단어를 의미한다. TF-IDF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값으
로 알려져 있다(Salton & Buckley, 1988).
TF-IDF35)는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이성직, 김한준, 2009).
 

  




(1)



 : 단어 가 문서  에서 나타나는 횟수

34) KoNLP 패키지(Jeon, 2016)의 extractNoun()함수를 사용하여 한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35) TF-IDF에 대한 설명 내용은 김지은(2017)의 논문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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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에서 모든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


  log 

  ∈

(2)

 : 문서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수

  ∈ : 단어  가 나타나는 문서의 수
     × 

(3)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TF(Term Frequency, 단어빈도)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는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회수를 모든 단어
가 출현한 횟수로 나누어 정규화한 형태로 계산한다. 보통 TF가 크면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서 집합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 단어
가 흔하다는 것을 의미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영어에서 ‘a’, ‘the’와 같은
관사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 빈도를 사용
하는 것보다 DF(Document Frequency, 문서 빈도)의 역수를 취한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역문서 빈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IDF는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문서 집합에 포함된 전체 문서 빈도수를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빈도수로 나눈 뒤 로그를
취하여 계산한다(수식 (2) 참조). IDF가 작은 단어는 전체 문서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IDF가 큰 단어는 몇몇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해당 문서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amos, 2003; 이성직, 김한준,
2009).
TF-IDF 값이 크게 나타나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문서 집합 중에서 해당 단어
가 나타나는 문서들의 수가 적어 IDF가 작으면서 해당 단어가 문서 내에서 주요 의미를 가지고
많이 사용되어 TF가 큰 단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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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로, 문서들이 내포하는
토픽을 단어가 특정한 문서에서 나타나는 확률과 특성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다.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단어들의 집합체 또는 주머니(bag of words)인 토픽으로
문서에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주로 이전에는 질적으로 분석해야
했던 담론을 단어들의 조합인 토픽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많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해석 가능한 의미 있는 토픽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다(Mimno &
McCallum, 2008).
토픽 모델링은 토픽의 수를 미리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토픽 수를 가정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토픽이 단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나타내는 복잡도
(perplexity) 지수(Asuncion et al., 2009; Battisti, Ferrara & Salini, 2015)에 따라 토픽의
수를 지정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이 복잡도를 이용해 적정한 토픽의 수를 결정하고 있다(남춘호,
2016; Massey et al., 2013; Jacobi, van Atteveldt & Welbers, 2015; Chandra, Jiang &
Wang, 2016). 토픽의 수를 최대 50개로 가정하고, 최소 토픽의 수 2개부터 1개씩 증가시켰을
때 토픽의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경우, 즉 복잡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최적의 토픽의 수로
결정하였다.
적정 토픽의 수를 결정한 후 R 프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Grün & Hornik, 2011)를
이용하여 반복회수를 2000으로 설정한 붕괴된 기브스 표집(collapsed Gibbs sampling) 방식의
잠재 디리슐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추출된 각 토픽에서는 포함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순서대로 제시하여 주는데 이를 결과에
제시하였고, 이러한 단어들의 조합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신문사설 기사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
자들의 논의를 거쳐 토픽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박자현, 송민, 2013; 채승훈,
임재익, 강주영, 2015; DiMaggio, Nag & Blei, 2013; Jiang, Qiang & Lin, 2016)에서와
같이 토픽 분석 시 추출되는 문서-토픽 확률 행렬을 이용하여 각 문서마다 확률 값이 가장
큰 토픽을 대표 토픽으로 선택, 자료로 사용된 문서를 분류해 빈도와 전체에서 각 토픽이 대표적
으로 나타나는 기사의 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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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여 ‘대학 입시’에 대한 검색량 추이를 구한 결과를 다음의 [그림 Ⅴ-1]
에 제시하였다.

❙그림 Ⅴ-1❙ 최근 5년 간 ‘대학 입시’ 검색량의 변화 추이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을 100으로 표현했을 때 각 시점 검색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표현한
것으로, 2017년 5월 28일 주간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를 명시해 이와 관련한 기사가 급증하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검색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2013년 11월, 2015년 11월에
검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한
관심 확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일정 시기에 대입관련 정부 발표가 있는 시기를
중심으로 검색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고 일정한 수준의 꾸준한 관심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입시’와 함께 대표적인 대입 관련 연관 검색어인‘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및‘수
시전형’의 구글 트렌드 검색결과를 각각 비교한 결과를 [그림 Ⅴ-2]에 제시하였다. ‘대학입시’
검색량 변화 추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검색량이 유지되어 꾸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9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학생부’는 점점 검색량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추세선 참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정 수준으로 꾸준하다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매년 11월에 관심이 급증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시전형’은 다른 두 검색어에 비해 ‘대학입시’와 유사한 형태로 검색량 변화가
나타났는데 2017년 9월에 ‘학생부’와 함께 검색량이 급증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초에 실시되어 이와 관련한 검색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Ⅴ-2❙ 최근 5년 간 ‘대학 입시’와 비교한 ‘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전형’ 검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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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추이

이러한 변화 추이는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이 정부정책 발표나 수능시험일과 같은 특별한 이슈
가 있을 때 급증하는 특징이 나타나지만 일정 수준으로 꾸준한 관심의 대상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검색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와 관련한 관심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신문사설 분석 결과
1) 시기별 신문사설 분포
수집된 신문사설 기사를 게재된 기간을 중심으로 분포를 살펴본 결과를 다음의 <표 Ⅴ-2>와
[그림 Ⅴ-3]에 제시하였다.

❙표 Ⅴ-2❙ 월별 신문사설 기사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12년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3

3

13

6

25

2013년

8

5

6

6

3

10

4

19

4

4

10

9

88

2014년

3

8

4

3

0

6

4

7

5

10

30

15

95

2015년

4

2

11

5

3

3

8

6

5

10

11

1

69

2016년

0

4

3

3

4

1

5

4

7

5

11

3

50

2017년

3

0

8

8

7

11

5

27

10

합계

18

19

32

25

17

31

26

63

34

79
32

75

34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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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시기별 신문사설 기사 분포

2014년 9월과 2017년 9월에 신문사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수능이나 대학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는 매년 9월을 전후 하여 대학입시와 관련한 신문사설이
많이 등장하였지만 매달 꾸준하게 대학입시와 관련한 사설 기사가 등장하여 언론의 지속적 관심
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키워드 분석 결과
수집된 총 406개 신문사설 기사의 명사를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 15개 키워
드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Ⅴ-3>과 같다.
가장 많은 신문기사에 출현하는 키워드는 ‘문제’와 ‘수능’으로 거의 250개 이상의 신문사설
기사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집된 전체 신문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수능’으로 1691번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문제’도 905번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형’단어가 616번 사용되었다.
TF-IDF로 중요하게 사용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역시 ‘수능’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영어’, ‘절대평가’, ‘전형’등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출현 기준 및
사용 빈도 기준 키워드 분석 결과와 달리 ‘출제’, ‘서울대’, ‘오류’, ‘학종’과 같은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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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키워드 분석 결과
기사 출현 기준 키워드

사용 빈도 기준 키워드

중요도 기준 키워드

키워드

기사수

키워드

사용 수

키워드

TF-IDF

1

문제

294

수능

1691

수능

2.425

2

수능

287

문제

905

영어

2.214

3

고등학교

222

전형

616

절대평가

2.193

4

필요

205

학교

558

전형

1.902

5

평가

203

시험

528

출제

1.724

6

사회

202

평가

527

수학

1.699

7

학교

201

고등학교

507

서울대

1.528

8

사교육

200

사교육

488

오류

1.525

9

학부모

194

정부

472

수험생

1.452

10

정부

188

영어

462

학종

1.419

11

학년도

169

사회

457

과목

1.398

12

수험생

168

수험생

454

시험

1.394

13

시험

165

수학

419

선행학습

1.385

14

과목

163

절대평가

408

인성교육

1.376

15

결과

160

과목

390

후보

1.362

키워드 분석 결과 사용빈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은 키워드는‘수능’,‘영어’, ‘절대평가’, ‘전
형’, ‘수험생’, ‘시험’, ‘과목’이었고, 사용빈도가 높았던 ‘문제’,‘평가’, ‘사교육’, ‘학부모’
는 중요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서울대’, ‘오류’, ‘선행학습’, ‘인성교
육’, ‘후보’와 같은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키워드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수능과 관련한 단어들의 등장 또는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 상위 60개 단어들만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를 다음의 [그림
Ⅴ-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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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사 출현 기준

(b) 사용빈도 기준

(c) TF-IDF 중요도 기준
❙그림 Ⅴ-4❙ 주요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결과

기사에 출현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능’, ‘문제’, ‘고등학교’ 등의 단어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는데,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수능’의 사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 분석에서 상위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 주로 수능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입
제도의 전형 방법 또는 요소 중에서는 ‘수능’, ‘학종’, ‘수시’, ‘논술’, ‘면접’ 키워드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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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픽 분석 결과
토픽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 사용하는 복잡도(perplexity)와 추출된
토픽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15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5] 참조).

❙그림 Ⅴ-5❙ 토픽의 수 변화에 따른 복잡도(perplexity) 변화와 신문사설 기사 분석의 적정 토픽 수

다음의 <표 Ⅴ-4>는 분석 결과 추출된 15개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 10개와 각 토픽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논문의 수를 제시한 결과이다. 토픽 모델링 분석은 각 기사의 토픽
확률(topic probability)을 제공해 주는데 이를 이용해 각 신문사설 기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토픽이 나타나는지를 구하였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픽별로 몇 개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신문사설 기사 수와 전체 기사수 대비 비율을 제시하였다.

❙표 Ⅴ-4❙ 토픽별 주요 단어 15개와 신문사설 기사 수
토픽 내용

주요 단어

신문사설
기사 수 (%)

토픽 1

학력･서열

ㅋ사회 이야기 경제 서열 필요 현상 기회 출신 특목고 제도
사람 입학 보장 꿈 학력

22 (5.4)

토픽 2

한국사 수능포함

이유 중요 방법 강화 결정 현실 발표 방향 교과서 과정
한국사 감안 선택 역사 지정

20 (4.9)

토픽 3

명문대 경쟁

자신 우리 경쟁 시작 노력 생각 부모 공부 자녀 대부분
명문 경험 대한민국 아이 학원

3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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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내용

주요 단어

신문사설
기사 수 (%)

토픽 4

개선 요구

결과 필요 사이 영향 전국 해소 영역 책임 기간 다양
목소리 교육현장 시민 가운데 개혁

7 (1.7)

토픽 5

고교 교육
및 사교육

사교육 학교 정상 공교육 학부모 대책 중심 자사고 내용
고등학교 가능 효과 학원 수학 시장

27 (6.7)

토픽 6

정부

정부 대통령 정책 국민 공약 박근혜 교육정책 정권 장관
폐지 문재인 주장 논란 학부모 제도

12 (3.0)

토픽 7

교육과정･평가

평가 반영 사실 때문 관련 강조 내용 국가 과정 기준
대안 인성 제기 필요 해당

13 (3.2)

토픽 8

수능 준비

시험 능력 준비 교사 수능 결과 가능성 시간 학부모 방식
실시 의미 대비 시절 집중

5 (1.2)

토픽 9

수능 출제오류

수험생 출제 등급 수능 올해 평가 난이도 문제 논란 혼란
방안 변별력 당국 정도 오류

61 (15.0)

토픽 10

문제 상황

문제 일부 현실 요구 이상 주요 대상 자체 지적 수준
방식 생각 상황 위주 포기

10 (2.5)

토픽 11

사회문제화

문제 하나 상황 사회 심각 관련 과정 가운데 학부모 고민
지금 의문 경쟁력 당시 사교육

7 (1.7)

토픽 12

수능 절대평가

도입 학년도 과목 고등학교 수능 부담 절대 평가 취지
영어 발표 혼란 정책 제도 선택 전환

84 (20.7)

토픽 13

미래 입시 기대

인재 미래 시대 한국 필요 우리 우리나라 교수 국가 미국
세계 과학 양성 창의 대한민국

35 (8.6)

토픽 14

학생부 종합전형

교사 입학 자기 사실 학교 활동 관리 생활 생활기록부
스펙 자료 조사 사정관 기록 성적

34 (8.4)

토픽 15

전형 방법

전형 성적 지원 선발 수시 비중 합격 정도 정시 수험생
고려 면접 모집 논술 비율

37 (9.1)

신문사설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토픽은 수능 절대평가(토픽 12)로 전체 기사의 20.7%
인 총 84개 기사가 대표 토픽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능 출제오류(토픽 9)가
61개(15.0%), 전형방법(토픽 15)가 37개(9.1%), 미래 입시에 대한 기대(토픽 13)가 35개
(8.6%), 학생부 종합전형(토픽 14)가 34개(8.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15개 토픽을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Ⅴ-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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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관련된 토픽으로 토픽 2, 8, 9, 12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전체 기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능과 관련한 내용들은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 수능을 준비하고 집중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내용, 수능 출제오류 문제, 수능
절대평가 관련 논란에 언론들이 주요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학입시 관련 사회 환경과 연관된 토픽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학력
및 서열, 명문대 경쟁, 고교 교육 및 사교육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된다. 비슷한 수준으로
전형 방법에 대한 토픽들을 다루는 기사들도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
형과 수시 및 정시 전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담은 토픽이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설에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토픽은 13번째 토픽으
로 나타난 미래 입시 기대가 있었다. 단어의 조합을 살펴보아 토픽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으며 다만 선진국과 과학, 창의 등이 강조되고
있었다. 미래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자체의 형태에 대한 내용보다는 미래 대입이 지향해야하는
방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세계적 인재 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Ⅴ-5❙ 토픽 분류 결과
항목

토픽

항목

토픽

입시 관련
사회 환경
(n=81, 19.95%)

토픽 1 학력･서열
토픽 3 명문대 경쟁
토픽 5 고교 교육 및 사교육

수능
(n=170,
41.87%)

토픽 2 한국사 수능 포함
토픽 8 수능 준비
토픽 9 수능 출제오류
토픽 12 수능 절대평가

정부 및 정책
(n=25,
6.15%)

토픽 6 정부
토픽 7 교육과정･평가

전형 방법
(n=71,
17.49%)

토픽 14 학생부 종합전형
토픽 15 전형 방법

문제점 및 개선
(n=24,
5.91%)

토픽 4 개선 요구
토픽 10 문제 상황
토픽 11 사회문제화

입시 기대
(n=35,
8.62%)

토픽 13 미래 입시 기대

신문사설에 나타난 토픽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매년도 1월부터
6월을 전반기, 7월부터 12월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나타난 신문사설 기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토픽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표 Ⅴ-6>와 [그림 Ⅴ-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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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최근 5년간 토픽별 신문사설 기사에 나타난 빈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토픽
토픽
토픽
토픽
토픽
토픽
토픽
토픽
토픽

1
학력･서열
2 한국사 수능포함
3 명문대 경쟁
4
개선요구
고교 교육 및
5
사교육
6
정부
7 교육과정･평가
8
수능 준비
9 수능 출제오류

5
0
3
0

1
1
5
0

1
13
3
0

0
1
0
4

4
0
6
0

1
1
3
0

1
2
3
0

2
1
0
0

2
0
3
2

3
1
5
1

2
0
1
0

22
20
32
7

0

7

1

5

2

3

1

2

0

4

2

27

0
0
1
2

1
0
0
4

0
1
0
5

0
0
0
1

0
0
0
29

0
7
1
5

0
3
1
7

2
0
1
0

1
1
0
7

6
0
1
0

2
1
0
1

12
13
5
61

토픽 10

문제 상황

1

1

1

1

0

0

4

1

0

0

1

10

토픽 11

사회문제화

0

1

0

1

0

1

1

0

1

2

0

7

토픽 12 수능 절대평가

0

7

14

8

15

4

9

2

0

5

20

84

토픽 13 미래 입시 기대

2

3

3

1

5

2

3

3

3

5

5

35

토픽 14 학생부 종합전형
토픽 15
전형 방법
계

4
7
25

5
2
38

0
8
50

1
1
24

8
2
71

0
0
29

1
5
41

0
1
15

11
4
35

1
3
37

3
4
42

34
37
406

❙그림 Ⅴ-6❙ 최근 5년간 신문사설 기사에 나타난 토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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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논의는 2013년과 2014년에 꾸준히 등장하였다가 2017년 후반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의견은 2014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전반기에는 고교 및 사교육(토픽 5)에 대한 의견이 사설의 토픽으
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였고, 2015년 전반기에는 인성교육과 함께 평가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논의(토픽 7)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2016년 후반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토픽 14)가 가
장 많은 사설 기사의 관심 토픽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시사점
이상과 같은 트렌드 빅데이터 및 신문사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대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과 언론의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수능 시험일
또는 정부의 대입정책 발표와 같은 특정한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큰 폭으로 급증하는 양상
을 보여 대입제도와 관련한 변화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
의 반응은 대입제도와 관련한 우려나 문제 상황에 대한 관심, 대학입시가 주는 부담감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대중이 갖는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준비와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둘째,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학생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비록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대학 입시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학생부에 대한
검색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와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
로 진행하고 있는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색량 증가 양상은 대중들이 새로운
전형 요소나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대입 제도의 변화가 실제 일선 학교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신문사설 기사는 수능과 관련한 논의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오류나 문제점 관련
의견, 절대평가 관련 의견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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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전형, 논술,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수능을 사설
의 주제로 다루고 있어 대입제도와 관련한 관심이 일부에 제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선행연
구들(강태중 외, 2013; 김위정 외, 2014, 정광희 외, 2015 등)이 대입제도의 전형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 속에서 수능에 대한 접근을 수행한 것과는 다르게, 주로 대입 제도로서 수능만을
논의함으로서 다른 전형 방법이나 요소와의 균형 있는 논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단편적인
관심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가 미치는 교육적, 사회적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정한 주제에 제한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학입시에 대한 논의의 폭이나 담론 형성 및 변화 주도에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입제도의 발전이나 개선을 위해 일부
대입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에만 초점을 두지 않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입제도를 고찰
하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입시 환경, 정부 및 정책, 전형 방법, 문제점 및 개선과
같은 여건이나 배경, 체계 측면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래 입시에 대한 기대나
대입제도의 원칙이나 가치와 같은 논의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설
이나 칼럼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이들이
주장한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 의견은 대중에게 전달되어 해당 주제에 대한 틀 짓기(framing)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연섭, 2010: 211).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사설 기사들은
거시적 측면의 논의 전개를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해 어떠한 대입제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부족해 보인다. 최근에 대입제도 또는 입시에
대한 기대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정도나 양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학력･서열, 명문대 경쟁, 고교 교육 정상화 또는 사교육 문제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입시 관련 사회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의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에 비해, 입시제도와 관련한 문제 상황이나 사회문제화, 개선 요구와 같은 문제점 및 개선
관련 토픽을 다룬 기사나 정부 및 정책 관련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정부 관련 토픽을
다룬 기사도 2015년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해, 대입 거버넌스와 정부
의 역할 또는 기능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언론의 주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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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담론은 형성되어 있지만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이나 체계에 대한 논의
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입제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가. 의미연결망 분석 목적
아래로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대입제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고틀과 요구
를 비교･분석해 향후 미래사회의 대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정책 추진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
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입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이한 집단 간의
입시제도에 대한 사고프레임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기저의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미래 대입제도의 비전과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입시 현장(고등학교, 대학), 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생 및 학부모, 미래교육컨텐츠 관련 업무종사자 그룹을 대상으로 입시정책의 현황을 파악하
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설계하고자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실시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절차
의미연결망 분석 과정에서는 첫째, 대입관련 주요 행위자 그룹으로 5개의 집단을 선별한 후,
이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수행한다. 둘째, 그리고 인터뷰의 녹취록 데이
터를 활용하여 의미망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미래 대입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V-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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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그룹 설정
및 FGI 수행

• 연구진 자체 토의를 통해 인터뷰 그
룹 선정
• 대학 입시 현장의 교사 및 입학담당
교수(사정관), 교육정책전문가, 시
민단체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
모, 미래교육 컨텐츠 관련 업무 종
사자 도출

녹취록의
의미망 분석

• 선별된 5개 그룹을 대상으로 FGI
수행
• 녹취록에 대한 의미망 분석을 통해
각 포커스 그룹의 전형적인 가치
키워드와 프레임을 도출하고, 향
후 중요한 정책 지점들을 파악

분석 결과 해석 및
시사점 도출

• 데이터 분석 내용에 대한 질적 해석을
통해 교육학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
• 정량적으로 도출된 주요 정책 키워
드의 우선순위를 근거로,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적 방향을 제언

❙그림 Ⅴ-7❙ 의미망 분석 절차

이를 통해 현재까지의 대입제도의 쟁점과 및 성과를 정책의 주요 관계자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한계점 혹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과제 등을 파악하여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은 각각 3~6명으로 구성된 5개의 대학입시 관계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
다. 첫 번째 집단은 대학에서 학생선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 고등학
교의 교장, 직접적으로 진학지도에 관여하는 진학담당 교사 등 입시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대학 및 학교의 소재지, 설립유형 등에 따라 학생선발 및 고등학교에서의 입시준비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담대상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대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대입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최근 대학입시과정에 깊에 관여한 대학교
1~2학년과 고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대학에 진학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미래교육컨텐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방송국 PD, 민간교육연구소
대표, 교육관련기업 CEO, 재단의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집단은 입시제도
와 관련하여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부 행위자 집단으로서 시민단체의

272

Ⅴ.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상 대입제도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면담현황은 다음 <표 V-7>에, 주요 면담 내용은 <표
V-8>에 제시하였다.
❙표 Ⅴ-7❙ 표적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구분

입시현장
전문가그룹

교육정책
전문가 그룹

학생･학부모
그룹

면담참여자 소속

성함/직위

G대학교

ㄱ 처장

D고등학교

ㄴ 교장

S여자대학교

ㄷ 교수

H고등학교

ㄹ 교사

G고등학교

ㅁ 교장

K연구소

ㅂ 본부장

K연구소

ㅅ 소장

K대학교

ㅇ 교수

D연구소

ㅈ 팀장

학부모1
(대학 1학년, 고교2학년)

ㅊ 학부모

학부모2
(대학 1학년, 고교3학년)

ㅋ 학부모

학부모3
(대학 3학년, 1학년)

ㅌ 학부모

서울시내 K대학교 1학년 재학
(학생부 종합전형,지방일반고졸)

ㅍ 학생

서울시내 S대학교 2학년 재학
(정시전형, 과학고졸)

ㅎ 학생

서울시내 J대학교 1학년 재학
(논술전형, 강남일반고졸)

미래교육
컨텐츠관련전
문가 그룹

시민단체 그룹

일시

장소

6.9

서울역
삼경교육
센터

6.23

종각역
시간공방

7.5

강남역
코지모임
공간

7.10

시청역
파이낸스
빌딩

6.27

서울역
상상우리

ㄱㄱ 학생

W연구소

ㄴㄴ 소장

EBS

ㄷㄷ 부장

C-Program

ㄹㄹ 대표

AA재단

ㅁㅁ 실장

S대학교

ㅂㅂ 교수

◯◯단체

ㅅㅅ 실장

■■단체

ㅇㅇ 국장

△△단체

ㅈ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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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표적집단면접의 주요 내용
구분
목적

내용
• 현재 대입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사회 및 교육의 변화 방향에 따른 바람직한 대입제도의
개선방안 탐색
• 현행 대입제도의 성과, 문제점 및 한계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

내용

-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초･중등 교육 및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
- 미래교육체제의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체계의 방향
- 미래대입제도의 주요 요소별 변화 방향: 대입제도 원칙, 전형요소 및 방법, 모집시기 및 지원
기회, 거버넌스 등

3)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방법36)
가) 사회적 프레임
사회적 프레임은 특정 사회적 카테고리에 속한 행위자들의 논리적 사고에 선행하는 전형적으
로 구조화된 믿음체계(Lakoff & Johnson, 1980) 내지 해석의 스키마(Goffman, 1974)로서,
당사자들이 이슈, 상황, 관계, 상호작용 등을 정의하고 해석하며 표상하는 방식이다(Dewulf
et al., 2009). 다시 말해, 각 행위자들이 가지는 특정 이슈에 관한 판단과 사고가 바탕하고
있는 전제나 근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프레임을 통해 개인과 집단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
이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정의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형적인
속성(Baden, 2010)을 갖는다. 첫째, 특정 대상 및 이슈에 관한 상(image)의 형성에 있어 프레
임은 준거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적 컨셉과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 둘째, 프레임에는 이런 언어
적 컨셉들을 매개하고 통제하는 중심적 컨셉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심적 컨셉을 추종하는 의미
상의 일관성이 핵심적인 의미체계를 형성한다. 셋째, 이렇게 형성된 특정 집단의 의미체계는 사회
적 이슈에 대한 논쟁에 있어 전형적인 인과성(causality), 가치판단 및 대안의 준거를 제공한다.
교육 등의 이슈를 화두로 하는 담화에서 프레임 구조의 구체적인 특징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Jang and Kim,

36) 이절의 내용은 조은주 외(2014)의 pp.5-6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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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의미망분석은 각 행위주체들이 발화한 언어적 컨셉들, 예를 들어 주요 단어들, 또는
구와 절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의 패턴을 분석해주는 방법이다. 이 연결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행위자 집단의 이해관계, 사고방식과 믿음체계가 각 발화 내용에서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

나) 의미망 분석의 개념
기존에 신문기사 등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던 방법은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이다. 내용분석은 신문기사나 연설문 등에 나타난 핵심 단어의 빈도수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해왔다([그림 Ⅴ-8] 참조).

❙그림 Ⅴ-8❙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예
출처: Carley(199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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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의미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예
출처: Carley(1993: 104)

이와 대조적으로, 의미망분석은 텍스트 내에서 동시 출현하는 단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단어가 연결되는 패턴의 정량화를 통해 핵심 키워드와 주제 카테고
리를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그림 Ⅴ-8]에서 보는 것처럼 내용분석에서 동일한 빈도를 보여주
는 단어들이라 할지라도 [그림 Ⅴ-9]의 예시에서처럼 단어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Ⅴ-8]에서 각 단어를 학생 A와 학생 B가 사용하
는 빈도는 전부 동일하지만, [그림 Ⅴ-9]를 통해 볼 때 각 단어들이 사용되는 패턴, 다른 단어
들과 맺는 관계, 상대적 중요성 등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분석과
의미망분석의 이 같은 차이점 때문에 의미망분석은 관계적 내용분석(relational content
analysis)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다) 의미망 데이터의 구조화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망분석 방법론은 핵심 단어, 혹은 구와 절로 표상되는 컨셉들이
연결된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발화자에 따라 말한 내용 속에 포함된 동일한 빈도 수의
동일한 단어들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차이는 각기 다른 연결 관계
의 특징을 통해서만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Carley, 1993).
의미망분석은 이 언어 네트워크의 의미를 사회심리학과 그래프 이론(graph theory)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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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의미망분석을 통해 연결 패턴이 비슷한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의미상 동의어를 규명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여 핵심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의미망분석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각 발화자의
인식의 프레임을 포착하며, 이를 통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인식 차의 원인과 현상,
전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언급된 키워드들의
연결망 속에서 핵심적인 이슈 프레임을 발굴하기 위해 트리움연구소가 개발한 의미망 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기존의 정성, 혹은 정량 한쪽에 치우친 텍스트 분석 기법에 비해 심화된 레벨의
통합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의미망 데이터 구조화 방법은 [그림 Ⅴ-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텍스트 내에서 동시 출현하는 단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Chi-square 관점에서) 키워드 간
동시출현 관계들을 연결하여 세만틱 네트워크를 만든다. 둘째, 통계물리학의 백본 모델
(backbone model)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모양(morphology)을 가장 잘 대표하는 핵심 의미
망을 추출해낸다(Serrano et al., 2009). 셋째, 이를 Girvan-Newman model을 활용하여 동질
적인 그룹으로 카테고리화한다. 주제어들을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위상에 따
라 구분하는 고유의 클러스터링 기법(Kim and Kim, 2015)을 통해 주제어를 각 클러스터(원으
로 표현)의 중심에 놓은 후 연관어를 연결한다. 각각의 주제를 표상하는 클러스터들 사이의
주된 방향성을 도출하여 핵심 주제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행된 분석결과는 [그림 Ⅴ-10]의 가장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과
같다.

❙그림 Ⅴ-10❙ 의미망 데이터 구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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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자동화된 코딩을 통하여 포커스 그룹 녹취록의 텍스트에서 동시 출현하는 키워
드를 서로 연결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결 관계만을 추출해낸다. 이후 키워드 간 동질적
인 의미상의 연결관계(referential linkage pattern)를 가진 키워드를 각각의 주제 그룹으로 묶
고, 주제 간의 논리적인 상호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

라) 데이터 분석 절차 및 주요 지표
분석의 절차는 아래 <표 Ⅴ-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얻어진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분석하여 그 연결망을 파악한 후 이를 분류하고, 중요한 의미망을 심층 분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Ⅴ-9❙ 의미망 분석 절차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녹취록의
• 자연어 처리를 통한 데이터 클리닝37)
⟱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 도출

• 인지지도에서 핵심 이슈 도출 및 해석
⟱

주요 단어와 주제 카테고리 도출

• 인지지도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와
클러스터링 된 주요 주제 카테고리 도출38)
⟱

분석 결과 해석

• 키워드 및 주제 연결관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표 Ⅴ-9>에 제시한 절차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의미 네트워크 내의 위상을 표현하는
지표 중 어떠한 것을 활용하느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 수행 시
개별 단어 간의 직접적인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위상(degree centrality)이 아닌, 신문기사, 논
설, 논문, 녹취록 등의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의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계측
37) 상용화된 한국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단어를 기본형의 형태소로 변환한다.
이후, 연구자가 유의어 사전을 작성하여 맥락상 같은 단어들을 통일하는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밟게
된다.
38) 클러스터 내에서 사이중앙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에 배치하므로 전체 centrality는 낮지만 정해진 클러스터 내
centrality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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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용이한 지표(Kim, 2011)인 보나시치 영향력 지수(Bonacich Power Centrality)를 활용하
였다. 전자가 단순히 동시출현 빈도의 총합이 높은 키워드를 중시한다면, 후자의 경우 전체
의미의 연결관계 속에서 잠재적인 영향력이 높은 ‘토픽’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보다 용이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V-11]와 같이 보나시치 영향력 지수는 A의 관점에서 연결 관계로 표시되는 의미상의
영향력이 B에게뿐만 아니라 C, D 등 여러 단계로 파급되는 관계를 계측한다. 첫 번째 단계(A→
B)의 연결빈도수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C와 D가 B에게 같은 10의 빈도수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의 관점에서는 영향력이 한 단계를 지나 반감(베타값=0.5)되어 각기
5만을 인정(이 경우 A의 영향력=10+5+5)하게 되고, 가상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연결 관계에
서는 또 반감된 값을 합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Ⅴ-11❙ 보나시치 영향력 지수의 개념
출처: Bonacich(1987) p.1175

다.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1) 입시 현장 전문가 집단
가) 의미망 분석 결과 개요
의미망 그림을 보는 방법은 각 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키워드가 가장 위상(사이 중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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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표 주제어이며, 원 테두리의 단어들은 같은 주제 그룹 내의 연관어들이다. 테두리 바깥
에 선으로 연결된 단어들은 테두리 위의 단어와 직접 연결 관계를 갖는다. 주제 원들 사이를
잇는 화살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출된 선후관계이다.
아래의 <표 Ⅴ-10>에 제시된 단어의 중요성 순위는 Reversed Bonacich를 중심으로 인용한
것이다. 입시현장 전문가들의 의미연결망에서 중요한 단어의 영향력 크기는 빈도수가 아닌 보
나시치 영향력 계수의 수치로 판단한다. Reversed Bonacich의 값을 고려하고 전반적인 집단
내 심층면담에서 도출된 주요 담론의 흐름을 고려하여 선발한 주제어는 고등학교, 대학, 평가,
학생,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의 역할과 전문성, 대학의
선발역량, 대학의 포지션, 서열화 등이 연관어로 나타났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과정과 결과의
일치, 수능절대평가, 면접 등이 연관어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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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개별키워드의
영향력(입시현장전문가 집단)

❙그림 Ⅴ-12❙ 입시현장전문가 집단 인지지도

단어

빈도

대학
고등학교
학생
교사
사회
가능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연구
필요
면접
입학사정관
변화
문제
사람
교육과정
공부
학벌주의
기능
서열

163
95
84
62
45
10

Reversed
Bonacich
44.0541
27.0355
21.9624
20.4083
20.0335
19.3129

58

17.0128

41
12
27
11
22
34
29
35
16
14
5
8
9

15.5217
14.2149
12.7939
11.1354
10.6333
9.87504
9.32009
8.63175
8.12473
7.68135
6.50675
6.50675
6.50675

❙그림 Ⅴ-13❙ 입시현장 전문가 집단 의미망: 주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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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등학교, 대학, 학생, 평가 등의 주제어들이 화살표를 통한 선후관계로 연계된 것과
달리‘변화’는 다소 동떨어진 추상적인 담론으로서 제기되었다. 이는 미래사회의 변화 등을 고
려할 때 창의성 교육의 실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의 변화, 대학의 자율성 강화 등이 필요
한 변화라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권이 변화되더라도 본질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 주요 심층면담 분석 결과
(1)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가) 대학서열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로 교육의 근본적 변화 동인 부족
입시현장 전문가들은 정량점수에 근거한 ‘한줄세우기식’의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원인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명문대 진학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 획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업선택 및 채용과정에서 학력
과 학벌이 여전히 주요 출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근본적인 인식 변화는 한계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 입시제도는 그 시대에 맞게끔 빠르든 느리든 변화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맞이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이나 사회는 똑같은 거에요. 어떤 것을 가져다줘도 그것을 변화해서 다시
줄 세우기로 돌아가는 이유는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고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 어른이 자라는 내가 실패하지 않았던 경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
려면 인식과 시스템이 움직여야 하는데 교육은 인식보다는 시스템 쪽에서 좋은 경험이 쌓이게끔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ㄹ교사)”

결론적으로는 대학의 고착화된 서열화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인식과 시스템의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한 경쟁성.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대학의 서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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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10개 대학정도만 서류통과를 시키고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10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ㄱ
처장)”

(나) 정권에 따라 변화되는 대입제도
정권변화에 따라 대입정책이 자주 변화됨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예측
과 준비가 어렵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정권의 임기 내에 달성이 어려우므로 차치하고, 단순히 대입 제도의 틀만 변경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온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중학교 쯤 되면 내가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어떻게
선발하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진로를 가야겠다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수시로 바뀌거든요. 바뀌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발전이라든가 교육과정의 변화라던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입시라는 자체가 항상 응시자 대비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많은 상위권
대학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나타나거든요. (중략) 또 정치가들은 표와 관련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이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도하게 대입제도에 칼질을 해서는 안
되지요. (ㅁ 교장)”

(2) 대입제도 개선 방안
(가)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책 기조 유지
○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내실화
입시현장 전문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 대입전형체계의 방향성은 적절
하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중심의 평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융·복합적 수업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방법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전에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3년이 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찬반논의가 많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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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중략) 그런 측면에
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이 변하고 있고 수업방식이 변하고 있고 그것을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정중심의 평가로 가야된다는 거죠. (ㄱ 처장)”

○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관심 필요
일반고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현재의 학생부 기재방식은 변화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즉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학생부 기록을, 중하위
권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작성하는 것으로도 확대하고 전형요소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종합전형에서 비판하고 있는 시간 중에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학생부에 쓸게 없고. 그게 뭐냐면 평가 결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결과만 기록하
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학생이 어떻게 해왔고 성장해왔는지 학생부에 기록해줄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효과가 되는거죠. (중략)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기재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고 그게 고교에서 과정 중심에 수업이 이뤄졌고 과정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학생부에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 대학은 그거를 보고 학생들을 구분해가지고 대학별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ㄱ 처장)”

○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방식 및 취지에 대한 홍보 필요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집단은 정시 중심의 대학별 배치표에 의한 대학서열과 학생부 종합전
형의 대학별 당락 간 연관성이 낮아지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 등이 존재하고 있다
는 점도 지적되었다. 대학 측에서는 전형방법별로 특정 대학의 당락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전형방법별 평가요소와 평정방식에 차이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집단은 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정시가 수능 위주의 전형이 많다보
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배치표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배치표에 관심이 많았
는데 요즘은 정시가 거의 뭐 30%이정도 밖에 안 되고 수시가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가지고
대학을 서열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열
화의 잣대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ㄱ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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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작성 역량을 개선하려는 노력
먼저 입시현장 전문가들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시, 사실이 아닌 과대포장과 미사
여구 등 불필요한 내용은 전부 삭제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 중 증빙이
가능한 사실에만 기초하여 학생부를 작성할 것과 학생부 작성에 관해 선생님들 간의 정보공유와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려는 미시적 노력들이 실제 진행 중임을 언급하였다.

“..지금은 학생부에 팩트만 적고 팩트도 어떠한 증거가 반드시 있었을 때. (중략) 실력 아니면
깨지기 때문에 팩트만 써라. 강조하고. 저희 자기주도 학습 말씀하신대로 면접하면 아주 면접을
잘 받는애 많아요. 과연 애들이 면접 점수가 높은 애들이 학교에서의 순수한 내신이라던가 학교
의 활동에 진짜로 적극적이고 잘하는지 모니터링해서 체크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형의 학생
이 그런가 저희도 좀 되다보니까 걸러내기 위한 작업. 면접관들이 모여가지고 면접 문화를 개발
할 때도 그게 첫 번째입니다. (ㅁ 교장)”

○ 고교-대학 간 상호작용 및 연계활동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현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서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대입관련 상호작용과 연계활동(ex.설명회, 홍보 등)을 확대하고 기록에 대한 왜곡과 과장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형자료와 평정결과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사실은 대학과 고등학교가 하려면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거
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전형을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했고 학생이 그 기획 활동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참여했고 결과가 어떤지 과정과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어줘
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돼요. 틀
자체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ㅁ 교장)”

○ 대학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 및 신분 안정
마지막으로 대학의 입시전문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성평가 전문가 집단을 안정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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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사정하는 전문가 집단은 입학사정관인데,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
음에도 대학 내에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풀은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원인은
입학사정관의 인건비 확보 및 신분 불안정 등으로 2년마다 이직을 해야 하는 환경이며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충실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별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노하우 등이 전수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은 10년 됐거든요. 10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에요 이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대
학 안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형성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10년 정도 한
대학들은 그런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은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이유가
입학사정관들 포지션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어요. 대학 자체도 이 사람들이 평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안해요. (ㄷ 교수)”

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보장과 신분안정 등이 제기되었다. 신분안정
의 방안으로서 대학의 다양한 교직원 직렬 중 평가전문가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국고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입학사정관의 직무를 평가 전문직렬로 인정하고 대학 교직원으로서 이런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ㄷ 교수)”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대고 있는데 대학이 사실은 대야 하는 거죠. 대학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실화하고 발전시키려면 입학
사정관에 대한 신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ㄱ 처장)”

○ 현장밀착형･개별맞춤형 교원 연수 강화 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설계-수업실행-평가의
일체적 과정 속에서 학생부에 학생의 학업관련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의미 있는 사실들을 기술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등이 활성화되
고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이 교사 연수방법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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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집체식, 전달식 연수를 탈피해 맞춤형 연수 등으로 지원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맞춤형 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원이 안되는 거에요. 현장하고 집행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때 수행평가가 가장 좋은데 수행평가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할 때
이렇게 직무연수를 같이 한 사람이 같은 학교끼리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연수
후에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견제하거나 독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수처럼
한 지역에 여러 사람이 모여 하니 대표교사가 돼서 나를 따르라 하면 실효성이 떨어져요.
(ㄹ 교사)”

(나) 대학의 특화 및 기능 분화를 통한 대학서열화 개선
입시현장 전문가들은 대학이 현재와 같은 수능성적 중심의 서열로서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을 기준으로 대학의 강점과 우수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특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위권 대학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학업성적 중심이 아닌 학생
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소질과 역량을 계발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특성화가 명확해 지면 좋겠어요. 서열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대학은 거의 다 똑같
은 기능을 하고 대학별로만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대학이 그 역할을 맞는
그룹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 사이에 서열이 아니라 그런 적절한 학생들에게
왜냐면 대상에 따라서 대학의 커리큘럼도 달라져야 될게 분명하거든요. 지금은 위 상위 대학이
그것도 전전하고 이것도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밑에 대학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ㄷ 교수)”

“..대학의 특성이 보다 분명해져서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고 교육중심 대학가고 직업중심 대학
가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상위권 대학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대학의 기능이 특권층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분야의 인재들을 뽑는 거니까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 변하고 사회적인 책무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하고 그런 면에서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ㄱ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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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요소별 개선 방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방식
대학수학능력의 절대평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문항의 성격과 평가방식에 대
해서는 다른 의견도 제기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공통과목의 경우 대학에서 학생 선발시의 변별
력을 고려할 때 상대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립적으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상대평
가가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수능을 절대평가했을 때 우리가 정말 키우고자 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거에요. (중략) 그러면 수능 절대 할 경우, 또는 상대평가 시스템
하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사고력이 깊고 나름대로 자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더 좋겠는가. 상대평가가 나은가 절대평가가 나은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ㄱ 처장)”

(3) 입시현장 전문가 의미연결망 분석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입시전문가들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변화와 연동된 입시정책의 변화로 인해 교육의 본질을 위한 제도 설계와 투자가 불가
능하다는 점이 현재까지의 대입제도의 한계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대입전형요소와 방
법으로서 수능은 절대평가이고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의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을 위한 특성화된 포지션을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대학 서열구조의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선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미시적 전략으로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위한 집중적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교육정책 전문가 집단
가) 의미망 분석 결과 개요
교육정책 전문가 집단의 주요 키워드는 인간, 문제, 필요, 사람, 인정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
어들 간의 선후 관계 및 연관어 등을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인간’주제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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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관어로는 지향적, 변화, 제도, 교육 등이 나타났다. 관련된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
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최근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가치에 비추어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은 지향하는 인간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둘째 ‘문제’의 경우 연관어로서 중심, 구조, 교과, 수능 등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고등학교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의 교육제도와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주요 대입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습과정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평가체제로 인식되었다.
셋째, ‘필요’의 경우, 연관어로서 표준화, 평가, 대학, 고등학교 등이 나타났고, 평가와 관련
해서는 형성평가의 범위 확대와 서술형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발생되는 평가자료의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대입전형요소로서 학생부의 기록에 대해서도 평가의 중앙
집권적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제도적인 관성으로서 발현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상
의 원인으로는 우리사회의 문화가 저신뢰, 서열화 중심 사회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대입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명분으로 표준화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반영되어 학생부 종합전
형의 부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홍보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인정’의 연관어로는 교사, 기준, 학생 상태, 분위기 등으로 나타났고, 교사와 상관이
높은 단어로는 전문성과 학부모, 기준과 상관이 높은 단어로는 다양과 획일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관어들을 해석해 보면, 학부모들이 교사 고유의 전문성과 평가권과 입장을 인정해야
하며, 평가기준을 획일화하지 말고 개별 학생들의 상태와 취향을 인정한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289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표 Ⅴ-11❙ 개별키워드의 영향력
(교육정책전문가 집단)

❙그림 Ⅴ-14❙ 교육정책전문가 집단 인지지도

단어

빈도

사람
필요
문제
선택
형태
중심
구조
학생부
종합전형
개념
현재
사고
교과
선발
아이
평가
대학
고등학교
인간
강조
학생

12
17
44
11
17
9
9

Reversed
Bonacich
41.0255
34.2883
32.9884
32.4668
31.2913
30.7809
29.6876

33

26.1802

5
9
6
19
6
20
61
60
64
11
9
36

26.1292
24.7943
23.2742
21.6661
19.9516
19.7286
19.5487
19.3638
19.0566
19.0247
18.525
17.7033

❙그림 Ⅴ-15❙ 교육정책전문가 집단 의미망: 주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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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심층면담 분석 결과
(1) 현행 고등학교 교육의 한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부족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변화가 의미 있는 동기부여와 학업활동으로 연계되려면 학생
개인맞춤형 교육과정에 기초한 대입 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에서 고등학
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개별화거든. 아이들이
자기 맞춤 형태로 교육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 운영체계나 그것은
그런 준비가 안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그 결과가 아이들의
역량에 맞는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걸 가지고 대학에서 전형을 할 때 학생부를
가지고 한다고 할 때도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재의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학교마다의 교육과정
운영을 가지고 학교마다 평가한 걸 가지고 대학이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ㅅ 소장)”

(2)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가) 교육목표 및 과정의 변화
○ 교육에서 인간의 고유성과 인간적 미덕 중시
미래사회에서는 교육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 인간의 고유성과 인간적인 미덕을 추구하는 것
이 중요하며 이것은 창의성 교육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창의성 교육의
방법으로는 메이커 교육(공작교육) 등을 통해 융･복합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 체험을 통해
본인의 역량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융합적･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해진 연한 내에서의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학점제 형태의 평생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점제와 연동하여 평가의 시점과 이수시기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
간 동안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역량에 따라 이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수업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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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이고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평생교육 기관인데 학점제
형태가 되는 거죠. 평생교육이 집짓는 거 인테리어를 자기가 할 수 있게 공간을 줘요 그러면
맘대로 자기가 꾸미는 거에요. (중략) 교사가 판단해서 지금 현재로 충분해 하면 학점 이수 끝이
에요. 너는 2개월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면 2개월 한 다음에 거기서 하는거 보고 끝. 6개월이면
6개월. 아이들이 기존의 역량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관심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략) 그런게 조금 더 다양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맞게 그런 교육을
하고 그것이 그 상태로 평가가 되서 기록이 되면 그 결과를 대학에서 학생부가 됐든 과정이 됐든
그것만 가지면 평가할 수 있어요. (ㅅ 소장)”

○ 창의성 교육의 강화 및 직업교육의 혁신 필요
일부 교육정책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특히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등 역량중심
으로 두드러진 교육의 변화가 나타나는 분야로 선진국의 직업교육 형태를 제시하였다. 특히
독일 등의 직업교육은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교육부가 직업교육 자체에 집중하되,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모듈화 하고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지식, 기술) 등이 직업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형태로 실시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워낙 자기네가 4차 산업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 유럽은 직업교육
에 초점이 가 있는데 직업교육이 우리처럼 뭐 직업교육을 따로 뭘 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는 직업교육만 관여를 하더라고요(중략) 그런데 연방정부의 교육부는 직업 교육의
그것만 집중하는 거에요. 그런데 직업교육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과 함께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모듈화 되어 있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업의 변화가 이어지면 기업
속에서 모듈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직업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교육의 교육과정을 전문가
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투입되는 형태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ㅅ 소장)”

(나) 교육평가의 변화
○ 교과 및 과목별 성취기준 명료화
교육정책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교육평가의 주된 방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처럼 출석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점제 도입 시에는 과목별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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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료히 제시하고, 학점 이수 여부의 차이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니까 그런거에 적어도 출석 많이 해서 졸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고등
학교를 거쳤으면 이 정도는 달성했다고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략) 우리는 성취기준
과 관련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질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기회도 열어주고 교육으로 가면 참 좋겠
다고 생각했어요. (ㅅ 소장)”

○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교육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형성평가에 대한 개념은‘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으로서 수행평가 및 관찰평가에 근거하여 개별 학생이 완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성적인 측면의 평가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형성평가가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평가의 실행주체인 교사에 대한 재교육과 연수가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
하였다.

“지금은 어세스먼트 풀러닝이라고 하는데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의 그것이
수행이 됐던 아니면 비형식적인 관찰이 됐던 간에 그 학생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
서 이 학생이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개별 학생들이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조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다 형성평가라고 넓게 정의하고 있는 편이
거든요. (중략) 개별화와 개별화 수업과 개별화 평가로 가는 방향 자체는 학교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교사 재교육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ㅇ 교수)”

(3)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
(가) 고등학교: 교사평가권 인정 및 사회적 분위기 쇄신
교육정책전문가들은 학교현장에서부터 각 과목별 내신평가에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바탕으로서 학생･학부모가 비교가능성과 공정성 프레
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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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교가능성과 공정성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데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은 서술형이나 논술형 수행을 빌리고
있지만 상당히 웃기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중략) 인식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든 학생이든 인정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ㅇ 교수)”

(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대학평가 기준 다양화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하며, 대학은 계열별 또
는 학과별로 특성화를 통해 각 대학의 특색과 강점을 살려 수요자가 선택할 만한 매력적인 교육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대학을 평가할 때 한 잣대로만 평가해서 평가 자체가 서열을 매겨 버려요. 일본만 해도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다 바뀌는거에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했을
때 이 기준을 했을 때는 이 대학이 1위. 그 평가 기준이 시설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개가 기준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오잖아
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다양성 분야에 대해서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너무 획일화하는 문제가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네요. (ㅅ 소장)”

또한 교육정책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각종 대학평가가 대학을 획일화하는 역기능이 있다는 점
과 특히 언론사의 대학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다 보면 대학의 특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대학에서 가장 신경쓰는 평가가 중앙일보 평가에요. 중앙일보 평가에서 박스 안에 들어야하
는 1위에서 20위 안에 까지만 1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들기 위해서 모든 대학이 경쟁을
하는데 그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대학에서 특성화를 잃어버려요. (중략)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프라임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 수요에 맞춰서
그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대학들이 이공계 중심으로 재편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인문사회계열이 대학 내에서는 찬밥신세라던가 그렇게 인식되면서 우리학교는 인문학이
강한 학교야 사회과학이 강한 학교야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커리큘럼
으로 해서 융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ㅇ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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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진학경로의 다양화･유연화: 학생개인별 다양한 학습경로와 경험이 인정될 수
있는 대입제도 구축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목표로 대입을 준비하
는 모노트랙이 아니라, 대학진학의 시기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 진학이 실패가 아닌 다른 선택이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사회의 인식변화, 취업과
대학 진학간의 연계와 이동이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쨌든 여러 학생들의 공부의 패턴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아이들마다의 다른 삶의 공부의
학습에 인정될 수 있는 입학전형이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중략)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일정연령에 대학을 가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중략)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야하는 애들은 가고 나는 그냥 취업을
해서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애들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고. 그 경험
이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 경험 이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중략) 그리고
일부 학생은 전문대 수준을 가는게 필요하거든요. (중략) 그런 인식과 구조가 바뀌려면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언제든지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대학으로 이런 것이 언제든
지 될 수 있다라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전형을 갖추고 있어야 아이들이 왔다갔다 편하게 할 수
있다는거죠. (ㅅ 소장)”

(4) 교육정책 전문가 의미연결망 분석의 시사점
이상에서 제시된 교육정책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인간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와의 연계 속에서 미래대입제도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상 형성의 방향은 창의적 주체를 수립하는 것이며 창의적･비
판적 사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암기식,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과정을 지양하고 교육내용과 평
가 방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고등학
교에서의 학업활동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그 취지나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고등학교 교사자
등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으므로 정량평가에 의한
한줄 세우기식 표준화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넷째, 대학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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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완화하고 대학별로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
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평가계획에 대한 상세
안내가 제공되고, 교사의 채점기준이 일관성을 갖도록 유지되고 이를 내면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를 학교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중심
으로 구성하고, 학교별, 지역별 사례를 국가단위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 배포, 연구
회 운영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학생･학부모 집단
가) 의미망 분석 결과 개요
학생･학부모 집단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주제어는 사교육, 아이, 공부, 고등학교, 성적,
내신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교육’ 주제의 연관
어로는 시험, 사람, 평가로 나타났으며 대학입시 준비과정에 대한 사고와 논의의 출발점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과 중･고등학교의 시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 주제의 연관어로는 친구, 다양, 케이스 등으로 나타났고 다양의 연관어는 직업군,
선택지, 유형 등이었다. 이러한 주제어와 연관어 등의 관계를 풀어보면, 현재 대입전형이 교과,
학종, 정시, 논술 등으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상 대입준비과정에서 모든 전형요소에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공부’주제의 연관어로는 입시설명회, 보상, 사교육, 담임선생님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입시의 성공가능성
을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인인 공부와 사교육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
었다. 특히 학생부기록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의 적극적인 작성 의지와 개별 학생에 대한 관심
등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경험적으로 고등학교 교사의 역량에 대한 낮은 신뢰와 기대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입준비의 가장 기본조건은 학생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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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부와 각종 활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의 학생부 기록과 관련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고등학교’주제의 연관어로는 부모님, 주변, 열이 교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특성 및 구성원의 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열의 있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적고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
고 있었다.
다섯째, 전형별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지만, 학생부 전형의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
에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준비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수능시험의 경우 해마다 특정 과목별로 난이도가 조정되며, 시험 기회가 단 1회뿐이라는
점에서 재수 등의 투자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전형요소이며 수능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수능을 절대평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는 동의
하며, 내신평가 위주의 교과전형을 오히려 합리적인 전형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표 Ⅴ-12❙ 개별 키워드 영향력
분석(학생·학부모 집단)

❙그림 Ⅴ-16❙ 학생･학부모 집단 인지지도

단어

빈도

고등학교
공부
영어
학생
내신
아이
수능
환경
재수
대학
교사
노력
사교육
과목
친구
다양
학생부
종합전형
절대평가
성적
실험

114
84
14
119
49
75
39
7
15
45
62
9
7
7
33
7

Reversed
Bonacich
39.0742
28.9732
27.3329
24.9953
22.1542
21.3286
20.039
18.8442
16.7155
16.5999
15.2676
14.895
11.9884
11.8528
11.6933
11.1034

28

8.22719

7
25
14

8.18589
7.37549
7.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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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 학생･학부모 집단 의미망: 주제 카테고리

나) 주요 심층면담 분석 결과
(1)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가) 대입관련 정보 수입 경로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부모 집단은 자녀의 성적이 중위권인 학부모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녀의 대입준비를 위한 주요 정보를 지인, 담임교사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정보수집과정에서 선행학습의 필요성, 각종 전형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전형자료
들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 전형요소인 내신성적, 비교과 활동, 수능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방과 후 수업, 학원수업, 동아리 활동, 수상실적 등을 축적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런데 저는 또 첫 아이니까 입시에 대해서 그때 너무 몰랐고 내신을, 내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1학년 때 상담을 갔는데 얘는 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변에 분들도 이과를 갈 거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1학년 때 과학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 과학을 이제 이런 학원, 이런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액수도 너무 어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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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고, 무슨 제가 생각하던 뭐 화학, 생물을 뭐 1학년 때부터 해도 뭐 3학년 수능을 준비해야
되나? (ㅋ 학부모)”

“... 정작 내 애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지 라고 생각해보면 많은 설명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해, 지금 중간대인 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모은다고
모아 본 정보가 하나 쓸모가 없고 아이도 그냥 자기 딴에도 삐적삐적 그런 정보만 모아서... (ㅊ
학부모)”

(나) 전형유형별 대입준비 과정
○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은 학생･학부모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
다. 먼저 학부모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비교과 활동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비교과 활동을 축적한다고 해도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하였다.

“...학교 시험 성적만 가지고 뽑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나머지 생활기록부와 상관없이 정말 아주
좋은 내신을 중점적으로 뽑는 전형이고요 그 밑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겉으로는 뭐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의 평가가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부에 ‘이 아이는 수업시간에 너무 충실히 열심히 하고 학교의 수업분위기 주도를 하고
뭐 너무 생활태도가 좋고 과제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과목에 내신이
3등급이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숫자로 인정해준다’ 그렇게 모든 컨설팅,
학교,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ㅋ 학부모)”

“...학종을 준비 할려면 진로가 정말 명확해야지 그게 쉽더라고요. (중략) 내가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뒤늦게 알아서는 스펙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해봐서 큰애 친구 중에 서울대를 학종으로 간, 비교과 스펙을 잘
쌓고 성적도 좋아서 간 큰 애 친구가 있어요, 걔를 데려다가 야, 니가 준비했던 게 뭔지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 둘째를 한 번 미리 시켜보자. 그래서 심지어 독서록 같은 그 흔히 말하는 추천 도서
같은 것도 미리 다 써놨어요, 고1 들어가기 전에, (ㅊ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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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집단은 학종이나 수시 비율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일정
수준의 내신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교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한다고
해도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나름 1년을 그 학종이나 그 수시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로 보내서 준비를 할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게 계속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말씀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적이 어느 수준이 안 되면요 그게 참 의미가 없어요. (ㅌ 학부모)”

○ 정시전형 준비
내신 성적이 좋을 경우 학생부 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만,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
그룹은 자녀의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성적이 3등급 이하인 경우 비교과를 일부 챙기려고
노력하더라도 수시전형이 아닌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없이 내신준비만 했던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고난위도의
심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신만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고 해도 고득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
다. 정시전형에서 대학별 촘촘한 점수배열로 수능시험의 1~2 문제에 대해 추가 득점을 하게
될 경우 대학의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를 감수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 수능을 선행 없이 학교 내신 준비하면서 준비해서 정말 모든 1등급을 맞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 수학이나 과학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미리 선행을 한 아이는 그거를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수능을 충분히 1등급 이상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 학교의 공부에만
충실했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늘어난 내신범위 공부하기도 벅차고 거기에 또 수능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유형의 거라고 하니까 그걸 또 따로 공부해서 (중략) 공부를 아이들이 안
했던 건 아닌데 학교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른 것도 했는데 수능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 더
깊은 심화나 선행이 없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지요. (ㅋ 학부모)”

또한 정시를 준비하는 경우, 수학능력시험의 연간 1회 실시에 따른 유불 리가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수능이 하루에 뭔가가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안됐더라고요. 뭐 다른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그걸 불안한, 그렇게 여기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걸 꼭 수능을 하루에 봐서 그 한 번으로 그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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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를 낸다는 게 정시만을 바라보고 가는 아이들은, 또 퍼센티지가 되게 많은데, 되게 안
된 거예요. 불쌍한 제도 같아요. 그렇다고, 불공평한, 어찌 보면? (ㅌ 학부모)”

일부 학생의 경우, 논술전형은 고액 사교육비 부담, 당일 시험문제에 따라 학생 간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연성이 높고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전형이라고 평가하였다.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딱 봤는데 만약 이게 배운 문제예요, 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돼요. 논술은 학원들 되게 비싸고. 정시가 가장 객관적이긴 한데…. (ㄱㄱ 학생)”

(다) 대입준비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관여도
학생･학부모들은 대입준비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관여도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에 대한 기록은 학생들의 능동
적･자기 주도적 학습경험에 기초하며,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과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인식하
였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며 본인은 학교에
서 제공되는 기숙사, 실험실에서의 자유로운 실험활동 지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사와 학
생간의 긍정적 유대관계 형성 등이 학교와 수업 혁신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수업시간에 배운 걸 실험으로 많이 재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연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됐는가. 그래서 어떤 환경이 부족해서 이 실험은 우리가 실패했다 피드백을 하고, 학교에서 이런
환경이 있었다면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실험실도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중략) 이걸 직접적으로 머리에 받아들이면서 몸으로 습득하고 그걸 실제로 문제지
에서 봐서 우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평소에 이렇게 실험을 해서 보고서를 들고 와 선생님
과 매번 대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저희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우리가 뭘 했는지 알고 계시니까. 미리 자료를 다 받아두셨고, 자연스럽게
잘 써주시고. 그리고 일부 몇 명의 학생들만 잘라서 생기부를 잘 써주시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ㅍ 학생)”

일부 학생은 교사-학생 간의 수시 상담 및 의사소통을 통해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결과,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학생부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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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걸
기억을 안 하고 안 써주실 수 있겠어요. 그니까 선생님, 저희가 이거를 했으니까 써주세요, 학기말
에 찾아가서 일 많으신데 거기다 일 하나 얹어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그냥 친구처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편이 선생님도 이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인성적인 측면이 학기 말에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평가되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ㅍ 학생)”

이처럼 공교육 교사들의 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립 고등학교의
위치와 교내에서의 선후배 간의 커뮤니티와 동문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와 압력 등이 적극적으로
작동할 경우, 학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모교
에 재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애교심 등이 교장-교사-학생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의 교육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학교교육의 변
화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 저희 학교는 학년 별로 한 명씩 꼭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과거엔 약간
지역 명문고라서 동창회에서 교사 분들에 압박을 계속, 교사들이 열의를 부리지 않으면 동창회
불려가서 혼나는 식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자연스럽게 교사분들 열의가, 선생님들 열의가 상승하
셨던 것 같아요 (중략) 어떻게 항상 선배님들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가 건의를
하면은 얘기 잘 해주시고, 사실 교장선생님하고도 거의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ㅍ 학생)”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위의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내신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부기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 쓸 때 저희가 썼거든요, 선생님이 안 쓰고. 네. 우리가 쓴
내용 그대로 복사해요. (ㄱㄱ 학생)”

이밖에도 임원활동 및 수상실적 등의 스펙을 쌓더라도 내신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담임선생의 무관심 등으로 학생 스스로 학생부를 작성하게 하는 행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경우는 책임회피형으로 학생부에 학생활동을 최소화하고 학
생･학부모에게 작성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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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의 종합 평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큰 애 때도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잘 몰라요. 종합 평가라는 게 정말 어설퍼요. 그리고 심지어 고2 때 쌤이
뭐하라고 했냐 하면은 저한테 써오래요. (중략) 둘째 1학년 담임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해 왔다. 신생 담임이었고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셨어요.
책임은 지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뭘 물어봐도 모른대요 나는. (중략) 뭐 공부 잘하는 몇 명만
써주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는 느낌이 딱 들어서 애가 엄마, 내가 가도 선생님 안 써주셔.
뭘 물어봐도 모른대. 그래서 이걸 학교 안에서 아이가 해결해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학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ㅊ 학부모)”

학생부 기록이 학교의 특성, 교사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양산된다는 점 때문
에 학부모들은 학종이 공정하거나 신뢰로운 전형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상장 같은 경우죠. 학종에 몰입하는 어떤 특정 학교들은 저렇게 스펙을 학교에서 관리해주
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내상을 만들잖아요. 왜냐면 교내 것만 인정이 되니까 지금 많이 줄었
다고는 알고 있지만, 걔네들은 진짜 상의 가짓수 자체가… 그런데 학교가 그런 걸 만들어주지
못하면 뭐 깔게 없는 거예요. (중략) 개인이 뭘 한다고 또 올려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ㅌ 학부모)”

(2) 학생･학부모 집단 의미연결망 분석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학생･학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미연결망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 준비를 위한 정보의 접점은 지인 등을 통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담임과 입시설명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의 기본, 혹은 입시 실패시의 대안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
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효능감을 경험한 일개인을 제외하곤 전형의 불합
리하다고 평가하며 학부모, 학생 모두 평가자인 교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과 공부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여 입시 결과의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내신 위주, 수능 절대평가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소수 의견이라 반영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 수업혁신과 교
사의 열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동인 중 하나가 학교 내외에 자리 잡은 동문네트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교 출신의 교사와 학생 간의 선후배 유대관계, 교장선생님과 학생간의
민주적 의사소통, 동문회의 학교에 대한 변화 압력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교를 변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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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외의 미시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복원하고
확대하느냐가 향후 입시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변수라
는 점을 시사한다.
4) 미래교육컨텐츠 관련 전문가 그룹
가) 의미망 분석 결과 개요
미래교육컨텐츠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미망 분석 결과, 주제어로 도출된 것은 고등학교, 입
시, 교육과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고등학교의 연관어로는 교육, 성장, 중요
시험,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 등을 위시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현재 입시체제와 사회적 기대가 고등학교의 변화를 가로
막으며 학생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입시와 관련된 연관어로는 기대,
복잡, 대한민국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적 사고가 서울대와 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시체제에
대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주제에 대한 연관어는 평가, 공약, 국가, 교수, 입학사정관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의 연관어로는 학습과 정성평가, 입학사정관의 연관어는 훈련과 준비로 나타났다. 미래교육
전문가 집단은 미래교육의 핵심이 교육과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중시했다.
미래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
이 혁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평가전문가들의 역량이 현재보다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
히 이 과정에서 대입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 주제에 대한 연관어로는 학생, 주도권, 참여형, 내용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형과 관련해서는 연관어로 수업, 학생관련 연관어로는 학부모, 특목고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와 연관어 등을 조합하여 해석하면 미래교육 전문가 집단은 미래지향적으로 학습과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입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며, 학생들에게 수업참여와 주도권을
주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재설계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입시제도의 틀만 교체하는
변화가 아니라 현재 발전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고 현장에서 착근되도록 운용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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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개별키워드의
영향력(미래교육컨텐츠 전문가 집단)

❙그림 Ⅴ-18❙ 미래교육컨텐츠 전문가 집단 인지지도

단어

빈도

Reversed
Bonacich

입시

26

77.9497

평가

49

45.3636

학생

42

42.5923

교육과정

14

42.1982

고등학교

59

38.5673

대학

79

38.5263

중요

26

38.468

논의

16

35.1112

주도권

8

32.1355

서울대

16

31.6846

교사

18

31.0366

입학사정관

39

29.7038

전문가

5

28.4589

교육

65

27.8858

고리

3

24.1453

국가

5

23.8904

공정성

3

23.7928

수능

12

21.454

교수

9

20.7668

결정

3

20.4874

❙그림 Ⅴ-19❙ 미래교육컨텐츠 전문가 집단 의미망: 주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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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심층면담 분석 결과
(1)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성 준수를 위한 정부의 통제권 미약
미래교육컨텐츠 전문가들은 대입 전형의 규칙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한 행정제제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교육부는 입시 제도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사회적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컨트롤해줘야 되고 또…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쓰니까 실제로. 교육부가 사회적
기준을 정하고, 거기의 룰을 어기는 대학들은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례로 정원감축을 하는
겁니다. (ㄷㄷ 부장)”

(나) 사회적 계층이동 수단으로서 명문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
다른 면접 집단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들로서 우리나라의 대입제도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이
유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인식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문호 개방을 통해 입학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및 대학-대학, 전문대학-대학, 직업-대학 진학 간 연계 제도가 사회적으
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입시 제도가 문화와 연계돼서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중략) 영국사람
들도 누가 애가 중학교 때부터 자기 아들을 블루칼라 만들고 싶어하겠어요. 다 옥스브릿지로
보내고 싶어 하지. 근데 우리가 너희하고 다른 것은 대학에 가서도, 대학을 졸업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결국인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문제만 갖고 보면, 상당히 왜곡될 여지가 많은 것이 한국 상황이다. 그래서 문화
랑 같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네요. (ㄷㄷ 부장)”

(다) 복잡한 전형방법의 문제점
미래교육 전문가들은 전형요소별로 반영비율이 명확하지 않고 전형요소별 조합을 통해 생성 가
능한 전형방법이 다양하여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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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대학 입시가 복잡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형의 가짓수
만 보면은, 기회전형을 빼면 다섯 가지 밖에 안 돼요. 수능, 논술, 특기자, 교과, 종합 다섯 개,
다섯 개 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복잡하다고 느낀단 말이죠. (중략) 전형이 카테고리는 다섯 가지지
만, 그 카테고리가 대학 안에서 변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략) 종합전형이 학생부의 내용이
반영되고 자기소개서 갖춰 갖고 추천서도 가져간다는데, 학생부의 내용이 열 개, 열한 가지 항목
이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ㄴㄴ 소장)”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평정방법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기준이 다르며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전형에 비해 정
보가 부족하고 준비를 해도 예측가능성이 낮은 전형이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동 경진에 각각의 배점이 얼마씩인데요? 어느 정도 충족돼야지 되는
건데? 아무도 얘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건 많은데 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ㄴㄴ 소장)”

(2)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래의 인재상과 교육의 방향
(가) 개별화 수업과 교육과정의 구성
미래교육 전문가 집단은 미래교육의 방향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을 기본원칙으
로 하되, 학급의 개념이 사라지고 지식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역량중심
교육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교육계의 관점을 조금 가지고 바라본다면 개별화가 아닐까. (중략)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것도 그냥 이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장치 중의 한 샘플인 거지, 그걸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시키는 미래에는 통하지 않을 거고, 학급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개별적인 학급아닐
까 싶네요. (ㅂㅂ 교수)”

(나) 학생 주도적 수업
미래교육 전문가들은 수업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돌려
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플립트 러닝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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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교사,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극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저는 거꾸로 교실이 흥미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교실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한테 주도권을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주도
권을 넘겨주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 계실 때, 그래서 좋은 어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걸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ㄹㄹ 대표)”

(3)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
(가) 대입제도에 대한 귀납적 접근 필요
미래교육 전문가 중 일부는 입시문제에 대해서 실제 준비를 하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기 보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상적인 교육방향에만 근거해서 대입제도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의도와는 다른 왜곡된 현상들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는 제도 설계 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입시 문제에 전문가라고 얘기 되어지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에 입시 문제를 연역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저는 귀납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시랑 관련해서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받는 게 뭔데? 부모들은 어떤데?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현장에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이 문제들은 그렇다면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교육전문가라고 하시는 많
은 분들은 대게 연역적으로 접근하셔서 학생, 학부모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요. (ㄴㄴ 소장)”

(나) 대입제도의 운영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자 필요
미래교육 전문가 집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현행 대입제도의 구조가 미래교육의 방
향과 동일 맥락에 있으므로 미래대입제도의 거시적 틀을 변경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제도를 안정적
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과 자
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내 전문지식과 기술을 축적한 입학
사정관에 대한 신문보장과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또한 정권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입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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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 입학사정관도 숫자가 적지만 그 사람들은 일하는 양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
니다. 대부분 그 비정규직에 의해서 보는 페이퍼 양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부터, 처우부터,
모든 게. 그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는 의심에서 (중략) 교육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회적
컨덴서를 이뤄서 갈 수 있는 가버넌스가 필요해요. (ㄷㄷ 부장)”

(다)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대토론회 실시
미래교육전문가들은 프랑스의 교육개혁 대국민 토론회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미래대입제도
에 대해 설계할 때, 전 국민 참여형 대토론회를 걸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상이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프랑스는 그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전국에 걸쳐서 500몇 번, 오백 몇 회를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걸 생중계를 해요. 소통이 전제되고 어떤 숙고가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중략)학생들 수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출세의 수단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의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제도의 운영과 어떤 변화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거 같네요. (ㄷㄷ 부장)”

(4) 미래교육전문가 의미망 분석의 시사점
이상 미래교육전문가 대상 의미망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고등학교는 학생의 성장을 가로막는 시공간으로 작용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더불어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적 사고
가 서울대와 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체제에 대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에서의 정성적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
과 평가자의 역량 계발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
심화발전, 교과서 내용 혁신과 맞물려, 학생에게 수업 참여의 주도권을 돌려주는 교과과정 운영
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5)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가) 의미망 분석 결과 개요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의 주제어는 고등학교, 교육, 입시, 평가, 개방,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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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등학교의 연관어로는 대중, 시험, 보편성, 엘리트 등이 추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험과 관련하여 본고사와 국가표준화시험으로 대표되는 수학능력시험을 지양
해야 하고, 대학교육의 성격으로 엘리트 중심교육보다 보편적 대중교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의 연관어는 사람, 현재, 필요, 기관, 노력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연관어는 융합과
창조, 현재의 연관어는 차원과 목적으로 나타났다.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창조적･융합
적 인간상이며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부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입시의 연관어로는 학부모, 기본, 제도, 자료 교육과정 등이 나타났다. 입시는 고등학
교 교육과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입시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계몽의
대상이며 학부모의 대학서열 및 학벌주의에 대한 의식개혁 없이 대입제도의 개혁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평가의 연관어로는 교사, 시스템, 위원회로 나타났다. 시스템으로서는 평생대학, 위원
회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와 연관어의 관계를 조합해 보면, 시민단
체 전문가 집단은 고등학교의 평가체제와 평가주체가 되는 교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
히 교사의 역량과 자질,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지고 있으며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고등학교에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체제를 탈집중화･미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네트워크 사회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서 경쟁의 핵심은 미시적 네트워크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상기
할 때, 현재와 같이 평가가 중앙집권화 된다는 것은 사회변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학교 내의 교육과정평가위원회 등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고등학교 단위의 평가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개방의 연관어로는 학부, 중요, 대학, 수준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제어간 화살표
방향을 보면 결국 개방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개방이 대학입시의 최종해결책이
며 궁극적으로는 학부의 입학조건을 개발하여, 인생의 특정 기간에 과도한 상징적 지대 추구
경쟁의 압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문제의 연관어로는 수능 공정성, 수업 고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와 연관어
간의 관계를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학부 개방이라는 해결책이 전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해관계자의 형식적 공정성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였다. 즉 지난 40여 년간 대학서열
화에 따른 치열한 대입경쟁으로 평가자체의 의미보다는 국가표준화 시험이 가지는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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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중시해 왔던 인식구조가 변화되지 못해 근본적인 변화나 비전에 다가가지는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 개별키워드 영향력
분석 결과(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그림 Ⅴ-20❙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인지지도

단어

빈도

평가
대학
교사
문제
고등학교
수업
사회
학부모
교육
수준
수능
학생
입시
방식
아이
고민
내신
교육과정
준비
사람

102
115
75
106
83
56
29
27
62
21
50
32
35
24
31
16
24
28
14
32

Reversed
Bonacich
38.3349
28.9587
24.82
24.4102
21.6998
21.1448
15.8941
13.2915
13.1651
11.7424
11.6561
10.4985
10.1839
9.89434
8.55436
8.24724
7.67589
7.27657
7.07685
6.90303

❙그림 Ⅴ-21❙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의미망: 주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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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심층면담 분석 결과
(1)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가) 대학입시에서 형식적 공정성 중시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평가 획일화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은 우리나라 대학입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입제도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형식적 공정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확고한 대학서열화 구조와 입학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대학입시에서는 지난 40년간 이해관계자들은 형식적 공정성을 중시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전형요소로서 국가표준화 시험(학력고사, 수능)이나 고등학교의 지필고사인 내
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였다. 이에 국가표준화시험이 객관식의 단일평가체제였
으므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방식도 국가표준화 시험에 맞춰 설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의 욕구 자체는 시험 자체 평가에 의미보다는 공정하냐 아니냐에
쏠릴 수밖에 없고 가장 공정하다라는 형식적 공정성 때문에 국가표준화시험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지녔다는 생각이 들고 공정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가표준화시험인 수능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시험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고등학교
단계에 학생들 평가로는 최악이다. 왜냐면 학력고사나 수능은 다 객관식 선다형 문제로 이어져
있고 낡은 교수방법 주입식 가열적으로 분열적으로 주입하고 학생들은 무조건 암기하고 문제
풀어서 정답 골라내는 아주 낮은 수준의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인게 국가
표준화시험 수능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고. (ㄴㄴ 소장)”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대학서열화로 인해 세분화된 수능점수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소수
점자리까지 철저히 계산하여 학생들을 한줄 세우기식으로 평가하는 점, 특히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에 대한 과잉변별 요구,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잦대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 사람들이 서열화된 대학의 진입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최상위권 대학에 진출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욕망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중
략) 최상위권 대학의 입시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매서운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수능점수도 백분위 점수나 원점수에 벗어나서 표준점수를 요구하고 이것을 대학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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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일점 단위가 아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촘촘하게 쪼개지고 있는 구조인
데 최상위권 최상위 학과를 진학하려는 학생의 점수는 정말 탁월해야한다는 과잉변별을 요구하
는 거지요. (ㅇㅇ 국장)”

(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 교과와 비교과 학생들의 준비 부담 가중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으로서 수학능력시험 등 국가표준화시험
이 유지된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실시되어 학생들은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준비해야 하므
로 실제 고등학교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학종은 사실은 종합전형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플러스 다양한 활동이잖아요. 내신은 당연히
기존의 평가받으면서 유지가 되고 수업 자체는 학종을 위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능을 위해
이뤄지는 거죠 여전히. (중략)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종합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업 자체의
어떤 혁신과 평가 속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업 외적인 활동요소로 확정이 되고 구성이 되는
거에요. (ㄴㄴ 소장)”

○ 서울시내 주요대학 중심 선발 전형
대입전형방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히 서울시내 주요 4년제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상위권 대학들이 특정 지역이나 고등학교 출신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높였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학종을 보면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비율이 높아요. 학생교과보다. 학생교과가 훨씬
더 수시에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 평균이 높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종이 유난히 높죠. 그거는
학종 자체가 자의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거고 상위권 대학들이 특정한 고등학교 층이라던가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종을 더 다른 대학보다 높인거 아니냐 의미를 두면서
최근에는 학종의 공정성에 문제가 굉장히 문제제기 되면서 교육적 의미를 따지기 보다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ㄴㄴ 소장)”

○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왜곡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정량점수에 따른 서열화를 요구하는 등 평가방식
의 변화에도 여전히 형식적 공정성의 덫에 걸려 동일한 기준으로 전형의 합리성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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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정결과 등을 비공개 처리하기보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오류
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 및 고등학교 현장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수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학생들
의 어떤 다양한 활동 전공 적합성 진로에 대한 사고 좋아하는 과목과 전공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이것이 도입취지와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가 이것을 대입전형으로 치를 때는 여전히 점수화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봉사활동을
60시간 한 애보다 110시간 한 애가 점수가 좋을 거야. 실제인가 아닌가 정량적 데이터로 검증해
줘야지 이 의문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작업들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사실 대학서열화가 공고화된 구조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수 상황이거
든요(ㅇㅇ 국장)”

일부 시민단체 전문가는 현재의 학교의 내신평가체제가 객관식 지필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
며 수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교의 내신평가체제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인식하였다.
“...내신 자체가 객관식 문제 주고 형식적으로는 수행평가해 뭐해 했지만 사실은 형식화된 것뿐이
었고 실제로는 결국 객관식 지필 평가 중심으로 학교내신이 환치기 되는 거에요. 실제로 이상적인
방향은 학종을 확대하는게 아니라 학교 내신 체제를 바꿔야한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ㄴㄴ 소장)”

(2) 미래대입제도 개선 방안
(가) 대중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교육의 기능 강화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종래 대학의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대중교육기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학부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융합하기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
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학부는 개방하여 서열 없이 평준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학은 대중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가 팽창하면서 평준화 했던 것처럼 지금 대학은
오히려 평준화된다. (중략) 새로운 학문과 과학을 창조할 사람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교육받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창조와 융합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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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준에서 해야된다는 거죠. 역할 분담하면서 대학 개혁했을 때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한국
대학 경쟁력 강화시켜야 돼 연구력 강화시켜야 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명확하게 개방적인 교육기관으로 가자 그래서 입학하기 쉽게 서열주지 말고 원하는 사람 공부하
게 하고 대학원 수준에서 연구와 학문 생산을 강화시켜야하는 개혁의 마인드를 바꾼다면 입시문
제도 함께 해결되고 나아지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ㄴㄴ 소장)”

그리고 학부가 개방될 경우, 대학진학이 반드시 인생의 특정시점에 달성해야 할 과업이 아니
라 교육의 필요성이 생길 때 입학 가능한 기관으로 인식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필요하면 들어갈 거야.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은 당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꼭 최고 실력에 있을 때 시험쳐서 조금 더 높은 데 가야지 굉장한
강박이 있는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의 풍토가 만들어
져 있는데 대학 들어가는게 편해진다면 내가 뭐하러 일찍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사회생활 좀 하다
갈거야.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평생교육,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학부개방의 효과
라고 볼 수 있죠. (ㅈㅈ회장)”

(나)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인정 및 신뢰 회복
○ 다인다단계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의 평가 신뢰도 제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향후 교사의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는
동일 교과 교사 3명에 의한 복수자 평가(다인평가)를 실시하고, 논술수행평가 등의 확대에 대비
하여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주도하에 평가검증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평가원 주도하에 교사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논설수행평가
위주의 주관적 평가가 되어야 될텐데 교사평가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평가를 보정할 수 있는
평가를 담당하면 어떻겠는가 안을 제시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교과 협의를 통해서 그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3명의 교사가 평가하는 복수평가하는 방식인데 교사 TO상 특정 과목은 한 명밖에
없는 교과가 허다하거든요. 옆에 학교와 협력하는 방법도 어려운 방법인데 복수평가 평가를 보조
하는 국가적 인력의 배치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ㅇㅇ 국장)”

○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학교교육과정평가위원회 법적기구화 추진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이 별개로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불완전하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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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과
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학교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활동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구를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평가 설계 권한과 책무성이 부여될 경우, 현재 공립학교의 순환 보직제를 개선
하여 학교당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여 협력적 팀웍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은 뭐냐면 대입제도 교육과정 따로따로에요. 원래 하나
로 묶여서 한 기관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중략) 중요한 것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드는거
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사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한 채널에서 창설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정을 설게하고 평가하면서 이 기구에서 대학입시를 교육과정에 맞게 개편해야 하는거에요 (중략)
두 번째로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가 교직원 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 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들어
야 된다고 봐요. 교육과정의 평가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 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대한 지원해주는 역할하고. (중략)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그랬을 경우에 전보문제도 학교단위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평가하게 하는 권한이 있다면 5년
으로 짧죠. 그렇다면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최소한 10년은 근무하게 해서 학교 내 팀웍자체가
협력적인 팀웍 자체가 정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만 있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ㄴㄴ 소장)”

(3) 시민단체 전문가 의미망 분석의 시사점
이상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많은 교육개편이 이루어져왔으나 ‘형식적 공정성’의 덫에 걸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입시문제에 대한 대학서열화에 따라
대학별 입장차이가 학부모(학생)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고 근시안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얽혀있어
교육당국에서도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보다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문제도 지적되었다. 셋째, 고등학교 내신평가체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는 사회적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간 일관
성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며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학교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신설
하여 고등학교 단위의 평가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별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학부 입학 조건을 개방하여 인생의 특정기간에 과도한 상징적
인 지대추구 경쟁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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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입제도 관계자 집단별 핵심 사고 프레임 비교
앞서 제시되었던 대입제도의 관계자 집단별 핵심적인 사고 프레임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Ⅴ-15>와 같다. 주요 프레임의 경우 시사점에서 도출되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Ⅴ-15❙ 표적집단면접 대상별 핵심 사고 프레임 비교
구분

주요 프레임

입시

• 대학의 자율 선발 역량, 고등학교의 개별적 평가가 가능해야 함

현장

•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제도의 발전 필요성 강조
•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의 해체 필요

전문가
교육

• 사람(인간)의 성장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 체제 필요

정책

• 창의적 주체 수립과 평가 표준화 가운데서 선택이 필요함
•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도적 취지를 계속 살릴 필요가 있음

전문가
학생,

• 영어, 내신, 수능 중심의 공부가 중요

상위
키워드
대학, 고등학교,
학생, 교사, 가능

사람, 필요,
문제, 선택, 형태

고등학교,

• 사교육을 통한 input-output 통제 가능성의 확보가 중요

공부, 영어,

• 같은 맥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사 불신, 수능 절대평가 지지

학생, 내신

미래

• 입시를 통한 평가 자체가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방해됨

입시, 평가,

교육

• 학생에게 수업 과정의 학습주도권을 돌려줘야 함

학부모

전문가

• 다원적인 평가에 있어 전문가의 자율성과 사회적 신뢰 중요

학생, 교육과정,
고등학교

시민

• 대학 서열화 체제에서의 평가가 내재적 학습(수업)을 가로막음

평가, 대학,

단체

• 현재 교사의 역량이 미래 지향적 평가와 수업의 걸림돌이 됨
• 학부모 행태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육평가 체제에 역행함

교사, 문제,
고등학교

전문가

주요
고유 키워드

면접, 학벌주의

선택

영어, 사교육,
절대평가

학습주도권,
전문가

수업, 학부모

라. 시사점
이하에서는 대입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미연결망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및 대입제도
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대입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대입제도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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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들 중, 학생･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미래지향적인 대입
제도로서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인재의 선발 관점에서 타당한 대입전형방법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는 운영의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과 전문성
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었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교사의
역량 및 의욕에 따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바람
직한 취지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경직된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등이 제도의 유연한 운용과 사회
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학생･학부모
및 일부 이해관계자 집단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로 사교육을 통한
예측과 통제가능성이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여전히 치열한 경쟁문화와 대입과 관련한 형식
적 공정성이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행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과 출제방식이 학교현장의 변화와 공교
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방법으로 인해 고등학교의 수업형태가 문제풀이식･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공교육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혁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현행 수능체제와 같이 미세한
점수경쟁이 진행되는 구조에서 학생･학부모는 사교육의 효용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시점부터는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점에 대해 모든 이해
관계자 집단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장에서 선발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존하였다.
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입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수준을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입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입제
도 자체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상적으로 설계된 대입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이 공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학습 환경과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
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대학입시에 대한 형식적 공정성 요구는 학습을 대학입
시를 위한 경쟁게임으로 도구화하는 시각에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업, 교사의 교수 의욕과 역량에 대한 불신도 악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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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동기부여를 위해 수업과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역량 강화가 단순히 연수의 양적 형태 등으로 보완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틀을 바탕으로 수업
과 평가라는 기본적 교육활동이 교사-학생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 간의 관계맺음에서
출발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라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김덕년, 2017:
13). 즉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학생
들이 질문, 토의･토론을 통해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때
학생평가 방법으로 일제식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수업밀착형으로 진행할 때 학생참여수업의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반영해야 하는 과정중심평가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김덕
년, 2017: 13). 이러한 혁신은 궁극적으로는 학교문화의 변화를 통해서만 정착될 수 있다.
즉 정해진 연수시간만이 아니라 단위학교 내에서 동료교사 간 상시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하
고 상호작용하며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학교 간 수업과 평가에
대한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활동을 교류하는 역량구축의 날을 지정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전문코디네이터의 양성 등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전반에 대한
현장전문가를 확보하고 학교와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덕년, 2017: 32).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통해 교사의 학생부기록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때 교사들의 평가권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입전형요소의 평가결과에 대해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을 비선
형적･다원적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획일적 대학서
열화 체제를 극복해야 하며 정성적 평가의 상호주관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에 기초하여 학부 수준에서 특정 대학의 상징적인 권위와 지대를 약화시
키고 대중 보편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 개념에 입각하여
현재의 경직적 학부입학 경로를 개방하고 다양화하여 다변화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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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 분석

이하에서는 대입제도 전문가로서 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사, 대학의 입학사정관, 시도교육청
의 진로진학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에 따라 예측되는 대입제도의
주요 변화를 대입제도의 가치, 대입전형요소 및 방법, 모집시기 및 지원기회, 대입 거버넌스
등에 초점을 두어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심층면담 전체 내용 텍스트
자료를 활용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키워드 및 주요 토픽을 도출하므로 주요
논의 주제와 내용을 구조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내용을 Cooper et al.(2004)
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해석하므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였다.

가. 표적집단면접 일정 및 참석자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표적집단면접에 참석한 전문가 집단의 현황은 다음의 <표 Ⅴ-16>과 같다.
❙표 Ⅴ-16❙ 면담 대상자 현황 및 면담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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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참석자

참석일시

민간단체

OOO 정보원

ㄱ 이사

9.19

일반대학

□□□ 대학교

ㄴ 사정관

9.19

일반대학

△△△ 대학교

ㄷ 교수

9.19

일반대학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일반대학
일반대학
일반대학
고등학교
유관기관
일반대학

AAA 대학교
BBB 고등학교
CCC 고등학교
DDD 고등학교
EEE 센터
FFF 교육청
GGG 교육청
GGG 교육청
HHH 대학교
JJJ 대학교
KKK 대학교
LLL 고등학교
MMM 협의회
NNN 대학교

ㄹ 사정관
ㅁ 교장
ㅂ 부장교사
ㅅ 부장교사
ㅇ 장학관
ㅈ 장학관
ㅊ 장학사
ㅋ 장학사
ㅌ 사정관
ㅍ 사정관
ㅎ 사정관
ㄱㄱ 부장교사
ㄴㄴ 팀장
ㄷㄷ 사정관

9.26
9.26
9.26
9.26
9.26
9.26
9.26
9.26
9.28
9.28
9.28
9.29
9.29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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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적집단면접 분석 내용 및 방법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의 주요 내용은(부록 3)과 같으며, 총 4회의 그룹별 면접
녹취록을 자료로 확보한 후 이를 활용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와 TF-IDF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하여 심층면담에서 주로 다룬 핵심 용어와 개념
을 정리하였고, 자료로부터 명사만을 추출하여 LDA(잠재 디리슐레 할당) 알고리즘에 기반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수행해 관심을 갖고 다룬 논의의 특징을 토픽 추출을 통해
정리하였다.
양적인 접근 방식인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보다 맥락을 반영한 질적인 내용
분석을 위해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해 심층면담 내용을 구조
화하여 해석하였다.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조감이 가능한 접근 방법
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달곤, 2011: 190), 모두 네 가지 측면의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규범적
측면에서는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의 변화, 구조적 측면에서는 대입 거버넌스, 대입전형요소
및 방법, 모집 시기 및 지원기회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구성원 측면에서는 대입관계집단인 대
학, 고등학교, 학생･학부모, 관계기관(사교육 업체 등)의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변화, 기술적
측면에서는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현행 대입제도의 설계 및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평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다. 키워드 및 토픽 분석 결과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던 키워드와 TF-IDF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중 상위 30개 키워드를 다음의 <표 V-17>에 제시하였다. ‘대학’, ‘학생’,
‘생각’, ‘교육’, ‘이야기’, ‘학교’, ‘전형’, ‘수능’, ‘고등학교’, ‘입시’등이 사용 빈도와 중요
도가 모두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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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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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 중요도

단어

빈도

단어

TF-IDF

1

대학

1114

대학

30.88

2

학생

513

학생

25.42

3

생각

378

이야기

21.40

4

교육

358

교육

19.30

5

고등학교

292

전형

19.26

6

학교

266

학교

18.08

7

전형

252

생각

17.49

8

이야기

238

수능

17.356

9

문제

228

입학

17.32

10

평가

185

고등학교

16.56

11

수능

183

면접

14.82

12

입시

183

학생부 종합전형

14.74

13

선발

176

사업

14.50

14

교사

159

문제

14.36

15

과정

155

평가

13.35

16

상황

126

통제

12.82

17

말씀

117

미래

12.51

18

입장

115

교과

12.36

19

면접

112

형태

12.30

20

입학

111

졸업

12.17

21

사람

108

선발

11.60

22

필요

107

입시

11.37

23

학생부 종합전형

107

교수

11.26

24

사실

97

내용

11.16

25

중요

95

중요

11.04

26

사정관

94

교사

10.81

27

변화

93

말씀

10.75

28

사업

91

시스템

10.56

29

미래

88

과정

10.55

30

형태

86

요소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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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대입 전형 요소에 대한 단어가 여러 번 중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났고, ‘학생’, ‘교사’, ‘사정관’등의 관련 주체에 대한 단어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드에는 속하지 않지만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키워드
는 ‘통제’, ‘교과’, ‘졸업’, ‘선발’, ‘시스템’, ‘요소’등이 있는데, 이러한 키워드들이 대입제도와
관련한 심층면담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의 관심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합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토픽의 수를 구하였을 때 12개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22 참조).

❙그림 Ⅴ-22❙ 토픽의 수 변화에 따른 복잡도(perplexity) 변화와 심층면담 분석의 적정 토픽 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12개 토픽을 추출한 후 각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 15개와 해당
토픽의 언급 빈도를 다음의 <표 V-18>에 제시하였다. 각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조합과
해당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심층면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픽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Ⅴ-18❙ 표적집단면접 내용의 토픽별 주요 단어 15개와 언급 빈도 수
토픽

토픽 내용

포함 단어

토픽 1

입시 관련 시스템
및 제도

거버넌스 위원회 방법 수입 기구 내용 도입 수용 수준 초점

토픽 2

조건 및 장애물

기초 역할 우려 전산 제외
장치 평생 조건 특성화 훈련 개념 수준 이수 자동
장애물 적합 클러스터 도달 비용 진학률

언급 빈도
65
66

323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토픽

토픽 내용

토픽 3

미래 전형 요소

토픽 4

대학의 모집 특징

토픽 5

전형 계획 결정

토픽 6

입학사정관 업무
특징

토픽 7

입시 점수

토픽 8

대학 자율화 논의

토픽 9

전형 다양화

토픽 10

학생 성장

토픽 11

대입전형 방식

토픽 12

사회 연계

포함 단어
통제 실제 회사 적절 프로파일 현재 지역 모집단위 양식
인재상 자율화 정책 관계자 교육감 생각
시점 모집 국립대 안정 제공 교육 정착 다수 보장 비판
재정 정시 표준화 공동 접수
정원 과정 홍보 외국 민원 위원회 질문 지원 학과 형태
개념 계획 이해 제재 대학
모집 인건비 시작 시스템 서울대 지식 학년 다수 맞춤형
감사 인력 규제 기업 시각 자율권
점수 반대 작성 독립 독립기구 초반 집중 충분 궁극적 시대
자격 한국 과정 기구 본고사
우리나라 존재 내신 도입 기간 문제 비교 시기 이슈
통제 거버넌스 상시 실질적 자유 확보
교육 통합 인정 제한 논술 발표 관리 배치 예측 내부
다문화 모집 유연 인식 주체
정치 채점 개별 단계 성장 위원회 이력 학기제 대학
계층 민간 주변 효과 경향 용이성
대학 학생 학종 교육 고등학교 학교 전형 문제 우리
입시 수능 선발 입장 말씀 교사
졸업 도구 취업 자녀 감소 공통적 기제 상담 시대 오픈
결정 교수 확정 기간 직업
계

언급 빈도
57
50
59
48
70
64
67
47
113
56
762

12개의 추출된 토픽들을 내용과 논의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전형 관련 제도 및
장애 요인’, ‘전형 내용’, ‘전형 방식 및 구조’, ‘대학 입장에서의 대입’ 및 ‘대입의 가치 및
효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전형 관련 제도 및 장애 요인 등 문제점 을 언급하는 토픽들로는 ‘입시 관련
시스템 및 제도’(토픽 1)와 ‘조건 및 장애물’(토픽 2)이 추출되었다. 대입제도 전문가들은 이
러한 구체적인 고교 교육 혹은 대학 측면의 장애 상황이나 고민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미래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서 인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협의회 시간 동안 자주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심층면담 대상 전문가들은 다음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논술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전형 요소와 전형 방식,
점수 관련 이슈 등을 여러 번 자세하게 다루었고, 이는 각각 미래 전형 요소(토픽 3)와 입시
점수(토픽 7), 전형 다양화(토픽 9), 대입전형 방식(토픽 11) 토픽으로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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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대학 입장에서의 대입과 관련한 관심 또는 이슈를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입학사정관 업무 특징(토픽 6)과 대학 자율화 논의(토픽 8) 토픽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대학의 입시 모집 특징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한 결정 구조를 다룬 토픽도 두 가지가
추출되었다. 대학의 모집 특징(토픽 4)와 전형 계획 결정(토픽 5)이 이에 해당되며, 모두 과거
와 현재의 입시 관련 정책적 결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성장(토픽 10)과 사회 연계(토픽 12) 토픽의 경우는 대입이 갖는 효용성
또는 대입이 지향해야 하는 실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룬 토픽으로 확인된다.
대입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대입 제도의 문제점과 미래 대입제도의 지향해야 하는 바를 논의하
는 과정에서 전형 내용과 대학 입장에서 대입제도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제도나 여건 등의 장애 요인과 결정 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
계 주체의 입장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시스템적인 논의를 함께 제시하였다. 학생･학부모와
현장 교사,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와 대입제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기대하는 바, 원칙 및 가치, 미래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효용성 및 효율성
측면의 논의 등 다양한 의견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추출된
12개 토픽으로 대부분 설명되었고 양적으로 충분히 각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적용하여 심층면접 내용에 나타나는 주제들의 형태를 구체화
하고 그 논의의 양이나 정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미래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적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부 내용과 시사점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질적인 분석을 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시도하였다.
전체 심층면담 내용의 개관을 위해 적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 도출된 토픽들이 아래의
<표 V-1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의 네 가지 차원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모형을 적용한 분석이 주요한 논의를 포괄할 수 있어 종합적 접근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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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9❙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 적용에 따른 표적집단면접 토픽 항목 및 내용의 분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 차원

항목
전형 관련 제도 및 장애 요인

기술적 차원
전형 내용

토픽

토픽 내용

토픽 1
토픽 2

입시 관련 시스템 및 제도
조건 및 장애물

토픽
토픽
토픽
토픽

미래 전형요소
입시 점수
전형 다양화
대입전형 방식

3
7
9
11

구성원 차원

대학 입장에서의 대입

토픽 6
토픽 8

입학사정관 업무 특징
대학 자율화 논의

구조적 차원

전형 방식 및 구조

토픽 4
토픽 5

대학의 모집 특징
전형 계획 결정

규범적 차원

대입의 가치 및 효용성

토픽 10
토픽 12

학생 성장
사회 연계

라.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은 기존의 다양한 교육정책분석 이론들을 Cooper, Fusarelli,
Randall(2004: 43-45)이 네 가지 차원을 도입, 구분하면서 통합하여 정책의 복잡하고 다면적
인 특성을 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정책분석 이론이다. Cooper et al.(2004)이
제시한 “The Four-Dimensional Framework”은 국내에 도입 적용되면서 ‘4차원 정책 분석모
형’ (양성관, 2009; 이경호, 2010a, 2010b; 주철안, 석혜정, 2013; 하봉운, 강호수, 2013)
‘다차원 정책 분석모형’(손경재, 2009; 이달곤, 2011; 정훈, 2011, 이상용, 2012),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정훈, 2010; 이기원, 2013) 등으로 다소 다르게 표기되어 연구에 적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은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와 연결하여 정책의 네 가지 측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이론으로, 다음의 [그림 Ⅴ-23]은 Cooper et al.(2004)이 제시한 분석 모형
의 개념적 도식이다. 이 그림에는 기존의 주요 교육 정책 분석 이론으로 제시한 일곱 가지 이론
들이 어떻게 다차원 분석 모형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다.
가장 먼저 규범적 차원(normative dimension)은 이데올로기적 관점 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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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가치, 목적, 신념,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분석이 이에 해당
한다.
두 번째, 구성적 차원(Constituentive dimension)은 비판이론, 페미니즘 이론, 이익집단 이
론을 반영하는 분석 차원으로서, 이들 기존이론이 밝혀내고자 한 정책의 인종이나 성에 따른
불평등, 정책에 내포된 권력 및 계급 관계,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제도적인 구조, 정책
조직 등에 관한 접근이 포함된다.
세 번째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은 신제도주의 이론을 다루는 차원으로, 해당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장치로서의 교육 제도를 살펴본다. 즉, 어떤 수준과 환경에서
정책이 도입되고, 이와 관련된 조직의 구조, 체제는 어떤 형태인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Technical Dimension)은 체제 이론의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
로,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평가의 세 가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그림 Ⅴ-23❙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
출처: Cooper, B. S., Rusarelli, L. D., & Randall, E .V.(2004).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New York: Pearson Pub.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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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 가지 차원은 ‘윤리와 사회정의(Ethics and Social Justice)’라는 중심 가치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의미한다(Cooper, et
al., 2004: 43) 이에 대해 하봉운, 강호수(2013: 16)는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의 중심점은
네 가지 차원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인 정책 가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은 기존 정책 분석 이론들이 각각의 논리구조에 따라 정책의 일정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Cooper, et al., 2004: 6),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달곤(2011: 190)은 지방단치단체의 자율통합 정책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을 적용하면서 정책 전체를 조감하는데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법이 보다 유용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양성관(2009: 127)의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연구와 하봉운, 강호수
(2013: 15)의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을
적용한 다른 연구들도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체계화된 다차원 모형의 특성이 관심을 갖는
정책의 복합적인 측면을 분석하는데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 적용 분석 결과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면접결과를 Cooper의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에 근거
하여 분류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미래 대입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에 다차원 교육정
책 분석 모형이 강조하는 윤리와 사회정의를 위치하였으며, 규범적, 구조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틀(정훈, 2010: 157)을 설계하였다. 분석틀을 구성하는 각 차원을 살
펴보면 먼저 규범적 차원에서는 미래대입제도 및 전형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과 가치가 해당되
어 이에 대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적 차원은 정부의 대입제도 지원 과정,
정부와 정책 관련 기관 간의 특징 분석에 초점을 둔다(주영효, 김상철, 2017: 149).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자, 이익집단과 여론 등이 관심 대상이며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고등학교와 대학 차원의 관련 구성원의 입장이나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대입제도와 관련한 계획, 집행, 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관련 이해와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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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4❙ 대입제도에 대한 다차원 교육정책 모형 적용 구조도

1) 규범적 차원
가) 미래대입제도의 주요 원칙 및 가치
(1) 고교정상화의 기본 원칙 준수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대학의 선발자율성 강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부 외의
전형요소를 조합해 대학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선발이 가능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주요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제는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 내실화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대학 입장에서 봤
었을 때 변별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방법을 찾으면 된다. 충분히 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수능을 완전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수능과 내신과 더 필요 없는 대
면접까지 조합을 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초중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것인가, 내실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전제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ㅈ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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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성 개념의 재정의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45년간 대입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었던 대입제도의 공정
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 개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
여 학생 간 차이를 인정하고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정성의 개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이라는 게 객관성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객관성과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공정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각각의 개인적인 성장 여건 학교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그런 여건들을 반영하면서 배려해주는 방식이 저는 또 하나의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
든요. 우리는 여태까지 대부분은 획일적인 객관성, 가시적이고, 그런 것에 집중해서 선발을 했는
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대학 중에서는 그게 쉽고 관리하기가 쉽고, 또 사람들한테 이게 공정하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ㅁ 교장)”

(3)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 논란 감소
미래사회에는 인구감소에 따라 대입제도가 지금처럼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나 사회적 이슈
로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화두로
한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등은 현재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에 선발이 가능한 대학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게 초점인데. 선발하는 대학이 별로 없게
되면 다 나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주목을 못 받죠. 지금은 어쨌든 같은 해에 50만 명이 대학을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학부모가 몇 백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건 해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공정성 타당성 문제라는
것은 확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거죠. (ㄱ 이사)”

(4) 모집의 용이성에 대한 중요성 증가
미래사회에는 대학제도의 원칙이 규범적･이상적인 수준에서 추구되기 보다는 대학의 존립위
기 및 재정난 등의 문제로 인해‘모집의 용이성’부분에 초점을 두고 변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은 극소수이고 다수의 대학은 모집정원을 충원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신입생을 최대한 충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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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나 방법을 채택하게 되고 이때 중시되는 것은 학생 모집의 용이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지금 다수의 대학은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모집의 용이성, 모든 잣대 자체가 쉽게 모집하고,
쉽게 모집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대학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거창한 가치를 담는다
기 보다는 지원자가 일단 많아야하고, 그 지원자 속에서 쉽게 아이들을 등록시키고 아이들 입장
에서는 모집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다는 가치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다수의
대학은 이미 많이 그렇게 가있다고 보구요. (ㄱ 이사)”

나) 미래 대입제도의 전제 조건
(1) 대학서열화 완화
대입제도와 관련한 논란과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지적하고 이로부터
경쟁적인 사회 및 교육 상황이 야기됨을 지적하였다.
“...대학 서열을 깨야 해요. 대학 서열화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사교육 문제도 파생되고 하는
건데, 대학 서열화를 깨야 사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심이 대학 입시,
선발, 변별력, 적격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성취평가로 갔잖아요.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만 안 간거고요. (ㄷ 교수)”

(2) 학생 평가 및 선발에 대한 관점 변화: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도 증가
대학입시에서 정량점수에 따른 변별력 확보보다는 학생성장, 배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정성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정성평가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대학에서 인정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공통적으로 자격고사는 있어야할 것 같고, 자격고사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쪽으로 입시의 틀이 짜여지지 않을까. 고등학교
도 무학년이지만 학점은 쌓여야 하는 것이고, 대학도 무학년 쪽이 되니까 그렇다면 입학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을 가능성도. (ㅇ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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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관점
가) 미래대입제도의 전형요소
(1) 대학의 특성에 따른 전형요소의 변화
(가) 선발가능 대학 VS. 충원모집 목적 대학
대입제도의 전형요소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향후에는 학
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극소수의 대학과 학생의 모집･충원
을 목적으로 하는 대다수의 대학으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학생선발기능이 있는 대학의
경우 변별력을 갖는 전형요소를 활용할 것이며 학생모집이 우선인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의 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최저학력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다수의 대학의 선택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성적을 지방의 소규모, 모집하는 대학에서
는 학생부 교과를 선택하고, 조금 더 가면 수능 체제를 플러스 시키는 학교, 대부분 안 하려고는
하지만 모집하는 학교 중에 그 지역 내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대학은 수능 체제 정도를 붙여서
뽑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학생부가 고등학교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별도의 시험
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등급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ㄴ 사정관)”

한편,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 이력이 선발목적으로 보다는 세심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미래에 투 트랙으로 더 양극화되는 방식으로 가버린다 그럼 저 모집 대학
의 입장에서는 설령 문턱은 낮추더라도 키울 때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서 키워 나가줘야지 그
대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형 선발전형이 되지는 못했지만 맞춤형
교육 과정을 거쳐줘야지만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주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인책이 될거 같아요. (ㄷ 교수).”

(나) 평생교육기능 강화: 전형대상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될 경우, 현재의 재직자 특별전형, 만학도 및 성인학습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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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현재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전형요소로 인성 면접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재직자 전형이라고 해서 특성을 보는 게 있는데, (중략) 지금까지 고등학교 생활도 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력, 거기에 플러스 면접도 봤으니까. 그게
같은 방식이기는 한데 학생부하고 보는 관점은 좀 다르죠. 학생 맞춤이라는 표현이 개인적 배경
이 고려된다는 면에서 맞을 거 같네요. (중략) 평생학습에서 선별하는 방식은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열정을 갖췄다고 하면 뽑겠다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ㄴ 사정관)”

(다) 학생정원개념의 완화
학생 수의 급감과 대학 간 연계에 따라 현재의 대학별 정원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
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특히 교육부의 대학입학정원 통제가 현재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
었다.

“...각 세계 대학의 과목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학교는 없고, 그런 형태가 이제는 될 거기 때문에
굳이 학교라는 건물이, 그 시절 그때쯤 돼서 전부 다 집에서 하진 않겠지만, 강의 자체가 열려있을
거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적을 둘 수 있겠지만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굉장히 열려있지
않을까. 정원이라는 게 있을지도 좀 의문이네요. (ㅈ 장학관)”

(라) 단과대 및 학과별 학생선발권 강화
대학별, 학과별로 전형체계가 달라지므로 현재보다 다양한 전형방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
학의 특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시험의 형태도 제각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특히 추첨
제 방식의 학생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대학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이 아닌 경우에 저는, 지금 현재의 중위권 대학, 대다수의 그런
대학은 추천제에 의해서 입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1,3,5,7,9만 뽑아줄게
2,4,6,8,10은 탈락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 아끼고, 입학정원을 유지
하는 게. 추천제도 도입하는 대학이 생길 것 같다. 장학사님이 말한 대로 클러스터 같은 게 생긴다
고 하면 그런 클러스터 안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그 놈이 그 놈일
텐데, 선발한다고 애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 (ㅇ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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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의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요소의 변화
(가) 고등학교의 자율성･특성화 강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고등학교의 변화양상으로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
성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 등으로 제시하고 고등학교의 개방성이 높아질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유치를 위해 교사들의 자율경쟁이 발생하고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반드시
폐교하는 학교는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강제로 3등급 이하 애들은 세특 좀 잘 써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신임 잃어버리면 학교 문 닫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변해
라 변하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정착되고 창의적인 인재가 길러
지고 교사가 변화되고, 수업에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ㅁ 교장)”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주면 수월성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중략)지금은 교육부 국가단위에서 강제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단위 고등학교에서 다양화되고
특성화되는 교육이 안 이뤄집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다 풀어야 합니다. 그럼 대학은 자기학교
특색을, 고등학교가 변하면 대학도 그렇게 해야 해요. (중략) 고등학교도 전부 살펴보면서 우리
대학하고 이념이라든지 교육 내용의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을 대학도 선발하는거
죠. (ㅅ 교사)”

(나) 고교학점제 실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는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으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학점제의 실시는 학교가 밀집
된 대도시의 경우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절대
평가가 실시될 경우 폐교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클러스터라고 표현하고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교육이라고 하구요.
내년에는 공동교육과정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13명 이하로 운영하거든요. 공동교육과정은 시골로 갈수록 어려울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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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어요. 내신이 100% 절대평가가 되었을 때, 소도시의 있는 학교들은 문 닫는 학교가
많이 생긴다는 거에요. 절대평가로 넘어가면 굳이 시골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ㅂ
교사)”

고교학점제의 실시는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때 고등학교의 물리적 공간에
서의 수업이 현재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 K-MOOC 같은 학점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야 할 것 같고. 온라인 수업으로도 가능한 학점
제한을 할 거에요. 온라인 수업 2과목까지 가능하다 그런 제한을 두고, 내가 꼭 듣고 싶은데
학교 안에서 개설이 안 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거점학교, 온라인 학점 수강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거구요. (ㅁ 교장)”

(다) 대학입학지원자격 조건 완화: 고교졸업자 규정 폐지
학점제 실시 등으로 무학년제 등이 실시될 경우, 대학입학지원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고등하교 졸업자로 국한되기 보다는 학점이수완료자 등으로 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내신 성적이 최하위등급인 학생들만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의 대입제도도 대학이 지원 자격에서 졸업 연한을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
교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걔는 그냥 대학교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학교교육의 형태가 바뀌면 그것도 바뀔 거라는 거죠. A부터 E등급 까지 1등급
부터 9등급까지의 아이들이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올 1등급인 아이들만 뽑아가는 대학도 있지
만 올 9등급인 아이들을 뽑아가는 대학도 있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뽑아서 충분
히 9등급이지만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다 공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ㅋ 장학사)”

(라) 전형요소별 변화 방향
○ 대학수학능력시험
- 논술형 수능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체계에서 학생을 수시로 선발하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능을 서술형 평가로 출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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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채점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학이 자체 채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수능을 11월달에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교육과정인데, 고교에서
는 3년이라는 교육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 때문에 2학기가 죽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능이 결국 뒤에 있는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논술은
채점이 문제인데 기간을 주고 국가에서 부담을 못할테니 대학에 맡길 텐데 그러면 또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거죠. (ㄴㄴ 팀장)”

- 기초학력검사인 고등학교 자격고사로 변환
고교 주도하여 학생의 고등학교 학습 결과를 확인, 인정해 주는 프랑스의 형태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자격고사를 어떤 형태로 하게 할 것인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논술로 내되, 그걸 고교
에서 주관해서 출제하고, 고교 교사가 채점하고 이걸 대학이 인정해주고, 이게 사실은 시험의
관점에서 객관식 시험보다는 논술형 시험이 아이들에게 훨씬 의미 있는 시험 체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교에서 수행평가, 과정평가 많이 나오는 데 교육과정 내에서의 그런 논술평가를 보게
하고, 그것의 결과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고사여야 하지 않을까. (ㅇ 장학관)”

- 종합적 사고력 측정 문제 혹은 미래 핵심역량 측정 문항
고등학교 학력검사가 단순한 교과지식암기 형태가 아니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거나 미래
의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교학력이라고 할 때도 지금 우리 현재 일부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지식을 포함하지만, 이제 응용하거나 적용하거나 아니면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지식을 획득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술하는가,
선택 하는가 그것 이상으로 미래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게
조금 담겨지지 않을까 고교 수준에서 이런 학력 혹은 교육적인 결과치를 얘가 보이고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ㄷ 교수)”

○ 논술형태의 전형요소 유지 필요
미래에는 의사소통능력의 하나로 글쓰기가 핵심역량이므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의 비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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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은 보완되
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논술의 두 번째 의미가 세컨찬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의. (중략) 논술이나 수능이 학생부를 잘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보면 그것들을 뺏지 말자는 게 저희들의 취지인거죠. (ㄴㄴ 팀장)”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글로 표현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게 핵심역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논술도 학교에서 작성했던 그런
것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ㄷ 교수)”

○ 교과성적평가: 성취평가제의 실시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실시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책실패 경험 등으로 성적 부풀리기 문제
등을 예측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편법을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예측하였다.
“...내신을 그렇게 절대평가로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평균과 표준편차 같은 것들을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각 등급에 몇 %씩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책무성, 윤리성을 한
쪽에서 계속 갖추도록 하면서... (ㅁ 교장)”

○ 학생부 기록방식 변화
현재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폭 줄고 교과와 수업활동 중심의 기록들만 남겨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학생부가 초창기에 단순했던 학생부가 점차 복잡해지다가 다시 단순해져가는.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에서 최소한도로 수행생활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독서활동, 봉사활동 다 빠질 것 같고, 성적도 빠질 것 같고. 남는다면 그 아이의 교과 성적 특이사
항 그 부분만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그 학생의 학교에서 수업의 모습들을 기록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ㅊ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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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추천서
교사 추천서의 경우, 학생부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가 추천서에 왜곡과 과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심지어 추천서 까지도 사교육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폐지해야할 전형요소로 인식되었다.

“...교사추천서는 안 받을 생각이고, 지금 현행 학교생활기록부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추천서
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독특한 우리 문화가 추천서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구요. (ㄹ 사정관)”

○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전형요소로 인식되었다. 고등학교에서의 자기
생활과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역량은 대학수학능력의 기본능력으로서도 중시되었다. 또한 현재
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세목화해 제시하여 글쓰기 능력이 자기소개서 평가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부 종합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필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자기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상황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진술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 어떤
것까지도 고려를 하냐면 자기소개서 문항을 바꿔가면서 애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쓰게 만들
까라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자기소개의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ㄴ사정관)”
“...이걸 아예 세목화를, 아예 작은 단위로 만들어 다 쪼개서 만들면, 뭐에 대해 써라, 뭐에
대해 써라, 뭐에 대해 150자 이내로 써라, 300자 이내로 써라 이런 식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게 하자는 거죠.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보지 말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ㅁ 교장)”

○ 적정 전형요소의 수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인재선발에 유리하다고 보
는 반면, 학생･학부모의 준비부담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이에
대해 현재의 수시전형에서 정시, 논술 등이 모두 의미 있고 지켜져야 할 전형이라고 보는 의견들
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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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논술, 수능,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이런저런 규제가 없는 상황
이라면 20가지, 40가지 줄 만드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니
혼란이니 다 떠나서 진짜 오로지 대학의 이기심을 발휘한다면 40가지, 50가지의 줄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구요. 대학 입장에서. 그 각 줄의 가장 위에 있는 애들을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애, 특기 있는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과, 논술, 수능인데, 각각의 고유 전형에서의 타켓 등은 분명하거든요.
저는 입학사정관이지만 논술도 필요하고, 수능도 30% 이상 필요해요. (ㄹ 사정관)”

나) 미래대입제도의 전형방법
○ 대학입학 추첨제
대입제도의 전형방법으로서 가장 쉽게 학생을 충원하는 방법으로는 추첨제에 의한 학생선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일정 학력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발하
는 방식이 가장 용이한 선발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일정 학력을 패스한다고 하면 그 패스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첨을 한다라든지, 그런 지원자
풀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다수의 대학은 초점을 둘 것 같고, 또 일부 지금 아주 최상위
권의 여전히 경쟁이 있는 인기 대학이라고 할 만한 최상위권의 몇 개 대학정도에서 특정 과가
되겠죠. 모든 과라고 보지는 않고, 특정 학과의 경우에는 여전히 선발이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대학적격자선발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대학들은 모집 자체가
용이하다는 가치에 맞춰서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지원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ㄴ 사정관)”

○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강화
대입전형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예고제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
었다.

“ 10년 전쯤에 예고를 해줘야 해요. 2013년부터 통합 교육과정 만든다고 했으면 모의고사
보고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제 와서 통합 사회, 통합 과학으로 본다고
바뀌어.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실제로 2035년에 대입을 바꾸겠다 그러면 2025년쯤에 이런
방향으로 바뀔 것 같거든? 이렇게 됩니다. (ㄱ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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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대입제도의 모집시기 및 지원기회
현재 수시전형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만이 반영되므로 3학년 2학기의 수업은 거의
진행이 어렵고 파행분위기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두 달 정도의 원서접수와 결과발표까지
의 전형과정의 시작을 11월부터 연기하는 방안 등은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가지고 4월에 보면, 애들은 가지고 있는 게
수능성적하고, 내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기중 3학년 2학기 때 두 가지 중 원하는 것으로 원서를
쓰게끔 시키고, 나머지는 다 지금의 논술 같은 데 쓰자는 거죠. 그럼 지금은 논술도 토요일 일요일
에 보게 되니까 몰려서 보게 되는데, 1월달로 가면 몰아서 볼 수 있죠. 방학 때니까 수업이 없으니
까.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의 3학년 2학기 교실은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야하는 내용들이 교과 33단위에다
가 있는데 그게 무력화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낭비인데요. 고등학교에서 바라는 가장 좋은
것은 학생부가 완성된 다음에 가는 거죠. (ㅂ 교사)”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정말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조금 뒤로 미루는 정도로 지금은 9월에 스타트를 하는데, 11월 정도에 스타트를
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ㄹ 사정관)”

미래에는 현재의 모집 시기 구분이 사라지고 상시지원형태로 변경되며 특히 학과에 따라 모집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모집 시기라는 개념은 분명히 없어질 거예요. 수시 정시로 나눠서 수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도 뒤에 있잖아요. 모집 시기는 자체는 분명히 통폐합이 돼서 상시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ㅇ 장학관)”

라) 미래 대입제도의 거버넌스
○ 교육부내의 교육과정과와 대입정책과의 분리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 부족
대입제도와 정책적 결정을 하는 실무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관련 업무가 협의되지 않고 현장
에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며,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업무 진행과 효과적인 대입제도 운영을 위해 주무 부서의 일원화 또는 긴밀한 협업 체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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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교육부의 정책팀하고 교육과정 팀하고 지네들끼리는 남북통일
보다 더 어렵다고. 수능이 유보가 되면, 과정도 유보가 되어야 맞는 건데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 때문에 난리에요. 선생님들이 무슨 교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택해야지, 과정
짜내야지 하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내년 3월 일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는
것. 당장 내년 3월달에 수업 시작되는데 교과서 선정 안 되었고, 과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도 마찬가지에요. 교육과정표도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ㅂ 교사)”

○ 원칙적으로는 대학자율화를 보장하지만 일정수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해야 함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학의 이기심
으로 고교와 학생,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리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해 적절한 부분은 통제 또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완전히 대학이 자율화가 되었을 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에 예속
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국가권력이 나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서로 힘이 불균형이 상태에서 힘의 균형의 맞춰주는 제한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대학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ㄹ 사정관)”

○ 현재보다 교육부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대학 간 클러스터 연합체에 의한 자율규제
미래 대입에서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정책 전달과 시행은 예전에 비해 분명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생적으로 혹은 일정 목적이나 특징을 가진 대학 간 연합체 형성이
활성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하였다.
대학이 구성한 클러스터 혹은 연합체가 구성원들을 컨트롤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의 역할
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돈 많은 대학은 아마 사정관들 많이 해서 할 가능성이 있구요. 그렇지 않은 대학은 간단하
게 고등학교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대학끼리의 어떤 연합체,
그런 연합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교육부가 대학을 돈과 정원으로 묶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대학에 그룹이 있어요. 움직이는 걸 보면.
자기네들끼리도 잘 안 어울려. 그러면 이쪽 대학은 이쪽 대학들끼리 어울리고, 저쪽은 저쪽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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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는 여기서 안 받아주고, 이쪽은 이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중에는 거버넌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ㅋ 장학사)”

○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현재 대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대교협 하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문성
을 갖고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필요한 판단을 하는 기능을 잘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미래에는 보다 명확한 역할을 갖고 전문적 검토를 통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활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 대학 입시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라고 시도교육감이나 입학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엮인 그런 위원회인데요.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중략) 향후에
도 이런 저런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5년도에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ㅈ 장학관)”

○ 대입관련 제 3의 독립기구 발족
대입관련 위원회의 형태가 지금과 같이 대교협 하에 속한다던지 혹은 어떤 기관 산하에 소속
되어 재정이나 규정상 예속 관계가 되는 경우 실제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
하며, 미래에는 대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이나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제 3의 기구 형태로 존재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에 대한 위원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입시만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단위 고등학교가 사업비를 받는. 돈도 쓸
수 있고 정보도 줄 수 있는. 교육청도 저희 산하가 아니라서 통제가 안 되고, 단위 교육청이
다 하고 있어요. 교육감들이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이걸 다 모아서 하나의
독립된 기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저희는 권한이 없는 거에요. 저희가 해야 하는
데 할 것들은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교육위원회가 생기면 그 안에 입시도 만들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ㄴ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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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 차원
가) 대학
○ 교수 vs. 입학사정관 학생선발 관점 차이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선발 시에, 기본적인 학업능력 확인은 필수적이지만, 이 기초학력에 대
한 수준은 개별 평가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수들의 경우, 학생에
대한 학업능력에 대한 요구수준에 입학사정관들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학은 자연스럽게 교수 그룹과 저희 입학사정관 같은 선발 그룹이 있으면 교수 그룹의
요구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그룹에서는 분명히 학업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보는 건
자명한 것 같구요. 거기에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전에는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오면서, 그게
결국 비교과라는 영역으로 옷을 입고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애가 얼마나 성실하냐, 스스로 움직이는
애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이런 부분들인 거구요.
(ㄹ 사정관)”

나) 학생･학부모
○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기심 및 인식변화의 어려움
전문가들은 실제 대학 입시가 자신의 자녀에게 닥친 일이 되면 학부모는 제한적인 시각에서
사회적인 바람직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정보 수집과 유리한 방향으로 대입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입과 관련한 인식 변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학부모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농어촌 전형 이런 것 다 없애야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을 위한 특별전형을 왜 두느냐 이렇게 되면 일반 애들은 대체 어디로 가란 얘기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구요. (중략) 요즘 저희가 대학에서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중요한 주체가 학부
모거든요. 학부모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하고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설명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가장 바람직한 대입제도는 어머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알아서 가는 대입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대입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중략). (ㄹ 사정관)”

343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세대별 학부모의 의식구조 변화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세대가 암기식 수업과 점수 서열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왔으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대학 학위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학부모의
특성이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입과 관련한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학부모 세대의 의식구조의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우리 논의가 대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변화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찌보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30대의 애기를 막 낳은, 이제 걸어 다니는 애들을
자녀로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과연 대학교육이나 대학이나 입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이 사람들은 수능시험을 거친 건데 그래도 이것저것 너무 포기한 게 많아서 자녀도 안
낳으려다가 어쩔 수 없이 낳고... (ㅇ 장학관)”

4) 기술적 관점
대입제도전문가들은 현행 대입제도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여기에서는 대입전문가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대입전문가들이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여한 점,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 처방, 학생
부 종합전형이 정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등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을 대입전문가들이 지적해주었다. 주로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이다보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다.

(1) 선발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선발과정을 고등학교나 학부모들이 알
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가 종종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 측이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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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을 잘못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대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대학
측이 충분히 설명해서 수긍하고 넘어간 사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정성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밖에서 볼
때 깜깜이 전형이다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가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검증이 외부 제3자가 봐서 확인을 해봤으면 한다는 거죠. 그걸
왜 대학에서만 감추고 있냐는 거죠.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자문회하며 채점도 해보고 하겠지만,
그게 저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픈 되고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ㅂ 교사)”

(2) 대학이 원하는 것과 학생부 기록의 미스매치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지만, 학생부의 기록이 대학에서 원하
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학에서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의 학생부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반드시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학생부 상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자율 활동에서는 별로 볼 게 없거든요. (중략) 제가
볼 게 없다는 이유는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애가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변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걔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자율 활동이나 진로활동 쪽에 들어오는 문장
들은 제가 볼 때는 학급단위로 이뤄지는 그 교육 프로그램의 나열이거든요. (ㄹ 사정관)”
“...결국 자동봉진에서 저희가 볼 것은 동아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동아리가 500자로 제한이
있고, 애들은 그걸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다 생각을 해서 3개, 4개, 5개까지 하고, 그러다보면
하나의 동아리에 100자도 못 적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거는 또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
요. (중략) 세특이 요즘 굉장히 강조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몇몇 애들한테만 반복되는 것들 같은 학교의 다른 과를 지원한 같은 계열의 학생부를 열어봤을
때 유사한 문장들이 발견되고.. 실제 평가 작업에서는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이 기록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봐야하는 부분인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자기소
개서 부분과의 매칭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ㄹ 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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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고등학교의 생활을 그냥 기록을
하는 자료여야 되는 것이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수준을 어느 단계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는 철저하게 선별을 한다는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A라는 고등학교에서 B라는, C라는 고등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든 얘가 미적분에서
90점을 받았다고 하면 비슷한 미적분에 대한 학업 성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ㄹ 사정관)”

그렇다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에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위에서 지적
하였듯이 원론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평가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입시를 위해서 형식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다만, 이왕 이
자료를 입시에 활용한다면 기록 수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3) 평가 기준의 변동 가능성
표준화된 시험을 기반으로 선발할 때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려
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는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면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오지만, ‘적합한’ 학생이라면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특성이 학과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수의 성향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
은 대학입시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는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면 이는 입학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학부모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체육과 관련된 특기도 좀 있고, 이런 학생을
선호하고 좋아할 것이다는 생각에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을 어필을 하고 씁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학에서는 올해는 이론적인 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머리가 좋은 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그 기조가
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ㄹ 사정관)”
“...우리는 일단 더 나은 애들, 더 좋은 애를 선발한다기 보다는 적합한 애를 뽑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2.0안에 들어온다, 2.5안에 들어온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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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1.0이나 1.9나 애들이 학업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5하고 3.0하고는 차이가 있죠. (중략) 여기에서 아직도 조금, 고교나
현장하고 대학하고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너무
오픈하게 될 경우, 사실 사교육 쪽에서 먼저 반응해서 나와 버리는 이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ㄹ 사정관)”

(4) 학교 간, 교사 간 서술의 격차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 교사에 따라,
학생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같은 수준의 학생을 두고도 학교가 달라지거나, 같은 학교
라고 하더라고 교사가 달라지면 표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컨설팅 업체
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같은 학생에 대한 서술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부의 같은 항목에 기재하는 내용이 학생별로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교생활기록
부에 기재하는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학교 간, 교사 간 격차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중략) 학교에서 한
행사는 팩트 위주로 쓰게 하고, 그 밑에는 그 아이들의 개별적인 평가를 하는 란을 따로 만들어서
써줘야 해요. (중략)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취평가 기준에 벗어난 아이들의 활동 내역은 기록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ㅁ 교장)”
“...이런 게 굉장히 정교하고, 자기소개서 불러다가 써보게 할까 하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일반 학습경험에 대해 쓰는 애, 국어
영어 어떻게 하고 단어장 만들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렇게 여전히 쓰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ㅁ 교장)”

(5)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표현의 과잉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을 평가하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표현이 점점 과도해
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대학에서는 충분히 검증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였지만, 학생들을 자
신들이 과대 포장되어 합격했다고 믿을 정도로 표현의 과잉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문제는 바로 위에서 언급된 학교 간, 교사 간 서술의 격차 문제가 더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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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서술 중심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적다보면 표현의 과잉, 하지 않았다는 것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이구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꾸며서 하는, 포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무슨
말까지 들었냐하면 합격한 애들조차도 자기가 사실은 과대포장되어서 합격되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가 신입생 애들 만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모르고
너희를 평가했을 줄 아냐.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잘 한 게 맞다고 어루만져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ㄹ 사정관)

(6) 과도한 기록의 양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록하는 양이 과도하다는 것도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록의
양이 과도해지면 몇몇 학생에게 몰아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록이 일률적으로 작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편으로는 이렇게 학교생
활기록부에서 다루는 양이 많은 것은 점수로 기록해야 할 부분까지 글로 기록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어떤 단계의 어떤 과목을 배워서 특정한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점수로 기록
하면 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글로 기록하다보니 기록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록된 양이 너무 많아서 문제에요.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몰아주기 또는 관리 받는 고등학교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일률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어떤 특정 그룹의 애들한테만 작성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ㄹ 사정관)”
“...그 다음에 전형요소에다가 학교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라든가 교과기록을 합친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관찰한 결과를 쓴 것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이 외국과 역전이 되어가지고
외국에서는 아무 것도 안 써져있고 점수만 있어요. (ㄱ 이사)”

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입시와 학교
교육과정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
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자고 나서기보다는 개선하자는 주장이 더 많은
것도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이전에 비해 입학전형에서 다양하게 학생들의 능
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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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관점에서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부분이 입학전형에 반영되면서 교과 성적 이외의 부분까지도 중요
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 사회성, 공감 능력과 같은 부분들은 교육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입학시험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저는 교과수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은 여전히 사회성이나 이런 정서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친구들이 있어서 오는데, 친구하고
잘 지내야 행복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저는 그건 교과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ㄷ 교수)”

한편으로는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용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데, 전체적인 입시의 맥락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화 맥락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각광을 받았지만, 간소화
맥락으로 들어오면서 문제점이 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전형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학종에 대한 비판 부분은 약간 과대가 된 부분이 있구요. (중략) 수시는 특별전형으로서
다양성을 찾기 위한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세월이 지나면서 단순화 구조로
온 거예요. 현 정부가 단순화라는 얘기는 복잡한 것 다 없애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선택하게 했는
데, 두 개로 만들어 놨어요. 학생부하고 수능하고, 수시는 학생부고 정시는 수능이고. (ㄱ 이사)”

(2)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 창출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별 상대평가를 하게 되고, 각 학교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선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교 출신들에게도 기회가 갔다는 것이다.
수능으로 한 줄을 세울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도 풀이한다. 당장은 격차가 있어 보이는 학생들이지만, 2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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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점점 비슷한 실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격차를 매우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나누었는데, 그것이 점점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학생부 상대평가가 생각보다 다양성을 줬어요. 분명히 주고 있구요.
결과적인 평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면 대학이 수능보다는 학생부 위주로 뽑다보니까
상대적 등급이 여러 지역에 여러 고교에 상대적 등급이 좋은 고교가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ㄴ 사정관)”
“...그리고 인식을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왔는데 초반에는 좀 뒤처지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잘 가르치는 학교의 경우에 3학년쯤 되니까 비슷해지는 것. (중략) 사실은
그 격차라는 게 인간 능력의 격차가 그렇게 촘촘하게 나뉘는 게 아닌데 우리가 1,2,3,4등처럼
엄청 생각을 했던 거죠. (ㄷ 교수)”

다) 학생부 종합전형 내실화 방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1)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수준의 제고
전문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질적인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설명도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장점
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채 과도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문제들의 상당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량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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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면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끌어안고
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참여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
어야 할 부분이다.
“... 그래서 입시를 바꾸자. 입시를 바꿔서 동력을 만들자는 뜻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거
든요. 그걸 이 당시에 요즘 공을 살짝 차야할 것을 너무 세게 차서 뻥 날려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데, 4년 동안 홍보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7차 교육과정 4년을 홍보했는
데 이해를 못했고, 사정관제를 4년간 홍보를 하고 시범해놨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두 개가
여전히 있어요. (ㄱ 이사)”
“...아주 오랫동안 획일성, 객관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취약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4년, 과거 제도 이후에,
해방 이후만 생각하면 계속 표준화된 예비고사만 봤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 왔는데, 갑자기
4년을 한다고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ㄷ 교수 )

(2) 정시와 수시의 모집비율 조정
제도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은 수시와 정시의 모집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의 불
만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정시를 대비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 모집의 모집인원이 더 많고, 전형 일정도 수시가 정시보다 빠른 상황이
다. 이에 따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능 위주의 공부가 일반적인 상황
에서 선택의 기회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갖게 되고, 본인들은 기회도 적으면서
더 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는
나보다 못하는 데 대학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양화 측면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시모집이 7~80% 주니까 나머지 20%는 예외적
인 아이들이니까 특기를 가진 애들은 먼저 지원을 해라. 옛날에는 몇 명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수시에서 먼저를 원서를 내도 괜찮았고, 무제한으로 원서를 넣어도 되고, 예외적인 아이들이니까.
다수의 일반적인 정시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가 6번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원서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신이 한 3~5등급 정도의 수능이 잘 나오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그런데 수시 6번의
원서를 낼 수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판을 하죠. 이게 정시가 수능 위주가 70%만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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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봐줄 수 있는데, 한 75%를 그쪽에서 뽑겠다고 하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ㄴ 사정관)”

이에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단기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지금의
비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에 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불만이기
때문에 이는 운영상의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나타난 수시, 정시의
문제도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공동명의나 비공개 등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향상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주체가 담임이기 때문에 작성 후에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사들이 자기 소신대로 작성을 하고 싶어도 입시 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책임이 세게 들어올 것으로 우려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명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같은 곳으로 하고, 그 곳에서
작성에 대한 세칙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그 세칙에 따라 소신 있게 학생들에 대한 기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들의 기술을 졸업 전까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열람할
수 없게 하여 기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소송을 내게 하면 학교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로 나온 게 뭐냐면 학교 성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공동 명의로, 아니면 선생님들의
공동의 결의사항으로 해서 회의록을 남기고 기록이 되면 이건 나중에 아무리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학교가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담임이 쓰잖아요. 담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으로. 그래서 학업성적관리위
원회의 힘으로 우리 학교는 이러 이렇게 한다고 세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그 다음에 행동특성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신껏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ㅂ 교사 )”

(4) 작성항목의 간소화 및 행정 업무부담 완화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부의 기재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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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전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소들의 경우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학생부가 10개 항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아요. 독서활동의 빠지면서
250자로 줄어들고 그게 작년하고의 차이점이고. 평가요소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
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애들 성장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ㅂ 교사)”

(5)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전문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분명히 장점이 있으며, 여러 형태로 변형되겠지만 당장 없어
질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건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는 대체적으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착,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보장 등을 꼽았다.
○ 고교교육의 정상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입학전형을 통해서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는 메시지는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학교에서는 수능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착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에 하나는 고교 교육이 정상화
라고 볼 수 있다.
“ 현재 학교가 정상화 되려면 교과 수업이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고교교육이 정상화 되는
방법은 대학에서 교과가 중요해라고 얘기해주는 건데, 현재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 변하고 있는데, 수업이 개선되는 학교, 수업 개선과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 학교,
수능 문제만 풀고 있는 학교 이렇게 있는데 여건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그러면 학교가 변해요. 그런데 지방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애들이 적어요. 그럼 걔네가 수능을 봐야 해. 그러면 변하려고 해도 10년 전 상황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ㄱ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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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의 한 가지 축은 상대평가의 폐지이다. 특히 수능은
절대평가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과도한 경쟁이 학교교육의 정상화을 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현재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
다. 그러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필수적인 것인 것이다.

○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착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을 교과만이 아닌 비교과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
지, 비교과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바탕으로 비교과적인 요소를 같이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항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업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비교과만 잘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
럼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오해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비교과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그것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떠한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 대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학생 맞춤형 선발 전형이라고 할 때에는 지식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한다고 하면 비교과에서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비교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을 잘 간다고 해서 애들을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못 가니까. 그러면 애들 원성이
커지고, 그런 것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ㄷ 교수)”
“...학업에 대해 확인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대학이 그냥 애들 뽑아서
모아놓는 학원 같은 것은 아니니까, 전공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영수와 같은 기본적인, 대학생이
라면 누구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체력으로서의 기본 학업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ㄹ 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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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보장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보장이다.
입학사정관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다보니 입학사정관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이를 제지
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 불안에 시달려야 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학전형
을 운영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대학의 상황을 파악할 때쯤이면 다른
학교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이 필
수적인데, 현재와 같이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입학
사정관들의 전문성 결여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운영의
안정성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은
제도 정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인데, 입학사정관들은 대학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피해는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입는 거에요. 입학사정관들이 다 잘려 나가고,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ㄹ 사정관)”
“...그래서 제가 절대평가 토론 많이 나가고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안착이 되려
면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보장이 정기적으로 되어야 해요. 그래야 대학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뽑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입학처 밑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거죠. 우리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교원에 입학사정관 넣으면 뽑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원의
지위를 줘야 한다는 거죠. (ㅂ 교사)”

마. 시사점
대입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의 <표 V-20>에 종합하여
제시하고, 미래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분석하였을 때 미래 대입제도의 주요 원칙으로 고교 정상화, 공정성
개념 재정의,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및 모집의 용이성에 대한 중요도 부각이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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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으로 대학서열화의 완화와 학생 평가 및 선발에 대한 관점이 학생의 성장에 맞춰지는
형태로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대입제도의 전형요소, 전형방법, 모집 시기 및 지원 기회와 거버넌
스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는데, 대학과 고등학교 특성에 따른 전형요소의 다양한 변화 형태와
대학입시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는 대학과 학생·학부모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각 집단의 이기심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평가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과 장점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
및 진행 효율성과 관련한 여러 논의와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착 및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보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 기초하여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와 관련하여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 학생선발보다는 학생모집
과 충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가치는 고교정상화에 무게를 두되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래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요소의 성격도 변화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먼저 고교학점제 등의 도입과 맞물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재규정하고 명확
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하고 있고, 고교 자격고사로서의 수능의 출제방식으로는 바깔로레아식 논술형이나 역량측정방
식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과거의
성적 부풀리기 방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균과 표준편차 공개, 교사의 윤리성 강화 교육, 학교
별 성적평가방식 공개 및 분석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논술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즉 고등학교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입전형요소로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이밖에도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에서 양을 줄이는 한편, 학생의 수업과정과 학습이
력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리고 고교학점
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정착될 경우, 과목별 성취기준과 학생의 성취수준이 명확히 기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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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기재는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현행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는 당장 수시-정시비율을 조정하여 유사하게 하거나 정시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 제안되었고, 학생부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연수 강화, 학생부 기록 시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성적관리위원회 등의 공식적 기구에 의해 승인하도록 할 것,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분 안정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각 전형요소의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인식하며 관련 고교 및 대학 환경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대입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나 제반 여건,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나 인식 변화를 꾀하려
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대입제도의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의 업무
분리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연합체의 등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거버넌스의 형태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전문가로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여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위원회나 공식적인 제 3의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제안이 제기되기
도 하는 것은 대입제도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
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4

미래 대입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 분석

가. 설문조사 목적 및 대상
대입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대입제도의 구성요소별 구체적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종합을 위해 미래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및 심층면접,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해 일반대학의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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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은 총 4가지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미래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대학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입 거버넌스 부분별로 제시
하였고 미래 대입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성 정도와 우선 순위를 조사하였
다. 두 번째 영역은 미래 대입제도에서 중시되는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과 미래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을 함께 답하도록 하였고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직접 기술하도록 구성되었다. 세 번째 영역은 미래 대입제도의 전형요소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영역으로, 현재 활용되는 전형요소 항목을 기준
으로 하여 현재와 미래에서의 중요성,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측정 가능 수준, 미래 대입에
서의 중요도 및 변화 양상 등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주요 특성인 소재지,
설립유형, 규모에 따른 대학 유형별로,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미래 대입의 기능
방향과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전형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였으며 기간 내 회신한 총 57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공립대 소속 응답자는 7명, 사립대는 50명이었고, 서울지역 대학
소속 응답자는 35명, 경기지역 9명, 강원·충청지역 2명, 경상 지역 10명, 전라 지역 1명의
응답자의 설문 응답이 분석되었다.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대입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향후 대입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V-20>과 같다.
대학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였고, ‘평가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의 안정적 지위 확보’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
이라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 요인은 ‘학생
중심의 개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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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미래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응답 결과
분야

대학
교육

고등
학교
교육

대입
거버
넌스

조건

n

평균 (SD)

순위

① 대학의 분야(계열) 특성화 정착

57

4.25 (0.61)

3

②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학교육 실현

56

4.04 (0.74)

4

③ 대학서열화 완화

57

3.84 (1.01)

6

④ 대학의 재정자립도 향상

57

4.05 (0.69)

5

⑤ 평가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의 안정적 지위 확보

57

4.56 (0.57)

2

⑥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

57

4.72( 0.49)

1

⑦ 학생중심의 개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57

4.14 (0.74)

2

⑧ 고교학점제 정착

57

3.14 (0.83)

4

⑨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운영 자율성 강화

57

3.60 (0.86)

3

 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정착

57

2.98 (0.90)

5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

57

4.25 (0.81)

1

 정부의 입시정책 관여도 약화

57

4.00 (0.79)

3

 교육부의 대학정원조정 권한 약화 및 축소

57

3.58 (0.84)

4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자율성 강화

57

4.47 (0.71)

1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57

4.33 (0.72)

2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제 3의 전문협의기구에 의한 대입제도
운영

57

3.04 (1.09)

5

대입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 및 모집의 자율성 강화’와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의 중요성 정도에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 중에서 시급하게 대입제도의 변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대학의 학생 선발 및 모집의 자율성 강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 ‘평가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의 안정적 지위 확보’의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시급하
게 개선되어야 할 조건 1, 2, 3순위로 선택된 빈도의 총계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 중요성이
높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표 V-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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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 미래 대입제도 변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조건들의 우선순위 응답 결과
1순위
응답
빈도

2순위
응답
빈도

3순위
응답
빈도

총계

① 대학의 분야(계열) 특성화 정착

1

4

5

10

②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학교육 실현

3

1

1

7

③ 대학서열화 완화

3

2

4

9

④ 대학의 재정자립도 향상

2

2

1

5

⑤ 평가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의 안정적 지위 확보

9

5

6

20

⑥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

8

7

9

24

⑦ 학생중심의 개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5

2

7

14

⑧ 고교학점제 정착

-

-

-

0

⑨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운영 자율성 강화

2

1

-

3

 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정착

-

-

1

1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

2

9

6

17

 정부의 입시정책 관여도 약화

4

3

3

10

 교육부의 대학정원조정 권한 약화 및 축소

-

-

-

0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자율성 강화

13

7

8

28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2

2

3

7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제 3의 전문협의기구에 의한 대입제도
운영

-

1

-

1

분야

대학
교육

고등
학교
교육

대입
거버
넌스

조건

2) 미래 대입제도의 원칙(가치)
현행 대입제도에서 중시되는 원칙(가치) 다섯 가지의 현재와 미래 중요성 및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V-22>와 같다. 현재 대입제도에서는 ‘선발의 공정성’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교육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미래 대입에도에서는‘선발
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선발의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사회 통합’ 원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현재와
미래 대입제도 모두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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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2❙ 대입제도에서 중시되는 원칙(가치)의 현재와 미래 중요성 및 차이 분석 결과

n

현재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

미래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

중요성 차이
응답빈도

평균
(SD)

순위

평균
(SD)

순위

평균 (SD)

현재
중요

동일

미래
중요

① 공교육 정상화

51

4.49
(0.50)

2

4.25
(0.81)

3

-0.25
(0.69)

14

39

4

② 선발의 타당성
(적격자 선발)

50

4.47
(0.57)

3

4.52
(0.54)

1

0.36
(0.42)

4

46

6

③ 선발의 공정성
(운영의 공정성)

51

4.70
(0.46)

1

4.47
(0.68)

2

-0.23
(0.73)

11

42

4

④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

51

3.98
(0.79)

4

3.68
(0.71)

4

-0.30
(0.71)

13

42

2

⑤ 사회 통합

51

3.74
(0.86)

5

3.58
(0.94)

5

-0.16
(0.80)

9

43

5

미래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 정도에서 현재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중요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요성이 미래 중요성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한 사례보다 미래
중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한 사례가 많은 원칙은 ‘선발의 타당성’이었고, 다른 네 가지
원칙은 모두 현재의 중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한 사례가 많아 음(-)의 평균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살펴보면(표 V-23 참조), ‘공교육 정상
화’ 원칙에 대한 현재와 미래 간 중요도 차이의 원인으로 향후 사회 다변화에 따른 공교육 범위
의 변화 또는 공교육 약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학교교육 중심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이
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증대할 것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여 현재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미래 대입제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원칙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선발의 타당성’ 원칙의 현재와 미래 간 중요도 차이의 원인으로 미래에는 학생 수 감소와
다양화로 인하여 대학 진학이 선택으로 바뀌어가면서 대학 주도로 학생들의 역량이나 전형 특성
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 선발보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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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운영이나 특성화 비중의 증가가 뚜렷해져 목표를 가지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발의 공정성’ 원칙의 중요성이 현재와 미래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향후에는
경쟁이 완화되고 공정성의 개념을 재정의 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중요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며 향후 대학의 선발 자율성이 더 확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도 미래의 대입제도에서 선발
의 공정성 원칙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지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원칙의 경우 향후에는 대학 학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고교 교육
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해져 사교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상황이 예견되므로 미래 대입제도
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사회 통합’원칙에
대해서는 계층 간 이동을 유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별
특성화나 대학을 필수로 생각하는 인식이 완화되므로 대학의 사회 통합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다.
❙표 Ⅴ-23❙ 현행 대입제도에서 중시되는 원칙(가치)의 미래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 차이 원인 기술 내용
대입제도 원칙(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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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교육 정상화

Ÿ 고교 학교별 / 지역별 차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함
Ÿ 대학의 역할이 변화.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교육의 연장선상에 대학이 있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음
Ÿ 대입제도의 목표는 인재 선발이 되어야함
Ÿ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닐 가능성 높음
Ÿ 사회 다변화에 따른 공교육의 범위 변화 및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인정 필요.
고교 교육 중심 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
Ÿ 대학서열화
Ÿ 향후 공교육 약화 가능성 상존, 강제적인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공교육 정상화는 어려울 것
Ÿ 중등교육의 중요성 강화
Ÿ 현재 대입제도에서 많은 부분 목표 달성
Ÿ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증가

② 선발의 타당성
(적격자 선발)

Ÿ 선발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선발의 ‘타당성’
부분의 중심점이 공교육에서 대학으로 바뀔것
Ÿ 학생 수의 감소로 선발보다 학교운영(특성화)비중의 증가
Ÿ 학생 수 감소, 교육과정 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매년 학생들의 역량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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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원칙(가치)

Ÿ 전형 특성에 부합 하는 학생 선발 중시 / 학생 다양화
Ÿ 대학 진학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뀜에 따라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선발
Ÿ
Ÿ
Ÿ
Ÿ

③ 선발의 공정성
(운영의 공정성)

Ÿ
Ÿ
Ÿ
Ÿ

Ÿ

경쟁 완화
학생 수의 감소로 선발보다 학교운영(특성화)비중의 증가
대학 자율성 확대 시 공정성 중요도 강화
현재 충분히 공정함. 정치적 목적으로 공정성을 의심하며 제도의 변화를 꾀함.
정성평가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 증가 /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
공정성의 개념 재정의 필요
점수 중심의 선발 탈피 가속화
학생부 종합전형시행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발의 공정성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됨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전문성강화, 회피제척시스템 강화 등의 효과)
현재 대입선발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다양한 전형이 있지만)크게 보았을 때,
획일화 되어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관여를
줄여나가서 대학에서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조금 낮아지게 될 것임
현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미래 대입제도에서는 그 중요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됨

④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

Ÿ 대학의 경영 및 선발 자율권이 확대된다면 학생·학부모의 부담경감은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 것
Ÿ 사교육 의존도 완화
Ÿ 대입제도의 목표는 인재 선발이 되어야함
Ÿ 인구감소를 통한 대학 경쟁력 약화로 사교육 감소 예상
Ÿ 변함 없을 것
Ÿ 학부모 개입 불가능한 구조 도입
Ÿ 대학입학여부가 인생에 큰 영향이 없을 듯
Ÿ 한계효용체감
Ÿ 다른 준비 없이 고교생활 만으로 대학에 진학 가능

⑤ 사회 통합

Ÿ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기회 제공은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이므로, 설사
대학에서의 선발권이 자율성이 획득된다 하더라도 사회 기여적 측면만큼은 요구받고
실행해야 함
Ÿ 대학별 특성화로 사회 통합 기능 약화
Ÿ 대입제도와 사회통합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Ÿ 역사적으로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 교육이었으므로
Ÿ 대학 입학의 사회 통합적 기능의 역할 약화
Ÿ 계층상승 수단으로서의 역할 증대
Ÿ 대입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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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및 미래 대입제도에서 중시될 것으로 생각하는 대입제도의 원칙 각각 하나만 선정하도록
하였을 때, 현행 대입제도에서 중시하는 원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
대입제도에서 중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칙으로는 ‘선발의 타당성’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Ⅴ-24참조).
❙표 Ⅴ-24❙ 현재 및 미래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원칙 조사 결과
현행 대입제도
중시 원칙 응답 빈도

미래 대입제도
중시 원칙 응답 빈도

① 공교육 정상화

24

10

② 선발의 타당성 (적격자 선발)

8

27

③ 선발의 공정성 (운영의 공정성)

20

11

④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

4

2

⑤ 사회 통합

-

5

계

56

55

3) 미래 대입제도의 전형 요소
다음 <표 V-25>는 대입제도의 전형요소와 그 하위의 세부 전형요소에 대해 현재의 중요도와
미래 중요도, 미래 역량 측정 수준을 질문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대입전형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한 상위 5개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과 ‘교과등급’, ‘서류확인면접’,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자기소개서의 두 번째 항목인 ‘교내활동 관련 기술’이었다.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 하위
5개의 전형요소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대학별 적성고사’, 교사 추천서의 체크리스트
두 종류, ‘토론 면접’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25❙ 각 전형요소의 현재 및 미래 대입전형에서의 중요도 분석 결과
전형
요소

세부전형요소

학교 출결사항
생활 수상경력
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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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입전형에서의 중요도
평균

SD

2.40

순위

미래 대입전형에서의 중요도
평균

SD

0.68

2.20

0.72

2.44

0.54

2.25

0.72

1.41

0.56

1.58

0.60

31

순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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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요소

세부전형요소

평균

SD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

2.14
1.96

0.58
0.69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동아리

2.86

0.35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

2.12

0.60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진로

2.16

0.70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등급
교과학습 발달 상황: 수강과목의 성격,
이력

2.82

0.38

2.53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SD

2.07
2.16

0.65
0.71

2.84

0.42

2.30

1.16

2.37

0.70

2.66

0.48

0.57

2.75

0.48

4

2.60

0.49

2.77

0.50

3

독서활동 상황: 책제목 및 저자명 기록

1.86

0.61

2.16

0.7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79

0.46

2.82

0.39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관련 노력,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2.47

0.57

2.43

0.60

2.67

0.48

2.63

0.56

2.12

0.60

2.16

0.73

2.50
1.69

0.69
0.72

2.57
1.76

0.72
0.79

1.81

0.76

1.85

0.82

1.64

0.68

1.67

0.72

1.79

0.77

1.85

0.82

종합의견

2.16

0.81

2.13

0.89

인성면접

2.26

0.70

2.30

0.76

서류확인면접

2.74

0.48

2.67

0.58

출제문항면접

1.95

0.72

2.00

0.78

토론면접

1.75

0.67

2.18

0.74

심층면접

2.46

0.78

2.71

0.56

대학수학능력시험

2.61

0.59

1.96

0.76

대학별 논술

2.05

0.75

1.73

0.73

28

대학별 적성검사

1.52

0.63

1.41

0.69

31

실기고사

2.34

0.67

2.24

0.64

학업관련: 서술형기술
교사
인성 및 대인관계: 체크리스트
추천서
인성 및 대인관계: 서술형 기술

순위

미래 대입전형에서의 중요도
평균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자기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소개서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대학자율항목
학업관련: 체크리스트

면접

현재 대입전형에서의 중요도

1

2

3

5

28
29

4
27

30

순위

1

2

27
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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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6>은 대입제도의 전형요소와 그 하위의 세부 전형요소에 대해 미래 중요도와 미래
역량 측정 수준을 질문하여 그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대입전형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
로 응답한 상위 5개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동아리’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심층면접’, 학생생활기록부의 ‘수강과목의 성격, 이력’이었다. 중요
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 하위 5개의 전형요소에는 ‘대학별 적성검사’, ‘자격증 및 인증 취득’,
교사 추천서의 체크리스트 두 종류, ‘대학별 논술’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26❙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요소의 미래 대입 전형에서의 변화 양상 기술 내용
세부
전형요소

변화 양상 기술 내용

출결사항

Ÿ 세대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출결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임. 현재보다 더 철저한
관리 요구됨
Ÿ 심각한 수준으로 출결사항이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
Ÿ 매번 출석하는 학교형태 변화, 유연화 양상, 일정공간과 시간의 의미 변화
Ÿ 학습방법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출결사항이 무의미해 질 수 도 있을 것 같음(사이버강의 등),
온라인 수업증가로 인해 측정 불가능할 가능성
Ÿ 출결보다 시간 관리 능력 중시

수상경력

Ÿ 고교간의 수상경력 기준 차이로 대입에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기 어려워, 학생부에서 삭제
될 것으로 판단됨
Ÿ 학교별 수상실적 차이, 신뢰성 확보 및 제한적 작성 필요
Ÿ 어느 정도 수상경력이 전공적합성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중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별 학교 내에서 수상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경쟁적 수상이 무의미하
도록 해야
Ÿ 공정성 확보 시 외부수상 경력도 작성 가능하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성과 도전정
신 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요소

Ÿ 사교육의 개입이 상당히 많은 요소로 학생부에서 삭제되어야 함
자격증 및 인증
Ÿ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로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으며, 큰의미가 없어짐
취득
Ÿ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인한 취득기회 증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인증범위 확대

진로희망사항

Ÿ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꾸준한 진로희망사항을 유지하며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학
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
Ÿ 현재는 진로희망을 기록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미래에는 좀 더 구체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희망 변화를 구체적 기술하고 학생 활동을 평가
Ÿ 희망사유 대신 주요 실적으로 작성

Ÿ 학생이 아닌 학교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리더십 활동 이외에는 단체활동이 많아 변별이
없음.
창의적 체험활동 Ÿ 형식적 활동에서 실질적 활동으로, 실제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 스스로 선택, 구성, 참여한
상황: 자율
활동 기록
Ÿ 창의적체험활동 작성의 틀이 조금 더 체계화 될 것으로 예상[현재 학교간 기술되어있는 내
용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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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요소

변화 양상 기술 내용

Ÿ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 성실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
Ÿ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유의미한 결과물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 기록
창의적 체험활동
된다면 더욱 중요도가 높은 평가 영역이 될것이라 판단합니다.
상황: 동아리
Ÿ 활동내용을 현재보다 상세히 기록
Ÿ 더 많은 자율동아리가 개설되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참여 예상
Ÿ 봉사 그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도 없고, 대리로 기록
가능 함, 학생부 기록 내용의 축소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
Ÿ 협력 봉사정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증가할 것. 그래서 평가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봐야할 것,
배려, 이타심, 협력 등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반영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진로

Ÿ 자율활동 영역과 마찬가지로 단순 학교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한 진로활동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 및 활동별 진로사항이 작성되어야 함
Ÿ 진로활동의 구체화, 고도화, 활동내용을 현재보다 상세히 기록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등급

Ÿ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교사-학생 공동 기입
Ÿ 성취평가제 운영 양상이 중요, 성취평가 도입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Ÿ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큼은 교과등급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나 일정
수준이상의 학업능력은 갖춰져 있어야 함
Ÿ 절대평가 전환에 따라 다소 약화 가능성
Ÿ 형식적인 내용(여러학생에게 비슷하게 작성)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기재될
것으로 기대됨(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수강과목의
성격, 이력

Ÿ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측정할 수 있다고 봄.
Ÿ 현재는 고교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에 한계가 있음
Ÿ 성취평가제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안착
교과수업에서의 정성적 평가기술이 향상될 것이라 예측함
추상적인 문구보다 구체적으로, 누가기록의 활성화
고교생활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글자수 확대 필요
객관적 지표 활용
현재는 평가할 내용이 많지 않으나, 이후 학생부 내용이 풍부해 진다면 평가할 내용이 많아
져 그 중요도가 높아질 것
Ÿ 학생의 교과학습 참여도, 발달상황 구체적 제시

Ÿ
Ÿ
교과학습 발달 Ÿ
상황: 세부능력 Ÿ
및 특기사항
Ÿ

독서활동 상황: Ÿ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생들의 허위 기술을 막을 현실적인 방도가 필요함.
책제목 및
Ÿ 학생부 기록 내용의 신뢰도를 떠나 독서활동은 매우 중요함
저자명 기록
Ÿ 신뢰성 확보가 중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Ÿ 학생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작성 필요
Ÿ 학생, 학부모에게 비공개 되고, 교사가 소신껏 기록할 수 있다면, 대학에서도 의미있는 판단
할 수 있음
Ÿ 교사가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인 만큼 학생의 수업태도, 인성,
교우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세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임
Ÿ 추천서 폐지로 인한 교사 의견 반영 방법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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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의 세부전형요소 각각에 대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지 혹은 사라질 것인지를 예측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였을 때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동아리,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요소의 경우 앞으로 유지·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나타났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 수강과목의 성격, 이력 요소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성취평가제 안착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실현이 된다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진로 희망사항, 독서활동
등의 요소는 논란이나 실제 변별력 부족을 언급하여 미래에도 사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응답한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기록 내용은 <표 V-27>에 각 요소별로 제시하였다.

❙표 Ⅴ-27❙ 자기소개서, 면접 세부 요소의 미래 대입 전형에서의 변화 양상 기술 내용
세부
전형요소

변화 양상 기술 내용

자기소개서:
학업관련 노력,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Ÿ 표절, 대필 등의 점검에 따른 이유 때문에 자소서 활용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갖는 대
학이 많음-자소서를 전형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남
Ÿ 학과목으로 치우치지 않고 학습의 개념을 넓고 크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방법이 아니
라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학생의 관점에서 서술 필요
Ÿ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학생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

자기소개서: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Ÿ 자기소개서 축소 및 폐지 예상
Ÿ 학습경험 항목과 통합

자기소개서: 배려,
Ÿ 사례와 과정이 대부분 흡사하여 변별하기 쉽지 않음, 삭제 필요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 실천 Ÿ 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 가능
사례와 그 과정에서 Ÿ 배려와 나눔의 가치 상실하지 않기 위함
배우고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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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대학자율항목

Ÿ 불필요
Ÿ 대학이 자유롭게 문항을 설정함으로써 지원자의 필요역량 측정이 가능함
Ÿ 대학의 입장에서 각 대학별로 원하는 문항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는 만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인성면접

Ÿ 면접의 영향력 감소 혹은 폐지, 교육부 대교협에서 요구에 의해 강화되고 있지만 미래에
는 현재보다는 약화될 것
Ÿ 지식이 아닌 인성에 더 주목하는 사회 풍조가 커짐에 따라 인성 면접에 대한 중요도도
부각될 것으로 보임
Ÿ 10분 내외의 짧은 면접시간으로 학생의 인성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자료
및 질문을 통해 최대한 학생의 인성을 평가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수준의 중요성
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Ⅴ.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세부
전형요소

변화 양상 기술 내용

서류확인면접

Ÿ 면접의 영향력 감소 혹은 폐지
Ÿ 자소서상의 내용 부풀리기로 작성한 학생들에게 추가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음
Ÿ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
Ÿ 서류평가 상향평준화에 따른 검증 강화, 다각도로 평가방식이 이루어질 것
Ÿ 역량중심의 평가방법 정착

출제문항면접

Ÿ 사교육, 선행학습영향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축소
Ÿ 성취도평가로 인한 학업역량 변별 약화로 인해 출제 필요성 대두
Ÿ 전형자료의 변별력 약화로 활용범위 확대

토론면접

Ÿ 2014년 건국대 1박 2일 합숙면접을 제외하고는 최근 토론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거의
없음. 다양한 면접 형태로 진행하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적인 운영 및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급 축소되는 추세
Ÿ 반복연습에 의한 토론은 무의미함
Ÿ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더 크게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토론 면접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Ÿ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 민주사회 구성원 교육의 근간이며 이는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교육방향임

심층면접

Ÿ
Ÿ
Ÿ
Ÿ
Ÿ
Ÿ
Ÿ
Ÿ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평가를 위해 확대되었으면 함
기간 설정에 제한받지 않고 심층 면접과 평가가 필요
현행 면접방식에 가장 가까운 평가 방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공정성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
개별학생에 맞게 면접이 이루어져야할 것
역량중심교육과정 운영으로 심층면접의 활성화
교육부의 제재가 없다면 심층면접이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함
토론면접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 입학의 자율성이 좀더 강화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됨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세부 요소가 미래 대입 전형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기술한 결과를
살펴보면 심층면접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부 요소들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
다. 심층면접은 미래 전형방법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제제라든지
신뢰 혹은 공정성 측면의 인식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함께 언급되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이외의 현행 전형요소인 추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논
술, 대학별 적성검사, 실기고사의 변화 양상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의 <표 V-28>에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의 성격이나 활용 목적이 달라진다는 의견
이 대부분이었고 향후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추천서, 대학별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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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적성검사는 폐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나 미래 전형요소로서의 효용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실기고사는 특수한 상황이나 전공 목적에 부합하므로 미래 대입 전형요소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Ⅴ-28❙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외 전형요소의 미래 대입 전형에서의 변화 양상 기술 내용
세부
전형요소

변화 양상 기술 내용

추천서

Ÿ 불필요, 추천서는 폐지될 것으로 예측
Ÿ 필요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전형자료이지만 수험생 및 교사 부담 증대라는 이유로 우리
대학의 경우 받지 않고 있어 아쉬움. 양적측정에서 질적 측정으로
Ÿ 현재는 인정주의에 입각한 평가 인플레 존재. 향후 보다 소신 있는 선진적 기록을 기대함

대학수학능력시험

Ÿ
Ÿ
Ÿ
Ÿ
Ÿ

대학별 논술

Ÿ 사교육 유발 확률이 높아 축소/폐지 될 것
Ÿ 대학의 대입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논술 혹은 대학별 고사의 유지가 필요함
Ÿ 고교현장에서 논술교육이 가능해진다면 미래대입전형요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됨

대학별 적성검사

Ÿ 폐지, 필답고사방식의 적성고사는 적절하지 않음
Ÿ 대학맞춤인재 선발

실기고사

Ÿ 예체능 계열에 존속 의미가 있음, 모집단위에 따라 필요함
Ÿ 대학별 특기, 적성에 맞는 인재선발의 주요도구 중 하나
Ÿ 공정성 강화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지원 기준(수능최저학력기준) 정도로 활용 가능성 대두
자격시험이 되더라도 학생역량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고사는 필요함
수능을 무력화 시킨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변별력 약화로 다른 전형요소와 서로 보완되어야 함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사용
될 가능성이 있는 전형요소의 구체적 형태를 질문하였을 때 다음의 <표 V-29>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전형 요소로 비디오 포트폴리오와 발표 면접, 학업계획서, 자율기술서가
제안되었고, 일부는 현재보다 다양한 형태의 전형요소 조합을 제시한 의견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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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9❙ 미래사회의 변화의 따라 새롭게 생성 가능한 전형요소
표준화된 자율기술서 도입
학업계획서
대학 자율 양식의 포트폴리오(예.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주어진 주제 또는 과제에 대한 발표 면접
비디오 형식의 포트폴리오 영상(자기소개 자유양식)
앞으로의 대입전형은 수능, 성적, 서류평가를 통한 1단계 우선선발 시행과 2단계 면접 추가하는 전형을 통하
여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미국식 선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모든 지원자를 면접 보는
형태가 아니라 수능성적과 서류평가의 성적이 우수하면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면접은 필요시에 대상인원만을
상대로만 진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교의 교육이 3학년 2학기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수능과 대입전형 일자를 고려해야하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일괄전형이 필요하다.
Ÿ 서류와 면접을 종합할 수 있는 평가 (통합평가, 방문평가 등)
Ÿ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와 다른 전형요소(글쓰기, 논술 등)의 결합
Ÿ
Ÿ
Ÿ
Ÿ
Ÿ

4) 대학의 특성별 대입제도의 기능과 전형요소의 차이
2035년 이후 미래에 대학의 소재지와 설립유형, 규모와 같은 대학 특성에 따라 대입제도가
어떤 기능으로 운영될 것인지 또한 어떤 전형 요소를 사용할 것인지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V-30>과 같다. 수도권 국립 대규모 대학의 경우 대입 기능은 ‘우수학생 선발’을,
전형요소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빈도 높게 응답하였다. 수도권 국립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수도권 국립 대규모 대학과 마찬가지로‘우수학생 선발’을, ‘학생부’를 사용 예상
되는 전형요소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수도권 사립 대규모 대학의 경우 대입 기능은 ‘우수학
생 선발’을, 전형요소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빈도 높게 응답하였다. 특징적으로
수도권 사립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는‘학생모집 충원’이 대입의 주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전망되
었고, 전형요소는 ‘학생부’, ‘면접’을 빈도 높게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규모 국립대의 경우만 대입이 ‘우수학생 선발’기능을 할 것으로 보았
고 나머지 중소규모 국립대, 대규모 사립대, 중소규모 사립대의 경우는 ‘학생모집 충원’기능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대학들은 특히 미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요소로 다른 유형의 학교들과 달리‘학생부교과’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그 중에서 비수
도권 대규모 사립대는 면접도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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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0❙ 대학 특성별 대입제도의 기능과 사용 예상되는 전형요소 응답 분석 결과

소재지

설립유
형

대입 기능
(항목 응답 빈도)
규모

전형요소
(사용에 응답한 빈도)
면접

논술

국가
표준화
시험

37

36

16

30

25

26

30

5

26

42

24

37

37

27

29

28

36

32

28

35

13

25

38

8

40

26

34

34

9

28

중소규모

8

39

29

31

27

27

4

25

대규모

9

36

29

31

26

31

8

25

중소규모

0

46

24

32

22

22

6

22

우수학생
선발

학생모집
충원

학생부

학생부 자기소
교과
개서

대규모

44

2

42

21

중소규모

28

18

35

대규모

41

4

중소규모

21

대규모

국립
수도권
사립

국립
비수도권
사립

다. 시사점
이상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대입제도의 안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
에 대한 신뢰 증가 및 안정적 지위 확보,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대입제도의 주된 전형유형인 학생
부 종합전형의 평가방법이 정성적 종합평가를 표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정성적 평가’
는‘정량적 평가’와 달리 정량화된 지표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점수로 반영되는
방식이며, 학생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환경적 인지적 정서적인 변인들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다
(김수연 외, 2013).‘종합평가’방식은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조합
하여 평가영역에 맞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각 평가요소를 조합하여 평가자의 전체
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지원 모집단위와 얼마나 잘 맞는 학생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방식이 종합평가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육전문가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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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정성적 종합평가방식으로서 미래지향적 평가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평가자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공정성 시비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평가자인 고등
학교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평가 전문성 확보와 이에 대한 신뢰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대학입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의 의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
였다. 대학입시에서 사회적 위상과 선호도가 높은 일부 대학들의 경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과도한 변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잉변별 요구는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와는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미래사회에는 대학입시의 기능이 학업역량 최우수 학생의 선발에 우선
순위를 두기 보다는 고교-대학연계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대학교육으로 순조롭게 이행
되도록 그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입전형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와 맞물려 책무성 강화도 중요
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입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현재는 선발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래에
는 선발의 타당성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입학
경쟁이 현재보다 완화될 경우, 정량적 점수에 국한하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따지기 보다
는 대학의 계열이나 전공별로 요구되는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이력이나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넷째, 현재 대입제도에서 사용되는 대입제도의 전형요소들이 미래 역량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다르게 반응하였다.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1) 동아리 활동, 2) 교과성
적, 3) 서류확인면접,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 자기소개서의 두 번째 평가항목인‘고교재
학 중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활동’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래대입전형에서는 1)
동아리 활동,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 심층
면접, 5) 수강과목의 성격과 이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이라 활동과 교사의 누적적･
종합적 평가결과인 행돋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인식
되었다.
다섯째, 현재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미래대입제도에서 전형요소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는 포트폴리오나 학업계획서 등도 중요한 전형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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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단기적으로 제안된 서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형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준비부담 및 표준화･공정성･사
교육 영향 등의 문제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대학의 소재지, 설립유형, 규모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중소규모 사립대학, 비수도권
은 대규모 국립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대학입시는 우수학생선발이 아닌 학생충원과 모집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충원과 모집에 치중하는 대
학들의 경우, 학생부 교과형태의 전형유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형요소를
대폭 축소하여 고등학교 성적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등학교의 성적체계가 절
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가 가능하지만 2025년 이후 고교학
점제와 성취평가제가 도입될 경우, 고등학교 내신만을 전형요소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고교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공통과목에 대한 수능 절대평가 성적 등을 보조
적인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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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이 장에서는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주요 시사점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하, 제시
되는 시나리오의 도출 과정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용된 시나리오 기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
나, 대입제도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나리오 기법의 주요 특징들 취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먼저, 시나리오 기법의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하
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나리오 도출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끝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시나
리오를 통해 개별 시나리오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1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도출 과정 및 절차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은 제안하는 분야 및 학자마다 다양하며, 계량적 접근
부터 정성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방법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며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래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예측의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정책집행 결과 예측이나 변화 정도를
살피는 데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시나리오는 장래 도래하게 될 상황을 파악하는 탐색적 접근으로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시도되었던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378

Ⅵ.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서 활용된 시나리오 도출과정은 다섯 번에 걸친 전문가 그룹의 표적집단면접과 이를 통한 전문
가 조사를 통해 미래 대입제도의 모습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가. 시나리오 기법 개관
여기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시나리오의 개념부터 해외에서의
시나리오 기법의 분류, 일반적인 적용 절차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 적정 시나리오 수 및
시나리오 기법의 특징 순서로 검토하도록 한다.

1) 시나리오 기법의 개념과 의의
시나리오(Scenario)는 조직이나 사회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건들
을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Hiltunen, 2009). 시나리오 기법의 대표
연구자로 알려진 랜드 연구소의 Herman Kahn은 시나리오를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사건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점의 가능한 연결고리를 분류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의 가설적인 사건 집합’
으로 정의하고 있다(Kahn & Wiener, 1967: Amer et al., 2013 재인용). 오늘날 미래연구에
서 활용되는 시나리오는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추려내고 종합하여
다양한 대안적 미래상을 이야기가 있는 글이나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임현 외, 2009). 이와 같은 시나리오 기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에서 적군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에 미국의
대중정책 개발, 국제 개발,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의 분야까지 확장되어 왔다(임현 외, 2009).
시나리오 기법은 기업의 미래예측과 같은 조직 수준에서도 폭넓게 활용되어 왔으나, 국가 수준
의 정책예측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Saritas & Oner, 2004).
시나리오는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종의 이슈에 대해 미래에 나타날 모습을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자, 변화 요인 등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라 할 수 있다. 환경 내에서 미리 결정된 확정적인 요소, 실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변화된 마음가짐, 예측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 등 세 가지가
시나리오 기법 적용 시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는데(Amer et al.,
2013), 이것은‘시나리오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Scenario does not predi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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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라고 언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Godet, 2000). 즉, 시나리오 개발 과정은 다양한
발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사고 확장과 이에 기초한 미래 탐색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나리오 기법은 그 동안 축적되어 온 방법론만 해도 수십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고 방법론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정형화된 틀이나 모종의 정합성
이 보장된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최항섭 외, 2005)는 점에서 시나리오 기법39)은 방법
론적 측면의 타당성 제고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 때문에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도출
되는 시나리오가 특정한 사람들의 견해나 상상력을 무작위적로 나열한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
며,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의 단계 내 요소들의 정합성과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정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하므
로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대화, 논쟁, 토론이 끊임없이 전개 되어야 한다(김경애
외, 2015).

2) 시나리오 기법의 분류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과 관련하여 일관된 분류나 접근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Amer et al., 2013). 시나리오 접근법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시나리오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학파(Intuitive
logics school)’가 있는 데, 이 부류 연구자로 대표되는 인물로 1960년대 랜드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시나리오를 연구해 온 Herman Kahn이 있다. 그는 시나리오를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사건뿐
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점의 가능한 연결고리를 분류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의 가설적인 사건
집합으로 파악하였다(Amer et al., 2013). 이 부류의 시나리오 기법은 의사결정이 경제, 정치,
기술, 사회, 자원 및 환경들 사이에 복합적인 관계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Huss
& Honton, 1987; Amer et al., 2013: 27 재인용), 시나리오는 인과과정과 의사결정에 초점을
39) 시나리오 기법은 1950년대 RAND사에서 Herman Kahn이 개념을 사용하였고 미국 정부에서 실행된 군사전략으
로 처음 활용되었다고 한다(조근태･권혁신, 2001; 김진한･김성홍, 2004). 이는 어떠한 조직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미래연구방법을 의미한다(안종배 외,
2014), 시나리오 기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예측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도 각종
제도나 정책의 미래 예측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각 학문분야마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기법이 장래 도래하게 될 상황에 대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상으로 예측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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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사건들이 일련의 가설적인 연속적인 사건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Burt, 2007;
Amer et al., 2013: 27 재인용). 이 부류 연구의 특징으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직관적 논리 접근법(intuitive logics approach)에 기초하여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
는데 있다. 이 방법은 보다 유연하며, 시나리오 구성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는 점과 함께 당해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많은 변인들이 정성적이며 애매하고(imprecise), 재정적, 정치적 특징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Amer et al., 2013).
한편, 시나리오 기법 분야의 두 번째 연구부류로 ‘확률론적 수정 경향(probabilistic modified
trends : PMT)’학파가 있다(Bradfield et al., 2005). ‘확률론적’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로
계량적 접근을 활용하게 된다. 주요 방법으로는 경향성 영향 분석(trend impact analysis :
TIA) 및 교차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 CIA) 등이 있으며, 두 가지 축을 병합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r et al., 2013). 이 방법은 오늘날까지 많은
미래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의 방법들이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미래 사건의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데이터의 외삽법(extrapolation)에 의존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시나
리오 기법과 시계열 분석과 같은 예측 기법을 결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Amer et al.,
2013). 이 부류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차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
CIA)이 있는데, 이 방법의 주요 골자는 핵심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하나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보고, 인과 관계 및 상관관계가 매트릭스 내의
모든 변인들 간에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으로부터 파생되어 온 방법으로는
상호작용 미래 시뮬레이션(Interactive Future Simulations : IFS), Battelle사가 개발해 온
BASICS (BATTELLE Scenario Inputs to Corporate Strategies), 상호작용 교차영향 시뮬레
이션(Interactive Cross Impact Simulation : INTERAX)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기법 연구의 세 번째 부류로, 장기간의 계획을 위한 시나리오 플래닝
개념을 제안한 ‘La prospective’가 있다(Amer et al., 2013). 이 부류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DATAR (the Office for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라는 프랑스 정부조
직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 학파(French school)’로 회자되고 있다(Amer et al., 2013).
이 부류 연구에서 미래는 미리 결정되지 않은 현재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미래는 연구자가 창조하고 모델링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미래연
구는 숨겨진 잠재력과 위험 그리고 현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방법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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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으로는 정책결정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상적인 미래 이미지와 규범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데 있다(van Vught, 1987; Amer et al., 2013: 2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기법은 크게 연구 참여자의 직관력이나 통찰
력에 의존하는 정성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이 있으며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학파
(Intuitive logics school)’가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적용한다. 측정 가능한 변인들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의 수량적 접근(quantitative approach)은 ‘확률론적 수정 경향(probabilistic
modified trends : PMT)’학파와 ‘프랑스 학파(French school)’로 회자되는‘La prospective’
학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양자를
혼용하거나 연구주제와 맥락에 따라 연구자들이 취사선택하여 활용한다.

3) 시나리오 기법 적용 절차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 절차는 연구주제,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변형된 틀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40) 먼저, 미래에 대해 묻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명확히 하여 중심 이슈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연구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향후 도달하게 될 미래 모습을 중심이슈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추후 개발하게 될 시나리오의 시간범위에 따라 고려되는 이슈 범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시나리오 작성에 앞서 예측의 시간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심이슈를 명확히 확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조사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이슈
관련 요인을 선정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요인을 정의하고 요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지 선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STEEP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시나리오는 요인에 기반하여 도출되므로 요인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응답 대상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요인의 영향력과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이를 서열화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각 요인별로 영향력과 불확실성을 조사하고 그 값을 분석하여 각 요인별로 순위를 확정하게
된다. 미래의 불확실성 축에 따라 영향력과 불확실성 평가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40)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절차는 시나리오 기법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절차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나리오 기법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382

Ⅵ.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바, 불확실성 축의 수가 2개이면 4개의 시나리오가 생성되고 축의 수가 3개이면 3~8개의 시나
리오가 생성된다. 즉, 불확실성 축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나리오도 다양하게 도출되므
로 불확실성의 축의 수가 너무 많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선정해야 효율적으로 시나리오가 도출된
다(기술인문융합창작소, 2013). 중요도와 불확실성 기준을 두 축으로 매트릭스에서 우선 요인
을 도출할 때 주의할 점은 중요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낮은 2사분면에 위치한 요인들은 단기적
인 예측에서 확실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요인이라는 점이다. 반면, 중요도가 높고 불확실성
역시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한 요인들은 장기적인 예측에서 나타날 변인들로 분류되며 연구주제
와 예측되는 미래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요인을 도출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논리를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을 토대로 요인들을
구조화하고 시나리오 논리를 도출하는 단계로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는 당초 연구진이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이 요인을
최종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근거에서
활용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개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다. 개별
시나리오는 앞서 살펴본 요인 정의 방식, 불확실성의 축의 수에 따라 그 수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다음에는 앞서 도출된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데 본 연구 주제와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
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시나리오 도출에 대한 다섯 가지 기준을
준수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다(기술인문융합창작소, 2013). 첫째, 시나리오 타당성과 관련
하여 미래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상상 가능한 수준의 시나리오로 확정해야 한다. 연구자의 관점
과 시나리오 기법의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개별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도 있는 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는 최종 시나리오로 확정해도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시나
리오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나리오 간에 구조와 내용은 상호 차별화를 지녀야 한다.
즉, 개별 시나리오에 활용된 요인들이 상호 중복되지 않고 잘 구분이 되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시나리오의 도전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즉, 도전적인 내용과 미래상
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통찰
력을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도와야 하며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이상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각 시나리오를 통해 전략적 비전과 목표, 기회와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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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함의를 분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앞선 단계에서 작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계속
진행되며, 시나리오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며, 각 시나리오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
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Ⅵ-1❙ STEEP 기반 시나리오 기법 적용 절차
출처: 기술인문융합창작소(2013). 기술인문융합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예측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산업통상자원부. p.184 인용

4) 적정 시나리오의 수
시나리오` 기법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에 대해 정해진 정답은 없다. 다만, 대부분의 미래 연구자들은 대략 3~6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Amer et al., 2013), Durance & Godet(2010)는
시나리오의 가능한 조합의 순수한 규모가 압도되지 않기 위해 4개에서 6개를 개발할 것을 추천
하고 있다(Amer et al., 2013). 또한, GBN(Global Business Network)와 SIR(Sanford
Research Institute)는 두 가지 가설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세부 하위 주제나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무시하게 되는 등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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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Amer et al., 2013). Bezold(2010)은 가장 예측 가능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
가능할 정도로 도전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비전이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가
개발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앞선 연구자들이 주로 시나리오의 수를 언급한 반면,
Bezold(2010)는 준거를 기준으로 시나리오의 수를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Amer et al., 2013). 한편, Schwab et al.(2003)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할 것을 주장하면
서 제일 좋은 케이스, 제일 나쁜 케이스, 추론 가능한 케이스로 구분되어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Amer et al., 201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구주제의 상황적 맥락, 핵심 이슈를 효과
적으로 잡아내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정하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 제안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Amer et al., 2013).
한편, 모종의 단일한 미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단일 시나리
오’와 미래 불확실한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는 ‘복수 시나리
오’와 같은 분류도 있다(임현 외, 2009). 단일 시나리오의 경우는 미래의 수많은 불확실한 경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복수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
의 분류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는 아니며,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연구의 주제와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선택하게 된다.
5) 시나리오 기법 적용 시 접근법
시나리오의 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나리오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접근법(approach)이라
할 수 있다. Pillkahn(2008)은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기초적인 원칙 등의 조합으
로 위와 같은 최소접근법(minimal approach), 표준접근법(standard approach), 최대접근법
(maximum approach) 등 세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하였다(Pillkahn, 2008). 이하, 각각의 접근
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가) 최소접근법(minimal approach)
최소접근법은 불확실성의 축을 2개로 구성하여 4사분면의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구성하게
된다. 이 방법은 사분면 매트릭스를 활용하게 되며 미래 일어날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간단한
서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논의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최소접근법의 경우 아래 그림처
럼 불확실성에 대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사분면에 개별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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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 영향 요인에 대해 도출된 값을 중심으로 4개의 사분면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가 미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예측하고 논의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불확실성 축 B도 높고, 불확실성
축 A도 높은 경우에는 1사분면에 위치한 (+,+) 시나리오로 구성하게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3사분면에 위치한 (-,-) 시나리오로 구성하게 된다.

❙그림 Ⅵ-2❙ 최소접근법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나리오 도출(예시)
출처: 기술인문융합창작소(2013). 기술인문융합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예측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산업통상자원부. p.186 인용

이 방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종합적인 상황과 환경이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표현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Amer et al., 2013).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미래 모습
이 위와 같이 네 가지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 가지의 불확실성 축만으로 주어
진 주제의 상황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표준접근법(standard approach)
표준접근법은 3~8개의 불확실성 축을 구성하여 윌슨매트릭스 및 형태 분석을 통해 관리 가능
한 수의 불확실성과 요소를 가진 질의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기술인문융합창
작소, 2013). 표준접근법에서 개별 시나리오의 개념 또는 요인의 영향력과 불확실성을 평가하
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윌슨매트릭스(Wilson matrix)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Amer et al., 2013). 연구자들이 미래와 관련된 개별적인 요인들을 예측할 때, 잠재
적인 영향력(potential impact)과 개선 가능성(development probability)이 가장 높은 요인들을
우선순위 도출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Amer et al., 2013). 이 과정에서 각 축 내에서의 기준은
연구주제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통상적으로 세 개 이상 선정하기도 한다(Amer et al., 2013).
매트릭스상에서 개별 축 내 기준이 3개가 되더라도 가장 영향력이 높고 개선 가능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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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영역 내에서의 요인을 도출하게 된다.
아래 그림은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윌슨매트릭스 사용 예시이다. 먼저, 핵심이슈와 연관성이
있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게 되고 이들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불확실성을 측정하여 각 요인들이
불확실성과 중요도를 축으로 하는 4개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사
분면의 경우에는 불확실한 요인이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지닌 요인으로 평가되는 바, 이들 요인
은 장기적인 예측에 활용되는 요인이다. 반면, 2사분면에 위치하는 요인들은 결정된 요인이자
확실한 영향을 지니고 있는 요인들로 단기적인 예측에 주로 활용되게 된다.

❙그림 Ⅵ-3❙ 시나리오 변인 추출을 위한 윌슨매트릭스 사용(예시)
출처: 기술인문융합창작소(2013). 기술인문융합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예측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산업통상자원부. p.186 인용

❙그림 Ⅵ-4❙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윌슨매트릭스 사용(예시)
출처: Amer et al.(2013). A review of scenario planning. Futures 46. p.3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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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그림은 윌슨매트릭스 사용을 예시한 것이다. 상단에 위치한 그림의 경우 불확실성
의 축이 X축에 위치해 있으며, 영향력은 Y축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2사분에 위치한
요인들이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결정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목대상이 된다(임현 외,
2009). 반면, 하단 그림의 경우는 각각의 축에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고 상단의 그림과 달리
X축은 잠재적인 영향력, Y축은 개선가능성(확실성)으로 모두 9개의 사분면으로 표시하여 나타
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위치한 High Priority에 위치한 요인들이 잠재적인 영향
력이 높으면서도 개선이 가능한 수준의 요인으로 파악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요인을 도출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형태학적 분석을 시도하게 된다. 형태
학적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은 1960년대 Fritz Zwicky가 정량화할 수 없는 문제와 다차
원 척도의 가능한 해를 구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이다(Amer et al., 2013). 형태학적 분석은
앞서 윌슨매트릭스를 통해 도출된 최종 요인들 가운데 양립 불가능한 조합들을 삭제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그림 Ⅵ-5❙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형태학적 분석 사용(예시)
출처: Amer et al.(2013). A review of scenario planning. Futures 46. p.35 인용

다) 최대접근법(maximum approach)
최대접근법은 9개 이상의 불확실성 축을 구성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미래를 예측
하게 되는 방법으로 윌슨매트릭스, 형태분석, 교차영향분석 등을 활용하게 된다. 이 방법은
높은 자유도와 미지의 변수를 가진 복잡한 주제에 적용하게 된다. 이 방법에 활용되는 방법은
앞서 설명된 윌슨매트릭스, 형태학적 분석이 모두 활용되기도 하고 교차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과 일관성분석(Scenario consistency analysis)도 활용된다. 이 방식의 기본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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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준접근법과 유사하나 불확실성의 축이 9개 이상인 경우 활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접근 방식은 표준접근법과 유사하다.

라) 시나리오 접근법의 특징
이상의 내용 가운데 복수 시나리오 구성 시 접근법(프레임 워크)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나
리오의 방법론적 틀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나리오 기법에서 제시되는 복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프레임 워크로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기술인문융합창작
소, 2013). 불확실성의 축을 2개로 구성하여 4사분면의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구성하게
되는 최소접근법은 사분면 매트릭스를 활용하게 되며 미래 일어날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간단한 서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논의하는 방법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미래모습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 가지 접근법은 불확실성 축의
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사용되는 방법도 보다 복잡해지며 비용도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각
접근법의 구체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1❙ 시나리오 기법의 세 가지 접근법 비교
최소접근법

표준접근법

최대접근법

불확실성 축

2

3~8

>8

사용된 방법

사분면 매트릭스

윌슨매트릭스, 형태분석

비용

최소

적정
관리 가능한 수와 불확실성

적용

질의에 대한 간단한 서술

및 요소를 가진 질의에
대한 서술

윌슨매트릭스, 형태분석,
교차영향분석, 일관성 분석
최대
높은 자유도와 미지의
변수를 가진 복잡한 주제

출처: Pillkahn(2008). Using Trends and Scenarios as Tool for Strategy Development. Table32, p.200 인용

389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6) 시사점
시나리오 기법은 학계에서도 정형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연구주제, 상황적
맥락,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약간의 변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연구주제가 협소하고 지엽적
인 부분을 다루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수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
의 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또한, 미래연구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설-검증으로 이어지는 연역적 방법론을 취하기보다 귀납
적 방법에 입각한 순환적 절차(cycling procedures)를 통해 연구자 및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이
일정부분 개입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정성적 판단이나 전문가 협의의 내용은 미래
를 예견하기에 타당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 기법 적용 절차대로 시나리오를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주제와 관련
된 최종적인 시나리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구진이 도출한 시나리오가 앞서
제시된 타당성, 차별성, 도전성 및 유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접근방
법과 적용 절차 일반적인 시나리오 기법의 방법적 특성을 취하되, 요인을 도출하는 과정과 시나
리오 도출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나.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접근 방법
지금까지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표준접근법에 기반한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분석모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분석모형은 다음 장에서
제시될 미래대입제도 영향요인과 시나리오 도출의 방법론적 기저가 된다. 또한, 본 연구의 시나
리오 영향요인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조사되었고, 영향요인의 도출과정과 영향요인의 선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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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접근법에 기반한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분석모형
가) 시나리오 분석모형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5년의 미래대입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
지 예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대입제
도의 모습을 예견하였다. 앞서 시나리오 기법 개관에서 검토한 것처럼 시나리오 기법은 논의하
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며, 연구주제 및 맥락 등에 따라 적실성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표준접근법(standard approach)에 입각하여 도
출되었다. 표준접근법은 핵심적인 영향요인이 3개에서 8개 이하인 경우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윌슨매트릭스(wilson matrix)와 형태학적 분석(morphological analysis)를 활용하
여 최종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IV-6]과 같다.

❙그림 Ⅵ-6❙ 표준접근법 기반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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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도구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의 요인에는 두 개의 상반된
내용 요소로 구성하였다. 가령, 대입제도의 항목에서 요인이 고등교육기관 ‘특화’로 설정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요소는 ‘대학의 기능 특화(연구, 교육, 지역사회기여, 산학협력)에 따라
대학별로 특화된 계열․학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 요소1과‘명문 4년제 종합대학 형태와
유사하게 일반계열 학과를 편성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요소2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하나의 요인에 두 개의 상반된 내용 요소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관 특화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편, <표 Ⅵ-2>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내용요소는 ‘확실성’과 ‘중요도’를 구분하여 척도
로 구성하였다. 확실성과 중요도 모두 해당 요인의 내용요소가 확실하게 나타나며, 중요도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3점에 가깝게 평정하게 되며, 불확실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에 가깝게 평정하게 된다.
❙표 Ⅵ-2❙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전문가 조사지(예시)
요인

내용 요소

특화

대학의 기능 특화(연구, 교육, 지역사회 기여,
산학협력)에 따라 대학별로 특화된
계열․학과가 증가할 것이다.

(1)

확실성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명문 4년제 종합대학 형태와 유사하게 일반
계열 및 학과를 편성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다) 전문가 조사
시나리오 도출에 앞서 영향력이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
가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제1차 전문가 조사는 앞서 정리된 요인 가운데
최종 요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이다. 조사 목적은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각 요인의 측정값을 얻는데 있었다. 1차 전문가
조사는 이하 이어지는 영향요인 선정과정을 통해 설문지로 작성되었으며, 미래교육 및 미래학자,
대입담당자,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 등 1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 조사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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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제1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에 목적이 있음

조사
대상

• 미래 교육 분야 학계 전문가
• 미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원, 미래사회․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조사
방법

• 이메일조사 : 요인에 대한 확실성 및 중요도 각각에 대한 7점 척도(-3점부터 3점까지) 구성하여
이메일조사 실시

조사
기간

• 설문지 작성 : 2017년 8월 20일 ~ 31일
• 조사 실시 : 2017년 9월 1일 ~ 15일(15일 간)
• 자료 코딩 및 분석 : 2017년 9월 15일부터 17일(3일 간)

표본 수

• 응답표본 100명
- 미래학자 및 교육학계 전문가(대입제도 관련 연구수행 유경험자)
- 대학의 입학업무 담당자(입학사정관, 입학처장)
-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조사
내용 및
결과
활용

• 본 조사를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준 측정
• 조사에 응답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윌슨매트릭스 및 형태학적 분석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도출에
활용

한편, 제2차 전문가 조사는 앞서 1차 조사를 통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시나리오의
규범적 수준 및 탐색적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차 전문가 조사는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교육 분야 영향요인 및 대학교
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가운데 2사분면에 위치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는 역시 미래교육 및 미래학자, 대입담당자,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
등 1차 전문가 조사에 응답 표본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로 실시되었다.
❙표 Ⅵ-4❙ 제2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1차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규범적 시나리오 및 탐색적 시나리오 도출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

조사

• 미래 교육 분야 학계 전문가

대상

• 미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원, 미래사회․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조사

• 이메일조사 : 요인에 대한 확실성 및 중요도 각각에 대한 7점 척도(-3점부터 3점까지) 구성하여 이메

방법

일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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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기간

내용
• 설문지 작성 : 2017년 9월 16일 ~ 19일
• 조사 실시 : 2017년 9월 20일 ~ 28일(8일 간)
• 자료 코딩 및 분석 : 2017년 9월 29일부터 30일(2일 간)
• 응답표본 100명

표본 수

- 미래학자 및 교육학계 전문가(대입제도 관련 연구수행 유경험자)
- 대학의 입학업무 담당자(입학사정관, 입학처장)
-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조사
내용 및
결과

• 규범적, 탐색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초기 확률 값 도출
• 형태학적 분석과정에서 개별 시나리오 도출

활용

라) 영향요인 및 시나리오 도출 방법
본 연구에서 최종적인 시나리오 도출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미래대입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개별 요인의 내용요
소별로 측정값을 확보하고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최종요인을 확정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
계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을 통해 형태학적 분석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된다.

(1) 윌슨매트릭스 기반 영향요인 도출 과정
본 연구에서 미래대입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반된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요
소별로 확실성과 중요도를 모두 조사하였다. 개별 요인들은 핵심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의 중요도와 확실성을 기준으로 할 때 단기적으로 예견 가능한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임현 외, 2009). 이와 같은 이유로 미래대입제도 영향요인 조사 과정에서도 확실성과 중요
도를 모두 조사하였다. 먼저, 확실성은 각 요인의 내용요소별로 응답 대상자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값 간 격차를 구하게 된다. 만약, 평균값 간 격차가 큰 경우 해당 요인의 내용요소1과 2가
상호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는 해당 요인의 내용요소1과 2가 상호 반대되는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평균값 간 격차가 작은 경우 해당 요인의 내용요소
1과 2가 상호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내용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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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장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확실성 축에서는 두 내용요소 간 평균의 격차를 검토하였다.
한편, 중요도는 각 요인의 내용요소별로 응답대상자의 평균을 구하고 두 값의 평균을 구하게
된다. 중요도는 해당 요인의 내용요소1과 2의 평균값의 평균으로 해당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를 평가하였다. 만약, 해당요인의 평균값이 큰 경우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은 윌슨매트릭스의 1, 2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며, 이들 요인은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평균값이 작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요인들은 주로 윌슨매트릭스의 3, 4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며, 이들 요인은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
교육 분야의 영향요인과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구성요인의 확실성과 중요도 값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요인 도출을 위해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하였다. 앞서 요인별로 확실성
평균격차와 중요도 평균값은 각각의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윌슨매트릭스 좌표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윌슨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위치한 요인들 이 1차적으로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사분면에 위치한 요인들의 수가 초․중등 교육 분야 및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각 대영역마다 5개 이상씩 도출되는 경우 전체 10개의 요인이 도출되며,
이 경우에는 총 2×2×2×2×2×2×2×2×2×2가지의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앞서
적정 시나리오 수의 관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시나리오 수로 보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로 본 연구에서는 윌슨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위치한 요인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들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2개를 최종 요인으로 도출41)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전문가 조사
이메일 조사

➜

윌슨매트릭스
2사분면 요인

➜

1차 영향요인 도출

2사분면
중요도 1, 2순위
최종영향요인
도출

❙그림 Ⅵ-7❙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과정

(2) 형태학적 분석 기반 시나리오 도출 과정

41) 이와 같이 도출하게 되는 경우 2×2×2×2로 전체 8가지의 시나리오 도출되며,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시나리오는 3~4개의 시나리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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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최종 요인이 도출되면 형태학적 분석에 따라 요인의 내용 요소 간
조합을 통해 최종적인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형태학적 분석의 방법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전문가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응답대상자를 대상으로 윌슨매트릭
스상의 최종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요소의 우열을 선택42)하도록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조사 내용은 각각의 요인에 대해 미래 나타날 것이라 예견되는 ‘탐색적’인 상황과
미래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되는 ‘규범적’인 상황에 대해 모두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한
이유는 동일한 요인의 조합에 대해 미래 당연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견되는 탐색적인 상황과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며 바람직한 대입제도에 대한 규범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개별 요소는 하나의 요인에 두 개의 상반된 내용요소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의 개별 요소는 모두 8가지가 된다. 4개의 요인이 각각 2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의 수는 ‘2×2×2×2=16’총 16가지의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시나리오는 탐색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 모두를
고려하므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는 32가지가 된다.
최종시나리오 도출은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값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 즉, 2차 전문가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를 전체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16가지 시나리
오가 생성되는 각각의 사례수를 확률로 보고 그 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확률값 가운데
가장 확률 값이 높은 시나리오 두 가지를 탐색 및 규범적 시나리오의 최종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2) 미래대입제도 변화의 영향요인 도출43)
시나리오 도출의 주요 목적은 미래대입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을 달리하여 이어지는 미래대입제도 개선방안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즉, 2035
년을 기점으로 미래대입제도의 모습을 그려보고 거시적인 미래대입제도의 안목을 얻는 데 있

42) 전문가 조사는 한 요인의 상반된 내용요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록] 참고
43) 앞서, 인구구조와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는 주로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트렌드로 볼 수
있는 반면, 이하 살펴보게 될 과학·기술 및 사회 변화는 주로 초·중등교육 분야의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트렌드로 볼 수 있다.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 파악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특히, 중등교육)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무시한 채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 분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문가 조사과정 및 조사문항도 두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396

Ⅵ.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핵심이슈는 ‘2035년 미래대입제도’가 되며, 본 연구에서 도출
하게 되는 시나리오 역시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된다. 영향요인 도출에 앞서 본 연구의 영향요인
선정절차를 살펴보고,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가) 영향요인 선정 절차
본 연구에서는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
법을 취하지만 미래대입제도에 대한 초․중등 교육 분야의 영향요인과 대입제도 분야의 영향요인
을 각각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미래대입제도는 장래 도래하게 될 모습
과 관련하여 현재의 메가트렌드로부터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관련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2차례에 걸친 전문가협
의회 및 내부 연구진 협의회를 거쳐 최종 영향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영향요인
선정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메가
트렌드
문헌
조사

➜

주요 변화 양상
포착
전문가협의회

➜

교육 관련 이슈
도출
전문가협의회

➜

초·중등교육 분야/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변화 양상 명확화
내부연구진 협의회

❙그림 Ⅵ-8❙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 과정

미래 시나리오 연구에서 핵심이슈가 선정된 이후 요인을 정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가 있다(임현
외, 2009). 본 연구는 2035년을 기점으로 미래대입제도를 예견해 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분야의 영향 요인 및 대학교
육 및 대입제도의 영향을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도출에 목적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을 통해 도출
되는 거시적인 트렌드가 미래대입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령,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여 과학․기술 야가 급격하게
변화하더라도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특정한 요인이 미래대입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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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문헌분석 과정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FGI 과정에서도 역시 파악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를 기반으로 하되
미래대입제도에 대한 초･중등 교육 분야의 영향요인과 대입제도 분야의 영향요인을 각각 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도출하였다.
메가트렌드는 미래 도래하게 될 거대한 경향을 의미한다. 2035년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메가트렌드로는 인구구조, 경제·산업구조, 과학·기술발달, 사회변화 등
크게 네 가지 거시적인 요인을 고려하였다.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조사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
된 것이 미래대입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EEP의 다섯 가지 영역 가운데 사회변화의 하위 요소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래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환경은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정책은 사회 및 과학·기술,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하위 내용으로 포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상의 접근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경제산업구조, 과학기술분야, 사회 변화 등 크게 네 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나)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미래대입제도
먼저, 인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핵심적인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
한 감소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지며, 대입제도의 구성요인 가운데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의 기능이 대학별로 차별화 될
수도 있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수도 있다. 일부 대학이 경우, 현재와 같은 선발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지만 아니라 교육기능과 학생충원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학령기의 진학자뿐만이 아니라 성인학습자의 재교육 차원, 외국인 유학생 등도 주요
입학자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가운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대학의 특화현상이 가속되는 작동기제가 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성인학습자의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게 되어 대입입학 자원이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
지 않고 다양화되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 간 사회이동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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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도심지역으로 인구가 보다 쏠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며, 도심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에 인구
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통폐합과 도심지역
학교 소규모와 같은 특징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장래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대입전형이 별도로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며, 대학입학자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가운데 장래 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이들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 및 탈북학생의 증가는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대입자원 감소로 인하여 외국인 유학생들도 과거보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어진다면 이들은 정상적인 학습자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대입방
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학생선발의 원칙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경제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미래 메가트렌드로 저성장과 고용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오늘날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산업동력이 특정 주력산업에
한정되지 않는 구조로 과거 1970~1980년대와 같은 고속성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면 취업률이 하락하게 되고 질 좋은 일자를 쟁취하기 위한 취업경쟁은
지금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고용안정성 역시 지금보다 더욱 불안정해 질 것으로
예견되며 이와 같은 고용불안정성은 취업경쟁을 심화시키는 모종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등교육단계에서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관심을 쏟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학위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 지대는 여전히
존속하게 될 것이며, 명문대 및 선호학과 대한 선망은 지금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과 고용불안정으로 예견되는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방향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인문·사회 분야의 학과보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과가 보다 우선시 되며, 대학은
졸업 예정 학생들의 취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현상이 보다 심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와 달리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래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
나타내면 아래 [그림 Ⅵ-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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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트렌드

주요 변화 양상

저출산
문제
심화

노인인구의
증가
인구
구조
변화

학령인구의 ➜
급격한
감소

경제
산업
구조

저성장
낮은
고용
안정성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

수학능력시험: 고교졸업자격고사,
학생 역량 및 적성 고려한
맞춤형 대입전형 확대

대학
특화

대학의 기능 특화 현상 심화

➜

대학
개방
화

대학 입학자원의 다변화:
고교졸업자, 성인학습자 외
외국인유학생 등

농산어촌 및
도심 소규모 ➜
학교 문제 발생

전형
방법

소외계층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한 입학전형 도입

학생
선발
원칙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선발
원칙의 변화

학위
가치

명문대, 선호학과 경쟁 심화
일부대학의 대학 자체 고사 강화

대학
역할

대입에서 대학의 역할(자율성 및
책무성)의 변화, 대학교육의 변화

노인들이
노후
설계를
위한 교육
필요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과
확대

취업률
저하,
취업경쟁
심화

➜

➜

➜

대학입시의 기능 다변화:
선발기능, 교육기능, 학생 충원기능
등의 변화
학생선발 관점
변화(국가주도적 표준화 고사
및 대학자체 선발), 학생선발의
원칙 변화(학생개인의 특성과
발달과정 고려)

전형
요소

➜

➜

대입
기능
변화
학생
선발
방법

학생수
생산가능 ➜ (잠재노동인구)
감소
인구 감소

도시화, 교외화
및 역도시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탈북주민
및
청소년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초·중등교육 분야/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변화 양상

교육 관련 이슈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
확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고등교육단계
취업지원

➜

❙그림 Ⅵ-9❙ 미래사회와 교육체제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인구 및 경제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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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기술분야 및 사회 변화와 미래대입제도
미래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메가트렌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가속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과거 20여 년 동안 급격하
게 우리 생활을 변모시켜왔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개선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사회의 모습을 유도해 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발달의 가속화 분야에서 예측되는 미래 모습으로는 사물인터넷(IOT)의 발달 및
확산과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 도래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
육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구분 등의 전통적인 학교교육과정의 모습을 바꾸는 원동
력이 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탐색’하는
능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탐색된 지식을 상황에 적실성 있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래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의 수업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게 된다. 전통적인 교과 간 장벽은 융합화 방향으
로 전개될 수도 있으며, 핵심역량 중심의 수업과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교원이 필요해지며, 미래사회 교원의
역할도 오늘과 달리 바뀔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미래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게 될 핵심적인 트렌드가 인공지능이다. 미래 인공지능
의 발달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수행하는 분석능력
의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초·중등교육 분야
에서도 교육평가와 수업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엄밀한 분석능력은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교육평가에 대한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교사의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관점 역시 변화될 가능성
이 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예견되는 미래 초·중등학교의 수업모습은 지금과는 다를 것으로
예견된다. 인공지능의 세밀하고 엄밀한 분석능력은 학생맞춤형 정보를 지금보다 더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맞물리면서 과거와
다른 교실 수업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사회 분야와 관련된 메가트렌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정부주도 거너넌스 구조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사회적 구성원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정부주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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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화는 전통적인 교육거버넌스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거버넌스의 변화는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데, 거시적으로는 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집권적 교육행
정체제의 완화, 고교 유형의 변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교육조직의 관료화
약화, 교원의 역할 변화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요인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입제도의 구성요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사회에서 사회적 인식은 오늘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사회적 경쟁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심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보다 완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의 주요 변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진학경쟁,
수월성과 형평성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방향,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미래사회는 오늘과 달리 사회적 구성원의 층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
부분은 앞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도 살핀 바 있으며, 사회적 구성원의 층이 다양해지는 경우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며 학교교육과
정 및 수업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
나타내면 아래 [그림 Ⅵ-10]과 같다.

메가
트렌드

주요 변화 양상

사물인터넷
(IOT) 발달

과학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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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발달
가속화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도래
과학기술과
타분야
융합화
(인문/사회
분야와
융합화)

초·중등교육 분야/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변화 양상

교육 관련 이슈

교과
➜ 구분

➜

교육과정 융합화
및 교과통합
가속화

융복합 교고목 편성 등 교과 간
융합화 심화

교육
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확대,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
교육과정 수권체계 변화

교원
역할

교원의 역할과 기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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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트렌드

주요 변화 양상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학교교육
분야
인공지능
활용

정부주도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초·중등교육 분야/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변화 양상

교육 관련 이슈

➜

학생평가 방식
변화

➜

교육
평가

학생평가에 대한 관점 전환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의
변화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강조

➜

학교수업의
변화

➜

수업
방법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학생주도적, 학생 개별 맞춤형
등 수업방법의 변화

➜

교육
거버넌스
구조 변화

초·
중등
교육
구조
➜

대학
거버
번스

사회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

사회적
경쟁구조
변화

➜

교육분야의
‘경쟁’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

시장논리에 입각한 다양한
초·중등교육기관 증가
(ex, 명문학교 증가),
고교 유형 다양화, 단위학교
학교장의 권한 확대,
교육조직의 구조
변화(비관료화),교원양성체계
변화, 교원의 역할과 기능 변화
대학 간 협력 현상 심화, 대입
정원에 대한 정부 통제 변화,
대입제도에 대한 정부역할 변화,
대학의 역할 변화(자율성, 책무성),
관계기관의 영향력 변화,
대학 내 대입관련 업무 변화

교육
방향

교육에 대한 수월성 및 형평성의
관점 변화

진학
경쟁

명문대 입시 경쟁 문화 변화,
대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
변화

교육
투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변화, 명문대 학위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
과정
운영

학생의 진로방향 및 내용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고등교육단계 성인학습자
가 고려된 교육과정 운영

세대 간
갈등
한부모가정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사회적
구성원
다양화

➜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관심 확대

❙그림 Ⅵ-10❙ 미래사회와 교육체제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학·기술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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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조사도구를 작성하였으며, 조사도구는 본 연구의 부
록에 수록하였다.

2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분석

이 절에서는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1) 응답대상자의 특성 분석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1차 전문가 조사는 미래교
육 및 미래학자, 교육학계 전문가(대입제도 관련 연구수행 유경험자), 대학의 입학업무 담당
자,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 등 100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조사는 이메일로 실시되었
으며, 응답 대상자 100명 가운데 75명이 응답하여 75%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2차 조사
역시 이메일로 실시44)되었다. 1차 전문가 조사에 응답한 응답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Ⅵ-5❙ 1차 전문가 조사 응답대상자의 성별, 재직경력 및 종사분야
성별

빈도

퍼센트

재직경력

빈도

퍼센트

남성

44

58.7

5년 미만

6

8.0

여성
결측
전체
종사분야
교육

30
1
75
빈도
68

경제
과학기술
기타

2
3
2

전체

75

40.0
1.3
100.0
퍼센트
90.7
2.7
4.0
2.7
100.0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결측
전체

23
13
14
9
4
5
1
75

30.7
17.3
18.7
12.0
5.3
6.7
1.3
100.0

44) 2차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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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1차 전문가 조사 응답대상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

빈도

퍼센트

직위

빈도

퍼센트

일반계 고등학교

10

13.3

진로진학 담당 교사
(부장교사)

10

13.3

자율형사립 고등학교

3

4.0

교장, 교감

3

4.0

국공립 일반대학

12

16.0

보직교수(입학처장 외
보직교수)

5

6.7

사립 일반대학

21

28.0

일반교수

13

17.3

사립 전문대학

1

1.3

입학 담당부서 직원

15

20.0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17

22.7

기타

28

37.3

민간연구소 및 단체

4

5.3

시스템

1

1.3

교육부 및 유관기관

5

6.7

-

-

-

기타

2

2.7

-

-

-

전체

75

100.0

전체

75

100.0

2)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 교육 관련 요인 분석 결과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성에 앞서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교육 관련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관련 요인은 모두 18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상반
되는 내용요소가 각 요인마다 2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36개의 확실성과 중요도 값을
가지게 된다. 초중등교육 관련 확실성 내용요소 전체 평균은 0.489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858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 내용요소 전체 평균은 0.96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768로 나타났다.

❙표 Ⅵ-7❙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교육 관련 요인 분석 결과(평균)
축

내용요소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확실성

36

-1.307

1.92

0.489

0.859

중요도

36

-0.48

2.307

0.960

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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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대입제도 영향요인 도출 과정에서 확실성의 경우 하나의 요인 내
두 내용요소 평균 간 격차 값을 X축의 좌표에 나타내게 되며, 두 내용요소 평균의 평균을 Y축의
좌표에 나타내게 된다. 초·중등교육 관련 전체 20개 요인의 확실성 및 중요도 값은 아래 <표
Ⅵ-8>과 같다. 한편, 전체 20개 요인에 대한 확실성의 전체 평균은 1.329로 나타났으며, 중요
도 평균은 0.925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추후 이어지는 윌슨매트릭스 분석 X축의 기준 값이
된다.

❙표 Ⅵ-8❙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교육 관련 요인 분석 결과
확실성
요인

정부
단위
학교
관계
(1)

초․중등
교육
체제
(2)

1-1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관련 권한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다.

평균

편차

0.107

1.640

중요도
평균
격차

평균

편차

0.507

1.528

1.160
단위학교 학교장의 학교운영관련 권
한이 확대 될 것이다.

1.267

1.329

1.216

1.417

초․중등 교육은 정부주도적 정책과
1-3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
로 존재할 것이다.

0.347

1.607

0.662

1.633

1-2

초․중등 교육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영향력
1-4
이 강화될 것이다(예: 특수 명문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증가)

0.240

0.891

0.587

1.661

1.120

1.568

교육조직의 관료화(순환전보, 승진
-0.347
위주인사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1.511

-0.480

1.750

1-5

교육조직의 전문화(자율성, 도덕적
1-6 사명,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및 상
호 협력)로 변화될 것이다.

1.320

1.327

1.733

1.417

고등
학교
유형
(4)

고교다양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
1-7 이다(예: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마
이스터고 등)

0.014

1.662

1.137

1.702

1-8

고교다양성 정책 추진 기조가 약화
될 것이다(예: 특목고, 자사고 폐지)

0.440

1.646

1-9

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0.743

1.536

1.667

0.627

0.426

1.230

요소
평균

0.861

교육
(학교)
조직
(3)

수요자
선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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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1.067

1.571

0.813

1.6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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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요인

내용요소

1-10

평균

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가 축
-0.486
소될 것이다.

일부개방형 교원양성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1-11
0.760
(예)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사범대
교원양
학 등
성
완전개방형 교원양성 제도가 도입․
(6)
정착될 것이다.
1-12
-0.227
(예) 최소한의 교육기간을 거쳐 교
원 임용
학습에 대한 안내자 및 조력자 역할
1.827
교원역 1-13 을 11할 것이다.
할
지식전달자이자 교수자의 역할을 할
(7)
1-14
-0.347
것이다.
교육
방향
(8)

진학
경쟁
(9)

교육
과정
수권
유형
(10)

편차

중요도
평균
격차

평균

편차

1.473

0.613

1.618

1.403

0.400

1.602

0.987
1.729

0.935

0.413
0.427

1.726

1.653

1.225

2.173
1.664

0.940
0.227

1.689

0.707

1.807

소수 엘리트 위주의 수월성 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0.013

모든 학생을 위한 양질의 평등교육
1-16
이 강조될 것이다.

1.040

1.502

1.640

1.147

중등단계에서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1-17 진학을 위한 경쟁분위기가 유지 혹
은 심화될 것이다.

0.013

1.484

0.587

1.612

중등단계에서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1-18 진학을 위한 경쟁분위기는 완화될
것이다.

0.387

1.593

1.187

1.468

0.973

1.452

0.267

1.833

1-15

교사수권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국가교육 과정 적용의 유연
1-19
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구성 자율
성 증대)
학생주도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학생의 진로방향과 내용에
1-20
기초하여 대학에서의 전공희망별 교
육과정 편성과 운영)

1.712
1.027

1.173

0.373

0.887

0.432
1.405

교육과정이 교과중심, 지식(주지교
1-21 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중심, -1.027
결과․성과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다.
영역 및
요소
교육과정이 역량(자기관리, 지식정
(11)
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1-22
1.920
의사소통, 공동체) 중심, 탐구․수행․
과정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다.

1.592

1.384

1.865

1.225

1.498

0.013

1.878

2.947
1.124

요소
평균

0.013
2.307

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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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요인

교과
구분
(12)

교육
과정
운영
(13)

수업
방법
(14)

내용요소

평균

편차

융․복합 교과목 편성으로 학문 간 연
1-23 계성 강화에 따라 교과영역주의가
완화 될 것이다.

1.533

1.277

교과영역주의를 유지하고 통합교
1-24 과, 심화교과 등으로 과목이 구분될
것이다.

0.014

1.380

유연한 진로 탐색형(과목 선택형)으
1-25 로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1.547

1.189

내신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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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생
1-33 활기록부에 과목별 성취수준(9등급
또는 5등급)만 표기할 것이다.

편차

2.133

1.004

1.811

1.373

0.473

1.730

1.987

0.846
0.793

1.378

-0.400

1.882

1.479

-0.320

1.847
0.948

1.056

2.216

0.864

1.781

0.347

1.712

1.387

0.973

1.295

1.600

1.208

1.303

1.920

1.075

1.253

0.120

1.627

0.693

1.433

0.067

요소
평균

1.303

3.117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
가방법(상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1-29
-0.133
평가
서 제공하는 성취수준 및 평가관련
전문성
자료)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15)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고
1-30 려하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반영 1.253
된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1-32 및 학습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할 것이다.

평균

2.760

필수과목과 단위 수 중심으로 교육
-1.213
과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교사주도적 수업으로서 강의 등 교
1-27 사의 지식전달 중심 수업을 진행할 -1.307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발달
(모든 학생의 학습동기와 수행과정,
생활 1-31 학업성취와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기록부
있도록 교과․비교과 활동에 대해 종
작성
합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내용
(16)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평균
격차

1.520

1-26

학생주도적,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으로서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1-28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것
이다.

중요도

1.318

0.716

1.676

1.213

1.509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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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요인

내용요소

(17)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생
활기록부에 과목별 성취 수준(9등급
1-34 또는 5등급)만 표기하고 교사의 전
문성에 근거한 정성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평균

편차

0.760

정부 차원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생활 1-35 관련 지침에 의한 학생부 기록의 획 0.800
기록부
일화 관행이 최소화될 것이다.
작성
정부 차원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18) 1-36 관련 지침에 의한 학생부 기록의 획 -0.365
일화 관행이 지속될 것이다.

중요도
평균
격차

평균

편차

1.354

1.520

1.408

1.452

1.493

1.309

1.165
1.618

요소
평균

0.747
0.000

1.787

3)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분석 결과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관련 요인은 모두 1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상반되는 내용요소가 각 요인마다
2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28개의 확실성과 중요도 값을 가지게 된다. 먼저, 내용요소
와 관련하여 확실성 요인의 전체 평균은 0.482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789으로 나타났
다. 또한,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0.862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789으로 나타났다.

❙표 Ⅵ-9❙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관련 요인 분석 결과(평균)
축

내용요소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확실성

28

-1.160

1.947

0.482

0.789

중요도

28

-0.573

2.253

0.862

0.789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대입제도 영향요인 도출 과정에서 확실성의 경우 하나의 요인 내
두 내용요소 평균 간 격차 값을 X축의 좌표에 나타내게 되며, 두 내용요소 평균의 평균을 Y축의
좌표에 나타내게 된다. 대학 관련 전체 14개 요인의 확실성 및 중요도 값은 아래 <표 Ⅵ-10>과
같다. 한편, 전체 14개 요인에 대한 확실성의 전체 평균은 1.086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평균
은 0.844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추후 이어지는 윌슨매트릭스 분석 Y축의 기준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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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0❙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분석 결과
확실성
요인

특화
(1)

대학간
협력
(2)

개방성
(3)

대학
학위
가치
(4)

정부
대학
정원
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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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
대학의 기능 특화(연구, 교육, 지역
사회 기여, 산학협력)에 따라 대학
2-37
별로 특화된 계열․학과가 증가할 것
이다.

평균

편차

1.947

0.985

중요도
평균
격차

평균

편차

2.080

0.983

2.467

0.953

명문 4년제 종합대학 형태와 유사
2-38 하게 일반 계열 및 학과를 편성하는 -0.520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1.398

-0.173

1.571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및 지역별
사립대 네트워크(교육과정 공유) 구
2-39
축에 따른 수도권 대학 중심 서열체
제가 완화될 것이다.

0.280

1.640

1.267

1.554

개별대학 차원의 특성화 전략이 강
2-40 조되어 경쟁이 유지되어 수도권 대
학 중심 서열체제가 지속 될 것이다.

0.653

1.475

0.400

1.816

모든 대학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재
2-41 직자, 성인학습자, 평생학습자 등
재학생 구성이 다양해질 것이다.

0.627

1.659

1.147

1.372

0.373

0.833

0.053

0.884

학령인구 중심의 학생충원이 어려
운 일부 대학만 특성화고 졸업자,
2-42
재직자, 성인학습자 등 평생학습자
등 재학생 구성이 다양해질 것이다.

0.680

1.490

0.622

1.362

노동시장에서 직업기술 관련 자격
2-43 증이나 직무경험의 가치를 대학졸
업장 보다 중시하게 될 것이다.

0.827

1.455

1.608

1.168

0.320

1.084

노동시장에서 명문대학 학위에 대
2-44 한 프리미엄 및 지대가 유지될 것이
다.

0.507

1.563

0.560

1.638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정원통제권
이 유지 및 강화될 것이다

0.080

1.634

0.480

1.663

2-45

0.387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정원통제권
2-46
이 약화될 것이다.

0.467

1.597

요소
평균

0.800
1.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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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요인

정부
역할
(6)

내용요소
교육부의 대입정책 관련 관여도는
2-47 약화될 것이다(주요 정책결정, 대입
기본계획 발표 등을 담당)

평균

편차

0.297

1.719

중요도
평균
격차

평균

편차

1.200

1.535

0.529
대입정책의 일관성 및 중립성 유지
2-48 를 위한 제 3의 독립기구(가칭: 대
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이다.

0.827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보다
2-49
1.053
대학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역할
(자율성)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와 비
(7)
2-50 슷하거나 적은 권한을 가지게 될 -0.413
것이다.
대학의 대입전형에 대한 사회적 책
1.600
대학 2-51 무성이 강화될 것이다.
역할
(책무성)
대학의 대입전형에 대한 사회적 책
(8)
2-52
-1.160
무성이 약화될 것이다.
사교육업계 등 관계기관의 여론형
-0.320
성 및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0.916

1.437

1.120

1.708

1.506

1.627

1.383

1.467

0.813

1.453

0.000

1.732

1.151

1.800

1.127

2.760

0.613

1.163

-0.573

1.604

1.718

-0.347

1.767

관계
기관의
영향력
(9)

2-53

2-54

사교육업계 등 관계기관의 여론형
성 및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0.467

1.614

0.600

1.636

시민
단체의
영향력
(10)

2-55

교육NGO 및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
및 영향력이 강화 될 것이다.

0.973

1.414

0.671

1.434

학생/
학부모
(수요자)
(11)

0.787

0.127

1.644

0.247

교육NGO 및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
2-56
-0.671
및 영향력이 약화 될 것이다.

1.292

-0.178

1.273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
2-57 구가 대입전형체제에 주요한 영향
을 주게 될 것이다.

1.457

1.147

1.440

1.013

1.933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
2-58 구는 대입전형체제에 영향을 주지 -0.920
않을 것이다.

1.323

요소
평균

0.420
-0.307

1.644

411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확실성
요인

대학내
거버
넌스
(12)

학생
선발의
관점
(13)

학생
선발의
원칙
(14)

내용요소
대학본부의 입학관리부서에서 대
2-59 부분의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평균

편차

0.747

1.701

중요도
평균
격차

평균

편차

0.986

1.369

1.080

0.673

2-60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에서 학생선
-0.333
발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1.679

0.360

1.690

2-61

국가의 표준화시험과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배치할 것이다.

1.228

1.662

1.306

1.240

0.287

1.878

학생 개인의 적성과 관심, 특성을
2-62 고려한 학생맞춤형 전형방법을 통
해 적격자를 선발･배치할 것이다.

1.527

1.262

2.095

1.062

학생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성장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3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높은 학생
을 선발할 것이다.

1.573

1.367

2.253

0.960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주로 고려
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453

2-64

1.120
1.570

요소
평균

1.586
.920

1.566

나.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한 미래대입제도 영향요인 도출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초·중등교육 분야 영향요인과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였던 바, 각각의 영역에 대한 확실성 및 중요도 값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앞서 조사된 요인의 확실성 및 중요도 값을 바탕으로 윌슨매트릭스
(Wilson Matrix)를 활용하여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1)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 중등교육 분야 관련 요인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의 도출은 앞서 검토했
던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두 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요인을 2개로 도출하였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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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분야의 영향요인의 개별 요인의 확실성의 평균값의 격차를 구하고 확실성 평균값
격차의 전체 평균을 X축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설정하는 이유는 매트릭스의 사분면의
기준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확실성은 전체 20개 요인에 대한 전체 평균은 1.329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평균은 0.925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20개 요인의 확실성과 중요도 쌍을 산점도
상에 나타내고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VI-11]과 같다.

중
요
도
요
소
평
균

확실성 평균 격차
❙그림 Ⅵ-11❙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한 초·중등교육 분야 요인 도출(1차 도출과정)

위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 20개 요인들 가운데 2사분면에 위치한 요인은 4번(고교유형), 8번
(교육방향), 10번(교육과정수권체계), 16번(생활기록부 작성내용), 17번(내신기록 방법) 등
다섯 가지 요인이 된다. 이어, 두 번째 단계로 다섯 개의 요인들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10번(교육과정수권체계), 17번(내신기록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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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도
요
소
평
균

확실성 평균 격차
❙그림 Ⅵ-12❙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한 초·중등교육 분야 요인 도출(2차 도출과정)

2)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관련 요인
대학관련 분야의 핵심적인 영향요인 도출 역시, 앞서 검토했던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두
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요인을 2개로 도출하게 된다. 먼저, 대학교육 관련 영향요인의 개별
요인의 확실성의 평균값의 격차를 구하고 확실성 평균값 격차의 전체 평균을 X축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설정하는 이유는 매트릭스의 사분면의 기준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확실성
은 전체 20개 요인에 대한 전체 평균은 1.806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평균은 0.844로 나타났
다. 이를 기준으로 20개 요인의 확실성과 중요도 쌍을 산점도 상에 나타내고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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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도
요
소
평
균

확실성 평균 격차
❙그림 Ⅵ-13❙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한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분야 요인 도출(1차 도출과정)

위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 14개 요인들 가운데 2사분면에 위치한 요인은 3번(대학개방화),
4번(학위가치), 6번(정부대학정원통제), 13번(학생선발방법) 등 네 가지 요인이 된다. 이어,
두 번째 단계로 다섯 개의 요인들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4번(학위가치), 13번(학생
선발방법)이 되며, 이 요인들이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관련 분야의 최종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중
요
도
요
소
평
균

확실성 평균 격차
❙그림 Ⅵ-14❙ 윌슨매트릭스를 활용한 초·중등교육 분야 요인 도출(2차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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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태학적 분석을 통한 미래대입제도 최종 시나리오 도출
앞서 윌슨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종요인들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미래대입제도의 최종 시나리오를 도출하도록 한다. 먼저, 각 형태학적 분석을 위한 요인
부호화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초·중등교육 분야 영역에서 최종요인은 교육과정 수권체계
및 교육평가가 도출되었다. 교육과정 수권체계는 ‘교사주도교육과정’과‘학생주도교육과정’등
두 가지 상반된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주도교육과정을 A, 학생주도교육과정을 B로
부호화하였다. 교육평가는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행을 통한 등급화 유지를 A, 성취수준 표시
및 교사전문성중시 평가를 B로 부호화하였다.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에서 ‘학위가치’
요인과 ‘선발방법’ 요인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학위가치 요인은 직무경험 및 자격증 중시
가 A, 명문대 학위중시가 B로 부호화 하였으며, 선발방법에서 표준화고사 중심은 A, 학생
맞춤형 선발배치는 B로 부호화하였다.

❙표 Ⅵ-11❙ 형태학적 분석을 위한 요인 부호화
초·중등교육 분야 요인
요인

교육과정
수권체계

부호

A

부호

교사주도교
육과정

의미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요인

교육평가
B

A

학위가치
B

A

절대평가상 성취수준표
학생주도교 대평가병행, 시 및 교사 직무경험 및
자격증
육과정
등급화
전문성
중시
유지
중시평가

선발방법
B

A

B

명문대
학위중시

표준화
고사
중심

학생
맞춤형
선발·배치

1) 미래대입제도에 대한 탐색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한편, 본 연구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개별 요소는 하나의 요인에 두 개의 상반된 내용요소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의 개별 요소는 모두 8가지가 된다. 4개의 요인이 각각 2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의 수는 ‘2×2×2×2=16’총 16가지의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 2차 전문가 조사를 통한 탐색적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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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2❙ 미래대입제도 탐색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초·중등교육 분야 요인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요인

예상
시나
리오

교육과정
수권체계

교육평가

학위가치

선발방법

S1

B

B

B

B

10.17%

S2

B

B

A

B

40.68%

S3

B

B

A

A

3.39%

S4

B

A

A

A

3.39%

S5

A

B

B

B

0.00%

S6

A

A

B

B

5.08%

S7

A

A

A

B

0.00%

S8

B

A

B

A

3.39%

S9

A

B

A

B

6.78%

S10

B

A

A

B

1.69%

S11

A

B

B

A

11.86%

S12

B

A

B

B

0.00%

S13

B

B

B

A

10.17%

S14

A

A

B

A

1.69%

S15

A

B

A

A

1.69%

S16

A

A

A

A

0.00%

확률값

먼저, 16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확률 값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성취수준 표시 및 교사전문성중시 평가-직무경험 및 자격증 중시-학생 맞춤형 선발·배치’로
이어지는 ‘S2’시나리오가 40.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는 2035년 미래에 교육
과정 수권체계는 교사주도형에서 학생주도형으로 그 축이 옮겨가며, 학생평가에서도 성취수준
을 표기하지만 교사의 전문성이 보다 중시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 오늘날 행정
수권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평가에서도 상대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것과 대조되며, 명문대
학의 학위가치보다 학습자의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것은 오늘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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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확률 값이 두 번째로 높은 시나리오는 ‘교사주도형 교육과정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행을 통한 등급화 유지-직무경험 및 자격증 증시-표준화고사중심’으
로 이어지는 11.86%의 S11 시나리오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교육과정 수권체계는 교사주도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성취등급을 표시하지만 교사의 전문성이 중시되는 학교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명문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며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정부 주도형
표준화 고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대해 S11은 ‘경쟁
기반 중앙정부 주관 대입제도’로 명명하고 S2는 ‘학습자 자율성 기반 맞춤형 학생선발’로 명명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Ⅵ-15❙ 형태학적 분석을 활용한 미래대입제도 탐색적 시나리오 도출결과

2) 미래대입제도에 대한 규범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한편, 미래대입제도에 대한 규범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확률 값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 성취수준 표시 및 교사전문성
중시 평가-직무경험 및 자격증 중시-학생 맞춤형 고사 중심’으로 이어지는 ‘S2’시나리오가
5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는 2035년 미래에 교육과정 수권체계는 교사주도
형에서 학생주도형으로 그 축이 옮겨져 가며, 학생에 대한 평가는 성취수준은 표기하지만 교사
의 전문성이 보다 중시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앞서 탐색적 시나리오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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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3❙ 미래대입제도 규범적 시나리오 분석 결과
예상
시나
리오

초·중등교육 분야 요인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요인
확률값

S1

교육과정
수권체계
B

S2

B

B

A

B

57.63%

S3

B

B

A

A

10.17%

S4

B

A

A

A

0.00%

S5

A

B

B

B

0.00%

S6

A

A

B

B

0.00%

S7

A

A

A

B

0.00%

S8

B

A

B

A

1.69%

S9

A

B

A

B

5.08%

S10

B

A

A

B

13.56%

S11

A

B

B

A

0.00%

S12

B

A

B

B

0.00%

S13

B

B

B

A

0.00%

S14

A

A

B

A

1.69%

S15

A

B

A

A

3.39%

S16

A

A

A

A

3.39%

교육평가

학위가치

선발방법

B

B

B

3.39%

한편, 확률값이 두 번째로 높은 시나리오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행을 통한 등급화 유지-직무경험 및 자격증 증시-학생 맞춤형 고사 중심’으로 이어지는
‘S10’시나리오가 13.19%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수권체계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
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여전히 병존하며 등급화가 유지 된다. 학위가치는 지금보다 반감되
고 학생의 특성이 고려된 학생 맞춤형 고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학생주
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생평가는 여전히 등급화를 유지하므로 뒤이어 선발방법에서 학
생맞춤형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학생평가에 따른 등급화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이와 같은 경우 대학이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은 하지만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여전히
학생평가는 현재 상태와 유사하므로 대학이 완벽한 의미의 자율적인 선발을 가정하는 S2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S10은 ‘비경쟁 기반 중앙정부 주도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Ⅵ-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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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6❙ 형태학적 분석을 활용한 미래대입제도 규범적 시나리오 도출결과

라. 미래대입제도 최종 시나리오 타당도 검토
분석을 통해 S2 ‘학습자 자율성 기반 맞춤형 학생 선발’, S10 ‘비 경쟁 기반 중앙정부 주도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 S11‘경쟁기반 중앙정부 주관 대입제도’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최종적
으로 도출되었다. 시나리오가 도출되면 이에 대해 타당성(개연성), 차별성, 도전성, 유용성
등 네 가지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연구에서 도출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대입제도 전문가 1명, 시나리오 방법론 전문가 1명에게 본 시나리오의 도출과정 및 타당도 검토
를 의뢰하였고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S2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탐색적 시나리오 및 규범적 시나리오에서 각각 40.68%,
57.63%의 확률값을 보이며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래 도래하게 될 학생역량의 중요성, 고등교육 분야 교육과정 및 수업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시나리오의 타당도가 가장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S2 : 학습자 자율성 기반 맞춤형 학생 선발)는 탐색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 모두에
서 각각 40.68%, 57.63%의 확률값을 나타내며,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자 A, 검토자 B)
그런데, S11의 경우는 앞서 S2와 비교해 볼 때, 확률 값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에서의 대립 시나리오로 다룰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별히 규범적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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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률값이 0.00%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면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S11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자 A)
S10은 S11과 마찬가지로 S2에 비해 확률값이 매우 낮아서 상대적으로 타당성과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경우 탐색적, 규범적 분석 모두에서 적어도 1.5%
이상의 값을 가져서 S11에 비해 그나마 나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굳이 2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한다면 S10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검토자 B)

한편, 시나리오 차별성과 관련하여 S2 시나리오는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차별적으로
볼 수 있으며, S10과 S11은 초․중등 교육 분야의 평가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S11이 ‘성취수준표시 및 교사 전문성 중시 평가’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대입제도 존속 유지
시나리오에 기반한다면, S2는 이와 차별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S10에서는 ‘절대평가, 상대
평가 병행 및 등급화 유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자 A)

또한, 시나리오는 도전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즉, 도전적인 내용과 미래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두 검토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
대입제도가 그대로 진척되는 경우 그 경로는 ‘A-A-B-A’가 되는 데, S2는 그것과 정반대의
방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시나리오 파악될 수 있다.

만약, 현행 대입제도의 특성을 부호화된 요인으로 표현하자면, A-A-B-A가 될 것입니다. 그런
데, S2의 경우 이와 정 반대의 방향, 즉 B-B-A-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S10은 초․중등 교육
평가가 현행 체제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나머지는 요인들은 A-A-B-A와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지요. 이 두 시나리오의 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현재 안착되어 있는 제도와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측되고, 동시에 이를 구현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매우 도전적 제안을 던지는 시나리오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S11은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측면을 다루고 있어서 탐색적 시나리오로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도전성이
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규범적 시나리오로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자
A, 검토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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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용성은 도출된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나리오 가운데 S2의 경우는 조사 응답대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탐색적․규범적
시나리오 방법에서 도출된 확률값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유용성은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
다. S11은 교육과 사회에 있어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S2에 대비되
는 탐색적 시나리오로 의미는 있으나 추가적인 요인이나 대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은 제한적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사 대상의 응답 결과로 압도적 우위로 S2 시나리오가 예견, 지지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에 대한 도전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움직임
등이 이러한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시나리오로 판단됩니다. S11은 교육과 사회의 보수적 성격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탐색적
측면에서는 S2에 대립된 시나리오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의 평가는 교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 선발 방법은 표준화 고사 중심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요인이나 부분적 시나리오를 개입시키지 않고는 적
절히 서술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검토자 A)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나리오 S2는
탐색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 모두에서 확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오늘날 대입제도의
방향성과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미래대입제도를 예견할 수 있는 모종의 도전적인 시나리오
가 파악될 수 있다. 둘째, S11은 S2에 대비되는 시나리오에 해당되며 탐색적 시나리오로 의미
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인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S10은
S2와 거의 차이가 없는 시나리오이지만,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학생평가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
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S2와 차별화되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탐색적 시나리오로 S2와 이에 대비되는 S11은 장래 미래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규범적 측면에서 S2와 S10 시나리오는 오늘날의 대입제도
와 다른 개선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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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시사점

이상 도출된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도출된 요소의 특징, 개별 시나리오의 특징
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수권 체계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S11
시나리오만 교사주도형 교육과정 체계로 전망되었으나, S2와 S10에서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으로 예측되었다. 이것은 미래 초·중등교육 분야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각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
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의 핵심역량
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것은 학생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이 강조되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평가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S10은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행 현행 등급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성취수준은 표시하지만 학생평가에서 교사
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것은 미래 학생평가는 현행과 같은 경쟁이 아닌
학습자의 성장과 배움을 기반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보다 강조되는 평가체계가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학생평가체계는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통한 등급화의 체계와 전혀 다른
체계로 학생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경험의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며, 교사의 학생평가의 전문성은 지금보다 강조된
모습을 나타날 수 있다.
학위가치는 S11 시나리오 에서는 명문대학의 학위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명문대학 학위보다 학습자의 직무경험이나 자격증이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위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명문대를 선호하는 현상
이 극히 낮아질 것이며, 대학의 학위가치는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견됨을 의미한다. 학위가
치 요인은 미래대입제도의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가운데 대입제도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바, 미래사회에서 대학의 학위가치는 지금보다 많이 약화될 것이며
이는 대입제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선발방법에서 S11 시나리오는 국가수준의 표준화고사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견
하고 있으나 S2와 S10 시나리오는 학생 맞춤형 고사 중심으로 그 틀이 바뀔 수 있음을 예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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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선발방법이 국가중심의 표준화고사에서 학생맞춤형 선발 또는 배치 형태로 그 유형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경쟁이라는 기제가 아닌 학생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방법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래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의 중심에 교사가 아닌 ‘학생’이 강조
될 것이며, 학생평가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된 서열화 된 평가가 아닌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된
다는 점이다. 또한, 명문대학의 학위가치보다 ‘학생의 직무경험과 학습경험’이 보다 중요하며,
대학의 학생 선발은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표준화고사 방식이 아닌‘학생의 특성과 경험’이 강조
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의 자율에 토대를 둔 선발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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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미래대입제도의 종합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미래대입제도는 2035년 이후의 대입제도이며 대입제도 이외의 교육외적
환경의 변화와 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의 변화를 전제로 한 대입제도이다. 우선 미래대입제도
가 지향해야 할 기본원칙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래대입제도가 원래취지대로 운영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고등학교와 대학, 정부 및 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개혁과제를 제안하
였고, 이러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대입제도의
구성요소인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전형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

미래대입제도의 기본 원칙과 가치

이하에서는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지켜
져야 할 공유가치에 대해 제시하였다.

가. 창의융합형 인재상 양성을 위한 대입제도
미래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형
인재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 창의융합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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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입제도에서도 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대입제도가 변화될 것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의 암기와 전달
수준 이상으로 축적된 지식의 활용·응용 역량 등을 전형요소로 포함하는 전형방법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대입제도
대입제도는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대입제도가 변화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방법, 평가방법,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행태 변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미래대입제도에서는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통한 성장·발달을 중시하되 개별 학생
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학별 고사인 논술, 적성고사 등의 축소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성에 초점을 두고 고교-대학입시-대학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미래대입제도는 우수학생의 선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개별 학생
의 학습경험과 학업성취 역량 등을 세심하게 살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는 기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또한 학생의 성장·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자료, 학생 개인의 고유
경험과 학업 이력 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미래대입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중시하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입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과목별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우수학생 선발과 변별력에
초점을 두고 대입전형을 운영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
나 최근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출제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의 대입전형자율화 정책 기조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개별대학의
전형체계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입학생에게 높은 성취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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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대학에서 중시하는 전형요소인 국가표준화시험의
경우, 미세한 점수의 차이가 학생의 기본역량이나 잠재적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인식하고 고등학교에서 생성하는 전형요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이 좀 더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대학교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고등학교에서도 미리 접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에서도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충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대학의 기대치보
다 낮은 학생이 입학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책임지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서로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갈 때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 모두 정상화 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라. 대학의 대입전형 관련 자율성 강화
미래에는 대입전형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개별 대학의 운영은 교육부의 일률적인 통제를 받기보다는 대학이 처해 있는 환경
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 운영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즉 학생이 있어야 대학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입학생 선발은 대학 운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입시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대입전
형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의 유인책으로 교육부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실정이다. 미래사회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입제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의 대입정책 통제의 실효성 여부도 불분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교육의 공공재의 성격과 대학입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고 방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래대입전형과 관련하여 대학들이 자
율에 따르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 기제를 두되 대학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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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질적 공정성 확보
대입제도는 공정성 유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대적이다. 최근 대입전형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대입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정성평가 방식이 근본적
으로 신뢰성 확보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입제도에서 공정성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동일한 조건 하에 대규모 지필고사을 실시해 온
전통에 익숙해져 있으며 정량적 점수 체계에 기반한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필고사는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 가장 널리 시행되는 평가방법이다. 특히 주요 대입전형
요소인 국가표준화시험은 객관식·단답형 지필고사로서 정답이 정해져 있고 모든 대입지원자가
동일한 평가 조건에서 동시에 시험을 본다는 점에서 공정한 평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필고사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그대로인데 반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을 다양화되면서 지필고사를 유일한 평가방식으로 고수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획일화된 평가에서 탈피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미래대입제도는 기존의
공정성, 즉 형식적 공정성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 개인의 관심과 흥미, 성장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생 간 차이를 인정하여 개인 맞춤형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공정성을
주요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미래대입제도의 운영 여건 및 기반 조성

이하에서는 미래대입제도가 앞서 제시된 원칙과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운영
여건과 기반을 제시하였다.먼저 여건과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의 운영 여건을 제시하며, 대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와 대입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
하였다.

가. 대입제도 운영 여건 및 기반 조성의 중요성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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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대입제도의 ‘제도화’에 관한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제도가 기획되고,
실행되어 정착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떠한 압력도,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은 ‘진공 속’의 상태가
아니라 역사와 맥락이 배태된 상황에서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주관적 의미가 해석이
존재하고, 여기에 제도의 실행과 변화에 압력을 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재하는 ‘현실
속’ 공간인 것이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대입제도의 진행과정은 바로 이러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도주의의 시작을 알린 Berger & Luckmann에 따르면 ‘제도화’란 행위
의 의미가 공유됨으로써 사회적인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제도화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현실 혹은 사회적 질서에 대해 공유된 해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면화(externalization), 객관화(objectiv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외면화는 인간 행위의 산물로서 제시된 바로 그 제도
를 말하고, 객관화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객관화된 현실로서 의미를 갖는 것을, 내재화란 객관적
인 현실이 주관적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Berger & Luckmann, 1966;
하연섭,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입제도를 바라본다면 대입제도의 설계는 정부주도의 기획으로
서의 일종의 외면화가 마치 대입제도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제도기획안에 포함된 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교육현장의 관계자들에게 공유되고, 받아들여지
며(객관화), 그리고 그 객관적 의미와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주관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즉, 아무리 제도의 형식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
라고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이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부가 의도하는 행위를 이끌어내게 되는 단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각한 채 수정, 재수정의 절차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굴리기식’ 제도 변경의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향후 대입제도는 ‘기획과 설계’ 보다는 ‘정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대입의‘제도화’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데, 대입의 제도화는 그 제도 설계가 내포하는(또는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의미와 해석이 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유된
의미의 해석을 낳기 위해서는 제도변화의 전제로서의 조건들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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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등교육 단계의 운영 여건과 기반
미래대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등교육 단계의 전제 조건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과 학생평가에 대해 제시하였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가)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변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들, 즉 교육목표를 새롭게 다듬어 하는 일, 창의성 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 교육평가를 학생 맞춤형으로 가져가기, 교사의 평가역량의 함양, 학생의
다양한 학습경로와 경험이 인정되는 일 등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입제도가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입제도의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
서 교육과정의 중요성 역시 과도할 정도로 비중 있게 인정되어 왔지만 실상 교과적 지식의‘내
용’에 관한 변화가 대부분이었고, 방법, 그 중에서도 국가교육과정 체계의 운영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변화는 거의 전무하였다(최근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수업 재구성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수권체계의 변화로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대입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미래의 인재들은 기존의 우리 교육이 그러했
던 것처럼 교과서 상의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많은 교육과정 상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운영은
여전히 국가(교육부)-교육감-학교장 등 위계적 행정구조 속에서의 일원적·일방적 이행과 실행
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은 최일선 작업계층(front-line
worker)으로서의 교사가 국가교육과정 속에 규정된 ‘진도’를 실행하는 수업의 규격화, 표준화
된 평가 위주로 진행되기 쉽다. 규정된 교육과정 속 진도만 나가면 거기서 역할은 멈추고, 그
학생들의 실질적 성취 여부는 문서 속에서 체크만 될 뿐이다(교육개혁패널, 2007).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교과서
내용을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개별화 수업, 학생중
심의 수업,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수권체계를 유럽형 교사수권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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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체계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공염불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 즉, 교육과정의
실행을 모두 교사에게 위임하는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도입이야말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중요
한 조건이다. 만약 교육과정 수권의 성격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도하기는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중심의 개별화
수업을 통해 개인차가 존재하는 학생의 실질적인 발달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발달단계(또는 흥미와 적성에 맞는 내용과 수준)
에 따른 성취의 제시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적의 평가 역시 절대평가가 불가피해
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대학 역시 자연스럽게 개별적 성취의 기준을 중요한 전형의 고려요소
로 삼게 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대입제도의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표 Ⅶ-1❙ 교육과정 수권의 성격에 따른 대입 제도의 변화
구분

현행 행정수권형 교육과정

교과서의 성격

공식적 교육과정 문서의 일부

교사가 결정하는 학습 참고자료

교사의 지위

계층적 교육과정개발의 최일선
작업자(front-line worker)

행정당국과 수임관계에서
독자적 권위를 지닌 전문직

교과중심

탐구중심, 생활중심, 수행중심

단원중심, 폐쇄적 학교시간 /공간 운영

단원중심, 모듈중심, 열린교육

교사중심 표준화

학생중심 개별화

투입시간 등 양 중심

학생의 발달 등 질 중심

수업의 목표

정해진 진도의 획일적 이행

학생의 학업단계별 성취

성적의 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서열화된 교과내신 중심

학생의 개별적 성취정도

상대적 서열

성취기준 달성

교육과정 내용과의
친화성
교육과정 조직형태 및
수업조직과의 친화성
수업의 실제
학습지도의 초점

전형자료 평가기준
대학의 전형자료

출처: 교육개혁패널(2007). p.72 인용 및 일부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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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단의 전문성 회복
이러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료적 교사단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전문적
교사단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성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정영수 외
(2007)가 제시한 1)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을 통한 고도의 체계화된 전문지식과 기술,
2) 공인된 교사 자격증, 3) 교육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상당한 자율성, 4) 봉사자로서의 역할,
5) 높은 수준의 지적, 사회적, 도덕적, 인격적 표준에의 도달, 6) 높은 직업윤리, 7) 전문직
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차원에서 대입제도의 전 과정(수업,
평가, 진학·진로지도, 상담 등)에서 교직의 전문성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교사의 수업전문성과 평가의 전문성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기재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생부 비교과 몰아주기’, ‘학생이
작성한 내용 옮겨 적기식’ 기재, 실질적 형성평가를 위한 교사 역량의 부족, 충분하고도 전문성
있는 실질적 진학지도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수업의 전 과정에 걸친 양질의 학습지도
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제5장 참조). 그러나 전문직의 기준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한 교직 전문성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유리되어 있다.
무엇이 이러한 교직 전문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는가?무엇보다 학교 현장교사들을 개혁의 대
상으로 삼아온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 추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줄세우기식
교원평가, 능력개발로는 부족한 교사능력개발평가, 정량적 평가위주의 교원성과급제, 그리고
마치 교사들을 관료처럼 대하는 각종의 업무처리시스템(NEIS, Edufine 등)의 확산은 교직의
정체성마저도 위협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그 수단은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본
질보다는 관료적 관점에서의 개혁의 대상으로 유도해 온 측면이 강하다. 물론 역사적으로 국민
교육체제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교사의 순환전보, 국가교육과정, 시설의 표준화 등이 크게 작용
하였고, 그중에서도 관료적 교사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전보제도는 교육과정의 추상
화와 획일화를 초래하여 독자적인 전문성 함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6학년을 담당하는
초등교원과는 달리 교과적 전문성이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중등교원
의 경우, 이러한 관료적 순환전보체계는 기계적 교육과정 운영을 초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
육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대입의 과정은 한 인간의 진로를 결정하는 전문직 교사만의 성스럽고 윤리적인 실천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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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당사자들의 협력과 소통을 요구하는 대단히 전문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현장
에서 내재된 ‘관료적 교사단’형성의 질서를 철저히 걷어내야 한다. 관료적 교사단 개혁은 교직
전문성 강화를 최종목표로 두고, 승진위주의 인사 및 평가체계, 행정수권형 교육과정의 개편,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약화를 초래하는 업무처리 절차 재편 등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이다.
교사단의 전문성은 대단히 폭넓고, 그 확보의 과정 역시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다. 전문성을 허무는 일은 한 두 가지의 조치로도 쉽게 일어 날 수 있음에 비해 그 확보의
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시급한 일은 제 5장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만큼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전문성을 쌓는 일이다. 여기에서 참고할 사례로서 핀란드 교사단을
언급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교사가 최고 직업이 된 배경에는 1)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고, 2) 사범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전부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율성이 뒷받침 되었으며, 3) 자신이 하는 학교 일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Sahlberg, 2011). 핀란드 사례는 전문직의 본질이 자율책임 원칙과 자기 사명감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교직의 특징을 바탕으로 핀란드에서는 일주일에 교사들끼리 협력
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두고 있다. 가르치는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시간보다 2시간 적다. 교사가 스스로 배우고 다른 교사와 협력해 커리큘럼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배경에는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앞으로의 지능정
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교직관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장덕호, 2017).
이러한 전문적 교사단의 존재는 우선 어느 교수학습 영역보다도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할 대입
전형자료 작성 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업
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지적 전문성은 수업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된 학생중심
수업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특히, 수업평가의 전문성은 향후의 교사수권중심의 교육과정 체계
에서 학생의 개별적 성취를 면밀하게 평가 관찰하고,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다) 학생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기반 고교학점제의 시행
중·장기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면 교과 이수를 학점제 방식으로 운영하
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학생 입장에서 본인의 흥미와 관심에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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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을 학점제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학점제 운영에 있어 단기
적으로는 해당 학교에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적성과 관심사를 고려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므로 전통적
인 의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로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선결과제들이 있
다. 첫째,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각 계열별 이수단위, 교과목 배당시간 및 성취기
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만 소화해 낼
수 있는 과목을 편제하고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교 학점제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식과 상이하므로 고등학교의 각 계열별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등 전반적인 학점 이수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학점제 교과목 개발 주체의 범위를 넓혀
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은 정교사 자격이 있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학생의 선택권에 기반한 학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개발의 주체가 교사에 한정될 필요
는 없다. 교과목 개발 주체의 범위는 교사, 학계 전문가, 실무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되,
교과목으로 활용 가능한 인증 기준을 보다 심화시켜 질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다. 학생 입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과목이 어디에 개설되어
있으며, 이수 기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보다 편의성이 확보된 접근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 자신의 진로 및 경험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자신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되는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피드
백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과 관리자가 필요하다. 고교 학점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진학하게 되는 경로에 따라 고교 1학년 과정과 2~3학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은 상이 할 수 있다. 자신의 진로 경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학생평가방법 개선
미래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학생평가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서는 단위학교 교사의 평가권과 관련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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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향상 및 평가권 존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의 전문성에 토대를 둔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학생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이다. 교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교과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소나마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가령, 수학
이나 과학과의 경우에는 성취수준에 대한 도달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국어에서
작문이나 발표하기와 같은 표현력을 평가하는 경우, 그 도달 기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수업의
상황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교사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는 양심에 따라 엄정한
기준을 통하여 학생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나) 다인수 다단계 평가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학생평가에 있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과목에 있어 학생을 평정하는 경우
평정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 평가를 진행하는 이른바,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이 경우에 다인수 다단계 평가 방법을
통해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보하여 보다 공정하게 평가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에 앞서 해당 학교에 동일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수
존재해야 한다는 점, 평정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수업 시간 중 관찰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다수의 평가자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 등은 선결
과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다) 성취수준 확인을 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다양화
앞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정으로 편성하고 운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는 지금보다 확장되며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는
기존의 정형화된 지필 평가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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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발표, 실기, 서술형 및 논술형 시험,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
다양한 정성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해 평가방법에 대한 타당도
확보 등을 교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교사는 해당 교과목의 개설, 수업,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교육과정 개발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라) 학교현장 밀착형 ‘학생평가’ 및 힉교생활기록부45) 기록 관련 교사 연수 확대
교사의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부단한 자기연찬과 노력을 통해 증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및 자료 제공은 필수적이다. 학생평가에 대한 각 교과별
교사 연수, 교과연구회별 학생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회의와 연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수과정은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연수원 등 다각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사 자신이 학생평가의
전문성이 충분한지 성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교원자격을 취득하여 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평가에 대한 연수와 함께
자신의 전공 교과에 있어 학생평가의 새로운 방법과 측면을 수용하기 위한 자세도 중요하다.

마) (가칭) 단위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위원회 법제화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생평가는 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단위
학교에서는 그 명칭은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하나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
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구를 법적 상설기구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바, 이들
45)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대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생활기록부 작성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대입전형자
료로 활용되는 경우 그 영향력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 작성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사실로 기재할 것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에
대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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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서의 논의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이들 기구의 심의는 어디까지나 심의에 그칠 뿐 해당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의 ‘평가’와 각론의 각 교과별 ‘평가’의 범위를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성취 수준까지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성취수준도 제시되어야 하는 데, 이를 논의하고 합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며,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단위학교 내 교사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학부모를 포함하여 교육과정과 평가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 가운데 학교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교사이므로 교사들의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
히 전제되어야 한다.

다. 고등교육 단계의 운영 여건과 기반 조성

미래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단계의 운영 여건으로 대입전형관련 대학 특성 양분화,
대학 진학경로의 다양화·유연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기능적 특성화, 입학사정관의 평가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학생 선발에 대한 관점 변화 및 등 네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1) 대입전형 관련 대학의 양분화: 선발가능 대학 vs. 학생모집· 충원목적 대학
2020년이 되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자원이 지금보다 더 감소하게 된다는 점은 각종 인구통
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장래 이와 같은 상황이 가속화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과 ‘모집 및 충원이 가능한 대학’의 두 부류로
구분될 수도 있다. 물론, 선발이 가능한 대학과 모집 및 충원을 주로 하게 되는 대학에 대한
구분은 고등교육 수요자가 선택하게 되겠지만, 선발이 가능한 대학의 경우의 대입제도와 모집
및 충원을 주로 하게 되는 대학의 대입제도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과거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모종의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했으나, 장래에는
학생 선발하는 대학의 대입제도와 모집 및 충원이 가능한 대학의 대입전형은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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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진학 경로의 다양화･유연화: 학생개인별 다양한 학습경로와 경험 인정가능한 대입
제도 구축
미래 고등교육 분야에서 예견되는 특징으로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원이 고졸자만이 아닌 다양
한 연령층의 입학자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만을 대상으로 주로 선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학 입학 자원은 다양한 연령층의 입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생교육단과대학처럼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입학자원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입학자원의 연령층이 다양해면 대학 진학은 특정 시점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업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경우 입학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입학예정자의 대학수학능력 판단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주지교과 중심의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
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학습자와 달리 사회생활을 먼저해 왔으며 학습경험에
있어서도 고교 졸업자와 다르므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이 필요하게 된다. 요컨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경로도 다양하고 유연지게 됨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 다양한 학습경험
을 인정하고 이를 대입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대학의 위계적 서열화 완화를 위한 기능적 특성화 정착 및 대학연계 강화
한국 대학입시가 난제 중 난제인 이유는 바로 교육 분야, 그것도 고등학교와 대학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발생하는 온갖 상황들을 고려한 ‘게임의 룰’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이 경기장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한국 대학의 위계적 서열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계적 서열화체제는 학부 수준의 상징적
권위와 지대가 졸업 이후에도 별다른 도전 없이 지속되는 사회를 만들게 되었고, 서열화 체계의
정점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자들이 각종기관으로의 채용, 승진, 그 외에 공․사적 활동과정에서의
유무형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기능적 관점에서 일부 연구중심대학을 제외
한 대다수의 대학들이 일반목적형 종합대학 체제로 발전하면서 대학의 기능적 특성화가 약화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이러한 서열체계를 깨뜨리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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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불변의 기치인 ‘대학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재정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등교육체제는 일반종합대학 형태로 고착
화되고, 출신 학부가 낳은 지대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전반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기능적 특성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수월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등교육 체제의 효율화를 위해서 4년제
대학을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연마를 위한 고등직업교육기관과 학문 탐구 및 교양 함양을 위한
일반 종합대학으로 구분함으로써 고등교육체제의 기능적 특성화를 완성할 필요가 있고, 작금의
기술변화의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대학의 기능적 다양화 및 특성화를 통해
능동적인 고등교육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평가(구조개혁평가, 각종 재
정지원평가 등) 및 대학재정지원(장학금, 일반재정지원 등)을 사전적으로 분류된 대학의 기능
적 특성화 유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학 특성화 촉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유형을 4개 정도로 카테고리화하여 직업교육기관(카테고리 1), 4년제 직업교육기관
(카테고리 2), 4년제 일반종합대학(카테고리 3), 4년제 연구중심대학(카테고리 4)을 구분하
고, 정부 또는 대학자율협의체 차원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학은 자율적으로
희망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각 카테고리 안에서 대학의 유망학과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공고한 대학서열을 허무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분류
에 따른 재정지원과 각종 평가에서의 차등화에 노력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실무중
심의 교육과정개발 및 지원을, 일반종합대학에 대해서는 폭넓고 수준 높은 교양강의 지원을,
연구중심대학에는 과감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으로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학별 ‘특성화’는 지금보다 더욱 강조될 것이며, 미래대입제도 개
선에 앞서 각 대학별 특성화 분야가 온건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즉, 대학이라 하면 종합대학
형태의 모든 학과와 전공을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대학만의 특성이 강조되고 그 특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육성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화가 비교적 장기간을 걸쳐
안착되면 대학의 상대적 서열보다 학과와 전공을 중심으로 우수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나 기관평가
인증도 필요하지만, 각 전공계열과 학문분야별 우수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고등교육 수
요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 대학은 단일 대학으로 운영되기 보다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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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거나, 대학의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대학 간 연계는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로부터 대학입시의 양상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대학 간
연합 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연합대학 체제로 운영되
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 간 서열화를
완화하고 대입과정에서 학생을 선발하거나 모집할 때에도 상호 입학자원 공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4) 대입전형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과 전문성 향상
미래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학 입학사정관’제
도가 있다. 앞서, 미래대입제도 개선에 앞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
며,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토대를 두고 학생평가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학에 입학하
게 되는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대학입학과
정에서 핵심적으로 파악되는 사항이며, 이 과정은 1차적으로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파악되므로
대학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개선은 미래대입제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평가전문가로서의 채용입학사정관 평가역량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채용입학사정관이 고교의 자료를 해석하여 해당 대학입학 적격여부를 타당하고 신
뢰롭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교자료 해석 및 평가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채용입학사정관의 고용형태는 대학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프로젝트 계약직, 일반 계약직
등 상이하다. 업무의 범위에서도 대학마다 다양하다. 입학전형업무의 행정적 지원이나 보조역
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로 채용입학사정관의 실질적 평가의 관
여가 높아지고 있다.
채용입학사정관이 평가의 전문가로써 해당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과 함께 고교교
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용입학사정관의 신분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채용입학
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는 단순한 계속 고용이 아니라 평가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을 위한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입학사정관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전형 운영의 안정성 뿐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해당 대학에서의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은
평가의 숙련도 측면에서 채용입학사정관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국고사업으로 충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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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건비의 불안정성과 계약직 관련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 적합한 학생 유치와 선발을 위해 숙련된 채용입학사정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채용입학사정관의 공통 지원자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학사정은 고교의 자료를 해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교교육과정이나 청소년의 특징 등을 이해해야 하며, 해당 대학의 학과
(부)의 특성과 입학자들의 특성 등을 이해해야 한다. 지원한 학생의 고교생활을 통해서 해당
모집단위에서의 수학이 가능한 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대학에 적용가능한
공통 지원자격으로 두가지 안이 가능하다. ① 전공을 불문하고 석사이상 졸업자, ②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또는 대교협)에서 일정 연수과정을 통해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수여하고, 자
격증 소지자에 한해 입학사정관으로 지원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채용입학사정관 내에서 숙련도에 따른 승진이나 호봉제가 적용되어 업무성취의 보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수나 직원이 근무연수와 업무성과 등에 따라 진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의 독립된 직제를 통해 경력과 업무의 성취를 적용해야 한다. 대학마다 상이하기는
하나, 책임 혹은 선임 입학사정관을 한명이나 두명을 제외하고는 경력이나 업무성과가 보수나
직급과 연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책임입학사정관-선임입학사정관-전임입학사정관-입학사
정관으로 구분하여 입학사정관 경력 2년 이상일 경우 전임으로, 이후 경력 5년 이상 혹은 이와
상응하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임입학사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력 10년 이상 혹은 이와 상응하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책임입학사정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입학사정관의 타당한 평가는 고교교육에 기여할 것이고, 신뢰로운 평가는 해당대학에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내 채용입학사정관의 직제를 마련하고,
공통의 지원자격을 제시함과 동시에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학생평가 및 선발에 대한 관점 전환: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
앞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의 관점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과정 및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선발과 경쟁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를 강조하는 정성평가 방식이 중요하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하여 숫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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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를 가정하는 경우, 그 정보는 상대적인 서열과정에서 우선적 위치를 점한 학생이 해당
대학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정보
일뿐 절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생 선발에
대한 관점은 모종의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식견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신학력 개념의 정립 및 이해관계자 인식 전환
과거, 우리나라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력은 지식의 총량을 의미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즉, 교사는 교과지식을 잘 전달하고 학생은 그것을 잘 암기하며 시험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교사는 교과의 내용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학생은 잘 암기
하는 것이 학생의 학력으로 여겨졌었다. 학력이 곧 지식의 총량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관점은
과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학력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폐혜에 대해 지난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중심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능력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으나(교육과학기술부, 1997), 학교
현장의 전통적인 학력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암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와 교육제도 및 체제가 유사한 일본은 지난 2002년을 전·후하여 학력저하에 대한
논쟁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文簿科學性은 확실한 학력(確かな学力)을 강조하였고,‘학습의
권장(學びのすすめ’를 내놓기에 이른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신학
습지도요령의 기본적인 목표가‘생활력(살아가는 힘, 生きる力)’을 길러주는 것이었던 바, 이
것은 생활력 육성을 위해 학교는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생활력을 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
는 확실한 학력을 착실히 육성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文部科学省 中央教育審議会,
2003). 이후, 2007년 개정 학교교육법 제30조 제2항에서는‘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이것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주체적으로 학습하
고 궁리하는 태도’등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지식의 암기와 적용만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을 벗어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관점은 전통적인 학력의 개념과는 대비된다. 즉, 학생은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기도
하지만 그 지식을 교과서 안에서의 지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 속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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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심도 있는 성찰과 사고를 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학력관에서 인지적 영역의 학습만을 주로 강조하였다면 앞으로 전개될 학력은 인지·정의·심동
적 영역 모두를 강조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심도 있는 성찰과 사고를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는 그것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해 온 것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의 수업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학력관이 통용되어 왔다는 점은 학력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실제적인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학력의 관점 전환이 미래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지식’의 암기와 적용가 강조는 경우 대입제도에서도 지식의 암기와 적용이 강조되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모종의 학습 과정에 있어 지식의 암기와 적용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최상의 가치인 것으로 이해되어 대입과정에서도 지식의 암기와 적용만
강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천과정을 검토한 것처럼 대입제도
의 세부적인 전형방법이나 요소를 바꾸는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관점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서 지식의 암기와 적용은 과거 학력고사보다는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관점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력’개념에 대한 관점 전환은 모종의 정책적 홍보나 처방, 제도적 개선만으로 달성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력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개선되며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에 대한 관점 전환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해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성 기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는 수업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학력에 대한 학력 개념
전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마.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창출과 독립적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그동안 대입전형관리에서 국가주도의 원칙은 여러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루
어졌다. 대입전형을 위한 제도는 매우 복잡해졌지만 정작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지만 국가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있지만 입학전형에 대한 취합과 함께 홍보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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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가가 이렇게 깊숙이 대입전형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자임하여 왔고, 국민적 여론 역시 그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을 형성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치적 책임은 마치 블랙홀과 같은 마력을 지닌다. 대입전형에서 단 하나의
중대 오류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공격의 화살과 함께 그 제도가 의도하였던 많은
장점과 유익한 점들을 삼켜버리고 오직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만 열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대입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다시 확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입전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자 역할로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과도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지원자 역할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교육개혁패널, 2007). 한국의 대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가로막아온 핵심 요인은 바로 대입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
스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대입제도의 개혁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전파에만 열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사
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조정과 타협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주로 정치집단 간,
이해 집단 간,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안병영‧하연섭, 2015). 우리 교육계에
는 불행히도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의 경험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관만은 할 수
없다. 정부가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중시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설계 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제도만큼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은 찾기가 어렵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
하되 국민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도를 높여가는 작업이 필수
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기획자 보다는 제도지원자로서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그동안 떠안아온 자
신의 짐을 덜어 다른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당사자들의 합리적 행위와 선택을 존중하고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은 과연 누가 대입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
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대입전형의 전문성은 제도의 영향력, 교육과정의 역할과 성과, 평가
의 신뢰성, 전형결과에 대한 책무성 등 다방면에 걸친 작업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
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입전형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구를 찾기가 어렵다.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교육부, 수능의 공정한 관리에만 몰두하는 교육
과정평가원, 전형을 통한 신입생 유치 진력한 대학 당국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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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입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등교육법령 상에 명시된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을 대폭적으로 수정하
여 별도 기구로 이양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 Service)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가칭 ‘대학입학관리원’은 대입전형절차, 전형유형, 전형방법, 전형결과 등으로 종합적으로 관
리하는 기구로서 종래의 교육부 대입전형총괄 역할과 대교협 중심의 전형 조정 업무를 포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직 직원과 대입전형에 관한 공익을 도모하는 중립적
인사로 최대한 구성한다.

3

미래대입제도 개선 방안

가. 대입전형요소 개선 방안
대입전형을 설계할 때 주요 구성변인은 실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하는 자료인
전형요소이다. 전형요소는 자료 생성의 주체에 따라 고등학교, 대학, 국가로 구분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생성주체에 따른 전형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현행 전형요소들이 미래교육의 방향
에서 예측되었던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요소이고 실제 학생의 성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래 대입제도의 전형요소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46)

❙표 Ⅶ-2❙ 대입 전형요소의 종류
생성 주체

주요 전형 요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

대학

면접, 대학별 논술, 대학별 적성검사, 실기고사

국가

대학수학능력시험

46) 미래대입제도의 전형요소에 대한 논의는 대입정책전문가협의회 및 대입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일부 전형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448

Ⅶ. 미래대입제도의 종합방안

1) 고등학교 생성 전형요소
현행 대입제도에서 활용되는 전형자료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생성하는 대표적인 전형요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으로 구분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시모집
에서 학생부전형인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등학교의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
부에 기록된 교과(학업역량)성적과 함께 비교과(비학업역량)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선발한
다. 대입제도가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초․중등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고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대학서열화 완화 등의 여건 및 기반구
축을 통해 순기능을 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일 것으로 예상된
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항목별로 현재 전형요소로서의 기능, 장․단점
등을 살펴보고 미래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는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개선과
제를 제시하였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미래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들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입학사정관
제 도입 이후 초기에는 비교과 활동이 반영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에 대한 기재가 급증하고 무분별한 교육프로그램의 남발, 교사의 작성 부담 증가, 학교외
활동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문제 등 제도 도입 초기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활동 중심으로 수업과 학습과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
내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독서활동상황’ 항목 등의 기재가 증가하였고, 단체 활동의
작성보다는 개개인의 성장을 관찰하고 기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차정민, 2016: 9).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된다. 현재 기록된 항목들 중 일부 항목
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지만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 단계별 고교학점제의 추진
등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거나 그 중요성이 현재보다 작아질 것이다. 미래사회의 인재상,
학교의 기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법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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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① 출결사항

② 수상경력

③ 자격증 및 인증 취득

④ 진로희망사항

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⑥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등급 ⑦ 교과학습 발달 상황: 수강과목의 성격, 이력
⑧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⑨ 독서활동 상황: 책제목 및 저자명 기록
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첫째, 출결사항의 경우 현재 대입전형에서는 학생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활용되지만 학습공간의 범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 등이 활발
해질 경우 미래 대입에서 출결사항의 중요성은 현재보다는 약화될 것이다.
둘째, 수상경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학교별로 운영되는 수상의 종류와 내용의 차이, 교과
와 비교과 관련 수상의 기준 차이와 고등학교 간 대회 운영의 실적 차이 등으로 학교 간 유불리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7년 변경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따르면 학기
초에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교내상의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한 실정이다. 수상
실적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자기주도성, 진취성,
도전정신 등 학생의 학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므로 교내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외 수상경력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정광희 외, 2015).
단기적으로는 의미있는 교내 수상실적 일부에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장기적으로는 교내 수상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 등, 정부부처에서 주도하는 외부 수상
실적의 경우, 참여과정에서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역량 함양에 기여할 경우, 기록이 가능하도
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계획한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학생 개인의 성장 관점에서의 기록에
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미래대입에서 자율활동 내용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자율동아리의 개수에는 제한을 두는 한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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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아리에서의 활동내용과 학생의 주요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의 경우 배려, 이타심, 협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인지적 역량인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단순히 봉사시간과 내역에만 기초하여 학생의 역량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봉사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개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경우, 학생 개인의 노력보다는 학교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도 진로교육활동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보다 학생 개인의 활동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고교학점제 등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에 성취평가제가 정착될 경우 현재보다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능력
고등학교에서 교사주도적 교육과정 설계-수업-관찰-평가의 일체화가 실현될 경우, 현재보
다 학생개인의 학업역량 성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형태가 지식전달과 암시위주일 경우, 지필고사 성적에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게 된다. 기록이
변화되려면 수업의 내용이 변화되고 개별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독서활동에 대한 내용은 올해부터 독서명(저자)만 입력하고 있어 봉사활동과 마찬가
지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만 가능하며, 서류확인 면접 등을 통해서만 실제 독서의 질 수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에도 독서활동은 사고력 증진을 통한 비판적
사고역량,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등과 연계되어 있는 학습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독서활동에
대한 기록은 평가에 활용가능한 방식으로 기재될 수 있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과학습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항목이다. 이 항목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급담임교사가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덕목⋅역량
등의 변화 모습을 누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e:
161). 이밖에도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도록 하되, 단점을 입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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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변화가능성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a: 15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이 교사추천서로서의 실효성 있게 활용되려면 학생․학부모에게
졸업시점까지 비공개로 관리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경범 외, 2016). 실제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
에 대한 정성적 기술 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신, 교과별 학교와 학생의 성취수준에 대해 객관적으
로 가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입에서는 활용도가 크지 않지만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성격과 성취수준,
학생의 수강과목 이력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획일적이므로 학생 개인별
로 수강한 교과목에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다양해지고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목 수강 이력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의 성취기준과 학생의 성취수준 등은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동할
것이다. 일례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공계별로 연계된 진로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Ⅶ-4❙ 전공과목별 선택과목 예시(Ⅰ)
교과군

기초

탐구

경상계열(사회 중심)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수학

수학Ⅰ,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미문학 읽기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학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의 이해
(전문)
과학사

어문계열(외국어 중심)
일반 선택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Ⅰ, 확률과 통계

심화 국어

진로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 회화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Ⅰ(전문)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물리학Ⅰ
생명과학Ⅰ
체육, 운동과 건강
체육, 운동과 건강
체육예술
음악, 미술
음악, 미술, 연극
한문Ⅰ, 실용 경제
중국어Ⅰ, 한문Ⅰ, 진로와
생활교양
진로와 직업, 논술
직업
출처. 교육부(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질의･응답자료. p.2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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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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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 전공과목별 선택과목 예시(Ⅱ)
예술계열(예술 중심)

교과군

기초

탐구

일반 선택

국어

문학, 독서

수학

수학Ⅰ,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회화

사회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생활교양

일본어Ⅰ, 한문Ⅰ,
진로와 직업, 철학

이공계열(수학, 과학 중심)

진로 선택
고전 읽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진로 영어

여행지리

사회․문화

융합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화학Ⅱ,
지구과학Ⅱ, 융합
과학

미술 창작, 드로잉, 체육, 운동과 건강,
매체 미술(전문)
음악, 미술
기술·가정, 정보,
진로와 직업, 환경

출처. 교육부(2015a).『2015 개정 교육과정』질의･응답자료. p.24 인용

나) 교과성적
교과 성적의 표기방식의 변화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정착과 연동하여 논의될 수 있다. 고교학
점제 도입에 따라 성취평가제 5단계를 도입할 경우, 일부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절대평가 적용,
상대평가 적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적용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선택교과의 경우
소인수 과목의 성적표기 방법 등의 문제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과목별로 총 3가지의 상황을 구안할 수 있다. 1안과
같이 공통교과와 선택교과 모두에 대해 성취평가방식으로 교과, 과목, 성차등급으로서
A-B-C-D-E가 기재될 경우, 수업 중,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의 정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은 학생 개인의 성장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학생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생중심수업을 실천하며 수업활동과정을 관찰․평가하며
그 평가과정을 기록하여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학의 자료나 피드백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2, 3안의 경우 공통교과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절대평가
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통교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상대적인 서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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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에서 전형자료로서 공통과목의 경우 상대평가에 기초한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성취수준과 과정중심 수행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평가를 실
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35년 이후, 대학입학자원의 급감으로 대학입학경쟁률이 대폭 감소하고. 고교학점제가 정
착되어 단위학교별, 과목별 성취기준47)이 명확해지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고등학교에는 성취평가제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본질적 기능인 학생선발이 강조될 경우, 대학들은 변별력 있는 대입전형자료를 요구하게 되므
로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거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절충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Ⅶ-6❙ 교과목 성격별 학생평가 결과 방식 구분
공통교과
구분

1안
2안
3안

절대평가

상대평가

선택교과
절대평가
+상대평가

○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
○

○
○

○

주: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취평가제와 상대 9등급제를 동시에 운영하여 일부교과 및 모든 교과에 대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동시에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을 의미함

향후 성취평가제가 자리잡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내신부풀리기 문제,
분할점수 산출, 난이도 조정, 성취수준 개발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하며 고등학교 간 성취수준
차이로 대입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일반 고등학교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김위정 외,
2014). 전문가집단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내신의 성취평가제의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개선과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2025년 이후 고교학점제 등이 도입․시행될 경우, 성취
평가제의 대입반영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도입 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제공하거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학고, 학교별
로 성취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교과별
47)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실질적인 근거로,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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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참고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단위 학교 특성에 맞도록 성취기준과 성취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습 및 평가도구 개발 시 제시된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이 해당 학교의 상황과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사 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해당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반영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5). 그리고 향후에는 학생부에 성취
수준과 함께 학교의 성취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김위정 외,
2014: 304).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항목별 기재방식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기재 항목별로 단기와 중․장기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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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별 변화 방향
전형요소

현재

단기 변화 방향

중장기 변화 방향

출결사항

성실성 파악 기제로 활용

활용도 약화
(학습 공간 범위에 대한 제약 줄어들 것)

수상경력

교내상만 기재 가능

교내 수상실적으로 한정
교내 수상 실적 제한
정부부처 주도 외부실적
(의미있는 수상만 기록)
기재 허용

교육부 발표 기재 가능한
활용도 약화
자격증 종목만 기록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음)
학생의 진로희망과 사유에
활용도 약화
진로희망사항
대해서만 기록
(타 전형요소와 중복 여지 있음)
공통 계획에 따른 활동
활용도 약화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
중심 기록
(성장 관점 기록에 부합하지 않음)
생활
학생의 역량에 중점을
기록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개인 활동 과정 기록
자율 동아리 개수 제한 두고 실제 활동 상세히
부 동아리
기록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진로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등급

전형요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수강과목의 성격, 이력

학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생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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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 및 내용 기록
학교 영향력이 크게
좌우하는 형태임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기록.
지원 대학에 따라 요구하는
학기나 과목이 다름
현재
과목명 및 이수단위 기록

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중점을 두고
개별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적 기록 강화
활동도 약화(학교활동 중심 위주 기록)

1안) 공통 과목(절대), 선택과목(절대)
2안) 공통 과목(상대), 선택과목(절대)
3안) 공통 과목(상대/절대평가), 선택과목(절대)

단기 변화 방향

중장기 변화 방향

학생의 수강과목 개요 및 이력
해당 학교 수준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 기재

성취평가제 안착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
평가제
도입
및
:
교사주도 교육과정
성취수준의 특성 및
실행
설계-수업-관찰-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등에
의 일체화 중요
특기할만한 사항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문장으로 학생 개인의 성장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력
기록

독서활동 상황: 책제목 및
저자명 기록

독서명(저자) 입력

비판적 사고역량,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드러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재 방식으로 기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 기록 사실의
종합·구체적 입력

비공개관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자료가
되도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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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추천서
현재 교사추천서는 학업관련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기술, 인성 및 대인관계 체크리스트와 서
술형 기술,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입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입시
전문가들의 경우, 현재 교사추천서의 내용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유사하며, 인정
주의로 인해 평가의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점 등도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교사추천서는
전형자료로서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향후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표 Ⅶ-8❙ 교사추천서 세부 내용

교사 추천서

학업관련: 체크리스트, 서술형기술
인성 및 대인관계: 체크리스트, 서술형 기술
종합의견

라) 자기소개서
현재 자기소개서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관련 노력,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2) 재학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
고 느낀 점,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 4) 대학자율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생의
학업과 인성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미래사회의 중요한 역량인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의 하위요소인 글쓰기(작문) 역량이 요구된다. 즉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생활과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역량을 측정하고 대학수학능력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주요 전형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실제 답변에 차이가 없는
1, 2번 문항을 통합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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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9❙ 자기소개서 세부 내용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관련 노력,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자기 소개서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대학자율항목

2) 대학에서 생성하는 전형요소
가)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
현행 대입제도에서 논술고사의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 사교육 유발 소지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
나 앞장에서 제시된 대입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과의 면접내용을 살펴보면, 논술고사 자체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관점에서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형요소이며
미래 대입에도 필요한 전형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별로 출제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학생의 준비부담과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지적
되면서 대폭 축소되고 있다. 논술고사는 출제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
을 통해 학습 가능한 범위로 한정할 경우 의미있는 전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논술고사
는 운영과 관련하여 출제방식과 채점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학 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별 고사의 출제와 관리를 희망대학간 협력에 의해 공동운영
하거나(정광희 외, 2015: 63),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공동문제 출제 방식, 국가에서 문제은
행식 출제를 주관하는 방법 등 합의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교과내용으로 논술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 및 답안 등을
포트폴리오화 하여 학생부에 기재하며 전형자료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위정 외, 2014:
328).
논술고사는 미래사회에서 학생의 학습역량을 다원적 평가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대입전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현재의 대학별 교사의 형태를 탈피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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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
면접은 수시전형에서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별 교사로서 면접은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요 전형요소로서 대학별 반영비율은
0~50%로 편차가 크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내용에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면접
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면접은 대체로 서류평가 후 2단계 평가에서 적용되며 모집
인원의 3~4배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 측에서는 선발비용의 부담이 다른 전형요소에
비해 크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구분된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학업 내용 등을 확인하는 면접이며 제시문 기반 면접은
공통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에서 실시되며 일반면접에 비해 변별력이 크다.
현재 면접은 단일 전형요소가 아니라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
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입제도 전문가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래사회의 인재상에 부합
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심층면접이나 상황면접 등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면접을 전형요소로 활용할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
로 예측된다. 선발 인원에 비해 지원 인원이 많은 대학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학교생활기록
부, 자기소개서)를 거쳐 2단계에서 면접은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일부
극소수의 대학과 학과에서는 단과대학 및 학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면접을 채택할 수 있으나,
학생충원과 모집이 목적인 대학에서 면접은 선발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전형요소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재지작 및 성인학습자 대상 전형의 경우, 서류 내용 확인 및 학업 동기
등에 대한 면담을 위해 인성 면접 등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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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0❙ 주요대학 면접평가 방법 구분
구분

유형1

유형2

운영

공통질문부여

○

×

내용

중점평가

논리적 사고력 및 인성

제출서류 내용 확인

면접 전

합숙출제 및 검토/
수험생 자료읽기 시간 부여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검토

면접 평가

공통질문을 활용하여 질의응답

제출서류에 제시된 학업, 활동, 인성
관련 질문

면접 후

면접 후 대기실 운영

면접 후 대기실 미운영

특이사항

공통사항

전제

1. 평가자: 입학사정관 2인 이상
2. 사전교육: 면접평가 사전교육 실시
3. 내용: 공통질문과 제출서류에 관련된 질의응답으로 평가
(교과지식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않음)

출처: 차정민(2016). 학생부 종합전형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16-02-5. p.8 인용

3) 국가에서 생성하는 전형요소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표준화시험으로서 철저하게 정량점수에 기초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전형자료이다. 대학입학시험을 실시하는 일차적 목적이 공정하고 객관적이
며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전형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별력 높은 수능의 역할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역량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용상, 2015). 2015개정교육과정이 수학
능력시험에 적용되는 2021년부터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하는 수능개편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예된 상황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현재처럼 전국단위에서 학생의 상대적 위
치가 아닌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학생별, 학교별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박경호 외, 2016: 42).
미래교육체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입시의 변화방향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
능도 현재와 다를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와 같이 지식암기위주의 선택형 문항을
중심으로 미세한 점수 차이를 변별력으로 규정하고 대입전형에서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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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수능의 성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로서의 평가, 대학수학 적성
검사, 핵심역량평가로 구분된다(이용상 외, 2015).

❙표 Ⅶ-1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구분

내용
• 고교 3년간의 학업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최우선적
가치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
• 내신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며, 고등학교 교육이 교과 지식의 암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능이 개편될 경우,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진로 관련 세부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움
•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
• 사고력을 갖춘 학생 선발을 위한 도구로서의 수능의 성격을 강조하는 관점
• 수능 도입 초기의 대학수학능력 평가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학수학 적성검사

보는 입장
•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교과 특수 능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력이어야
하므로 범교과적인 고차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융･복합적 사고 능력의 함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촉발되었
다는 점에서 사고력 중심의 수능 체제 개편 요구 존재
• 미래역량 측정 평가, 사고력 측정에서 한 발 나아가 실제적 역량 측정

핵심역량평가

• 고급 사고력, 특히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부 교과에서 제한적 비율로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수능 선택 과목으
로 논술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

출처: 이용상 외(2015). 수능 체제 개편의 쟁점 및 현황. 2015 KICE이슈페이퍼. pp.4-5 내용 재구성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향후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들
을 종합해 볼 때 미래대입제도에서 수학능력시험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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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향 >
○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지식의 활용·응용 능력인 역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 진학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변화 방향을 종합해 볼 때, 미래에 수학능력
시험은 고교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통과목을 대상으로 한 수능Ⅰ과 전공 및 적성과
연계성이 높은 진로(심화)선택과목을 대상으로 한 수능Ⅱ로 이원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능Ⅰ은 중장기적으로 고교자격고사화 하고, 수능Ⅱ 진로선택과 심화과목에 대한 역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평가로 변화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 속에서 문제의 출제방
식과 평가방법 등은 절충적 형태를 거쳐 완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Ⅶ-1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구분
수능
체계

평가의 성격

평가방법

출제방식

출제범위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수능
Ⅰ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자격
고사

9등급
절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

객관식
단답형

단답형,
서술형

공통과목
일반선택

공통과목
일반선택

수능
Ⅱ

수학
능력측정

핵심역량
측정

9(7)등급
절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

객관식,
서술형

서술형,
논술형

진로선택
(심화)과목

진로선택
(심화)과목

수능Ⅰ은 단기적으로 고등학교 학업성취수준 검사로서 객관식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하고,
수능Ⅱ는 일부 심화선택 과목을 대상으로 한 논술형 평가로 재편한다. 먼저 수능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신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므로 교과성적보다 변별력 있는 대입전형자
료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수능Ⅱ의 경우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논술평 평가이므로
학생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위상과 선호도가 높은 일부 대학에서만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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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현재 객관식 위주의 시험에서 고등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
로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문항을 강화하되 변별력은 적정수준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교육과정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내신 성취평가
5등급에 조응하여 수능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능Ⅰ은 고교학점제 도입 정착과정에서 고등학교 자격고사로서 기능이 변화
될 것이다. 문제의 출제방식은 지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
력 등 창의융합형 인재로 대표되는 21세기 인재상에 요구되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서술형
문항도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도는 것이 적절하다. 수능Ⅱ의 경우, 진로선택(심화)과목을 중심
으로 한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되 단기적으로는 대학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기능하되
장기적으로는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 시기를 논의하면 공통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능Ⅰ
의 경우, 고등학교 자격고사의 성격을 가질 경우, 학생당 총 2회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10월(혹은 2학년 2학기 10월)과 3학년 2학기 10월, 총 2회의 응시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논술형 문항의 채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능Ⅱ의 실시는 수능Ⅰ
을 마친 후 10월 중하순에 실시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 및 대학진학경쟁 완화로 수능Ⅱ의
응시자수가 줄어들 경우 채점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수능Ⅱ는 11월에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수능Ⅱ의 채점방식은 일정한 사전연수를 받은 복수의 고등학교 교사가 채점을 하여
최종 등급을 부여하되 다단계 검증을 거쳐 1차 채점자간의 점수 차이가 클 경우, 제 3자에
의한 재채점 과정과 조정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 채점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미래에는 학생부와 면접만을 전형자료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수능에 대한
활용도도 현재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기타 전형요소
앞서 제시되었던 전형요소들 외에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특정분야에 대한 창의성 및 문제해
결 역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작성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의 성장․발달 이력이 존재할 수 있다. 특정계열이나 전공
영역과 관련하여 학생이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초기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나 학업계획서 등을 일부 수시전형에서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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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이 C등급 미만이지만
관심 분야에 대한 활동기록을 축적하기 위해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기록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작성하여 자신의 성장․발달이력을 소개하는 전형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포트폴리
오 작성 양식 등은 대학 간 협의를 거쳐 공동양식을 개발하여 학생의 준비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전형요소의 수
미래에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생선발보다 모집과 충원이 중요시되므로 우수한 학업성취능
력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극소수 대학의 이기심으로 무리한 대학별 고사 등은 증가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평가방법도 성취평가제
에 기초하여 수업과정 중에 다양한 정성적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단위학교 교육과
정의 재구조화에 기반한 수업-관찰-기록 일체의 과정이 변화되고 교사가 학생부에 작성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학생부에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전형요소의 수가 현재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들이 증가하면서,‘학생선발의 타당성’보다는‘학생모집의 용이
성’을 중심으로 전형방법이 설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시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학기의 내신
성적만 제출하거나 국어, 영어 등 일부 공통과목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즉 대학
입시에서 최저 학력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향후 학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의 일반 대학들로 점차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별 특성과 미래 대입전형의 개수 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보면‘지원자 제한-학생선별과
지원자 확대-학생유인’의 관점으로 양분될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서울시내의 주요 대학들은
사회적 위상과 학생의 선망이라는 이점을 갖고 지원 자격, 최저 학력기준, 대학별 고사 등을
활용하여 지원자를 제한하려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이다(강태중 외, 2013).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상이 낮은 대학은 지원자를 확대하고 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
학생에게 구애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등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처럼 대입전형에서 활용해야 할 전형요소는 장기적으로는 대학자율에 맡기더라도 학업역량
측정에 가장 핵심적인 1~2개의 요소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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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방법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게 되므로 상대
평가에 기초하여 변별력을 갖춘 단일전형요소로서 활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능중심의 정시
전형은 장기적으로 폐지되고 현재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통합되어 단일전형의 형태로 전환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전형요소별 변화 방향을 반영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생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주도적 시험인 수능Ⅰ, 수능Ⅱ, 대학별 고사로서 면접만 유효한 전형요소
가 될 것이다.
수시정시를 통합하여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은 한번 지원을 하고 대학은 다양한 평가요소
를 고려하여 여러 차례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합격자에 대한
등록기간은 수능Ⅱ의 성적 제공 전과 후로 2차례에 걸쳐 설정할 수 있고, 이후 미충원자에
대한 추가모집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다. 전형유형 구분
전형요소별 조합을 통해 전형유형을 총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전형유형 구분의 전제조건은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으로서 자리를 잡고, 일부
수능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이 학생부를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전형유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 정책기조가 유지되
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는 앞서 제시되었던 대입제도 작동을 위한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미래대입 전형유형은 학생선발 목적에 따라 대학
(학과)별 전형유형이 변화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결합가능한 전형요소의 조합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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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3❙ 미래대입전형유형 구분
전형유형

전형요소의 조합

특징

모형1

- 학교생활기록부, 수능Ⅰ, 수능
Ⅱ 활용
* 일부대학/학과:
2단계 면접(대학자율)

-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활동 종합반영
- 수능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성취도 확인
- 수능Ⅱ: 전공 관련 선수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적성 판단

모형2

- 학교생활기록부, 수능Ⅰ 활용
* 일부대학/학과:
2단계 면접(대학자율)

-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활동 종합반영
- 수능Ⅰ: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성취도 확인

모형3

-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 일부대학/학과:
2단계 면접(대학자율)

-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활동 중심반영
-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한 학생부 사실 확인
- 상대적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서 활용

모형4:
매니아 중심 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 포트폴리오 활용
* 일부대학/학과:
2단계 면접(필수)

- 교과성적은 ‘보통’이하지만 특정 분야에
적성과 재능이 있는 인재

모형5:
N수생 전형 및
검정고시자 전형

수능Ⅰ, 수능Ⅱ활용
* 일부대학/학과:
2단계 면접(필수)
*대학별 전형요소의 조합 선택

- 수능과 면접만을 전형요소로 활용
- 검정고시 출신: 수능Ⅰ대신 고졸 검정고시 성적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일부대학/학과:
2단계: 면접(필수)

- 직업관련 경험 및 지원동기, 학업열정 등에
대한 면접 필요

모형6: 재직자․·성인학습자
전형

※이상의 모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표기방법이 전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표기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수능Ⅰ이 고등학교 자격고사화 될 경우, 수능Ⅰ의 기준점수 통과여부가 대학입시 지원자격 조건으로 활용됨
※전형유형별 선발인원 등은 대학별로 학과 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이상의 전형유형은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도입을 전제한 것으로 이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는 전국 수준에서 해당 학생의 상대적 성취도를 보여주며 교과성적에 비해 높은 변별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선발기능이 있는 대학에서는 수능Ⅰ, 수능Ⅱ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6가지 전형 유형의 채택여부는 대학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형3의 경우는 최소한의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
법이다. 이는 사회적 위상이나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이 주로 활용하게 될 전형유형이며 특히
교과 성적이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항목 중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적극성, 성실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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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되었던 대입제도의 원칙, 운영여건 및 기반. 대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미래대입제도 종합방안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

⟾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학생의 성장·발달

○ 대학의 자율성 강화

○ 실질적 공정성 강화

중등교육 단계
○
대입제도
운영여건 및
기반조성

⟾

○
-

고등교육 단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대학의 기능 및 역할 변화
교육과정수권체계 변화
- 학생선발대학 vs. 학생모집충원대학
교사단의 전문성 회복
학생 진로맞춤형 고교학점제의 운영 ○ 대학진학경로의 다양화･유연화
- 대학간 연합대학 형성 및 대입전형 운영
학생평가방법 개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향상 및 ○ 대학서열화 완화와 기능적 특성화
평가권 존중
성취수준 확인을 위한 과정 중심 수행 ○ 입학사정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
평가 다양화
단위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위원회
○ 학생평가 및 선발에 대한 관점 변화
법제화

○ 신학력개념의 정립 및 인식 전환

○ 독립적 대입전형운영기구 설립

○ 학교생활기록부
- 과목수강이력, 고등학교의 교과목 성취기준, 학생의 성취수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심 정성적 평가: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전형요소

⟾

자료 기재
- 학생의 학업역량 성장 과정, 창의성,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 교과성적기재방식: 성취평가제 안착(5등급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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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입제도 종합방안
○ 대학수학능력시험
- 핵심역량을 측정가능한 형태로의 변화
- 수능Ⅰ:수능공통과목 중심의 고교학업성취도 평가/고교자격고사
- 수능Ⅱ:진로선택과목 중심의 역량측정 검사로 이원화
- 평가방법: 5등급 절대평가
○ 면접
-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면접(서류확인 면접) 실시
- 일부 대학/특정학과 중심으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 및 상황면접 실시
- 재직자/성인학습자 전형의 경우 인성면접 실시
○ 논술고사
- 대학별 고사 폐지, 수능Ⅱ와 고등학교의 논술수업 포트폴리오로 대체

○ 수시-정시 통합
- 11월~2월까지 학생 선발 실시
- 수능: 수능Ⅰ(2학년2학기/3학년2학기), 수능Ⅱ(3학년 2학기)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

○ 학생선발 목적에 따른 대학(학과)별 전형유형 다변화
- 전형유형: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됨
(수능, 면접 등은 보조적 전형자료로 활용)
- N수생 또는 고교자격 검정고시자: 수능Ⅰ, 수능Ⅱ, 면접 활용
- 매니아 중심 전형: 특기･적성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출
-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전형: 인성면접

❙그림 Ⅶ-1❙ 미래대입제도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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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대학입시-대학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원칙과 방향, 전제조건,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전형 시기 등 구체적인 대입제도의 요소들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입제도의 운영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 및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
한 변화는 대입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가?
셋째, 미래의 교육환경 및 교육체제 변화를 고려할 때,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기능,
전형 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넷째, 미래지향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여건과 실천 조건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연구 내용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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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및 진단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학교조직에는 강력한 입시위
주의 제도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입제도의 변화는 보다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보다는 성적평가방법, 특히 성적 표기방법의 변화에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뒤따르게 되었고,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사교육 기업들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시장을 유리하게 형성해 왔으며, 다시 제도변화로 이어
지는 악순환의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다. 최근의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논란을 보듯이 이러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를 통한 대입제도 개혁은 다시 시도될 가능
성이 높아졌다. 정부, 대학,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상관없이 다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
에 기댄 제도 변화에 대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동안의 대입제도 개혁과정에서 반복되어온 문제는 대입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제도
설계에는 국민적 관심을 업고 갖은 힘을 다하지만 정작 제도가 개편된 이후의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의 조성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제도의 실패로 이어지는 현상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주자들(key players)의 행동 변화 내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요소들의 조합들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학벌 문화와 대학 서열화라는 더 큰 변수들이라는 점이다. 대입제도의 개혁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 바로 학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위주의 채용관행 정착, 대학의 기능적 특성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행 대입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한데 수능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인 객관식 선다형 중심의 시험
제도는 도식화되고 단편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주입식 교수방법과 주어진
지식에 대한 무조건적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을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이러한 반교육
적 관행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사라지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된다. 엄청난 속도경쟁으로 무수히 많은 수능포기자(학습포기
자)들이 양산되고, 중도탈락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대입전형과
정에서의 타당성의 문제가 여전하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전공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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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는 선발 타당성 약화, 대학 서열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 및 강점 개발 저해,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
보다 잦은 대입제도의 변경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 증가 및 사교육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쟁점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공정성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점은 우선 학생의 성장･발달과정을 기록하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제 학생
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비교과 활동을 학생 중심방향으로 설계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도 만만
치 않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투
시성(opacity) 불확실성 등의 특성에 따라 ‘블랙박스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
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총체적 평가를 지향하면서 과정
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나. 전형유형별 학생의 대학생활 성과분석
대학 입학자 종단연구는 입학전형별 입학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입학전형의 타당성을 점검하
는 동시에 분석 결과를 차기 입학전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학은 종단연구 결과
를 통해 해당 대학에 적응하는 입학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대학이 입학전형유형별 종단연
구를 진행한 것은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이들의 대학적응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에는 입학사정관이라는 학생선발업무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으
며, 이들은 학생선발업무 외에도 입학전형을 설계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했다. 즉, 대학 입학자
종단연구는 외부의 요구와 내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다.
대학은 입학자 종단연구를 통해 입학전형 유형별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과 범위
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마다 연구대상 범위와 연구내용 등이 상이하다. 대학의 종단연구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로 진
행한 종단연구는 대교협 자료실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공개된 대학의 종단연구는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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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총96편이다. 이들 중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종단연구를 진행한 대학은
총 8개 대학이며, 이들 중 7개의 종합대학의 결과를 종합하였다. 해당대학들은 국공립이 1개
대학이고, 6개 대학은 사립이다.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지역 3개, 경기 1개, 부산 2개, 전라
1개 대학이다. 선발 규모면에서 보면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 1개 이고, 6개 대학은
1,500명이상 3,000명 미만인 중규모 대학이 6개 대학이다.
대학 적응정도를 GPA와 중도탈락정도, 대학생활만족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입학전형 유형별 GPA는 대학별로 입학년도별로 다소 상이하나, 학생부 교과전형 입학자의
GPA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순이었다. 중도탈락정도
를 분석하고 있는 대학은 7개 대학 중 3개 대학이었는데, 전과와 자퇴, 제적을 중도탈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수능전형 입학자의 중도탈락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만족도의 내용은 자기보고식 설문으
로 진행되었다. 대학별로 만족도 설문내용은 학과(전공) 만족, 또는 교수나 수업내용(방법)
그리고 동료나 선후배 관계 등이다. 총 5개 대학이 입학전형유형별로 대학생활만족도를 제시하
고 있었다. 내용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대학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전형, 논술전형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종단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의 GPA가 최상위는 아니었으나,
중도탈락의 정도가 낮았고, 대학생활만족도는 높았다. 고교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연
구의 결과는 입학자의 특성 이해와 입학전형의 타당성 점검 뿐 아니라 입학자의 역량 점검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다. 미래사회의 변화전망에 따른 미래교육의 방향
미래사회의 변화 동향과 이를 토대로 예측되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미래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1)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
미래사회는 인구구조, 경제 및 산업구조, 사회 및 문화 측면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주요 변화 동인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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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탈북가정의 증가,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와
다양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정원의 고등학교 졸업자수 초과현상이 가시화
되면서 현재보다 대학진학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신입생 선발이 가능한 대학과 학생의 충원이
목적인 대학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다문화, 탈북가정, 외국인
학생, 성인층 및 노인층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어 대학의 특화된 평생교육 제공 등이 경쟁력
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활용되는 전형요소가 학생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로서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인 비인지적 역량으로서
협업능력과 감성역량 등도 주요 역량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제양극화
및 소득격차 심화에 따라 교육의 사회통합기능 등도 현재보다 강조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대입전형에서의 배려 요구되는 강화될 것이다.

2) 미래사회 초･중등 교육
미래사회의 초･중등 교육의 변화 양상에 대해 미래인재상과 교육목표, 교육거버넌스와 학제,
초･중등학교의 기능, 교육과정 및 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첫째, 미래에는 단순한 지식의 총량보다는 실제 지식의 활용과 응용 능력 등이 더욱 중요
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동적인 지식전달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수업을
선택하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는 변화가 야기될 것이
다. 대표적으로 고교학점제 등의 도입에 따라 학생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가 가능해지면 미래
의 대학입시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므로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입시원칙 등이 중시될 것이다. 둘째,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미래의
인재상일 설정되고 지식의 총량이나 암기식 수업이 아닌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운영되므로, 미래 대입의 전형요소들도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개인의 역량과
창의적,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평가가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셋째,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대입입시의 다양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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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대입제도의
변화와 방향을 설정할 때 두 가지의 요구를 수용하며 사회적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평가할 경우, 내신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교과목별･학년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학점제 고유의 취지
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성취평가제가 정착
될 것이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변별가능한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학교별 성취기준과
학생의 성취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식을 변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에는 교사의 수업의 혁신을 전제로 한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면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과정과 평가가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교실에서의‘교육과정 재구조화-수업-관찰-기록의 일체화 관점’에서 수업 중에 학생에
대한 관찰과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기제나 외부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문화로서 자리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사가 일정수준의 평가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까지는 정책적 지원 수
단으로서 맞춤형 연수의 제공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등은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평가 패러다임 변화와 대입제도에서도 평가자의 상호주관성이 인정되는
정성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설명회와 연수 등, 고교-대학연계 활동이 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3) 미래사회의 고등교육
미래사회의 고등교육 변화에 대해서는 미래인재상, 미래 대학 및 고등교육의 목표, 인재상과
연계된 학생선발방식, 대학의 특성화 현황 및 기능, 대학 간 연계협력 실태 등을 살펴보고 대입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인재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변화
하고 학생수 감소로 학생 개인 한명 한명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보다 제고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의 기능도 우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생 선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기본소양이 갖춰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고교-대학연
계의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의 특성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학별로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전형이 강화되
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중시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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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함께 창의성과 협업능력 등의 역량 면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성공적으
로 이수한 학생들을 대학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노인인구증가와 노동시장에서
의 수요변화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입학자원이 다양화
되면서 이들을 충원하기 위한 대입전형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학기제 도입, 집중이제, 통합과정 동시 학위취득 허용, 융합
전공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허용 등 대학의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생의 특정시기에
반드시 명문대학을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기에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 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학생의 대학입시 부담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 동향
본 연구에서는 영국, 일본, 중국의 대입제도를 살펴보고, 최근의 개혁동향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이전부터 비교적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큰 편이며 이는 대입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다. 영국의 경우 국가단위의 표준화시험에서부터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대학별 고사 등 다
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에 따라 어떤 전형 요소를 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표준화시험인 센터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조사서, 교사추천서, 대학별 고사 등이
전형에 반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기는 하나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는 점은
우리와는 다른 점이었다. 중국은 전국적인 통일시험의 성적에 따라 대학입학이 결정되고 있어
서 아직까지는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세 나라의 최근의 개혁동향을 살펴보면 입학전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미
입시가 다양화된 영국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더 다양화해서 지식이 아닌 기술 분야의
자격까지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대학별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종합소질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지필고사
일변도의 시험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가고 있다.
외국의 대입제도 개혁동향을 살펴본 후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단순한 지식만을 측정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함에 따라 입학 전형도 다양화되는 추세로

477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국가 수준의 표준화시험에서 오지선다형과 같은 시험문제는 더 이상 통용
되지 않는다. 넷째, 입학전형의 다양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의 공정
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통용되는 여러 상식
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가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마.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즉, 대입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틀과 요구 및 전망을 분석하고자
대입제도 관련 트랜드 빅데이터 및 신문사설 분석,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대상 의미연결망
분석,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분석, 미래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등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대입제도 관련 트렌드 빅데이터 및 신문사설 분석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의 변화 동향을 최근 5년 간 구글트랜드 검색량 정보를 활용하여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대중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능 시험일과 같은 특정 시기에 수능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하고 학생
부 종합전형이 확대되기 시작한 최근 3년간 학생부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언론에 나타난 대입제도의 주요 논점을 분석하고자 최근 5년 간
15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의 신문사설 기사 406개를 수집하여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로 수능에 대한 키워드가 자주 또한 중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출된 15개 토픽 중 수능 관련 토픽의 수가 가장 많아 국내 주요
언론은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주로 수능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대입제도의 변화에 갖는 부담감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신중하고 점진적인 준비와 접근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부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새로운
전형 방법에 대한 관심과 정보 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신문사설 기사는 실제
다양한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수능을 사설의 주제로 다루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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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와 관련한 관심이 일부에 제한되어 있었다.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입제도를 고찰
하고 개선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요구된다. 넷째, 최근에 대입제도 또는 입시에 대한 기대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토픽으로 등장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인
시각 하에서의 대입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입제도와 관련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담론은 형성되어 있지만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이나 체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대입제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입시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를 설계하기 위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대입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대학입시현장전문가, 교육정책전문가, 학생･학부모, 미래교육
컨텐츠 관계자, 시민단체)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담 결과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
과, 크게 두 가지 현행 대입제도 관련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대입제도의 이해관
계자 집단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로서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인재의 선
발 관점에서 타당한 대입전형방법으로 인식하였지만 운영의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둘째, 현행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
향력과 출제방식이 학교현장의 변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입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에서의 수학 능력 수준을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러한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입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대입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등교육에서 미래지향적
학습환경과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대입전형요소의
평가결과에 대해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을 비선형적․다원적 시스템으로 안착시키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획일적 대학서열화 체제가 완화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학의 특성화가 강화되는 등 대학의 바람직한 질적 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대입제도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 분석
미래 대입제도 구성요소별 변화 방향 탐색을 위해 대입제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5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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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표적집단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학의 입학처장, 경력 5년
이상의 입학사정관, 고등학교 교장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진학담당장학사, 대입제도관
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접 내용의 구조화를 위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12개의 추출된 토픽들을 내용과 논의의 유사성
을 고려해 분류한 결과 입시 관련 시스템 및 제도와 조건 및 장애물 토픽은‘전형 관련 제도
및 장애 요인’으로, 미래 전형 요소와 입시 점수, 전형 다양화, 대입전형 방식 토픽은 ‘전형
내용’으로 유목화 되었다. 또한 입학사정관 업무 특징 토픽과 대학 자율화 논의 토픽은‘전형
방식 및 구조’로, 대학의 모집 특징과 전형 계획 결정 토픽은‘대학 입장에서의 대입’, 학생
성장과 사회 연계 토픽은 ‘대입의 가치 및 효용성’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표적집단면접의 내용이 미래 대입제도와 관련한 전형 요소, 관련 장애 요인, 운영 구조
및 특징, 원칙과 가치 등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Cooper의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네 가지 구조적, 기술적, 구성원,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를 종합하였다. 먼저 규범적 차원에서
미래대입제도에서도 여전히 고교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현재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성=객관성이 아니므로 공정성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징적이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전형요소가 변화하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대학의 특성화와 대학 간 연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더불어 대학교육의 유연성 확대와 대학의 선발 자율성 및 학과별 학생 선발권 강화
현상이 예견되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고교 교육
과정 편성 및 평가 자율화, 내신 평가방법의 변화, 고교 학점제 실시를 확실한 변화 양상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교졸업자 규정을 약화 또는 폐지하는 대학입학 지원 자격 조건 완화도
제시하였다. 전형요소 측면에서는 수능의 서술형 시험 또는 자격시험으로의 형태 변화와 대학
과 고교에서의 학생의 논술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대입 시험, 성취평가제와 학생부
학생 기록의 내실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래 대입제도의 전형 방법으로서 대학
입학 추첨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다문화 학생 등 입학자원의 다원화에 따른 전형 방법의 변화도
예측하였다. 대입 거버넌스의 현황과 변화 기대, 대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제안도 등장하였다.
구성원 차원에서는 대학 선발 시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와 교수와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관점의 차이, 입학사정관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미래 대학이 변화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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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기심과 의식구조, 고등학교 교육의 대학진학을 성과로 보는 문화
가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에도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대학입시가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
다. 기술적 관점에서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지만 실제 운영상 교사나 학교의 역량에 따른 서술의 격차, 과도한 표현과 서술의 양 등 문제점
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 확보와 올바른 이해 정착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4) 미래 대입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미래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별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래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및 심층면접,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해 일반대학의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교육에서 미래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
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였고, 고등학교 교육에
서도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확대, 대입 거버넌스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자율성이 가장 영향력 있는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들은 시급하게 개선되어
야 할 조건으로도 지적되었다. 미래 대입제도의 원칙 중에서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성 평균이
높은 것은 선발의 공정성이었고, 현재와 미래의 중요성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미래 중요성이
더 높은 원칙은 선발의 타당성이 유일하였다. 공교육 정상화는 현재 대입제도에서 중시되는
원칙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반면, 선발의 타당성은 미래 대입제도에서 중시될 것으로 가장 많이
예측된 원칙이었다. 미래 대입제도의 전형 요소로서 현재와 미래 중요성도 높고 미래 역량 측정
수준도 높게 나타난 요소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의 세부 전형 요소 항목이 많았고 특징적으로
심층면접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미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대입제도를 위해 정성평가와 평가자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며 이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역량이나 대학의 적합성에 맞는 타당성 높은 선발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의 개인적 역량을 기재하는 몇몇 세부 전형요소의 현재와
미래 중요성이 높았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미래 대입제도는 결국 학생을 존중하는
개별화된 대입 제도 운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고교와 대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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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미래대입제도 시나리오 도출은 크게 두 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미래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전문가 협의
회를 통해 미래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메가트렌드와 함께 대입영향요
인을 포착하였다. 여기서 파악된 양향요인 가운데, 대입과 관련이 있는 교육관련 이슈를 도출하
였으며, 이는 다시 초중등교육 분야,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변화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총 64개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들 도출된 영향 요인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면서도
확실하게 나타날 요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윌슨메트릭스 방법을 통해 초․중등 교육 부문 및 대학
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부문에 해당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한편, 최종 시나리오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전문가 조사와 윌슨메트릭스 방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은 ‘교육과정 수권체계’, ‘교육평가’, ‘학위가치’, ‘선발방법’ 등 네 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각기 상반된 내용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각 상반된 요소들 간의 조합을
통해 최종시나리오는 형태학적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활용하여 도출되었다. 형태학
적 분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탐색적 시나리오 16가지, 규범적 시나리오 16가지
등 총32가지인 바, 각 분야마다 확률값이 가장 높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최종 시나리오로 도출
하였고, 대입제도 전문가 및 시나리오 방법론 전문가에게 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최종 시나리오는 S2로 부호화된‘학습자 자율성 기반 맞춤형
학생 선발’, S11로 부호화된 ‘경쟁 기반 중앙정부 주관 대입제도’ 및 S10으로 부호화된 ‘비
경쟁 기반 중앙정부 주도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등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사. 미래대입제도의 종합방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대입제도 현황 진단, 입학전형별 학생의 대학생활성과 분석
결과, 대입제도 관련 신문사설 및 관계자 인터뷰 분석 결과, 미래대입제도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35년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가치, 대입제도의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 대입전형요소와 전형방법, 모집시기 구분, 대입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았
다. 첫째,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로는 기존의 공정성 틀을 넘어선 실질적 공정성의 확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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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발달을 최우선으로하는 대입제도, 대학의 대입관련 자율성 강화, 고교-대학 연계 강화
(공교육 정상화)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미래 대입제도 운영여건과 기반으로서 대입제도의
기획과 설계보다 정착에 초점을 둘 것,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변화, 교사의 전문성 회복, 사회적
합의를 위합 협력적 거버넌스 창출과 독립적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대학서열화의 완화와 기능
적 특화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대입제도 구성요소별 개선방안으로는 미래대입제도가 작동하
기 위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전제조건과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요소로서 고등학교의 생성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대학의
생성자료인 논술과 면접, 국가의 생성자료인 수학능력시험의 현재 장단점을 살펴보고, 각 요소
가 미래사회의 역량측정에 적절한 전형자료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미래대입제도
에서 활용가능한 전형요소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대학수학능력시험Ⅰ, Ⅲ를 제안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되 학생부기록 확인을 위한 보조적 전형요소로서 면접,
수학능력시험Ⅰ(고교성취평가, 5등급절대평가, 객관식+단답형+서술형), 수학능력시험Ⅱ
(학업역량평가, 5등급절대평가, 논술형)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활용하기 어려운 집단(고졸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 N수생)의 경우, 대학수학
능력시험Ⅰ,Ⅱ를 함께 활용하거나 수능과 제시문형식의 면접을 조합하는 방법을 고려하되, 성
인 및 노인학습자, 재직자 등은 지원학과 및 전공분야 관련 재직경력이나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
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모집시기의 구분과 관련하여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단일 전형요소로서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수시-정시의 이원체제를 통합하되 모집시기를 1, 2차로
구분하여 1차를 9월~11월, 2차를 11~1월로 하는 방안과 1, 2차 구분없이 모집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이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대입정
책과 간의 업무분장 혼선,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관련 업무분장 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제도의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제 3의 독립기구로서 교육과정과 대입의 주요한 의사결
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483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의 미래 대입제도를 설계하고자, 기존 대입제도의 변화양상 및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고 미래사회의 변화 동향과 이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등을 고려
하여 중장기적 대입제도의 종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입제도의 주요 원칙으로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 연계된 대입전형을 개발하되, 각 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학자원이 급격히
감소될 경우,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상과 선호도가 높은 대학과,
학생의 충원이 주요 목적인 비선호 대학들 간의 대입제도에서의 요구는 다를 것이며 이를 현실
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의 대입제도 종합방안은 제도 자체의 구성 요소인 전형요소나 방법
등은 그동안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이 논의되면서 한번쯤 제안된 바 있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개선은 교과성적과 수능성적의 조합과 평가방식에
초점을 두어 가능한 모든 조합들은 이미 기존 선행연구나 개선방안으로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
이다. 앞선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미래 대입제도의 종합방안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인 모형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여건과 기반, 전제조건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가치,
그리고 제도의 세부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외적인 조건으로서 대학서열화
구조나 학력의 개념과 같은 인식변화와 함께 교육 내부의 조건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로 대표되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및 교사의 전문성 회복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대입제
도의 방향이 고등학교가 생성하는 주요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최우선에 두면서
고등학교의 수업변화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정립하고 있다는 점은 대입제도 개혁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얽혀
있어 각각의 이해와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관계기관, 현장교원, 전문가, 정책당국자 간 의견이
다르고 특히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본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와 같이 교육전
문가 및 정책당국의 입장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향후 미래 대입제도의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까지의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것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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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토론회, 핀란드의 교육개혁 사례에서와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다져진 제도의
개혁만 정권의 변화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지속적인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
하여 대입제도 역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실증자료들에 기반하여 구체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2035년 미래대입제도 종합방안은 향후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변화와
연관성이 매우 크며 특히 미래 대학교육에서 학부교육의 역할과 위상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대학의 학부교육과정이 보편적 교양과 역량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학은
대중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며 대학입시는 우수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극소수의 대학과 대부분의 보편적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나머지
대학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도 일부 다루어졌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과제들로는 먼저 고등학교의 생활과정에서 학업역량을 드러내기 어려운 학생들, 즉 교과
성적 취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요소와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평생학습차원에서 성인과 재직자 등의 적격자 선발 시,‘면접’이외의 직업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전형요소 등에 대한 연구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
험을 수능Ⅰ. 수능Ⅱ로 구분했을 경우, 운영방식과 총괄기관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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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Moo Lee(Han-Nam Univerisity)
Kyung Sook Kim(KonKuk University)
Hoon-Ho Kim(KongJu National University)
Hye-Young Lee(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College Entrance System(CES)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predic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uture society
and to derive improvement of the current Entrance system accordingly. First, for this,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s CES was analyzed and current status of it was
diagnosed, second,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was examined through according to
the prospect of future society and implication of CES was analyzed, third, the implication
was derived by examining trends of reformation in UK Japan and China. Fourth, in order
to perform cognitive analysis for CES 1) Trend Big Data Analysis and Newspaper Editorial
Analysis related to CES, 2) Focus Group Interview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stakeholders in CES, 3)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with professional groups in CES,
4) Survey of professionals were implemented. Fifth, the scenario of future C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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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regarding the change of future society and educational system using the scenario
method. Six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nd suggested middle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basic principles, directions, prerequisites,
factors of tracks and methods of tracks, time of tracks, governance etc. in order to link
high school education-college entrance-college education organically.
The main implications of CES of future by main results of a study by contents are as
follows.

■ Transition process and diagnosis status of college entrance system
The college entrance system(CES) in Korea has undergone frequent changes, has
focused on changes in achievement evaluation methods, especially marking methods more
than a fundamental change of school education. Also, the expansion of private education
market has been followed in the process that the government is in the center and initiative
competition of college and school is unfolded fo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college
entrance. In that, private education companies that have capital and technology have
formed a market advantage even if the government presents a college admission track
system, and this process of vicious cycle leading to institutional change for problem
improvement has been unfolded. Also,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of the CES, creating
conditions of success after reform was not cared compared to much effort put into system
design. Current CES has several problems. First, it hasn’t led high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 and it still has validity problem in the process of college entrance tracks.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xiety and their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are
increasing due to frequent change of admission system. Recently, there is a problem of
securing fairness around the Comprehensive School Report track for college entra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a desirable form to restore the essential value of
education,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how the form of the system simply chan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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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s in high schools and colleges considering this and social agreement and high
level of discussion about it should be done concurrently.

■ Analysis of student’s college achievement by type of college entrance
Since 2014, focusing on ‘High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College Support Project’
college participants, the result of the study was disclosed to confirm the degree of
adaptation of students admitted through the admission officer track, currently, 96
longitudinal studies of 54 colleges in total have been posted. There are 7 universities that
posted it 3 years in a row, the subject, scope, and the content of the stud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demanding of the university or the judgment of the study supervisor
because its items are not standardiz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GPA, dropout rate,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s the
result of college life achievement, the highest GPA was among students of Curriculum
School Report track, followed by Comprehensive School Report track, Essay Writing
track, Scholastic Ability track. When classifying as criminal discharge and withdrawal
and expulsion as a dropout, the highest dropout rate was among the students of Scholastic
Ability test track, followed by Curriculum School Report track, Essay Writing track, and
Comprehensive School Report track in order. In general, the highest satisfaction rate was
among the student of Comprehensive School Report track, followed by Curriculum School
Report track, Scholastic Ability test track, and Essay Writing track in order.

■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Based on Prospect of Change in Future
Society
○ Prospect of Change in Future Society
Future societies are prospected to have major impacts on population structur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e development of

520

Abstract

knowledge-based society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CES. First, th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especially the
decline in the schooling population, will be affected by the decrease in the absolute number
of matriculant resources, which will alleviate competition for college admissions, while
colleges will be divided into colleges that can select freshmen and colleges with priority
in recruitment. Second, as the number of diverse admission resources is expected to
increase, efforts to secure them efficiently will increase. Third, as the realiz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apid chang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come a reality,
and the ability to utilize knowledge with creativity in practice will be demanded, so school
education for enhancing it will be more emphasized and student selection criteria at
university will be changed to competency measurement centered. Fourth, as economic
growth slows and economic polarization worsens, the social integration function of
education will be emphasized more than now in order to mitigate the educational gap
caused by income gap. Therefore, consideration for the neglected class will be maintained
continuously.

○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Future Society
The implications for future CES was suggested after examining through aspects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future human resources and educational goals, changes in
educational governance and educational system, changes in the role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curriculum and educational evaluation. First, futur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will change in a way that students’ choices are strengthened
in terms of school types and curriculum than they are today. In this change, students
will be able to customize curriculum and evaluation. In future college entrance,
competition will occur among students who have studied different contents, so the way
to identify students’ diverse interests and histories will be important. Second, the core
competencies are set in the future and the concept of future human resource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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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nd the competency centered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n real life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of knowledge or memorizing courses will be introduced and operated.
Therefore, the process-based performance evaluation will be extended and evaluation will
be perceived as a process of learning so as to comprehensively assess individual
competence, creativity, potential, personality, etc. breaking evaluation method based on
written test. Third, whe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introduced, if the score of
the curriculum is calculated by the absolute evaluation method, problems such as inflation
can occur. However, if different evaluation methods are applied to each subject and grade,
the indigenous purpose of the credit system can be damaged.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tudent report, it is necessary to use supplementary components such a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and interviews. Fourth,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evaluation
is emphasized as the process-centered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premise of the
change of courses is expanded.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valuation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of teacher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evaluation such as customized training and website construction for
information sharing and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change of evaluation methods of
parents, etc.

○ High School Education in Future Society
For future higher education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we examined at the concept
of future human resources, the goals of future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the
method of selecting students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human resources, the status
and functions of specialization of universities, and the actual status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First, as the social perspective on human resources will change and the
number of the student will decrease, enhancing the value of each individual students as
human resources and the recognition of their values. Therefore, the function of college
entrance needs to be reestablished with a focus on educational function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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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of high school-college linkage to provide high-quality education to students with
basic literacy rather than students’ selection ability. Second, as the specialization of
college accelerates, it will strengthen the Occasional Recruiting centering around the
Comprehensive School Report track that set up the concepts of students of the department
and select suitable students accordingly. Third,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and
dem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e status of the university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is expected to increase, and as the resource of matriculants become diversified,
a method of college entrance tracks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burden of the college
entrance is expected to be lower than the now because the openness of college has been
increasing such as management of module typed semester and introduction of flexible
semester system, focused learning system, permit to acquire dual degree among domestic
universities are increasing, which can make people go college when they need and transfer
college freely, avoiding stereotype to go prestigious college in specific time.

■ Trend analysis in the reform of college entrance system in other countries
As the recent trends in UK, Japan, and China’s college entrance system(CES) reforms
have been examined, the admission process has been becoming more diverse.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already diversified its college entrance, it is trying
to diversify the types of certificates so as to include not only knowledge but also technical
certificates. And in the case of Japan, since the university flows into the atmosphere to
promote independence in the selection of students, it has been inducing multifaceted
efforts to select the human resources needed by the college. In the case of China, as
General Talent Assesment has been implemented as a demonstration, the system has been
reformed in order to measure diverse abilities of students by going beyond the conventional
written test. The implications can be drawn and summarized as follows after examining
the reform trend of the CES in other countries. First, students’ comprehensive abilities
are trying to be judged rather than just measuring their knowledge. Second, divers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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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tracks has been proceeding in trend in order to measure diverse abilities of
students. Third, on the national standardized test, test questions such as multiple choice
are no longer used. Fourth, as the diversification of admission tracks is a global trend,
it is necessary to re-summarize the concept of fairness in admission to colleges in Korea.
Fifth, there is a need to think more deeply about common knowledge which is used for
college entrance. Sixth, Korea can be seen as the country of responding to the future
society preemptively.

■ Analysis of Recognition of College Admission System
The following four analyses were implemented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CES), in that, to analyze various thinking frames, requirements, and
prospects related to the CES.

○ Analysis of Trends Big Data and Newspaper Editorial
As a result of analyzing Trend Big Data using the information of search volume of
Google Trend for five years in order to examine changes in the CES, it is analyzed that
the interest in the CES has been maintained steadily. The characteristics were found that
the search volume of Scholastic Ability test was increased in the period of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he interest in School Report track has been increased obviously in recent
three years since Comprehensive School Report track has been expanded.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main issues of the CES in the media,
406 newspaper articles from 15 major newspapers and business magazines over past 5
years were collected and Text Big Data Analytics like Keyword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has been implemented, it was found the keywords about Scholastic
Ability Test were frequently and importantly used and the number of keywords about
Scholastic Ability Test was the biggest among 15 topics extracted, so the main media
in Korea were analyzed that they were mainly interested in the Scholastic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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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rden and interest that Korean society has on the change of CES were found, the
expectation of CES and the discussion for future direction appeared as topics, but they
were not enough. Especially, in order to improve the desirable CES and to create relevant
conditions, the social and public debate should be activated and opinions should be
collected and shared.

○ Analysis of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with Focus Group Interview was implemen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College Entrance policy for stakeholder groups of the CES
and derive improvement plan to design future-oriented 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oblems relevant to two current CES and improvement plan were derived. First, most
of the stakeholder groups in the CES recognized Comprehensive School Report track as
a valid College Entrance method in creative and plural student selection perspective,
however, the opinion wa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was needed in order to secure
the social trust in the aspect of management. Second, the influence and question form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current College Entrance has been pointed out as
main factors that hinder the change of school field and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However, in the long run, as the number of students has been decreased, th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has been eased, the opinion that Scholastic Ability Test should
function as a scale to judge academic ability in college was preval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is short-term CES and to improve one toward middle-long term one,
establishing a future-oriented learning environment and evaluation system in secondary
education to operate it properly is important. Also, in the long term, recognizing the
intersubjectivity of qualitative evaluation in College Entrance and putting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s a non-linear and pluralistic system are important. For this, the
desirable qualitative change of the university such as the change of social recognition from
the mitigation of current uniform university ranking system and reinforcement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should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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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Keyword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that were the methods of Text Big Data
Analysis were implemented in order to structuralize in-depth interview by implementation
and securement of Focus Group Interview of professionals in CES for exploring the
direction of change by each component of future CES.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15
extracted topics in consideration of similarity of content and discussion, there were five
content items such as track related system and obstacle factor, the content of tracks,
the form and structure of tracks, what is College Entrance in College’s perspectives and
the value and efficacy of College Entrance. Through this, the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 has been handling with general topics such as components of contents about
future CES, factors of relevant disabilities, managem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principles and value was found, and in order to grasp more detail content and context,
the Multi-dimensional Educat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et al.(2004) was
applied to induce points in structure, technology, member, norm dimensions and discussed
the plan for designing future CES.
First of all,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the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and
re-justification the concept of fairness appeared characteristically.
On the structural dimen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the
components of tracks are going to change, the function of lifelong education of colleges
will be strengthened and College Entrance Method will change by the specialization of
colleges and reinforcement of the linkage among colleges. In high school education, the
autonomy of high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and evaluation, change of assessment
method, and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were suggested as positive
changes. In the factors of tracks perspectives, the form change to the essay test in
Scholastic Ability Test or qualification test, the CES reflected social needs in essay writing
ability of students, implementation of Standard-based Assessment, enrichment of School
Life Record were suggested. A random selection system in College Entrance for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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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s with recruiting purposes was suggested as one of future track methods,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Entrance governance and expectations of change were suggested
as well.
At the member dimensions, the future university should change in direction to resolve
that the culture emphasizes hierarchical orders in College Selection and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professors and Admission Officer in student selection perspective,
and unstable position of Admission Officer. And if the selfishness and structure of
consciousness don’t change, stable and desirable College Entrance will not be operated
in the future as well.
On the technical side, the current Comprehensive School Record track has influenced
positively in order to normalize high school education, however, the problems about
fairness and objectivity of evaluation has been indicated such as disparity of the description
according to teachers or schools in actual operation, excessive expression and amount
of description, etc, so securement of trust has been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solve them.

○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on relevant experts’ in future College Entrance
System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 of the experts on the change direction of specific
components of the future CES, the survey has been implemented on Admission Director
and Admission Officer in general college. As a result, the increased professionalism of
the Admission Officer and trust in the evaluation were main conditions for a desirable
change of future CES. And in high school education, the expansion of the teacher’s right
to evaluation and trust in the qualitative evaluation, and in College Entrance governance,
college’s autonomy of student selection and recruitment have the biggest influence.
Among the principles of the future CES,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have high
fairness,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importance, the
principle of the higher importance of future is the only validity of selec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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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has been chosen as a principle that is important in current
CES.
Factors that showed the high importance of present and future, as well as high level
of future competence as factors of track in future College Entrance, detailed track of
the School Life Record items, In-depth interview, etc. which have shown to have high
possibility to be used in the future as well.
This result implied that restoration of trust for the future CES is the urgent need and
that based on this, people are expecting a high valid selection for students’ competence
and college suitability. In the end, the future CES should be able to induce desirable
changes not only for students but also high schools and colleges by operating an
individualized CES that respects students as a prerequisite.

■ Analysis scenario of future College Entrance System
Scenario Analysis has been based on methodology tried in general social-science field
in order to grasp the situation that may come in the future, as an exploratory-normative
way of approach. This study proceeded in two steps of grasping factors impacting future
College Entrance and inducing final scenario through extracted factors. The Wilson
metrics method and morphological analysis were utilized in the scenario derivation
process, and the derived scenarios were validated through the professional review
process. Induced scenarios in final were three; ‘Selecting a student based on learner
autonomy’, ‘Competition-based CES supervised by central government’, and
‘Noncompetitive based central government-led student customized placement system’.

■ Comprehensive Plan for Future College Entrance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ggregate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s of future
College Entrance System(CE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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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rst, as the principle and values of the CES, securing real fairness beyond the existing
frame of fairness, CES with the top priority of student growth and development,
strengthening autonomy related to college entrance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igh school-college(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were suggested.
Second, focusing on settlement rather than the planning and design of the CES as a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future CES, change of the curriculum system, restoration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 cre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relaxation of
the hierarchy of college ranking and functional specialization were suggested.
Third, as the improved method for each component of the CES, the precondition in
the secondary education step and higher education step for the future CES operation were
suggested. Also, as components of College Entrance track, current pros and cons of
high school data such as School Life Report,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teacher
recommendation, and country data such as Scholastic Ability Test were grasped and
examined if each component was proper data for the track to measure the ability of the
future society.
Based on these results, School Life Record, Interview, Scholastic Ability Test Ⅰ, Ⅱ
were suggested. And School Life Report is used as the main track component, interview,
Scholastic Ability Test Ⅰ(High School Achievement Evaluation, 5 Grade Absolute
Evaluation, Multiple choice + Short Answer + Essay Type), Scholastic Ability Test Ⅱ
(Learning Competency Evaluation, 5 Grade Absolute Evaluation, Essay Type) were
suggested as supportive components of track.
And in the case of the group tha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school records as a main
components(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takers, repetitive candidates), Using
Scholastic Ability Test Ⅰ and Ⅱ together or combining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ext
type interview are needed to consider, however, adults and elderly learners and
employees are suggested to use career experience relevant field of study and major they
are applying and to use interview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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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recruitment period, as the premise th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s not important as a single selection component in the admission
system, two components system with Occasional-Regular Admissions will be combined
and it is suggested to divide into first and second period, such as a method to put the
first from October to November and the second from December to February or combining
two periods as one without separ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llege Entrance governance, such as confusion of College Entrance related-work
assignmen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 method to combine them and install one as the third independent
organization was suggested the solution to delegate important decision-making about
curriculum and College Entrance.

Keyword : College Entrance System, Principle and Value, Factor of Track,
College Entrance Governance, Semantic Network Analysis, Text Big
Data Analysis, Scenario Analysis, Future College Ent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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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심의면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1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7년 기본연구과제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35년 이후 사회 및 교육체제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입니다. 이 설문지는 대입제도의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미래 대입제도의 시나리오를 추출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인구, 기술, 경제･노동시장, 사회
문화 등 교육외부 요인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 대학입시 환경 변화 등 교육내부 요인
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사회, 경제·산업, 기술계 등 학계 및 실무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전자메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조사기간은 2017. 9. 14. ∼ 9. 18.까지 입니다. 귀
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미래 교육과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소신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로지 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료 용도로 한정되어 활용될 것임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추가로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김지하
(porommy@kedi.re.kr)에게 메일을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재 춘
연구책임자 김 지 하

※ 본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다음 e-mail로 부탁드립니다.

□ 문 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대학평가연구기획실
- 최재영 (043-5309-278, choijy@kedi.re.kr)
- 김지하 (043-5309-441, porommy@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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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1

다음의 문항들은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육 내부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중등교육 관련 요인

다음은 2035년에 예상되는 초·중등교육의 주요 변화 양상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2035
년 이후 대입제도에 미칠 영향력의 확실성(예측가능성)과 그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해당 수치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실성: 초･중등교육 관련 요인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유무와 그 수준의 예측가능성 정도
➜ 해당 초･중등교육 요인이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과 그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표기함: –3(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 +3(확실성이 높은 경우)
※ 중요도: 초･중등교육 요인이 대학입시에 주는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 해당 외부환경 요인이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과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표기함:
–3(중요도가 낮은 경우)~+3(중요도가 높은 경우)

초·중등교육 요인
항목

요소

내용

∨확실성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정부 1-1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관련 권한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다.
단위
학교
관계 1-2 단위학교 학교장의 학교운영관련 권한이
확대 될 것이다.
(1)

거버
넌스

초･중등 교육은 정부주도적 정책과 제도
1-3
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로 존재할
초･
것이다.
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다양
체제
한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영향력이 강화
(2) 1-4 될 것이다(예: 특수 명문학교(사립학교,
국제학교) 증가)
교육조직의 관료화(순환전보, 승진위주
교육 1-5
인사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학교)
교육조직의 전문화(자율성, 도덕적 사명,
조직
1-6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및 상호 협력)로
(3)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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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요인
항목

요소

내용

고교다양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1-7
고등
(예: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마이스터고 등)
학교
유형
(4) 1-8 고교다양성 정책 추진 기조가 약화될 것
이다(예: 특목고, 자사고 폐지)
1-9

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수요자
선택
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가 축소될
(5) 1-10
것이다.

교원

일부개방형 교원양성 제도가 유지될 것
1-11 이다.
교원
(예)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등
양성
(6)
완전개방형 교원양성 제도가 도입･정착
1-12 될 것이다.
(예) 최소한의 교육기간을 거쳐 교원 임용
1-13

학습에 대한 안내자 및 조력자 역할을
11할 것이다.

1-15

소수 엘리트 위주의 수월성 교육이 강조
될 것이다.

1-16

모든 학생을 위한 양질의 평등교육이 강
조될 것이다.

교원
역할
지식전달자이자 교수자의 역할을 할 것
(7) 1-14
이다.

교육 방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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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중등단계에서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진학
1-17 을 위한 경쟁분위기가 유지 혹은 심화될
진학
것이다.
경쟁
(9)
중등단계에서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진학
1-18
을 위한 경쟁분위기는 완화될 것이다.

교육
내용

교육
과정
교사수권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
수권 1-19 다(국가교육 과정 적용의 유연화, 단위학
유형
교의 교육과정구성 자율성 증대)
(10)

∨확실성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부록

초·중등교육 요인
항목

요소

내용

∨확실성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학생주도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
다( 학생의 진로방향과 내용에 기초하여
1-20
대학에서의 전공희망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영역 및
요소
(11)

교육과정이 교과중심, 지식(주지교과:국
1-21 어･영어･수학･사회･과학)중심, 결과･
성과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다.
교육과정이 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
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1-22
공동체) 중심, 탐구･수행･과정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다.

융･복합 교과목 편성으로 학문 간 연계성
1-23 강화에 따라 교과영역주의가 완화 될 것
교과
이다.
구분
(12)
교과영역주의를 유지하고 통합교과, 심
1-24
화교과 등으로 과목이 구분될 것이다.

유연한 진로 탐색형(과목 선택형)으로 교
교육 1-25 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과정
운영
(13)
필수과목과 단위 수 중심으로 교육과정
1-26
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1-27
수업
방법
(14)

교사주도적 수업으로서 강의 등 교사의
지식전달 중심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학생주도적,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1-28 서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
평가
교육
법(상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공하
전문성 1-29
평가
는 성취수준 및 평가관련 자료)을 주로
(15)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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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요인
항목

요소

내용

∨확실성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고려하
1-30 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반영된 평가방
법을 사용할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발달(모
든 학생의 학습동기와 수행과정, 학업성
1-31 취와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
생활
과･비교과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록
기록부
할 것이다.
작성
내용
(16)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및
1-32 학습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과활동을
중심으로하여 기록할 것이다.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생활기
1-33 록부에 과목별 성취수준(9등급 또는 5등
급)만 표기할 것이다.

내신
기록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생활기
방법
(17) 1-34 록부에 과목별 성취 수준(9등급 또는 5등
급)만 표기하고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한
정성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정부 차원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생활 1-35 지침에 의한 학생부 기록의 획일화 관행
이 최소화될 것이다.
기록부
작성
정부 차원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방식
1-36
지침에 의한 학생부 기록의 획일화 관행
(18)
이 지속될 것이다.

▢ 이상에서 제시된 초･중등교육의 항목과 요소 외에 미래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 및 요소가 있다면 작성해 주시고, 각 항목과 요소에 대해 미래에 예측되는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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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작 성 란
항 목(요소)

변 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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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과 대입제도 환경 요인

다음은 2035년에 예상되는 대학교육과 대입제도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2035
년 이후 대입제도에 미칠 영향력의 확실성(예측가능성)과 그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해당 수치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실성: 대학교육과 대입제도 환경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유무와 그 수준의 예측가능성 정도
➜ 해당 대학교육과 대입제도 환경 요인이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과 그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표기함: –3(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 +3(확실성이 높은 경우)
※ 중요도: 대학교육과 대입제도 환경 요인이 대학입시에 주는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 해당 대학교육과 대입제도 환경 요인이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과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에 따라
표기함: –3(중요도가 낮은 경우)~+3(중요도가 높은 경우)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항목

요소

특화
(1)

내용
대학의 기능 특화(연구, 교육, 지역사회
2-37 기여, 산학협력)에 따라 대학별로 특화
된 계열･학과가 증가할 것이다.
명문 4년제 종합대학 형태와 유사하게
2-38 일반 계열 및 학과를 편성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및 지역별 사립
대 네트워크(교육과정 공유) 구축에 따
2-39
른 수도권 대학 중심 서열체제가 완화
대학간
될 것이다.
대학 협력
특성
(2)
개별대학 차원의 특성화 전략이 강조되
2-40 어 경쟁이 유지되어 수도권 대학 중심
서열체제가 지속 될 것이다.
모든 대학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
2-41 자, 성인학습자, 평생학습자 등 재학생
구성이 다양해질 것이다.
개방성
(3)

540

학령인구 중심의 학생충원이 어려운 일
부 대학만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성
2-42
인학습자 등 평생학습자 등 재학생 구
성이 다양해질 것이다.

확실성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부록

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항목

요소

대학
학위
가치
(4)

정부
대학
정원
통제
(5)

정부
역할
(6)

대학
역할
(자율
성)
(7)
대입
거버
넌스

대학
역할
(책무
성)
(8)

내용

확실성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노동시장에서 직업기술 관련 자격증이
2-43 나 직무경험의 가치를 대학졸업장 보다
중시하게 될 것이다.
2-44

노동시장에서 명문대학 학위에 대한 프
리미엄 및 지대가 유지될 것이다.

2-45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정원통제권이 유
지 및 강화될 것이다

2-46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정원통제권이 약
화될 것이다.

교육부의 대입정책 관련 관여도는 약화
2-47 될 것이다(주요 정책결정, 대입기본계
획 발표 등을 담당)
대입정책의 일관성 및 중립성 유지를
2-48 위한 제 3의 독립기구(가칭: 대입종합
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이다.
2-49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2-50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와 비슷하
거나 적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2-51

대학의 대입전형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이 강화될 것이다.

2-52

대학의 대입전형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이 약화될 것이다.

사교육업계 등 관계기관의 여론형성 및
관계 2-53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기관의
영향력
사교육업계 등 관계기관의 여론형성 및
2-54
(9)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교육NGO 및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 및
시민 2-55 영향력이 강화 될 것이다.
단체의
영향력
교육NGO 및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 및
(10) 2-56 영향력이 약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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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및 대입제도 환경 요인
항목

요소

확실성

내용

중요도

-3 -2 -1 0 +1 +2 +3 -3 -2 -1 0 +1 +2 +3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생/ 2-57 가 대입전형체제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학부모
될 것이다.
(수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자)
2-58
는 대입전형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11)
것이다.
대학내 2-59 대학본부의 입학관리부서에서 대부분의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거버
넌스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에서 학생선발업
(12)
2-60
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표준화시험과 대학 자체 선발기
학생 2-61 준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배치할 것
이다.
선발의
관점
학생 개인의 적성과 관심, 특성을 고려
학생 (13)
2-62 한 학생맞춤형 전형방법을 통해 적격자
선발
를 선발･배치할 것이다.
원칙
및
방향

학생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능력
학생
2-63
및 발전가능성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
선발의
이다.
원칙
(14)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주로 고려하여
2-64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 이상에서 제시된 대학교육과 대입제도 환경의 항목 및 요소 외에 미래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과 요소가 있다면 작성해 주시고, 각 항목과 요소에 대해 미래에
예측되는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작 성 란
항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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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래 문항들은 분석에 필요한 응답자의 배경 특성과 관련 문항들입니다.

1. 귀하의 성별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전문분야에서의 재직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1년 이상~25년 미만

⑥ 25년 이상~30년 미만

⑦ 30년 이상

3.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교육

② 경제

③ 사회

④ 과학기술

⑤ 기타
4.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어느 유형에 해당됩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일반계 고등학교

② 특수목적 고등학교

③ 자율형사립 고등학교

⑤ 국공립 일반대학

⑥ 사립 일반대학

⑦ 국공립 전문대학

⑧ 사립 전문대학

⑨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⑩민간연구소 및 단체

⑪ 교육부 및 유관기관

④ 특성화 고등학교

⑫ 기타
5. 현재 소속기관에서 귀하의 지위는 무엇인지요?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진로진학 담당 교사(부장교사)

② 교장, 교감

③ 보직교수(입학처장)

④ 보직교수(입학처장 외 보직교수)

⑤ 일반교수

⑥ 입학 담당부서 직원

⑦ 기타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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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2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7년 기본연구과제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35년 이후 사회 및 교육체제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방안 도출
을 위한 연구입니다. 이 설문지는 미래 대입제도의 시나리오를 추출하기 위한 설문으로, 지난 1차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교육 및 대학 교육 부문의
변인을 선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던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번거로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 설문은 1차 설문지에 비해 간단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설문방법은 전자메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조사기간은 2017. 9. 25(월). ∼ 9. 28(금)까지
입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로지 본 연구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될 것임을 반드시 약속드립
니다. 아울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추가로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김지하
(porommy@kedi.re.kr)에게 메일을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재 춘
연구책임자 김 지 하

※ 본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다음 e-mail로 부탁드립니다.

□ 문 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대학평가연구기획실
- 최재영 (043-5309-278, choijy@kedi.re.kr)
- 김지하 (043-5309-441, porommy@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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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미래 대입제도의 탐색적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 여러분들께서 응답해 주신 1차 조사 분석 결과, 미래의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방향
및 내용, 평가방법, 대학의 학위가치, 학생선발의 관점과 원칙, 대입 거버넌스 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미래의 변화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지만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분석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추
출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서는 귀하께서 주신 응답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할
최종 변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전문가들께 드리는 질문은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변화 방향입
니다. 각 항목(요소)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시고 2035년에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내용(예측하시는 미래와 더 가까운 상황)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제도 영향 요인
항목(요소)

변화 방향

예측되는 상황
(A, B중 택하여
Ⅴ표시)

A. 소수 엘리트 위주의 수월성 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교육 방향

A

B

A

B

A

B

학업성취와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과･비교과 활동에 대해 종합적 A

B

B. 모든 학생을 위한 양질의 평등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A. 교사수권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국가교육 과정 적용의 유연화,
교육내용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구성 자율성 증대)

(교육과정
수권유형)

기초하여 대학에서의 전공희망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초·
중등
교육

B. 학생주도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학생의 진로방향과 내용에

A.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성취수준(9등급 또는 5등급)
교육평가

표준점수, 석차를 병기할 것이다.

(내신
기록방법)

B.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성취 수준(9등급 또는
5등급)만 표기하고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한 정성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교육평가
(생활기록부
작성내용)

A.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발달 (모든 학생의 학습동기와 수행과정,
으로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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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영향 요인
항목(요소)

변화 방향

예측되는 상황
(A, B중 택하여
Ⅴ표시)

B.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및 학습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과활동
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할 것이다.
A. 노동시장에서 직업기술 관련 자격증이나 직무경험의 가치를 대학졸업장보
대학

다 중시하게 될 것이다.

학위 가치

A

B

A

B

A

B

A

B

A

B

B. 노동시장에서 명문대학 학위에 대한 프리미엄 및 지대가 유지될 것이다.
A. 국가의 표준화시험과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배치할
것이다.
선발방법
B. 학생 개인의 적성과 관심,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형 전형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배치할 것이다.
A. 학생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능

대학
교육

선발원칙

력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B.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대입
거버넌스
(학생/
학부모)
대입

A.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대입전형체제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B.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는 대입전형체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A.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거버넌스
(대학역할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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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와 비슷하거나 적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록

Ⅱ

다음은 미래 대학입시의 규범적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 이번에 전문가들께 드리는 질문은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변화 양상입니다. 앞서 각 항목(요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예상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귀하께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직한 상황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제도 영향 요인
항목(요소)

내용

바람직한 상황
(A, B중 택하여
Ⅴ표시)

A. 소수 엘리트 위주의 수월성 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교육 방향

A

B

A

B

A

B

A

B

B. 모든 학생을 위한 양질의 평등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A. 교사수권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국가교육 과정 적용의 유연화,
교육내용
(교육과정
수권유형)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구성 자율성 증대)
B. 학생주도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학생의 진로방향과 내용에 기초하
여 대학에서의 전공희망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A.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성취수준(9등급 또는 5등급) 표준

초·

점수, 석차를 병기할 것이다.

중등
교육

교육평가
(내신
기록방법)

B.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되 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성취 수준(9등급 또는
5등급)만 표기하고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한 정성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A.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발달 (모든 학생의 학습동기와 수행과정, 학업
성취와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과･비교과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교육평가
(생활기록부
작성내용)

기록할 것이다.
B.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및 학습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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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영향 요인
항목(요소)

내용

바람직한 상황
(A, B중 택하여
Ⅴ표시)

A. 노동시장에서 직업기술 관련 자격증이나 직무경험의 가치를 대학졸업장보다
대학
학위 가치

중시하게 될 것이다.

A

B

A

B

A

B

A

B

A

B

B. 노동시장에서 명문대학 학위에 대한 프리미엄 및 지대가 유지될 것이다.
A. 국가의 표준화시험과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배치할
것이다.
선발방법
B . 학생 개인의 적성과 관심, 특성을 고려한 학생맞춤형 전형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배치할 것이다.
A. 학생의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대학
교육

선발원칙
B.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대입
거버넌스
(학생/
학부모)

대입
거버넌스
(대학역할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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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대입전형체제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B.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는 대입전형체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A.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B.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현재와 비슷하거나 적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록

[부록 3]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방안 연구』
현행 대입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지

<면담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

1. 먼저,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면담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과거 및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 지각하고 계신 문제점, 쟁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제도적 측면과 제도의 운영 측면 등에서 논의하는 한편, 2025년 이후의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의 변화 등을
고려한 미래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3.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모든 면담 과정은 녹음될 예정이고, 연구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이후 해당 내용은 영구히 삭제될 예정입니다.
4. 면담 과정에서 언급되는 모든 정보는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통해 연구에 실제 지면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 면담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표준화된 질문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될 것이며, 영역의 순서를 가리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바쁘신 중에도 면담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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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지금까지의 대입정책이 미래사회의 변화 및 인재양성 관점에서 적절하게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Ⅱ 미래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
1. 도입
○ 2035년 이후의 인구, 사회, 기술, 정치 측면에서 예측되는 메가트랜드(인구구조 변화,
과학･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생활방식 및 가치관 변화)는 초중등
교육(교육목표, 학교의 형태 및 기능, 교육과정 및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 2035년 이후의 인구, 사회, 기술, 정치 측면에서 예측되는 메가트랜드(인구구조 변화,
과학･정보기술의 발달,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생활방식 및 가치관 변화)는 고등교육
(교육목표, 대학의 형태 및 기능, 교육과정 및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2.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
○ 현행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 공교육 정상화, 적격자 선발(선발의 타당성), 선발의 공정성(운영의 공정성),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준비 및 사교육비 부담)
○ 2035년 이후의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입제도의 원칙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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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입전형 요소
○ 2035년 이후의 대학입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각 전형요소(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 면접,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의 내용과 평가방법 등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교 학점제 및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정착이 대입전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소규모 대학 등에서 전형요소의 활용과
조합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4. 대입전형 방법
○ 2035년 이후 대입전형방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수시/정시 전형의 유지, 수시전형 비율 유지 등
- 정시 축소에 따른 재수생,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등에 대한 대입전형 방법
○ 2035년 이후의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
형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자원이 급감하면서 미래 대입전형을‘학생맞춤형 선발전
형’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맞춤형 선발전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
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에 대학이 학생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성장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의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요소와 전형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미래에 학생 개인의 적성과 관심, 특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전형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요소와 전형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 대입 거버넌스
○ 2035년 이후 정부의 대입정책 관여도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이외의 제 3의 독립기구로서 대입전형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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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입전형시스템
○ 현재 대입전형원서접수 등 관련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대입전형시스템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미래대입제도의 방향
○ 현재의 대입제도가 바람직한 미래대입제도로 변화하는데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대입제도가 바람직한 미래대입제도로 변화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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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미래대입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7년 기본연구과제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35년 이후의 메가트랜드 및 교육체제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미래지향
적 대입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입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대입제도의 가치, 전형요소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전자메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조사기간은 2017. 10. 18 ∼ 10. 23 까지 입니다.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을 소신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로지 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료 용도에 한정되어 활용될 것임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추가로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김지하
(porommy@kedi.re.kr)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재 춘
연구책임자 김 지 하

※ 본 조사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441호
□ 문 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대학평가연구기획실
- 김지하 (043-5309-441, porommy@kedi.re.kr)
- 최그림 (043-5309-285, cgilim@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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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의 문항은 미래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조건들은 미래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대학교육, 고등학
교 교육, 대입 거버넌스의 영역별로 선별한 것입니다. 이하의 조건들이 대입제도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 아래에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 기타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성 정도
구분

조건

① 대학의 분야(계열) 특성화 정착
②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학교육 실현
③ 대학 서열화 완화
④ 대학의 재정자립도 향상
대학
교육 ⑤ 평가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의 안정적 지위
확보
⑥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
⑦ 기타

⑧ 학생중심의 개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⑨ 고교학점제 정착
⑩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운영 자율성
고등
강화
학교
교육 ⑪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정착
⑫ 교사의 평가권 확대 및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
증가
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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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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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정도
구분

조건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⑭ 교육부의 입시정책 관여도 약화
⑮ 교육부의 대학정원조정 권한 약화 및 축소
⑯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자율성 강화
대입
거버 ⑰ 대학의 학생선발 및 모집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넌스
⑱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제3의
전문협의기구에 의한 대입제도 운영
⑲ 기타

○ 이상의 19가지 조건들 중 대입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3가지
조건을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Ⅱ

2순위

3순위

다음의 문항은 미래 대입제도의 원칙(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현행 대입제도에서 중시되는 원칙(가치)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원칙(가치)들의 현행 대입제도와 미래 대입제도에서의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원칙(가치)이 현재와 미래 대입제도에서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재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
구분

미래 대입제도에서의 중요성

전혀
전혀
현재-미래 간 차이의
중요
매우
중요
매우
중요
보통 중요
중요
보통 중요
원인
하지
중요
하지
중요
하지
이다 하다
하지
이다 하다
않다
하다
않다
하다
않다
않다

① 공교육 정상화
② 선발의 타당성
(적격자선발)
③ 선발의 공정성
(운영의 공정성)

※예시:학생수 감소에
따라 치열한 경쟁 완화

④ 학생･학부모의
부담경감

※예시: 대학서열화완
화로 사교육 수요 감소

⑤ 사회 통합
⑥ 기타
(

)

○ 위에 제시된 6가지 대입제도의 원칙(가치) 중, 현행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과
미래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원칙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현행 대입제도

Ⅲ

미래 대입제도

다음의 문항은 미래 대입제도의 전형요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현행 대입전형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형요소를 나열한 것입니다.
① 해당 전형요소가 현재 대입에서 가지는 중요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② 해당 전형요소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ex. 자기관리역량, 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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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③ 해당 전형요소가 미래 대입전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해당 전형요소가 현재 전형요소를 유지하되, 형태가 변화된다고 예측하실 경우, 해당
요소의 미래 변화 모습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해당 전형요소가 미래에 중요하지 않다고 예측하신 경우(③의 답변이 “하”),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대입에서는 전형방법에 따라 전형요소의 중요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전형방법별로
해당 전형요소의 비중이 높은 전형을 중심으로 전형요소의 중요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

② 미래
① 현재의
역량
중요도
측정수준

세부전형
요소

③ 미래
대입전형
④ 미래대입
에서
전형에서의 변화
중요도
양상

상 중 하상 중 하 상 중 하

⑤미래대입
전형에서
중요하지
않는 이유

• 출결사항
※(예시)
- 외부수상 경력
작성 가능
- 학생부에서 삭제

• 수상경력

• 자격증 및 인증 취득
• 진로희망사항
자율
학교 •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
상황
기록
부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등급(성적)

•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강과목의 성격과
이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독서활동 상황

책제목 및 저자명
기록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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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요소

세부전형
요소

② 미래
① 현재의
역량
중요도
측정수준

③ 미래
대입전형
④ 미래대입
에서
전형에서의 변화
중요도
양상

상 중 하상 중 하 상 중 하

⑤미래대입
전형에서
중요하지
않는 이유

• 고교재학기간 중 학업관련 노력,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자기
소개
서 •

고교재학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3개 이내)를
통해 배우고 느낀점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 대학자율항목(1문항)
체크리스트
• 학업관련
서술형기술
교사
추천 • 인성 및
체크리스트
서
대인관계
서술형기술
• 종합의견
• 인성면접(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
• 서류확인면접(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 출제문항면접(대학이 사전에 출제한
문항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면접 • 토론면접(주어진주제에 대해
응시자간 토론)
• 심층면접(지원자의 자질과 역량을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살피는
면접, 통상 인성 뿐만 아니라
수학능력, 창의력, 전공적합성,
자질, 기본상식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면접)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별 논술
• 대학별 적성고사
• 실기고사
※ 아래의 ‘기타’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성가능한 전형요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합숙면접(개별면접, 집단면접, 발표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포함)
대학자율양식의 포트폴리오(학생부+개인활동 자율기술 양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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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다음의 문항은 대학의 특성별 대입제도의 기능과 전형요소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 대학을 소재지, 설립유형, 규모 등으로 구분할 경우, 미래에는 대학별로 대입의 기능과
전형 요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측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대학유형별로 대입제도의 기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대학에
서 대입제도의 기능으로‘우수학생 선발 중심’과‘학생모집(충원) 중심’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② 아래의 대학유형별로 미래에 사용하게 될 전형요소를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립유형, 규모, 소재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학의 특징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란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성가능한 전형
요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입의
기능
소재지

설립
유형

규모

우수
학생
선발
중심

학생
모집
충원
중심

② 전형요소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학생부
교과

자기
소개서

국가
면 논
표준화시험
접 술
(ex. 수능)

기타
(

)

대규모
국립
중소규모
수도권
대규모
사립
중소규모
대규모
국립
중소규모

비
수도권

대규모
사립
중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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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유형, 규모, 소재 지역 외에 대입전형요소에 차이가 발생하는 대학특성 변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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