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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국교육개발원이 2004년부터 일명 KEDI 8년 연구라는 이름으로 대입제도 중장기
연구를 시작한지 올해로 8년째가 됩니다. 당초 이 연구를 출발한 문제의식은 ‘고교가 대
입으로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의 방법은 무엇
인가?’ 그리고 ‘고교와 대학 양자가 모두 교육 기능을 회복･강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식에 대응하여 그 동안 KEDI 8년 연
구에서는 대입 전형 개선 연구와 고교-대학 연계 방안 연구라고 하는 두 방향에서 지속
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금년으로 최종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KEDI 8년 연구가 고교-대학 연계 대입전형의 계획 - 적용 - 성과 분석이라는 종단적,
실험적 성격으로 출발했던 당초의 연구 계획에서 보면, 일부분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다
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입제도 연구에 8년이라는 긴 시간
을 획기적으로 투입하고자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입연구사는 물론
교육정책연구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KEDI 8년 연구 수행을 통해
고교-대학 연계라는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 새로운 개념에 관련
주체, 특히 고교와 대학들이 크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이 연구의 매우 중요한 성과라
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EDI 8년 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대입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이 연구 초기부터 강조해 온 대입의 ‘선발 경쟁에서 교육 경쟁으로’, ‘점수 위주의 선발
에서 종합적인 평가로’의 전환 주장은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낳았으며,
고교-대학 연계라고 하는 개념을 현장에 확산시키면서 고교와 대학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 노력, 협력 등의 실천적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의 내신과 대학의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의미를 높이는 근거를 제
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동안 KEDI 8년 연구의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입
제도와 고교 현장, 대학과 정부의 인식 변화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초창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 즉 대입제도가 고교 교
육을 왜곡시키고 대학교육의 출발점을 위협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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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8차 년도인 금년도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좀더 대입문제
를 근원적으로 접근하면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하고
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과 평
가와의 연계로 문제 접근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과 이들 대입 관련 요소들 간의 유
기적 작용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대입 환경 정비는 분명하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관련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입전형을 결정하고, 지원자를 배려하는
대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이처럼 대입의 종합방안으로 마무리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
습니다. 이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준 고교와 대학 관계자, 무엇보다도 개선안에 적극
의견을 주시고 검토해 주신 고교 교사, 대학의 입학관리처장과 입학사정관, 정부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학계 교수 및 연구자, 대입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KEDI 8년 연구 수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던 국내외 관계
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8년 연구의 최종 마무리라고 하
는 크나큰 연구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우리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교육연구자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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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요약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와 대학의 연결 장치인 대입제도가 오히려 고교와 대학 간에
단절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적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교 교육에서 대학으로
원활한 교육 이행이 가능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의 종합방안을 구안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수행되어 온 KEDI 8년 연구를 비롯한 대입 관련 연구 성과를 참
고하여 대입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집담회, 정책 포럼, 콜로키움 등 다양한 방식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① 대입제도의 개선만으로 대입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②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 교육의 연계 측면에서 대입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대입 환경을 정비해
야 하고, ④ 고교 교육과정, 국가고사, 대학의 입학 전형, 대입 거버넌스가 상호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고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문과, 이과로 이분화된 현
재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형 교육과정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 전공 분야에 따라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을 12
개의 희망 전공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개인별로 진로 탐색과
개발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병행안을 제시하였다.
수능 운영 체제는 고교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계하는 관점에서, 수능 I과 수능 II로 이
원화하고 절대평가 5등급제 실시를 제안하였다. 수능 I은 공통의 기본교과 중심의 선다
형 시험이고, 수능 II는 창의적 인재의 필수적인 요건인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논술형 시험으로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 교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5등급으로 구
분된 평가체계는 학생 선발지표로서의 수능 비중을 낮추고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운영이
시험 체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선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
안된 것이다.
대학의 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는 대학 자율의 범위이지만, 공공의 관점에서 대학 공
통으로 협력해 줄 사항들을 제안하고 학생부 활용 등 고교-대학 연계 방식의 대입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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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제시하여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시, 정시의 통합
(안)을 제시하였다.
대입 거버넌스의 개선은 정부 주도의 대입 환경 정비와 관련 주체 공동 참여 방식, 그
리고 지원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구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정부 주도의 대입 환경 재정비, 관련 주체 참여 방식의 제3의 독립적인 ‘대입종합지원센
터’(가칭)의 설치･운영, 대입 자율화 정책 속에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대입 중등 교육영향 평가제’ 도입, 복잡한 원서 지원 과정을 대폭 간소
화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 개발 운영 등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 주요 내용

주제어 : 고교-대학 연계, 희망 전공 분야별 교육과정, 수능 절대평가 5등급제,
대입중등교육영향평가제, 대입종합지원시스템

ii／

C･O･N･T･E･N･T･S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9

3. 주요 개념 정의

14

4. 선행 연구 분석

16

5.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27

Ⅱ. KEDI 8년 연구 추진 배경과 경과

33

1. KEDI 8년 연구 추진 경과

35

2. 연구 성과와 과제

39

Ⅲ. 대입제도의 기능과 운영 방향

47

1.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

49

2. 대입제도의 기능과 원칙

65

Ⅳ. 대입정책과 제도운영의 현황 진단

79

1. 대입 정책의 변천과 특징

81

2. 대입제도 운영의 문제점

94

3.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한계

135

4. 개선 시 고려사항

141

iii

＼

C･O･N･T･E･N･T･S

Ⅴ.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1.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개요

145

2. 관련 내용별 개선 방안

148

Ⅵ. 종합 : 실천 조건 및 정책 제언

iv／

143

211

1. 연구 요약

213

2.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220

3. 관련 주체별 역할

223

4. 정책 제언

224

5. 향후 과제

231

참고문헌

234

ABSTRACT

241

부록

245

[부록 1]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안에 대한 Q&A

247

[부록 2] 한국교육개발원 8년 연구 관련 자료 목록

253

[부록 3]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관련 부서의 업무 내용

257

[부록 4] 8차 년도 연구 관련의 협의회 개최 내용 및 연구협력진 명단

259

C･O･N･T･E･N･T･S

표차례

<표 Ⅰ-1> 연구 내용과 방법

13

<표 Ⅰ-2> 신호이론에 따른 상황별 예측 현상(Kirst & Venezia 응용, 2004)

25

<표 Ⅱ-1> 고교-대학 연계 구성 요소에 관한 KEDI 8년 연구 수행 내용

37

<표 Ⅱ-2> 1~7차 연도(2004~2010년) 고교-대학 연계 연구 성과

39

<표 Ⅱ-3> 연계 구분의 기준

40

<표 Ⅲ-1> 2011년 신입생 충원율 현황

51

<표 Ⅲ-2> 미래 학습자의 핵심 역량 요소와 내용(OECD, 2003)

53

<표 Ⅲ-3>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입의 과제

60

<표 Ⅲ-4> Martin Trow의 고등교육 단계 이행에 수반하게 되는 변화 내용

61

<표 Ⅲ-5> 대입제도 개선에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

76

<표 Ⅳ-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86

<표 Ⅳ-2> MB정부의 3단계 대입 자율화 실천 방안

87

<표 Ⅳ-3> 연도별 입시제도의 변천

88

<표 Ⅳ-4>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추이

90

<표 Ⅳ-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교 교육과정 목표

94

<표 Ⅳ-6> 교육과정 개편 내용

95

<표 Ⅳ-7> 2009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선택 과목의 예

95

<표 Ⅳ-8> 교육과정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96

<표 Ⅳ-9>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1 순위)

97

<표 Ⅳ-10>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

98

<표 Ⅳ-11> 주요 대학의 외고･국제고 및 특목고 출신 비율

98

<표 Ⅳ-12> 2010학년도 시･도별 고교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 (%)

99

<표 Ⅳ-13> 보통교과의 교과과목 특성에 따른 평가

100

v

＼

C･O･N･T･E･N･T･S

vi／

<표 Ⅳ-14> 학생부 부당정정 현황(2011년)

101

<표 Ⅳ-15> A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103

<표 Ⅳ-16> B고교의 2010년 3학년 2학기 수업 운영표

105

<표 Ⅳ-17>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정안

107

<표 Ⅳ-18>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108

<표 Ⅳ-19> 사탐 영역에서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110

<표 Ⅳ-20>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요소 및 특징

114

<표 Ⅳ-21> 입학사정관제의 공통평가요소(예시)

115

<표 Ⅳ-22>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전형 유형

116

<표 Ⅳ-23> 적성검사 실시 대학의 반영 비율

117

<표 Ⅳ-24> 일반전형 지원자의 평균 적성검사 성적

118

<표 Ⅳ-25> A대학의 수시 일반 전형 평가 예시

118

<표 Ⅳ-26> A대학의 논술 시험 예시

119

<표 Ⅳ-27>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의 전담기구 설치현황

119

<표 Ⅳ-28>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수

121

<표 Ⅳ-29>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 및 증가율

122

<표 Ⅳ-30> 1단계 학생부 반영 비율에 미치는 대학변인 영향력

122

<표 Ⅳ-31> 수능 반영 영역 수에 미치는 대학변인 영향력

124

<표 Ⅳ-33>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대입제도과 업무 소개

127

<표 Ⅳ-34>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현황

128

<표 Ⅳ-35> 대학입학전형 관리 업무 절차

129

<표 Ⅳ-36> 대입전형요소 중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비교

134

<표 Ⅴ-1>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구상의 기본 원칙과 관련 논의 내용

146

<표 Ⅴ-2>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안

149

<표 Ⅴ-3> 전공희망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예시안)

154

C･O･N･T･E･N･T･S

<표 Ⅴ-4> 교과군별 교과목 개편(안)

157

<표 Ⅴ-5> 수능 운영의 문제 현상과 개선 방안

166

<표 Ⅴ-6> 수능Ⅰ 체제 및 시간표(안)

167

<표 Ⅴ-7> 수능Ⅱ 체제 및 시간표(안)

169

<표 Ⅴ-8> 대학의 입학 전형 현황과 개선 내용

175

<표 Ⅴ-9> 대학입학전형 일정의 현행과 개선안 비교

181

<표 Ⅴ-10> 수시모집의 예시안

183

<표 Ⅴ-11> 정시모집의 전형 예시안

183

<표 Ⅴ-12> 대입 거버넌스 문제 현상과 개선 방안

194

<표 Ⅴ-13> 대학입학전형 절차(예시)

197

<표 Ⅴ-14> 가칭 ‘대학별 전형 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개요

202

<표 Ⅵ-15>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의 기본 원칙과 본 연구의 개선안

218

<표 Ⅵ-16>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관련 요소별 주요 내용

219

<표 Ⅵ-17> 개선안별 실천 조건

221

<표 Ⅵ-18>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관련 요소별 추진 전략

222

<부표 2-1> 8년 연구의 1~7차 연도(2004~2010년) 보고서 목록

253

<부표 2-2> KEDI 8년연구 관련 포럼자료집

254

<부표 2-3> KEDI 8년 연구 외 대입관련 연구보고서 목록(2004년 이후 KEDI 수행)

255

<부표 2-4> KEDI 8년 연구 관련의 기타 자료 목록

256

<부표 3-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업무 소개

257

<부표 3-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업무 소개

258

vii

＼

C･O･N･T･E･N･T･S

그림차례

viii／

[그림 Ⅱ-1] KEDI 8년 연구의 구조

37

[그림 Ⅱ-2] 고교-대학 연계 모형 체제

41

[그림 Ⅱ-3] 고교-대학의 연계 구조도와 KEDI 8년 연구

45

[그림 Ⅲ-1] 고교 졸업 예상자 수

50

[그림 Ⅲ-2] 대학 입학 정원과 18세 인구 추이

50

[그림 Ⅲ-3] 장래 인구 추계

52

[그림 Ⅲ-4] 미래 사회의 인재상

54

[그림 Ⅲ-5] 현재 양성되는 인재와 창의적 인재

56

[그림 Ⅲ-6] 학교급별 진학률 추이

58

[그림 Ⅳ-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직 및 부서

128

[그림 Ⅳ-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결정 절차(2013학년도)

130

[그림 Ⅳ-3] 대입 자기소개서의 교내･외 활동 관련 문항 비교

135

[그림 Ⅴ-1] 전공희망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 및 수능 체제(예시안)

155

[그림 Ⅴ-2]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조

195

[그림 Ⅴ-3] 대입종합지원센터 조직도

204

[그림 Ⅴ-4]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 주요 내용

21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주요 개념 정의
4. 선행 연구 분석
5.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Ⅰ. 서론

I. 서론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해방 이후 대입제도만큼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온 것도 드물다. 그 동안 많
은 교육학자들이 대입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때마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의 선발 자율화를 축으로 한 대입 개선안이 제안, 시행되어 왔다. 그 동안 대입제도에
대한 연구, 논의, 개선안들은 그 내용면에서 지그재그식 반복성을 보여 왔으며, 무엇보
다도 주로 대입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예컨대 고교 교육의 파행, 사교육 팽창 등 사회
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작 대입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나 대입제도가 교육시스템의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교와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대입제도의 구조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미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고교와 대학
의 관계란 높은 대학진학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교와 대학이라는 두 교육 기관
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소수 엘리트만이 대학
에 진학하던 때와는 아주 다른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 때 대입제도는 두 교육기관 사이
에 있는 연결 고리로서의 의미가 보다 중시되는 위치를 갖게 된다. 이렇듯 고교와 대학
의 관계 구조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를 주목한 연구가
미미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고교 측, 대학 측 혹은 대입제
도로 인해 야기된 당면의 사회적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문제, ｢고교와
대학의 관계 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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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고교-대학 상생의 연계형 대입제도 구상 필요
고교 교육이 대입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 중의 하
나이다. 창의성과 인성이 미래 인재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우리 교육에 만
연된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식 교육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급한 개선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고교 교육의 문제가 곧바로 대학 교육의 출발점까
지 위협하고 있다.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연결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고교와 대학이 모두
교육 곤란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을 원활하
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고교의 과제인 동시에 대학의 과제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교육
개발원은 2004년부터 KEDI 8년 연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고교가 본래의 교육 목
적을 달성하면서 그것을 대학으로 잘 이어지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대입제도와 관련하
여 연구해 왔다. 이 연구는 문제풀이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자질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참된 학업성취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교와 대학이 동시에 사
는’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접근으로서,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교-대학 연계형의 대입
제도 종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공감대와 일관성을 가진 중장기 대입제도 필요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KEDI의 중장기적 노력은 대입제도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되는 동안에도 대입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대입 제도의 종합도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우선 KEDI의 1차 연구에
서부터 대학 선발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던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에 도입,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했던 대입 업무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었으며, 최근에는 2014년부터 실시될 수능개선안이 발표되었
다. 이와 함께 고교 다양화 정책 등 관련 정책들이 병행 추진되고 있어서 교육 현장은
물론 사교육 시장에까지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일관된 방향이나 원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책적 신뢰나 사회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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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정책 간 상충이나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 앞으로의 대입제도는 현안 과제용 대증요법식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핵심 역량과 미래 교육적 관점에서, 그리고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가 갖는 고교대학 연계에 대한 교육 구조적인 이해 위에서 대입제도의 운영 방향과 방안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대입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향후 대입제도를 어떤 안정된 방향과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입제도 필요
현재 일선 고등학교 현장은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각 학년마다 얽혀 운영되고 있는 대혼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1학년에 적용되
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각론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
과서 개정, 교과 콘텐츠 재구조화, 이에 따른 교수 방법의 변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
그램 확충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이 세 가지의 교육과정이 얽혀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2014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1) 체계 개편, 입학사정관제 확대 실시,
논술 축소(혹은 면접 강화)와 결합하여 대입 환경의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교육과정의 미완성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절대평가, 학점제(학생
선택, 교과교실제) 등 여러 가지 관련 요소들의 변화도 함께 맞물려 있어서, 2014학년도
이후 대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입의 문제는 단일 요소만을
다루어서 해결될 수 없으며, 특히 교육과정의 문제와 별도로 논의되어서는 문제의 핵심
에 접근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입에 대한 논의를 보면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각각의 독립된 논제로 다

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은 대입제도 논의 시 중요하게 인식되어

1) 이하 ‘수능’으로 표기. 단 제목이나 다른 개념과의 사용 맥락에 따라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혹은 ‘수능
시험’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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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에 주목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7차 교육과정 개정시, 고교의 선택 교육과정을 수능으로 연계하여 탐구 과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연계시킨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능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대입에
서의 유불리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교 교육과정은 수능 교
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타 교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교과 간 불균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왜곡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고교의 교육과정과 국가적 수준의 평가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느냐의 문
제는 홍후조(2006)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는 있으나 대입제도의 핵심적 논
제로 주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육과 평가는 하나의 연계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대입제도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는 것처럼 대입제
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고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운영하고 이를
수능과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 동안 간
과되어 왔던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과의 관계를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
스템 정비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 전형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명료화 필요
대입 자율화 정책은 현 정부의 특징적인 대입정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정책을 추
진하면서 정부는 대입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입제
도에 대한 정부와 그 밖의 관련 주체의 역할이 재정립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입과 관련한 책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국민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관할하고 있으면서 대입정책의 책임을 대학이나 대학교육협의회에
게 떠넘길 수는 없다. 우선 국가는 대입의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제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둘을 어떻게 관계 짓는 것이 고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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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화와 대학의 적격자 선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의 전체 구조 속에서 대입제도 논의 필요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대입제도의 종합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관련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향하는 입장에
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입 전형’이다. 대입 전형은 고교와 대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이기 때문이다. KEDI가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한 것도 바로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개선하면 고교 교육이 본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대학은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고교에서 대학으로 교육이 이행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먼저 고교 교육이 있고, 그 교
육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고교 내부 평가, 고교 외부 평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전형 과정을 거쳐 대학 교육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게 된다. 따라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고교 교육’, ‘대입 전형 요
소: 개인이 고교에서 성취한 바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대학의 입학전형정책’, 그리고
고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과정에 관련되는 ‘대입 정책’ 등 대입 거버넌스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고교와의 연계 관점을 가지고 KEDI 8년 연구를 통해 대입에 관련된 제 요
소들을 논의해 왔다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미래 인재 육성이라
는 관점에서 고교와 대학 양자의 교육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입
제도의 종합도를 완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것은 현재의 대입제도 틀이나 시각이 아
니라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그리고 향후 인구 구조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향후 대
입정책은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미래 전망과 큰 시각을 가
지고 다룰 필요가 있다.

□ 고교-대학 연계와 최근의 국제 동향
최근 외국에서도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국에
서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국가 수준에서 제도나 정
책적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흥미로운 부분이다. 실제로 대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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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대학 수준이나 주 등 지역 단위에서 논의되고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가면서 고교로부터 대학
으로의 원활한 이행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일찍 진입한 미국
은 20세기 초반부터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 K-162) 시스
템 탐색 등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대입제도가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

랑스의 경우는 일찍부터 그랑제꼴 준비반과 같이 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을 한 학
교 안에 설치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통합형 연계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지역교육활성화 차원을 포함한 고교-대학 연계가 중시되
고 있다. 이 같은 외국에서의 논의들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가 고교만이 아니라 대학 교
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개인의 삶과 사회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인
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입문제가 기존의 방식이나 틀 안에서 논의될 것
이 아니라 전체 교육시스템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교와 대학의
관계, 그리고 양자 간의 효과적인 연결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절실히 요청되
고 있다.

나. 연구 목적과 과제
본 연구는 고교 교육이 대입으로 인해 왜곡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학도
출발점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와 대학의 연결 장치인 대입제도가 오히려 고교와 대학 간에 단절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적 문제 상황에 대해 고교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고교-대
학 연계형 대입제도를 구상,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중등교육에서 고등
2) 미국, 캐내다 등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K-12은 유치원(Kindergarden의 K)에서 12학년(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K-16시스템은 대학의 4년이 더해진 것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를 하나로 연결하여 보는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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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의 이행 과정을 하나로 구조화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고교 교육, 수능, 대학의
선발이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연구인 KEDI 8년 연구의 최종년도
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형 인재 교육에 순기능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로
드맵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 주목되는 변화 요소는 무엇인가?(대입 환경 변화
분석)

둘째,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가?(향후 대입 운영 방향과 원칙)
셋째,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대입의 정책상, 운영상의 문제 진단)
넷째, 대입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대입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운영)
다섯째, 대입제도 개선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실천 조건은 무엇인가?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선행 연구 분석
가) 국내 대입 관련 연구
나) 외국의 고교-대학 연계 연구

2) KEDI 8년 연구 추진 배경과 경과
가) KEDI 8년 연구 추진의 배경과 경과
나) 성과와 과제

｜

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3) 대입제도의 기능과 운영 방향
가)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 인재상의 변화
(3) 고등교육의 보편화
(4) 교육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나) 대입제도의 기능과 원칙

(1) 대입제도의 세 가지 주요 기능
(2) 대입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과 논의 범위
(가) 기본 원칙
(나) 본 연구의 논의 범위
4) 대입제도 운영 현황과 진단
가) 대입 정책의 변천과 특징
나) 대입제도 운영의 문제점

(1)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
(2) 대학수학능력시험
(3) 대학의 입학전형
(4) 대입 거버넌스
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한계
라) 개선시 고려사항

5)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가)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개요

(1) 기본 관점
(2) 기본 목표
(3)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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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안의 주요 내용
나) 관련 내용별 개선 방안

(1)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 방식의 개선안
(2)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체제 개선안
(3)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방향과 예시안
(4) 대입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안
6) 종합 및 정책 제언
가) 연구 요약
나)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다) 관련 주체별 역할
라) 정책 제언
마) 향후 과제

나.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 국내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 KEDI 8년 연구 관련 자료
- 대입제도 연구 자료

2) 자문회의(1월)3)
- 8차 연도 연구 방향과 접근 방식에 관한 자문과 협의

3)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이하의 각종 협의회 개최의 구체 내용은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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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협의회 운영(1~10월)
가) KEDI 8년 연구 관계자와의 협의회
- 원내외 연구 관계자
- 연구 수행자
나) 대입제도 관련 연구자와의 협의회
다) 고교 관계자와의 협의회
라) 대입정책 관계자와의 협의회

4) 고교, 대학 관계자 집담회 운영(3~6월)
가) 제 1차: 고교 관계자가 보는 대입 적격자와 교육과정 운영
나) 제 2차: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다) 제 3차: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평가체제의 재구조화
라) 제 4차: 대입 거버넌스의 방향과 재구조화
마) 제 5차: 대학관계자가 보는 대입 적격자와 교육과정

5) 콜로키움 운영 및 의견 수렴(9~10월)
가) 원내 의견 수렴(콜로키움)
나)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에 대한 관계자 검토 및 의견 수렴

6) 교육정책 포럼(10월)
○ 제 1차 포럼
- 주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 모색
- 일시: 2011. 10. 11(화) 14:00~ 18:00
- 장소: 교육문화회관
- 발표자: 정광희
- 토론자: 정종철(교과부), 오성근(대교협), 박순경(KICE), 황규홍(전국대학입
학처장협의회),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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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포럼
- 주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 모색
- 일시: 2011. 10. 25(화) 14:00~ 18:00
-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발표자: 정광희
- 토론자: 박도순(전 KICE원장), 정진곤(한양대), 박제윤(교과부),

강태중(중앙대), 강영혜(KEDI)
이상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그 동안 수행한 KEDI 8년 연구와 관련하여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연구 내용과 방법
구분
고교

대학

연구 내용

연구 진행 방법

1. 교육과정 운영

2차, 5차, 6(연구 1)4), 7차(연구 1)년도 연구내용 정리 및 보완
(집담회, 전문가 협의회, 정책 포럼)

2. 평가와 기록

1차 년도 연구 내용 보완(집담회, 전문가협의회, 정책포럼)

1. 대학의 입학전형정책

6차(연구 2), 7차(연구 2)년도 연구 내용 정리 및 보완(집담회,
전문가협의회, 정책포럼)

2. 대입 적격자 선발 관련 1, 2차 보고서 보완 및 집담회, 정책포럼

거버넌스
(대입정책)

1. 대입 정책 방향

1, 3차 년도 연구 내용 정리 및 보완(집담회, 전문가협의회, 정책
포럼)

2. 교육과정 관련 정책

2, 6차 연구 내용 정리 및 보완(집담회, 전문가협의회, 정책포럼)

3. 수능 관련 정책

1차 년도 연구 내용 정리 및 보완(집담회, 전문가협의회, 정책포럼)

4. 관리 시스템

선행 연구(수시연구보고서, 포지션페이퍼 자료 활용)

5. 관련주체의 역할

집담회, 정책포럼

4) 6차, 7차 연도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연구와 대입제도연구의 두 방향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각각
(연구 1) (연구 2)로 구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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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념 정의5)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교-대학 연계’, ‘고교 교육의 정상화’, ‘대학 적격자’,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KEDI 8년 연구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대학 연계’의 개념적 의미
는 문자 그대로 “고교에서 대학 교육으로 원활하게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
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하나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교육 기관이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고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사실에서 볼 때 고교의
교육은 대학 진학과 대학에서의 공부를 고려해야 하고(내용, 평가, 진학 준비 등), 대학
은 고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확장된 관점이 요청되고 있다. 고교-대학 연
계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고교와 대학은 각각의 고유한 교육 기능을 수
행하면서 고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과정에 교육적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고교와 대학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이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것이다. 또한 고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과정에 포함되거나 거쳐 가는 통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예컨
대 교육과정, 즉 내용 상의 연계, 평가 상의 연계(내신, 수능, 입학전형) 등이 포함된다.
고교-대학 연계의 기본 조건은 이들 작용 요소들, 예컨대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제도
와 조직 등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고교와 대학이 상호 이
해와 협력 관계 등을 갖는 것을 포괄한다6).

‘고교교육 정상화’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의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고교 교육목표 달

5) 기본적으로는 7차 연도까지 사용해 온 개념 정의에 기초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 추가하여 재정
리하였다.
6) KEDI 8년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고교-대학 연계의 기본 개념은 접근 방식에서 다소간의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대입제도의 특별전형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1,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
근하면서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으나(정광희 외, 2004, 2005), 3차 연도 연구부터 내
용 범위를 확장하여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로 진행하였다(강영혜 외 2006). 다시 2008년부터는 대
입제도 전반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법의 양 방향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미란 외 2008, 2009,
정광희 외 2008, 2009). 이는 고교에서 대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소 중 무엇을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고교와 대학의 교육 연계를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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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학교가 의도하는 교육활동을 대입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왜곡됨 없이 보다 자
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화’라고 하는 용어는 현재의 고교 교육에 대한 강
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고교 교육의 ‘충실화’, ‘교육기능 강화’의 의미를 포함한다.

즉 대입제도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왜곡, 혹은 파행되지 않는 상태, 고교 교육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육방법과 평가에 대한 연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달성해
야 할 목표로서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7)’라는 개념과 ‘창의 ･인성’ 교
육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란 ‘참된’이라는 말을 지적인 성취에서 적용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쓸모 있고 의미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학의 적격자 선발’이란 누가 대학에 들어와야 하며, 어떻게 그러한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대학 적격자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인재, 뛰어난 학생, 선호

집단에 속하는 학생, 학문적 자질이 우수한 학생(실력이 우수한 학생) 등의 개념으로 이
해되기 쉽지만, ‘우수’ 개념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와 수준이 다를 수 있으
며, 이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역시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학이 적격자를 선
발한다는 것은 대학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해 수준에
서 정리해 보면 ① 학문적 탁월성을 지닌 자, ② 기본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동기, 즉
의욕과 적성을 가진 자, ③ 기본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인간성, 즉 개성, 도전정신, 관
계능력 등을 갖춘 자, ④ 기본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학교･사회에 대한 헌신과 기여가
예상되는 자 등을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적격자의 개념은 대학의 교육이념, 대학교육의 특성 규정, 학부 운영 방식, 모집

단위별 학문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8). 예컨대 대학 교육을 일반 교양 교육으로
접근하고 교양학부를 운영하는 대학, 의학이나 공학 등 대학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필
요한 사전 이수 교과가 분명한 경우, 대학이 학력 이외의 요소를 중시하면서 부족한 학
력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 후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등에 따

7) 참된 학업성취 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광희 외 연구(2004, 2005, 2009) 참조.
8) 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제 2장 제 2절 2) 대학의 적격자 선발 부분에서 좀더 상세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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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 적격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선발의 중점 요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창의･인성 교육’은 문제풀이식 교육, 주입식 교육, 사교육이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공부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선 전인교육이라는 전제하에 자기주도
적인 학습 능력, 자발적이고 탐구적인 학습을 포함하며, 문제발견과 해결 능력, 사고력,

판단력, 타자와의 협력, 관계 능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9). 이
는 이 연구에서 당초 사용했던 참된 학업성취, 혹은 앞에서 언급한 고교 교육의 정상화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참된 학업성취’에서 ‘참된’이라는 말을 지적인
성취에 적용한 것으로서 협의적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인교육의 의미를 동시
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교교육
의 정상화’나 ‘창의·인성 교육’은 실제 내용상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 다만 전자
가 대입으로 인한 파행적 운영을 막고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데 강
조점을 둔 개념이라면, 후자는 고교교육의 기능 회복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한다는 데 강조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 선행 연구 분석
가. 국내 대입 관련 연구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논의한 선행연구는 2004년부터 KEDI가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수행해 온 일명
KEDI 8년 연구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과물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1차 연도 ~ 7차
연도 연구와의 관련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제

Ⅱ장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국가고사인 수능이 시행된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수행된 대입제도 관련 연구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9) 창의･인성 교육이 전제하는 인재상은 본 연구의 제3장 제1절 2) 인재상의 변화 부분에서 기술한 미래 사
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기초한 것으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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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대입 관련 연구들의 다대함을 고려하여 연구 범주를 대입전형요
소나 제도와 관련되는 수능 관련 연구, 내신(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구, 대입전형제도
관련 연구로 나누어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10).

1) 수능 관련 연구
수능과 관련된 연구는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된 1993년도 이전부터 시작하여 최근
2010년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입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93년도 이전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대입시험으로서의 ‘대입학력고사’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표준화 대학수학능력검사 개
발 연구(김영길 외, 1986)’, ‘대학수학능력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규준 제작 연구(황정규,
1987)’, ‘대학교육 적성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황정규 외, 1988)’, ‘각 영역별 대학교
육 적성시험 문항개발 연구(영역별 저자, 1989)’, ‘대학교육 적성시험 실험평가 연구(김

철연 외, 1990)’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93년 8월과 11월에 걸쳐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된 직후에는 새롭게 도입된 대입시험
으로서의 수능에 대한 여론의 반응, 시험 문항의 타당성, 학교 현장의 변화, 수능에 대

비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대수능 시험에 대한
반응 조사 분석(국립교육평가원, 1994), 1994학년도 제1차 대수능 출제문항 분석 연구

(국립교육평가원, 1994), 대수능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조사 연구(허경철 외,
1994), 대수능시험 정착을 위한 고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개선 방안 연구(장석우 외,
1994) 등이 이에 해당되는 연구들이다.
그 이후 최근까지의 수능영역 관련 연구는 그 해 시행된 수능시험의 결과를 분석, 평
가하기 위한 연구(1997학년도 대수능시험 분석 연구(국립교육평가원, 1997); 1998학년
도 대수능시험 출제문항 분석 연구(교육과정평가원, 1998)), 앞으로의 시험을 보다 효율
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1997학년도 대수능시험 개선 방안(황정규 외, 1995); 대수능
시험의 장기발전 방안 연구(이근님 외, 1998)), 영역별 수능시험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연구(2005학년도 대수능시험 언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송현정 외, 2003); 2005학년도
10) 이하 내용은 허경철 박사의 용역 원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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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이의갑 외, 2003)), 국가 교육과정 체제나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능시험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2005학년도 대수능시험 체
제 연구(박도순 외, 2001); 2008학년도 대수능시험 개선 방안 연구(이종승 외, 2004);
2014학년도 대수능시험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이양락 외, 2010))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중 상당수의 연구들은 연도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역 관련 연구
내신의 대입 반영 정책은 1955년도부터 논의,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내신이 본격적
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학별 본고사 폐지, 학력고사 도입, 고교 내신제도 도입 등
으로 요약되는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부터였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내신 제도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로서 공식적으로는 언제나 강조되어 왔다. 내
신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내신제도의 시행이나 개선 등
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내신 관련 선행 연구물, 특
히 기관 차원의 과제로 수행되어 연구보고서 형태로 간행된 연구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수행되었던 연구를 포함하여 3가지 연구에
대해서 개관하기로 한다.
내신과 관련하여 수행된 기관 차원의 대규모 연구로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한

‘대입학력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예언타당도에 관한 연구 Ⅳ’(이진재, 송재
열, 1986)가 있다. 이 연구는 중앙교육평가원이 발족되기 전에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관
장해 오던 중앙교육연수원 평가관리부에서 당시 대입제도의 골격이었던 대입학력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의 선발적 기능을 검증해 보기 위하여 착수한 5개년 연구계획

(1983~1987)의 일환으로 수행된 4차 연도 연구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당시의 새 대입제
도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배출된 졸업생(9개 대학교 51개 학과 1,694명)의 대학졸업
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당시 대입제도의 여러 구성 요소들, 예컨대 대입학력고사 성
적, 내신성적, 체력점수, 기타 실기점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한 후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예언타당도 크기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한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기여하는 대입구성요소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밝힘으로써 대입시험
이나 제도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18 ｜

Ⅰ. 서론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는 ‘학교 내신 성적의 신뢰성제고 방안 연구’(이인제 외, 2004)
가 있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된 연구로서 당시 내신과 관련되어 제기되
었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특히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내신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에 초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연구의 기본 방향은 ①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②
교육평가 본질에의 부합, ③ 교사/학교 단위의 평가의 자율성 존중, ④ 다양화, 특성화
중심의 대입전형 정책에의 부합으로 설정하고 당시 내신 성적 산출, 관리, 활용의 문제
점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안하였다. 대안으로는 ① 학교 자체의 공정성 확보 기구 설
치 및 운영, ② 전국 공통시험을 통한 학교 성적 조정안, ③ 시도 교육청 단위의 시험을

통한 학교 성적 조정안, ④ 프로화일 학생부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안에
대하여 연구진의 기본 입장 및 장･ 단점을 제시하였다.
아주 최근 연구로는 ‘2014학년도 내신제도 개선 연구’(지은림 외, 2011)가 있다. 이 연
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인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
한 교육내용･방법･평가체제 혁신’ 중 평가제체의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하
나로서 수행되었다. 연구의 핵심적인 제안 중의 하나는 현행의 상대평가식 내신평가를

절대기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안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수, 우, 미, 양, 가’의 평어평가를 성취중심의 평가 ‘A-B-C-D-E-(F)’
로 전환한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성취중심 평가로 개선하여 2014학년도에는 전면
적용한다. 둘째, 교과목별 재이수제(F)를 도입하여 교과목별로 설정한 최소 학업성취기

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F"로 평가하고 재이수를 의무화한다. 셋째, 중학교의 성취평
가를 강화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9등급 상대평가를 6단계 성취평가로 대체한다. 넷째,
교과 특성에 따라 평가 단계를 다양화한다. 기초(국･영･수)/탐구(사･과)/기술･가정/제2

외국어/한문교과는 6단계 평가, 예술･체육교과는 3단계 평가(현행, F없음), 교양교과,
기초･심화과정 교과는 2단계 평가(현행), 직업계열 전문교과는 2~6단계 평가로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로 표기) 기록방식을 개선하여 중학교의 경우,
성취도 평가기록방식을 현행 5단계(‘수-우-미-양-가’)에서 6단계(‘A-B-C-D-E-(F)')
로 변경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별로 1~9등급을 산출한 ‘석차등급’ 표기를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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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성취도를 기재한다.

3) 그 외 대입전형 개선 연구
이 영역의 연구는 수능과 내신 영역을 연구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뿐 아니라 그 이외
의 여러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대입전형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종류의 연구들이다. 수능과 내신의 문제 그 자체만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술한 연구들과 구분된다. 따라서 이 부류의 연구들
은 수능과 내신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비하여 포괄의 범위가 넓으며, 수능과 내신 연구
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다루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전형방식’이
나 ‘사정방식’ 또는 ‘모집방식’ 등에 대한 개선 연구 부분이다.
이렇게 대입전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그 전
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러한 종류의 종합적인 연구는 대
입제도가 시작된 이래 여러 차례 수행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연구
사례만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이종재 외,
1995)이며 다른 하나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정책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정진곤 외,
2007)이다.

먼저 이종재 외의 연구는 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대입제도의 개선
을 위한 원칙,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발전의 장기적 방향과 모형을 정립,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대입제도 발전에 가장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실질적인 근간은 거의 대부분 이 연구의 결과에 입각해 있다
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대입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입제도 개선의 기
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시험에서 전형으로, 획일적
기준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계획적 통제에서 자율적 조정으로 이행하는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제도 개선의 기본원칙으로 ① 고교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고, ② 적격자 선발 기
능을 제고하며, ③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보장하고, ④ 선발의 공공
성과 교육정책의 이념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답고사의 결과만을 주된 전형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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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인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형자료를 다양화하고(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수상실적, 기타), 사정모형을 다양화하여(일괄합산 사
정, 전형자료별 사정, 단계별 사정 등) 대학에서의 종합적 전형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

별전형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일반전형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으며, 특별전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총점 석차에 따라 등급으로 산출되던 내신 성적을 교과영역별로 구
체화하여 정보 제공 기능을 제고하였으며, 내신 성적의 대입 반영을 위한 점수화 방식을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수능시험의 이중적 성격을 분리하여 ‘일반 적성 시험’과 ‘교
과목별 학력고사’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 영, 수 중심의 본고사를 폐지하도록 권
고하였으며,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한 고난도 시험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기, 실험, 면
접, 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별 고사를 치르도록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전형 절차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개선안들이 초래할 기대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선
안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대입제도 개선 시 고려하여야할 요소들을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진곤 외(2007)의 연구는 정부가 2004년 10월에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새 입시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정부가 발표
한 새 입시제도의 기본틀과 골격을 흔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문제가 무엇인
가를 탐색함으로써 새 대입정책이 대학교육적격자를 제대로 선발할 수 있게 하면서도
중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대입제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대학의 적격자 선발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두 가지 목적의 달성에 어느 정도나 기여해 왔으며 그렇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정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의 입시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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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다. 둘째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부대학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본고사 제도를 시행
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3불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입제도를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
이다. 넷째는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와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대입 개선 방안이다. 마
지막으로,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학교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이에 알맞은 대입
전형제도를 수립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방안이라
고 하였지만 그 성격상 방안이라기보다는 모두 중･장기에 걸쳐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해당되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각의 방안들을 보다 구체
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4) 소결
대학입학전형(시험)제도에 관한 연구는 그 수도 많고, 범위도 넓다는 점에서 우리 사
회에서 대입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
서 다룬 선행 연구들은 수많은 대입 관련 연구물 중, 주로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
들,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행된 연구들, 그리고 수능과 내신 그리고 대입전형방식 등의
주제를 다룬 연구들을 선정, 분석한 것이다. 수능과 내신 그리고 전형방식은 대입전형

(시험)제도에 대한 연구의 범주 중 가장 중요한 범주로 간주되는 것으로 대입과 관련하
여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대체로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대입 관련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는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대입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수능과 내신, 그리고 전형방식과 관련된 연
구들이며, 연구의 시기는 대체로 국가고사인 수능의 제도적인 변화를 전후로 하여 이루
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능 도입 전에는 수능 시험을 도입
하는데 필요한 연구, 도입한 이후에는 매해 시행된 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 연구, 그리
고 다음 해 시행하여야 시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수능제도 전반
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연구, 수능이 고교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학 수업과의 관련 하
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있지만 매우 희소하다. 더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와 수능
의 구조 등의 문제를 한 연구 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했다.
이러한 경향은 내신에 관한 연구에서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내신에

22 ｜

Ⅰ. 서론

관한 연구는 수능에 관한 연구보다 양적으로 훨씬 적다. 내신과 관련된 연구로서 연구보
고서 형태로 간행된 것은 KEDI 연구 외의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부록 2 참조). 내신의
문제가 대입과 관련하여 언제나 중요하게 논의되기는 했으나 내신 그 자체만을 본격적
으로 다룬 독립적인 연구 자체는 희박하며, 내신과 교육과정과의 문제를 상호 관련시켜
다룬 연구는 완전히 전무하다.
전형제도의 문제를 다룬 연구물들은 비교적 양적으로 풍부하다. 제도를 다루는 연구인
만큼 대개의 경우 수능과 내신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전형과
관련된 여러 다른 요소들, 예컨대 모집 방식, 전형 방식, 절차, 유형, 정원 충원 유형 등
입시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개 국가적인 수준에서

효율적인 대입 업무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주에 속
하는 연구들이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대입을 관련시켜 연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의 모든 대입 관련 연구들은 대입과 관련된
특정 범주 내의 변인들만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간혹 서로 다른 범주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계시키는 연구도 있기는 했지만 양적으로 극히 희박했으며, 사회
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특히 대입제도를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과의 연계
를 위한 핵심적인 연결고리로서 간주하고, 그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체제와 수능 체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는 아직까지
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연구라면 고교 교육과정체제와 수
능체제를 하나의 구조 속에서 보다 상위의 체제로 결합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나. 외국의 고교-대학 연계 관련 연구11)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국
가 수준에서 수립되는 제도나 정책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가면서 고교로부터 대학으로의 원활한 이행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11) KEDI 8년 연구 중 1, 2, 7차 연구(정광희 외), 3차 연구(박소영 외)의 외국 사례 관련 연구 중에서 부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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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를 둘러싼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 보편화 단
계에 일찍 진입한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
한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는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access’로 이
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대학의 선발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대학들이 일찍부터 전문적인 입학사정관들을 통해 AP, IB 등 교육과정의
결과들을 반영해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12).
미국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학생을 선발해 온 것은 비교적 역사
가 오래된 것이지만 최근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K-12(우리나라 고교 3학년에 해당)와의
연계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교생의 진학 동기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고
교 교육과의 협력, 대학 정보의 제공, 대학 교육의 개방, 고교와 대학 관계자가 공동으
로 참여하는 평가 방식(오리건 주의 PASS13)) 등이 그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Kirst 교수를 중심으로 Bridge Project를 수행, 두 편의 연구 보
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K-12와 대학 교육의 연계점을 찾기 위해 미국 6개주(캘
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오리건, 텍사스)를 대상으로 입학 정책, 2년제,
4년제 대학의 1학년 배치고사와 주 정부의 정책 등에 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Bishop14), Powell15), Costell16) 등은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를 자극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Education Trust17)
는 고교 교사와 학생들은 고교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지 전혀 모
12) 이에 대해서는 8년 연구 1차 연도부터 그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버클리대학, 스탠포드대학, 와싱톤주립
대학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한 현안보고서를 참고할 것(정광희, 2009).
13) 상세 내용은 정광희 외(2004, 2005, 2010) 참조
14) Bishop, J. H. “Incentives for Learning: Why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ompare So
Poorly to Their Counterparts Oversea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1990, 11, 17-51.
15) Powell, A. G.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An Amrican Dilemma.” In Rewards and Reform:
Creating Educational Incentives That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16) Costell, R. M. “A Simple Model of Education Standards.” American Economics Review, 1994,
956-971.
17) Education Trust, “Ticket to Nowehere: The Gap Between Leaving High School and Entering
College and High School Performance Jobs.” Thinking K-16. Washington, D. C.: Education
Trus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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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K-12와 대학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Rosenbaum도 고교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정보가 대학 공부에 성공하는데 지름길이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8). 이런 연구 결과와 자료 분석을 기초로 Kirst는 학생
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신호(Signal)를 고교 시절에 전달하는 것이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과 동기 부여 및 학습 능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신호이론(Signaling

Theory)19)”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Kirst 등의 신호이론을 적용한 상황별20) 예측 현상
을 보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가 학생들의 진학 동기와 대학수학능력을 높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Kirst & Venezia의 신호이론을 응용하여 상황별 예측 현상은 다
음과 같다.

<표 Ⅰ-2> 신호이론에 따른 상황별 예측 현상(Kirst & Venezia 응용, 2004)
상황1
고교 중심

상황2
고교-대학 연계

상황3
대학 중심

대입관계자의 이해도

감소

증가

상위권 유리
(상위권과 하위권 정보 격차 발생)

고교생의 대입진학 열망

감소

증가

감소

대학수학능력 준비도

감소

증가

상위권 유리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이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분석 중에 있다. 그 예로 오리건 주는 SAT, ACT, AP
등 기존의 평가 시스템이 고등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에서
의 학업과의 연관성도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고교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대학에 입학

18) Rosenbaum, J. College for All.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2001.
19) Signaling Theory는 Bridge Project의 핵심 개념이다.
20) 상황은 크게 고교주도(상황1), 고교-대학 연계(상황2), 대학주도(상황3)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상황
1]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에 대한 소개나 강조 없이 고등학교에서만의 교육과정 완성도를 강조하는
경우, [상황 3]은 대학이 고등학교와의 연계 없이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상황 2]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협력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
정 상의 연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시에도 전형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
고, 대입에 대한 열망을 자극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3차 연도 박소영 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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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대학의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PASS

(Proficiency based Admission Standard System)21)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교생들에게 대학 교육에 대해 준비시키고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위스콘신 주도 오리건 주의 PASS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CBA(Competency Based Admission)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22). 한편 캘리포니아, 텍사
스, 일리노이, 조지아, 메릴랜드 주에서도 K-12와 대학의 이원적인 체계에서 이를 일원
화하는 K-16으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23).
프랑스의 그랑제꼴 준비반은 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을 한 학교 안에 설치 운영
하고 있어서 고교-대학 연계가 일찍부터 제도화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에는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성공의 밧줄’). 일본의 경우에도 협약 프로그램,

7년 일관제 등 대학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교에서 대학으로 원활한 이행이 될 수 있
는 방법을 구안, 실천하고 있다24).
이처럼 외국의 경우, 고교 교육에서 대학교육으로의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이에 관한 연구, 정책, 실천들이 증가하고 있다25). 고교-대학 연계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국가 경쟁
력 차원에서 고등교육에의 진학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이 있다. 이는 최근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지표로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활용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
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동기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접근은 고등교육이 보
21) Higher Education Admissions Tool for the 21st Century by Wayne J. Camara and Ernest W.
Kimmel. Lawrence Erlbaum Associate, Mahwah, Newjersey, London, 2005. 17장 Proficiency
-based Admissions by David T. Conley.
22) Elizabeth A. Jones, Richard A. Voorhees, Defining and Assessing Learning: Exploring
Competency-Based Initiaves. 2002. 정광희 외(2010) 재인용.
23) Michael W. Kirst and Andrea Venezia, From High School to College. Wiley. 2004. 정광희 외
(2010) 재인용.
24) 외국의 고교-대학 연계 관련 연구와 실천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정광희 외(2010) 연구 참조.
25) 이 밖에 대입전형요소와 대학수학능력의 관계 분석에서 내신이 대학에서의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다는 국외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5차 연도 김미숙 외(2007)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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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화되면서 고교생의 다양한 학력 수준과 관심에 대응하려는 접근 방식이 있다. 고교생
에 대한 대학교육의 개방 등이 그 일례이다. 세 번째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제기되
고 있는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것이 있다. 고교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않
으면 대학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
혹은 대학에서의 보충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이 구상, 실천되고 있다.

5.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가. 의의와 기대 효과
1) 의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연계형 대입제도를 구안, 제시한 새로운
노력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는 보다 완성된 대
입제도안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둘째, 대입제도를 대학의 문제로만 접근했던 종래의 관점에서부터 벗어나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의 특징과 과제를 분명히 하고, 고교와 대학을 하나의 교육체제로 접근한 점
이다. 이는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고교 교육의 정상화 문제가 고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출발점을 위
협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정상
화를 대입제도 구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한 점이다. 이는 대학교육의 기초가 고교교
육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선발 자율권이 충돌하는 경
우, 전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고교 교육과 대학의 선발 문제를 각각의 요소로 다루고 있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과 평가를 연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때 평가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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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평가하는 내신, 학교 밖, 즉 국가 수준에서 평가하는 수능을 모두 포함한다. 특
히 평가와의 연계적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문제가 대입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논제임을 새롭게 부각시킨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
의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대입제도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고교-대학 연계의 핵
심적 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지원자’를 대입제도 운영의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
한 점이다. 지금까지 대입제도 논의가 이들을 중심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정부와 대학과
의 거래였다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의 불합리함을 드러내어 지원자 중심의 대입
제도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 기대 효과
본 연구는 대입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 요소들의 유기적인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성에 기반 한 대입제도 정비, 대입 환경 정비의 역할
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관련 주체별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
음과 같다.
○ 고교와 학생은 무한 점수 경쟁과 무의미한 대입 준비 부담과 고통 경감
○ 고교는 전인교육과 개개인의 진로 개발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참된 학업성취, 창
의･인성 교육의 실현)
○ 대학은 교육이념과 교육과정 운영에 부합한 학생 선발과 교육
○ 학생은 스스로 진로 탐색과 적성을 개발하는 활기찬 고교 생활
○ 학생은 대학 진학 준비와 지원 절차의 복잡함과 경비 부담 경감
○ 학부모는 사교육비와 자녀 진로지도의 부담 경감

3) 연구 산출물
○ 보고서 1종
○ 포럼 자료집 2종(1차, 2차 포럼)
○ 집담회 자료집 1종(1차~5차 집담회 종합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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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I 8년 연구 보고서(1차~7차 연도) 개요집 2종
○ 외국의 대입제도 관련 자료집 5종
- 프랑스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입제도
- 핀란드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입제도
- 호주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입제도
- 호주의 고교-대학 연계 실천과 시사점
- 일본의 AO입시 운영과 과제

나.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입제도의 다양한 기능 중 주로 교육 연계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 따라서 대입의 다른 기능, 예컨대 선발기능, 사회통합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안의 적용기
는 2020년대를 전후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입제도의 기능이 현재보다도 선발의 기
능, 교육 연계의 기능,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하게 요청받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입제도가 이러한 기능 수행 요청에 대해 충분히 대

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에서 대입의 교
육 연계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공공의 관점에서 볼 때
대입의 교육연계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적 기능 수행은 현재에도 우리 사회가 적극
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의 대입제도 기능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수행된 어떤
다른 대입 연구에서보다도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 연구26)에서
다루는 것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 차원에서 고교 교육 종료 후 대학 진학이라는 코스

26)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위원회 교육기회 균등제공 특별위원회의 위탁 연구로 정광희 외, ‘소외계층
학생 고등교육지원 방안 연구’가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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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 교육 후 사회 진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시대에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 경험을
쌓은 후에 대학 진학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뒤늦게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경우도 얼마

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무조건식 대학 진학의 풍토가 고착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
면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지도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누구나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확대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역시 향후 과제로 남겨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셋째, 고교에서 대학으로의 원활한 교육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보
면 고교의 충실한 교육과정 이수는 기본 조건이 된다. 고교에서의 교육과정, 학습경험과
활동 등의 충실한 학생부 기재와 그에 대한 대학의 활용,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의 평가 내용과 방법 등은 본 연구의 중요한 논제들이며, 이러한 조건들을 충실히 갖추
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교생 중에는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탈하기
도 하고, 진학 목적이나 학습 의욕을 갖지 못하기도 한 학생도 있다. 혹은 신체적 질병
이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교 생활을 충실
히 하기 어려운 학생도 있다. 학력 미달 학생이 뒤늦게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대학 진학
을 계획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른바 패자부활전27)과 같은 다양
한 방식의 진학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서도 이를 직접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다른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대입환경을 둘러싼 사회
변화에 주목하면서 2020년 전후에 대한 중장기적 대입제도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최근 발표된 대입 관련 정책 분석이나 대안 논의를 함께 다루기에는 일정 부분 한
계를 갖는다. 최근의 대입정책은 현재의 시점에서 준비된 것이며, 특히 2014년 수능개
선안이나 2011년 교육과정 개정안은 정책만 발표된 상태여서 이들 정책들의 적용 상황

27)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학생을 통칭하여 패자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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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다.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뒤늦게 발표된 각론을 연구에서 함께 다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28)이 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본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이고 완전한 새 교
육과정안을 개발･제시하기보다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와 교육과정
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방식으로 국가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다루고
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내신, 수능)의 연
계, 대학 교육과의 연계 문제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별한 교육 조건을 갖
추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와 언급은 대입제도 종합방안을 구상하는 본 연구의
전체 흐름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
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모델 구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
해서는 향후에 별도 연구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8)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각론 없는 총론으로 시작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각론이 발표된 2011년 8
월은 본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된 시점이라는 것, 더욱이 총론에 기초한 각론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
을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과는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
운 총론, 즉 ‘2011 개정 교육과정(총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먼저 발표된 총론에 새롭게 발표
된 각론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전체 틀을 다시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도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가 아직 예측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은 더욱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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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DI 8년 연구 추진 경과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고 대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입 전형의 방식이
나 전형 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대학 교육이 보

편화된 한국적 맥락에서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대학 진학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의 대입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수능 체제 속에서 고교 교육은 문제집 중심의 문제풀이 교육
으로 일관되고 있고, 수능 과목이 아닌 경우,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등 왜
곡된 수업 참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부, 수능 성적순의 무한경쟁 속에서 시험 점
수와 무관한 모든 교육적인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입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4년부
터 고교에서 대학으로 순조로운 이행을 지향하면서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을 가지고
일명 KEDI 8년 연구라는 이름으로 중장기 연구를 계획, 추진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 과
제는 첫째,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대입 전형 제도는 무엇인
가? 둘째, 현재의 상황에서 고교와 대학이 공동으로 실천 가능한 고교-대학 연계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고등학교가 대입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은 설립 이념과 전공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
는 고교-대학 연계의 모형과 대입 전형 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실천 조건
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종전의 연구들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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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선 대입이라고 하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집중 연구한다는 계획을 세
운 점이다. 이는 대입의 문제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대증요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동안 대입제도에 관한 연구들이 수개월에서 1년
이내로 수행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8년이라는 연구 기간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방안 모색을 지향한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둘째, 대입제도를 고교 교육과의 연계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 점이다. 이는 대입제도를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고등교육의 보편화 속에서 대입제도의 기능을 재
해석하고 미래적 전망 속에서 대입제도를 접근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대입의 문제를 고교 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대입 개선안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상 → 실제 적용 → 성과 분석’이라는 전 과정을 설정한 점이다. 실제로 연구
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고 연구명을 ‘KEDI 8년 연구’라고 명명한 이유도 ‘고교-대학 연
계 방안에 대한 구상과 준비’(2년) → ‘개선안의 고교 교육에 적용’(2년) → ‘대학 입학
후 성과 분석을 위한 추수 연구’(연계 방안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4년간
의 학업성취 등 대학 생활 적응도 분석)라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29).
다만 이 부분은 3차 연도부터 부분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구상 → 적용 → 성과 분

석’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 진행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당초 이 같은 풀코스의 연구 진행에 대한 아이디어는 현재 대입 정책에서 입학사정관제
가 ｢도입-적용-추수 연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출발한 KEDI 8년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제기
하면서 [그림 Ⅱ-1]과 같이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0).
29) 당초 준비 과정 1년-고교 3년-대학 4년을 염두에 두고 8년이라는 연구 기간을 설정한 것이었으나, 연
구 계획 과정이 예정보다 길어졌고, 무엇보다도 고교-대학 연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
서 고교-대학 연계의 특별전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연구 참여 대학 확보 등을 포함한 준비 과정을 2년으로 조정하고 그 대신 고교
부분에서 선택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고교 2학년부터로 기간을 재조정하였다.
30) 3차 연도의 연구 3(입시산업 관련 연구), 5차 연도의 연구 2(편입 관련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특성이 있다. 이에 전체적인 맥락을 감안하여 구조화 도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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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 실현(개개인의 역량 극대화와 삶의 질 향상)
⇧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적격자 선발
⇧
2011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제도 종합방안

2010

고교-대학 연계 실천 모델 개발 연구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연구

2009

고교생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 분석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2008

대입 전형 요소의 타당성 분석

2007

대입 준비 과정의 학교 의존도 분석

2006

고교-대학 연계 사례 연구

2005

고교-대학 연계 모형 개발

대입 정책의 원칙, 방향 연구

8년 연구 종합 계획
특별전형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탐색

2004

[그림 Ⅱ-1] KEDI 8년 연구의 구조

이를 다시 고교-대학 연계와 관련되는 주체 혹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고교-대학 연계 구성 요소에 관한 KEDI 8년 연구 수행 내용
고교

대입전형(정책)

대학

2005년(2차): 고교의 교육 정상화 2004(1차): 고교 교육 정상화와 2008년(5차): 대입전형요소와 대
와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위한 ‘고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대학 학수학능력 관계 분석
교-대학 연계’ 방안 연구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연구-특별
2009년(6차(2)): 대학 신입생 선
전형을 중심으로발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2007년(4차): 대입준비과정의 학 2006(3차): 고교-대학 연계를 위 2010년(7차(2)): 입학사정관제 성
교의존도 연구
한 대입정책 연구
과 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 보완
방안 연구
2009년(6차(1)) 고교생의 대입준
비과정 분석
2010년(7차(1)) 고교-대학 연계
모델 및 실천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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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8년 연구에서는 우선 대입전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고교는 대
입에 종속되지 않고 본래의 교육 목적을 수행하고, 대학은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고교
교육이 대학 교육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특별전형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과 고교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특히 1차 연도의 연구에
서는 특별전형을 통해 수능 시험 점수 없이도 고교의 학업성취와 학습 경험의 내용 등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2차
연도에서는 1차 연도의 연구 결과를 다음 단계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심화 연구로서 교육과정 운영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국내외 다양한 학생
전형 방식,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학의 전형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교 교육에도 동시에 주목하게 되지만, 다시 3차 연도에 이르면서 대입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3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와는 달리 고교-대학 연
계를 위해 특별전형만이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대학 교육의 적격자 선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입 전형 제도를 구안하고자
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를 위해 대입 전형 제도의 기능과 원칙 문제에 초점을 맞
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두 번째로 KEDI 8년 연구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논제는 고교 교육의 문제
이다. 즉 고교와 대학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고교의 교육과 그 성취가 그대로 대학의
전형 과정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문제 현상 진단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와 대학의 협력적 방

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협력적인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 교육 정보, 입시
정보의 공유와 협의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대학 시각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대
입 전형 요소의 영향력 비교를 통해 타당한 대입 전형 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 대입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의 선발 실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와

현재 대입 전형 제도에서 큰 변화로 주목되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동안의 KEDI 8년 연구 진행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Ⅱ-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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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1~7차 연도(2004~2010년) 고교-대학 연계 연구 성과
년도

연구 보고서

1차 년도
(2004)

∙ 정광희, 이종재, 김홍원, 김정원, 조덕주, 함석동, 구리나, 이희숙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 전형 연구(Ⅰ) -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2차 년도
(2005)

∙ 정광희, 김홍원, 이종재, 정진곤, 박소영, 남수경, 조덕주, 이희숙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방안 연구(Ⅱ)”

3차 년도
(2006)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이희숙, 황여정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정책 연구”
∙ 김미숙,박소영,강영혜, 이희숙, 황여정. “｢고교-대학 연계｣ 사례 연구”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
“입시 산업의 규모 및 추이 분석: 대입 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4차 년도
(2007)

∙ 김미숙, 이수정, 홍창남, 강상진, 김진경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 전형연구(Ⅳ): 대입 준비 과정에서의 학교 의존도”

5차 년도
(2008)

∙ 김미숙, 이수정, 김성훈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Ⅴ): 대입 전형 요소와 대학 수학 능력의 관계”
∙ 박병영, 김미숙, 김수연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Ⅴ): 편입학 원인과 이동 구조 분석”

6차 년도
(2009)

∙ 정광희, 박병영, 조덕주, 손민호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Ⅵ): 한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 분석”
∙ 김미란, 정광희, 이호섭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Ⅵ):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7차 년도
(2010)

∙ 정광희, 박병영, 조덕주, 한혜정, 이관희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Ⅶ): 고교-대학 연계 실천 모델 및 운영 방안 개발”
∙ 김미란, 정광희, 박상규, 임진택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Ⅶ):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
보완 방안”

2. 연구 성과와 과제
먼저, 1차 연도 연구에서는 KEDI 8년 연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1차적
인 작업으로서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과 협력적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원자 추천과 선발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전형 도입이라는 방향 속
에서, 대입특별전형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 특별전형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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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현황과 그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8년 연구
와 외국의 대입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교-대학 연계와 대입 전형 개선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내외 고교-대학 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교-대학
연계 실천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선발을 전제로 하는 고교-대학
연계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향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가 향후 선발로 연계될 가능성을 포함한 연계 모형을 함께 다룬 점이 1차 연도와 차

별화된다. 다시 말하면 1차 연도에서는 고교와의 협력 결과를 대입에 적극 반영하는 ｢모
형 6｣([그림 Ⅱ-2] 참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모형 6｣의
잠재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 1｣~｢모형 5｣를 추가한 점이 다른 점이다. 이 외에
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연계의 주체, 연계의 강도, 그리고 참여 고교와 대학의 수에 따
라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교육 여건과 특색에 부합하는 연계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2차 연도에서 제시한 연계 기준과 모형은 다음 <표 Ⅱ-3>와 [그림 Ⅱ-2]
와 같다.
<표 Ⅱ-3> 연계 구분의 기준
영역

교육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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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분류

연계의 정도

강한 연계 vs 느슨한 연계

연계 주도 집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발신)

고등학교 주도(지방 교육청 주도 포함) vs 대학교 주도

연계의 적용 시기

대학 선발 전 vs 대학 선발 후

연계 결과의 활용

대입에 반영 vs 대학의 학점이나 고교 단위로 인정 vs
대입이나 학점, 고교 단위에 반영하지 않음

연계 범위

학교 간 연계 vs 지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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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고교-대학 연계 모형 체제

3차 연도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사례와 모형 구축 및 확산과 고교-대학의 연계를 위
한 대입 전형의 연구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박소영 외(2006)의 연
구에서는 1, 2차 연도에서 제시한 연계 모형의 국내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실천 사례의
성공 조건과 장애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교-대학 연계 실천 사례와 모형을 중심으로 한
1, 2, 3차 연도 연구를 종합하면, 고교-대학 연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국내 실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설정한 2차 연도의 모형 중 일부
에 대해서는 적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고교-대학 연계 모형을 국
내 사례만을 대상으로 구상하는 한계 인식에 따라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한국
적 모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었다(7차 연도에서 추가 수행함).
한편, 3차 연도부터는 특별전형만이 아닌 대입제도 전반의 문제로 논의를 확대함으로

써 8년 연구의 방향적 전환이 일어났다. 강영혜 외(2006)의 연구에서는 고교 교육과 대
학 교육을 연결하는 고리인 대입 정책에 초점을 두고, 대입전형제도의 원칙, 기능,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대학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입 전형 제도
의 변천 과정,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대입 전형 제도가
고교-대학의 연계 측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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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대입 전형 제도의 원칙, 대입준비 관행
과 대입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2008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과 기대, 대입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두 연구와 함께 김미숙 외(2006)의 연구에서는 입시 산업의 규모와 추이 분석을

통해 대입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4차 연도 연구인 김미숙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대입 준비 과정에서 학교
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를 ‘학교 의존도’로 개념화하고, 고교생의 학교 의존도를 분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생의 대입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에 비해 학교 교육으로부터 어

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지를 양적, 질적 연구 방
법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이는 대입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고교 교육의 비정상
적인 운영의 한 측면이 광범위한 ‘사교육’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주요 전형 요소인 수능, 학생부, 대학별 고사(면접과 논술)와 진로 결정에서 학교 의존
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학생 개인 수준이건 학교
수준이건 간에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상태를 반영하는 변인에서는 학교 의존도가 낮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관되게 학교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과정 변인으로는 교사
의 성취 압력과 교사-학생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연도에서는 편입학에 대한 연구(박병영 외, 2008)도 함께 수행되었다. 우리 사회
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편입학 현상은 진로나 적성에 따른 대학 진학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결과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편입학, 특히 일반 편입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대
학으로의 이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고교 단
계에서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사실과 함께 대학이 적격자 선발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차 연도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고교생의 대입준비과정 분석(정광희 외,
2009)과, 대학의 선발 실태 분석(김미란 외, 2009) 연구가 함께 수행되었다. 정광희 외

(2009)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고교 3
년간의 대입 준비 내용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대학에서
의 수학에 필요한 학습 능력의 요소별로 고교 교육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고교 교
육은 지적, 비지적, 학습관련 기본소양(복습, 예습 등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자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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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탐구 능력, 협력 학습 능력, 독서 능력 등) 모두 참된 학업성취 교육의 관점에서나
미래적 핵심 역량의 관점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의 일부와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이 투입되는 문제풀이 훈련은 수능 혹은 내신 시험에만 연계될 뿐이어
서 교육과정 운영상에 나타나는 시간적 단절과 내용적 단절이 심각하였으며, 이러한 단

절 현상은 진로 지도 상에서도, 대입 전형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미
란 외(2009) 연구에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대학 신입생 선발은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등 학교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대체로 국공립, 규모가 큰 대학, 서열이 높은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대입 전형은 여전
히 고교와 대학의 연결 고리로서의 기능 수행에 불충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7차 연도 연구 역시 두 방향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나는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며(정광희 외, 2010), 다른 하나는 정부와
대학이 적격자 선발 관점에서 도입, 확대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
는 연구이다(김미란 외, 2010). 전자인 정광희 외 연구는 대학이 고교에서의 교육과 그

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그대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하여 고교의 교육기
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2차 연도의 기
본 모형을 수정 보완하면서 연계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 ‘학습형’, ‘진로형’, ‘선발형’ 등

3가지 연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앞의
2개 모델은 한국인의 인식이나 문화를 감안할 때 직접 대입전형으로 연계하는 협력 모
델은 현실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모형들은 대학과의 협
력을 통해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향후 선발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지역 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연계 모델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역교육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한편, 김미란 외(2010) 연구에
서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 보완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학생 선발이 가능해졌고, 고
교-대학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대학의 인재상이 확립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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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보완되어야 할 운영상의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에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전
형 목적의 명확화, 고교-대학 연계의 강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 평가 기준의 타
당화 및 전형 과정의 투명화, 표준화된 성과 분석 시스템 구축,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 및 행･재정 지원 등이 지적되었다.
KEDI 8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연구 이외에도 대입과 관련한 현안 과제
대응의 수시 연구 보고서, 현안 보고서, 포지션 페이퍼, 외국의 대입제도에 관한 자료집
등을 발간함으로써, 대입 정책과 연구에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관련 자

료 목록은 [부록 2] 참조).
이상, 그 동안의 KEDI 8년 연구를 보면 대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고교 교육, 수능,
대학의 선발 등에 대해 연차별로 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고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전형 요소’에서는 ‘내신’과 ‘수능’이,
그리고 ‘대학의 입학전형정책’에서는 대학별로 자체 규정하는 적격자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이 각각의 주내용이 된다. 여기서 대학의 전형은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전형 유형으로 나누어지
게 된다. 즉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은, 고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학들이 요구하는 주된 전형 요소를 어떻
게 산출할 것인가?, 대학은 어떤 전형 유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것인가?(대학의 입
학전형정책),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대입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등이다. 이 중 두 번째
문제는 내신, 수능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책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결국 대입제
도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란, ①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② 전형 요소 산
출과 활용 등 운영 방향과 원칙을 포함한 ‘정부의 대입 정책’, ③ 적격자 선발 기준과 전
형 유형을 결정하는 ‘대학의 입학전형정책과 운영’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의 대입 관련 요소들을 중심으로 볼 때, 1, 3차 연도 연구는
고교와 대학의 연결 고리인 ‘대입 전형과 정책 관련 연구’, 2, 4, 6차(연구 1), 7차(연구
1) 연도 연구는 연계 조건을 정비하기 위한 ‘고교 관련 연구’, 3차, 6차(연구 2), 7차(연
구 2) 연도의 연구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법과 관련한 ‘대학 관련 연구’로 크
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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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고교-대학의 연계 구조도와 KEDI 8년 연구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KEDI 8년 연구는 대학으로의 교육 이행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대학의 전형 방식의 개선, 전형 요소 산출
과정과 활용의 정책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고교, 정책, 대학 등 각각의 시각
에서 관련된 제 요소들을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하여 고교와 대학이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대학수학능력과 전
형 요소와의 관계를 밝혀 대학의 전형 방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의 적격자 선
발을 위해 대학들이 개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실태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지금
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를 보면 고교-대학 연계의 필요성, 대입의 개선 필요성을 교육 현
상 속에서 분석하여 제기한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학
의 전형, 고교 교육과 수능과의 관계 등 대입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KEDI 8년 연구의 최종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
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면서 대입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고교 교육과 수능, 대입전형 등을 포함한 대입 제도
의 구성 요소들이 충분히 기능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문
제 등이 최종 년차에 해당하는 금년도 연구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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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
가. 인구 구조의 변화 :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 극대화
과제 대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무렵에는 초등, 중고등, 대학 등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의 경우, 2005년 62만4000명에
서 2010년 70만 1400명까지 늘었으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 40만 4

천명, 2050년 32만 1천명까지 감소된다는 전망이다(통계청, 2009).
이는 앞으로 2020년 무렵 이후에는 존폐 위기에 처해지는 대학이 많아질 것임을 예고
해 준다. 고교 졸업생 수가 현재 대학입학 정원(2년제 160곳 포함) 58만 명보다 5만
2000명이나 적어지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을 80%로 보면 진학 예상자
는 42만여 명이 된다. 이들이 현재의 4년제 대학 정원 35만 명을 다 채우게 되면 2년제
대학(정원 22만 명)에 들어갈 학생은 7만 명만 남게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90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교육개발원. 조선일보,
2011.07.11). 다음의 [그림 Ⅲ-1]과 [그림 Ⅲ-2]는 향후 학력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는
추이 예상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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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고교 졸업 예상자 수

[그림 Ⅲ-2] 대학 입학 정원과 18세 인구 추이
주: 입학정원은 방송대학 등 포함된 수치
자료: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이 같은 18세 인구 감소 현상이 현재대로 지속되고 대학의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한, 향후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대학들의 관심이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학생을 확
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다.
대학의 우선 과제가 학생 확보로 인식되는 경우,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위해 정성적

평가를 강조했던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본래적인 취지로부터 벗어
나 학생 확보를 위해 변질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입학사정관제
와 유사한 일본의 AO입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중
하위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AO입시가 체험형, 대화형의 방식을 빌어 형식적인 전형으
로 진행되면서 대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 일본의 ‘AO입시’는

Admission Office의 앞머리 글자에서 나온 말이지만, 최근 중하위권 사립대학의 학생
모집 성격을 빗대어, 지원하면 모두 합격한다는 ‘All OK’ 입시로 희화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 수는 대학 입학 정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수치만 놓고 보
면 경쟁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뿌리 깊은 우
리 사회에서는 소위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서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모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미달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이다. 2011년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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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90%를 보인 대학이 182개교로 93.8%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Ⅲ-1>).
2012년 수시 지원율을 보면 일부 대학, 일부 학과의 원서 지원율이 수십 대 일, 혹은 수
백 대 일을 기록하고 있어서 대학 간, 학과 간 선호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2011년 신입생 충원율 현황

(단위: 개교, %)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구분

계

소재지

70% 미만

90%이상
('10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194

182

(93.8)

5

(2.6)

7

(3.6)

177

(92.7)

국공립

30

29

(96.7)

1

(3.3)

0

(0.0)

29

(100.0)

사립

164

153

(93.3)

4

(2.4)

7

(4.3)

148

(91.4)

수도권

72

70

(97.2)

0

(0.0)

2

(2.8)

69

(94.5)

비수도권

122

112

(91.8)

5

(4.1)

5

(4.1)

108

(90.0)

전체
설립

90% 이상

70%이상
~90%미만

* 신입생 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 수/정원 내 모집인원 × 100
* 자료: 교과부, 대교협 보도자료(2011.8.24)

18세 인구의 감소가 대학 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러나 이는 대학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종래의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점차 항아리형의 인구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구 감소의
문제는 대학 생존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총역량이 감소되는 문제와도 연결되
면서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소수 엘리트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전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삶
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 생존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계속적
으로 감소되면서 2030년대에 이르면 인구 구조가 [그림 Ⅲ-3]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아래가 좁은 화병과 같은 구조로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의 역량도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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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Ⅲ-3] 장래 인구 추계

나. 인재상의 변화 : 창의･인성 교육 중요
앞에서 국가 수준에서 보면 출산율이 감소되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사회 역량
의 총량을 유지 내지는 증대시키는 일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차세대 인재 양성, 특히 창의적인 고등 인재 양
성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산업 기술 사회에서 인재에 대한 판단은 주로 지식 축적의 양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 글로벌 사회로 변화해 감에 따라 이러한 인재 판단 기준
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 현대 사회의 변화 흐름을 중심으로 1) 글로벌 사회, 2) 평생학습
사회로 특징짓는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이에 부합한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은 물론, 고교 교육, 교육 전체의 인재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한마디로 글로벌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란 지구촌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도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열려진’ 인재이며,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더불어 살줄 아는’ 인재, 기존의 사고틀을 넘어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켜가는 ‘창의적’인
인재이다. 다양한 사회와 가치를 이해할 줄 알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타인과
의 관계를 ‘자발적’이면서 ‘따뜻’하게 만들어 갈 줄 아는 ‘열린 마음과 관계 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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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완성해 가는 ‘협력적’이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이기도 하다. 이것은 OECD가 미래학습자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으로 제시한
지적인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 능력,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인 행동
능력 등과도 맥을 같이 한다31).
<표 Ⅲ-2> 미래 학습자의 핵심 역량 요소와 내용(OECD, 2003)
핵심역량 요소

내용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간의 상호 작용 능력

∙ 타인과 관계를 잘 형성하는 능력
∙ 협동 능력
∙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자율적인 행동 능력

∙ 큰 맥락 내에서 행동하는 능력
∙ 핵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
∙ 권리, 이익, 한계 및 요구를 주장하는 능력

과거 산업기술사회에서는 다양하게 널리 아는 박학다식형(제너럴리스트)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특정분야 전문가(스페셜리스트)를 필요로 했다면 다양한 문화가 함께 교류
하며 움직이는 글로벌 사회는 지식의 폭과 깊이를 균형적으로 갖춘 인재(소위 V자형 내
지 통섭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선발형 대입이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중심으로
박학다식형(一자형)이나 전문가형(T자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완수했다
고 한다면, 글로벌 사회, 미래 사회에서 대입은 전문성과 전반적인 지식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창의적 인재(V자형), 혹은 지식과 경험이 통합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
는 인재,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기본 소양을 고루 갖춘 통섭형 혹은 융복합형 인재가 고
교에서 육성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전형하여 개인의 진로 적성에 맞는 대학
과 분야에서 교육하는 기능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31) OECD DeSeCo프로젝트(2003). 정광희 외(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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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324&logId=4564336

[그림 Ⅲ-4] 미래 사회의 인재상

글로벌 사회와 평생학습사회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각각의
인재상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평생학습사회라는 특징적 의미를 주지시키
기 위한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의 인재상을 정리해 보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사람, 자기 리더십을 가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산업기술사회에서는 한 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으로도 평
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과 지식의 수명이 급속하게 짧아지고 있다. 이 말
은 학교 교육에서 배운 기술이나 지식만으로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의미
가 된다. 지금은 과거처럼 대입에서 한번 성공하면 평생의 직업과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
가 아니다. 과거의 업종이 어느 새 사라지는가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업종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직업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도는 미래 사회로 갈
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공부에 대한 관
심과 도전은 미래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직업 세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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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교육에 대해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지식 전달이나 축적
양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학교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탄탄한 기본
적인 지식 위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아 탐구하는 학습 습관이야말로 미래의 성공 지표
가 될만큼 매우 중요한 학습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으며(자기 주도적 학습), 동시에 자신
이 무엇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계발해 나가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자기이해와 진로탐색). 특히 대학은 역동적인 산업계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직접적이고 큰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을 찾는 일은 대학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고교의 과제
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즉 고교의 과제는 자기 이해와 진로에 대한 탐색 능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사회생활 혹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학습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글로벌 사회와 평생학습사회로 특징지어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성적은 우
수하지만 교과서와 문제집을 반복 공부하면서 절대로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강
박관념에 사로잡힌 정답 신봉자나 실패 공포자가 아니다([그림 Ⅲ-5]의 좌측). 미래 사
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튼튼한 기본 지식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자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꿈을 가진 가슴
이 따뜻한 자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정적으로 삶을 만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대학이 인재를 찾는다면 바로 이러한 인재 중에서 자기 대학
의 교육이념과 인재상과 매치하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그림 Ⅲ-5]의 우측).
동시에 대학은 입학 전형을 통해 고교에 이러한 인재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
달함으로써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고교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대학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입학 전형을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학의 출발점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이 자기 대학의 인재상에 부
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대학의 출발점은 견고해지게 된다. 동시에 고교
교육을 참된 학업성취로 유도해 나갈 수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학의 공공적 기능 수행의 의미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대입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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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디자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요소 또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동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자료: 조벽(2011), 인재혁명, 부분 수정 인용

[그림 Ⅲ-5] 현재 양성되는 인재와 창의적 인재

최근 주요국의 교육개혁 동향에서 고등교육 부문이 두드러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교육 경쟁력,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등교육의 질적 확보는 입구 관리, 다시 말하면 학생 선발부터 시작되며, 여기
에서 주목되는 것이 대입제도이다. 대학 교육의 출발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연결고리로서의 대입제도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이다. 이 때 대입제도가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것은 단순히 고교 교육의 결
과를 받아 대학으로 패스해 주는 중간 매개자적 역할이 아니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부합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고교 단계에서의 진학 준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메신저 역할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대입

56 ｜

Ⅲ. 대입제도의 기능과 운영 방향

은 고교 교육의 결과와 대학의 인재상을 매치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대학의 인재상을 고
교 교육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 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재상(공통성)과 개별 대학 혹은 모집단위에서
원하는 인재상(특수성)이 무엇인가, 고교 교육에서 양성하고 있는 인재와 대학이 기대하
는 인재가 매치되고 있는가, 좀 더 확대하면 이 두 교육기관이 육성하는 인재는 사회에
서 기대하는 인재상과 얼마나 매치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다. 고등교육의 보편화 : 고교 교육과정의 재조정과 대입제도의 개선 필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꾸준한 양적 성장을 보여 왔으며, 그 결과, 과거 소수만이 대학
에 진학하던 단계를 넘어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로 발전하
였다. Martin Trow의 고등교육발전 단계론32)으로 보면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고 있
는 한국은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 한 가운데 와 있는 사회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교와 대학의 관계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소수 엘리트
만이 고등교육을 받았던 시대에서는 고교교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은 고교교육의
문제로 그칠 뿐 고등교육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을 수 있었다(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분리). 그러나 고교 졸업자 대부분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고등
교육의 보편화 단계에서는 고교 교육의 문제는 그대로 대학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
이 된다(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구조화).

32) Martin Trow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과정에 대해서 ‘엘리트-대중화(mass)-보편화(universal)'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론화하면서, 고등교육의 제 국면을 단편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상호 관련적인 문제로
접근한 바 있다. 그는 고등교육 발전 단계를 논하면서 해당 연령 인구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률이 15%
미만을 엘리트 단계, 15~50%미만을 대중화 단계, 50% 이상을 보편화 단계로 구분하였다(M. Trow,
2000). 여기서 보편화 단계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정광희 외(2010) 고교-대학 연계 모델 및 실천 방안 개발, 제Ⅱ장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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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학교급별 진학률 추이

이 같은 고등교육 보편화의 진행은 한편으로는 고교교육의 기능 조정을, 다른 한편으
로는 대학의 전형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먼저 고교교육의 기능 조정은 소수 엘리트만이 대학교에 진학하던 시대와는 달리 대
부분의 고교 졸업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가 대학 진학 준비
라고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데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지금까
지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이라는 고교 교육의 기능 분화를 일반계와 실업계의 병렬적 형
태 속에서 유지해 왔었지만, 최근 일반계는 물론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서 사실상 고교 교육의 기능 분화적 의미는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물론 고교 졸업자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지금의 현상에 대해 무조건 대학
에 진학해야 한다는 우리 교육의 풍토와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매우 의미
있고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취업의 역학 구조와 학력주의적 사고
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은 공허할 수 있다. 더욱이 지식기반사회
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은 거스르기 어려운 추세이고, 고학력 사회 현상
이 문제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외국의 다른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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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진학률을 높이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비정상적인 높은 대학 진
학률을 낮추자는 식의 접근은 한계를 갖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높은 대학 진학률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교 교육과정을 재조정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강태중(1999, 2002)은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전문교육과 관련짓기 보다는 보통교육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상
진(2004)은 평생학습사회라는 관점에서 고교 교육은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둔 전문교육
보다 전이 가능성이 큰 ‘일반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교육
과정 운영 방식에 관심을 가진 홍후조는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더 이상 종
결 교육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을 적절히 대비하는 것은 불가피
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진로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교육과정 구성 방식은 낭비적
이며, 대안으로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경로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다(홍후조,
2005, 2009). 강영혜 외(2006)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목적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고등학교에서는 막연
한 진학지도 보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 및 축적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관심을 가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교육의 목적을 재규정하고 교육과정의 재
조정하는 문제는 고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대학은 대입제도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것이 실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등
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고교와 대학의 관계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와 대학의
연결고리인 대입제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Martin Trow 이론에 기초하여 고등교육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되는 대입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정광희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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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입의 과제
단계

엘리트 단계(~15%)

대중화 단계(15~50%)

보편화 단계(50%~)

대입

성적이나 시험에
의한 선발(능력주의)

능력선발
교육의 적정 배치
교육기회의 평등화

능력선발
교육의 적정 배치
만인을 위한 고등교육
교육 달성 수준의 균등화

* %는 해당 연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의 재학률
* 자료: 정광희 외(2009), MB 정부의 대입정책 과제와 개선 방향, Ｍ．トロウ、喜多村和之編訳(2000),
부분 인용.

<표 Ⅲ-3>에서 제시한 대입제도의 기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
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표 Ⅲ-4>는
Martin Trow가 말하는 고등교육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내용별로 정리한 것인
데 고등교육의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고등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진학 패턴, 선발 원리
등에서 상당 부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교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 교육이 고교생 전체의 질적 수준
에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고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수준으로부터 대학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 Ⅲ-4>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의 대입 기
능 중 교육 달성 수준의 균등화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에서의 성취 결과가 질적으로 보
장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대입 준비가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가 작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고교 교육의 전체 질을 높여 대학의 출발점을
높게 시작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고교 교육과정의 재조정 문
제, 교육 방법의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진
로의식의 희박함, 혹은 진로와 무관한 교육 과정 이수로 인해 대학 수학 능력의 부족 문
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학생의 학습 동기나 흥미와 무관하게 점수 올리기를 위한 문
제풀이 공부로 고교 교육이 일관될 경우, 이 모든 후유증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곳은 다
름 아닌 대학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 사회에서 대학은 고교 교육의
질과 운명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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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Martin Trow의 고등교육 단계 이행에 수반하게 되는 변화 내용
고등교육 발전 단계
내용 구분

엘리트형

대중화

보편화

전체 규모
(해당연령의
대학재적율)

15%까지

15~50%까지

50%이상

고등교육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자의 권리

만인의 의무

대학 진학 요건

제약적(재능)

준제약적
(일정의 제도화된 자격)

개방적
(개인의 선택 사항)

고등교육 목적

인간형성･사회화

지식･기능의 전달

새로운 넓은 경험의 제공

고등교육의 주요 엘리트, 지배 계급의 정신,
기능
성격의 형성
교육과정

학생의 진학･
성취 패턴

고도로 구조화

전문 분화 된 엘리트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양성+사회의 지도자층의
전 국민의 육성
육성
구조화+유연화

비구조적(단계적
학습 방식의 붕괴)

중등교육 후의
중등교육 수료 후
비직선코스(nonstraight)로 입학 시기 지연, 스톱아웃,
직코스로(straight) 대학진학,
진학, 일시적 취학
성인･근로학생의 진학, 직업
중단 없이 학습하여 학위
정지(stopout),중도퇴학(drop
경험자의 재입학 급증
취득, 중도 퇴학률 낮음
out) 증가

고등교육 기관의
특색

동질성
(공통의 높은 기준을 가진
대학과 전문 분화한
전문학교)

다양성
(다양한 수준을 가진
고등교육기관, 종합제
교육기관의 증가)

극도의 다양성
(공통의 일정 수준의 상실,
기준 자체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의문시됨)

사회와 대학의
구분

명확히 구분.
닫혀진 대학

상대적으로 희박
열려진 대학

경계 구분의 소멸
대학과 사회와의 일체화

최종적인 권력의
소재와 의사결정
주체

소규모의 엘리트집단

엘리트집단+이익집단+정치
집단

일반 대중

학생의 선발 원리

만인을 위한 교육
중등교육에서의 성적, 혹은 능력주의+개인의 교육 기회
보증+집단으로서의 달성
시험에 의한 선발(능력주의)
균등화 원리
수준의 균등화

* 정광희 외(2010) 재인용. M.Trow ‘고학력 사회의 대학(天野郁夫、喜多村和之、1976)을 토대로 喜多村
和之가 정리한 도표에서 일부 내용 발췌(喜多村和之, 2000: 266)

한 마디로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고교는 대학의 중요한 교육파트너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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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도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대
두되는 것이 바로 이들 양자의 연결고리인 대입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의 문제
이다. 대학의 입학 전형을 포함한 대입제도의 전체 운영에 따라 고교 교육의 실제적 내
용이 바뀔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의 출발점이 견고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교육 양극화 현상과 사회적 갈등 : 대입의 사회 통합적 기능 필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교육 격차’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중대 과
제 중의 하나로 꼽힌다. 교육격차는 학생의 능력이나 지능,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 차원
에서 유발된 격차가 사회구조적 차원들 즉, 지역간 교육격차나 사회계층간 교육격차, 학
교 간 특성에 따른 교육격차 등으로 확대되어 간다. 교육 양극화는 교육 불평등의 구체
적인 준거인 교육격차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상하 양 극단의 집단으로 양분되는 현상 그
리고 상하간의 이동이 차단된 채 고착화되는 현상을 말한다(신현석, 2006). 특히 교육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학업성취도의 격차 등 교육 격차는 계층 간의 이동을 제약하면서 계
층 구조를 고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데 학벌주의, 학력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는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상호작용의 관계 구
조를 형성한다. 이처럼 교육, 소득, 재산의 양극화는 사회적 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며 이것이 장기간 방치
될 경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게 되어 사회적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저해되어 극단적인 갈등이 유발
될 경우 사회를 해체시키는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다(정광희 외, 2009).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학력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2인 이상 도시 근
로자 가구 중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364만 1,000원으로 6.1% 증가
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 8,000원에서 3.4% 늘어나
는데 그쳤다. 대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고졸의 1.56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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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사교육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소득 상위
20%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4만 2945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소득하
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8만 5735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통계청,
2011). 5분위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30만 9,872원으로, 1분위의 월
평균 3만 8213원(전년 대비 14.5% 증가)의 8.1배이다(통계청, 2011).
교육 격차 문제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학생의 진학률은 부모의 학력
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학력과 고등교육 기회와의 관계를 보
면(강영혜 외, 2005),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대학 미진학률이 40% 이상 넘
고,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모의 학
력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인 경우 28%, 대학원 이상인 경우 41.4%로서 7~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겨레 신문, 2008.5.4.).
교육 격차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부모의 계층이 학생의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수능 점수를 분석한 김경근(2005) 연구에
서는 부모 모두 대졸인 학생들의 수능점수는 평균 256.2점으로,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학생들(236.4점)보다 19.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IMSS 1999년과 2007년 수학점수
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학력은 향상, 유지되었으나 한국은 오
히려 저하되고 있어서 계층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보다 한국이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Byun & Kim 2010:176, 류방란 2011, 재인용).
이 같은 사실들은 부모의 계층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 대학 진학, 취업, 소득 등으
로 연동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계층의 재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서 교육의 기회, 연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
로 간주된다. 다만 2010년 현재, 대학진학률이 79%에 이르고 있고, 전문계 고교에서도
대학진학률이 71%에나 이르고 있어서 고등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교육의
연수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계층화의 질적 차이, 즉 전문대학/4년
제 대학의 구분, 그리고 대학 서열 등이 사회 계층 형성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실제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내부에서는 이른바 ‘명문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준･한신갑, 2006; 장수명, 2006; 박병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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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육이 우리 사회의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상황이 되고 있다. 즉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어떤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할 것인
가,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단계까지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기회나 교육결과의 차별성
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농어촌 출
신자 등의 4년제 대학 입학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박병영, 2008).
이는 대학의 적격자 선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정성적
평가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른바 ‘객관적’인 성적은 여전히 중요한 전형 자료로서 활
용되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학업성취가 대학입학전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별, 계층별 교육여건이나 기회의 차별성, 그리
고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별성을 고려한다면, 대학지원 당시의 ‘학업성취’
가 지원자의 잠재력이나 장기적인 대학수학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박병영, 2008).
부모의 학력과 고등교육 기회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대학 미진학률이 40% 이상 넘고,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 부모의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1.4%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졸 부모의 10배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강영혜 외,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은 과외비, 수업집중도, 학습 참여도 등 고교 과
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류방란 외 2006).
임금의 격차 등 계층 분화가 대학의 연수, 서열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계층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대학 진학을 분기점으로 고착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대학 진학 시점, 즉 대입 전
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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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입제도의 기능과 원칙
가. 대입제도의 세 가지 주요 기능
인구 구조의 변화, 인재상의 변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교육 양극화 등과 같은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대입제도는 각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 선발의 기능을
넘어, 고교 교육을 문제풀이 교육이 아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의 핵심 역량 교육
으로 견인하면서 대학에서의 수학으로 원활하게 이어지게 하는 교육 기능과 연계 기능,
대입을 통해 계층 갈등을 풀어가는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요구되는 대입제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정광희 외, 2009, 2010)33). 첫째는 대학의 출발점이 고교 교육의 영향을 그
대로 받는다는 점에서 대학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 대입의 ‘교육 기능(교육 연계 기
능)’, 두 번째는 대학 입장에서 우선적 가치를 갖는 ‘대학의 적격자 선발 기능’, 그리고
끝으로 대학 교육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와 공공적 책무성 차원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이 그것이다. 향후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은 이러한 대입제도의 세 가
지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1) 고교-대학의 교육 연계 기능(교육 기능)
대입제도는 대학과 고교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라고 하는 점에서 고교의 출구 관리
적 측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방향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① 대입제도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한다는 점
에서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달성해야 할 교육의 수준, 학업성취의 수준을 제시하
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② 대입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평가(전형) 방법에
따라 고교의 교육 방법과 평가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3) 정광희 외(2009)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입제도에서 취약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세분화하여 5가
지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즉 적격자 선발 기능, 적정 배치 기능, 교육 기능, 고교-대학 연계 기능, 사
회통합기능 등이다. 그러나 광의적으로 보면, 적정 배치 기능은 ‘대학 수학의 적격자 선발 기능’에, 고
교-대학 연계 기능은 ‘교육 기능’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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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입제도를 고교의 출구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
은 대입제도의 관심 축을 대학 중심에서 고교까지 확대하는 적극적 관점을 포함한다. 고
등교육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이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서 볼 때,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의 성격에
따라 고교 교육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나아가 대학의 출발점이 결정되게 된다. 이는 이
제 대입제도를 구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고교’를 시야에 함께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 운영을 고교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KEDI의 8년 연구
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하였고,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
동안 고교와의 관련 속에서 대입제도를 접근하지 않았던 것은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중
등교육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일 수 있다. 과거 소수 엘리트만 대학에 진
학하던 때에는 대입제도는 고교보다는 대학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되었다. 고교는 고교
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었고, 대학은 그 중의 소수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된다고 생
각한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대학이 고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오
히려 생소한 것일 수 있다. 대학은 고교 교육을 받아(인수),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되
기 때문이다. 소수 엘리트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대학이 굳이 고교 교육 전체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모든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
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은 사정이 아주 달라지고 있다. 물론 대입제도 때문에 고교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늘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고교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혹은 사교육비의 문제,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 등, 고
교 단계의 문제 혹은 사회 문제로서 제기될 뿐이었다. 즉 고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
들이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계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따
라서 대입제도가 갖는 고교 교육에 대한 교육적 기능에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교육 구조의 변화를 주목하지 않은 채 사회
적으로 나타난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시야를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에 갖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인 것도 사실이지
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고교 교육의 전체적인 질이 ‘대학 교육
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간과했거나 주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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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방
관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대입제도가 고교의 교육 기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경우, 그래서 고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대거 대학에 진
학하게 되는 경우,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에 미친 영향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대학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도록 하는 것, 고교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대학 교육의
시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 대학이 대입제도의 교육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사회가 대학에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필요한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은
고교 교육에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떠맡아 교육해야 하거나 대학 교육을 고교 수준에
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수하거나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들은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으로
패스해 주는 선발 기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과의 연결, 즉 대학의 교육목표와 방법은 물론,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긍정
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가는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대입제도 운영에서 고교 교
육으로까지의 관점 확대는 고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가 된 것이다.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고교와 대학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
발해야 한다. 이 관계 인식이 없으면 대입제도가 교육 기능, 연계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
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어렵다. 그 다음은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
여 교육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 대
학 수준에서 분명하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이 결정한 전형 요소와 방법
은 고교에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대학이 의도하는 것과 고교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입제도의 교육적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입
제도가 고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의도가 고교에서도 동일하
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대입 메시지는 고교와 고교생의 다양
한 이해를 유발함으로써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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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의 메시지란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예컨대 대학에 입
학하기 전에 어떤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되기를 대학이 원하는지, 어떤 전형 요소를 필
요로 하는지 등을 들 수 있다. 학업 성취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치화된 점수로
볼 것인지, 교육의 과정과 학습 경험을 포함한 내용 전반을 볼 것인지가 다르다. 또한
수치화된 점수라고 할 때, 단위 학교별로 평가된 점수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 수준에서
평가된 점수를 말하는 것인지가 다시 나누어지게 된다. 단위 학교별 평가 점수라고 할
경우에도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대학이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메시
지가 전달되면, 고교는 대학이 활용하는 방식에 맞추어 평가 방법을 바꾸어 갈 수도 있
다. 그러므로 대입이 고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인
다면, 그리고 고교 교육의 질 전체가 대학의 출발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도 동시에 인정한다면 이 두 사실을 전제한 위에서 대입의 방향과 내용, 방법을 취
해야 한다. 이것이 향후 대입제도의 방향으로 고교와의 관계 속에서 대입제도를 구상하
고 운영해야 하는 과제를 우선 꼽는 이유이다.

2) 대학의 적격자 선발 기능
앞에서 향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대입제도가 갖는 고교 교육
의 출구 관리 기능, 다시 말하면 고교 교육에 대한 영향 기능에 주목한 것이다. 대입제
도의 고교 교육에 대한 영향이 더욱 중요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입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는 대학 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것으로 입구 관리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수만이 대학에 진학하던 시대에는 대학 입학 지원자와 대학과의 매칭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소수 엘리트는 이미 대학 입학의 적격자로 간주되었고, 대학 졸업 자
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우월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소수에 속한 엘리트들은
대학 공부에 대한 의욕도 충만하고, 적성이나 관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
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 졸업이 더 이상 특별한 조건이 되지 못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에게 변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과거 엘리트
층에 속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우월성을 가질 수 없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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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이나 전공의 서열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누구나 대학
가는 사회에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루저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조
건 대학에 진학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든, 후자든 왜 대학에 가는가의 목적
의식보다 특정 대학의 진학, 혹은 대학 진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대학 생활 부적응
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도 학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호 대학에서는 성적
좋은 학생 확보가, 비선호 대학에서는 학생 정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학
의 입학 전형은 대학의 설립 취지, 교육 목적에 맞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그에 합당한 인
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대학 교육의 시작 기제이지만, 시
험 점수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도, 대학도 적성이나 관심에 맞는 입학 전형이라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잊혀지고 형식화 되고 있다. 많은 지원자들이 점수에 맞추어 대학을
가고 있고, 재수는 물론, 심지어 대학 입학 후에도 보다 상위권으로 평가 받는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거나 다시 수능을 보고 재입학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닌 과정처럼 진행
되고 있다. 이는 고교에게도, 지원자에게도, 대학에게도 매우 낭비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입의 본래적인 기능, 특정 대학이나 전공에서 좀 더 공부하기를 희망하
는 학생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선발하고, 해당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치 혹은
지원하는 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대입제도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가 된다.
대입은 대학 교육을 시작하게 하는 첫 단계로 교육의 대상을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하
면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목적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관심이나 준비도에 따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분야나 학과를 정하는 등 대학
교육의 시작점을 대학의 성격이나 학부 운영 방식에 따라 전공 혹은 학부별로 구조화하
는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지금까지 대입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간주되어 온
이른바 대입 적격자를 뽑는 ‘선발 기능’이 여기에 속한다. 즉 대입제도는 대학이 어떤 학
생을 선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본 지침이 되는 동시에,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 또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대입제도는 대학 교육을 잘 받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공정하고 적합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입학 적격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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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모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적격자를 가려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나누어 교육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다.
우선 대학 입학 적격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답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이나 모집
단위별로 지향하는 교육과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향후 대입제도 운영에서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학의 교육이념, 인재상, 교육과정과 방법과 함께 공지될 필요
가 있다. 이것은 지원자들이 대학이나 전공 분야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들이다. 대학이나 모집 단위가 제시하는 전형 요소는 대학(모집 단위)으로서 그 대학
(모집 단위 분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교육을 통해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대학의 교육 방침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보면 인재상 정
립은 대학의 입구 관리에서 제 1단계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교육이념과 인재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발하고자 하는 적격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입의 선발 기능은 제대로 수행
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적격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
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대학을 교양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공 분
야별 심화 교육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적격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독서력, 사고력, 창의력, 표현 능력, 파트너십, 리더십 등과 같은 학문적 기본 소
양은 양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지만, 전자, 즉 교양적 수준의 교육 기관으로 보
는 경우라면 대학은 고교 단계까지 이수해야 하는 기본 학력과 일반교양을 균형적으로
갖춘 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 즉 전공 분야별 심화 교육 기관으로 보는
경우라면 대학은 전공 분야에 대한 사전 학습과 이해 수준, 전공 적성 관련의 활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학 입학 적격자의 개념은 동일 대학의 경우에도 모집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폭
넓은 학문 이해 기반이 더 중요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전공 분야에 대한 사전 이해와
준비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교양학부를 운영하면서
전공을 탐색하게 하는 경우, 전공이나 학과 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입학 시점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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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공이나 학과를 결정하고 이후 전공이나 학과 간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등 대학의
학부, 학과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선발의 적격자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대학의 입학 적격자는 대학들 간에 공통 분모를 가질 수도 있지만 대학별로
다를 수도 있고, 동일 대학 내에서도 모집단위별로 달리 규정될 수도 있다. 당연히 전형
방법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며(전형 방법, 전형 시스템), 선발 후 교육의 진행 방
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입제도에서 선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각각 적격자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규정한 적격자
를 선발할 것인지를 대학 교육의 성격, 학부와 학과 운영의 방식 등과의 연관 속에서 분
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입제도의 선발 기능은 목적에 따른 입학 적격자 규정, 적격
자 규정에 따른 선발 방법, 그리고 목적과 적격자, 선발 방법과 연계된 교육 방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구조 속에서 비로소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입의 선발은 곧 적절한 분야나 학과 배치와도 관련된다. 교양학부 방식으로 운영하
는 대학의 경우는 선발과 배치 간에 시간적인 사이가 존재하지만, 분야나 학과별로 운영
하는 대학의 경우 선발과 배치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 대입의 선
발 기능과 배치 기능은 분리되지 않는다.
다만 대입에서 ‘배치 기능’은, 대학의 입구만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정과 출구 관점
을 함께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선발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차별화된다. 지금까지 대
입은 대학의 입구 관리에만 주로 관심을 두어 왔으며, 그에 따라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우수자 선발을 우선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의 입구 관리란, 실제로는 대학의 교육
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이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졸업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즉 이미 준비된 인재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인재도 함께 선발하여, 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대학이 목
표로 했던 인재로 배출해야 하는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선발은 그 과정에서 시
작에 해당되며, 입학 직후부터 전공 단위로 교육이 시작되는 경우라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 관심, 잠재력에 부합한 대학, 분야로 배치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의 대입 배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 입
학 후 반수, 전과, 편입 등 이동 문제가 심각한 대학들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실제로 2009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2009년 4년제 일반대학 편입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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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7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입학 정원 325,408명의 11.8%에 해당하
는 숫자이다. 이외에도 대학 입학 후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34) 전공의 불일치 등 대
학의 입학 후 안정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09).
한편, 대입의 배치 기능은 대학 이후의 노동 시장으로 연동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
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대학 입학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고학력 사회에서
보면, 대학 교육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대학의 입구 관리에서부터 대
학, 학과 등 학생의 요소와 전공 분야 간에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대학 교육의 전 과정에
서 부적응 문제는 물론, 나아가 노동 시장과의 불일치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은 대입의 배치 기능이 대학 교육은 물론, 대학 이후의 사회, 즉 노동 시장에도 중요하
게 연결되는 문제임을 의미한다.
결국 대입이 갖는 배치 기능은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사
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학 차원에서 보면, 대학의 인재상을 제대로 육
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대학이 목표하는 교육 기능을 수행, 대학의 인재를 사회에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을 배출하여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입의 선발 과정에서 모집단위별로 나누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대입의 선발과
배치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입의 선발, 배치기능이
대학 교육의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인력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간다. 그러
므로 향후 대입제도 운영에서는 '선발‘의 기능을 넘어 교육과 졸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배치기능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공정성에 기반한 사회 통합적 기능
고학력 사회에서 대입에 추가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은 사회 통합적인 기능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대중화, 보편화 사

34) 2012학년도 수능 응시생 중 졸업생의 비율이 전체 21.9% 수준에 달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년 9월 9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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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소수 엘리트 선발의 사회와는 달리, 계층이나 인종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고
등교육 기회 확대 문제는 사회적인 과제가 된다. 이 점에서 사회 통합적 기능은 대입에
새롭게 추가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즉 대부분의 고교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사
회에서 대두되는 과제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고등 교육의 기회 확충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대입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서 요구받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업 성취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가정환경
등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교육적인 자극과 환경 차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대입에서 이에 대
한 고려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 소외 계층에게 작용해 온 불리한 환경 요인들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대입에 거는 또 하나의 기
대, 즉 교육격차, 계층격차를 완화하는 사회 통합적인 기제로서의 기능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입에서 적극적인 격차해소를 위해 불리한 환경의 학생
들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과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보상적 차등대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주립대학은 1960년대 이후 고등교육진학에서 차별철폐를 위한 적
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해 왔으며, 일부 명문 사립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할당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명문대
학에서 사립고교 출신의 입학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영국도 정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정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 특히 취약 계층의 학생들을 확대하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각 대학별로 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의 충원 비율을 제시하고 그 충
족 정도에 따라 대학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BBC 인터넷 뉴스, 2001. 10. 22).
이 같이 대입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은 대학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hang(1999)은 370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이질적인 학생집단으로 구성된 대학의 학생들일수록 다른 인종 집단과의 사회화 과
정을 통해서 그리고 인종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좀 더 지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약자 집단에 대한 적극적 평등 조치는 이들의 대학 졸업율과 고소득에 기
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대학에 약자 집단이 더 많이 진학하는
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rfiel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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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와 같은 대입 전형 과정에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방식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대입제도가 계층 격차 완화와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누구나 대학
을 가는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사회통합적 기제로서 작용하지 못할 경우, 사회의 계층 격
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입 전형 과정에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없다면 일반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으
며, 사회의 계층 구조는 고착화되는 구조로 악순환 될 수밖에 없다.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대입 전형에서의 배려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입전형 과정에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대
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해 준다는 데 있다. 대학 구성원의 다양화는 해당 대학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와 캠퍼스의 활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대학의 구성원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캠퍼스의 생활, 학과, 수업 등 모든 환경에서
다양한 가치와 사고,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삶의 유형을 접하게 함으로써 사고, 논의,
탐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풍부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나. 대입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과 논의 범위
1) 대입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
대입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즉 인구 구조의 변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 교육
의 양극화 현상 등에 대해 향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고교-대학의 연
계 기능의 강화,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과 적정 배치 기능의 강화, 사회 통합적 기능의
강화 등의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입제도 운영의 방향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보편화 사회라는 상황 인식을 바
탕으로 대입제도 운영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교 교육의 정상화 원칙이다. 고교 교육이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전 단계 교육
으로 영향이 확대되어 가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 원칙으로 확대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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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는 대학 교육을 고교 단계에서 달성한 전인 교육과 기본 학력 및 기본 소
양을 바탕으로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교육의 전인성, 기본 학력과 일반 소양 확보).
둘째, 대학의 적격자 선발 원칙이다. 대학의 성격, 목적에 기초하여 대학이 전형 기준
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우수자나 정원 확
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적 선발을 배제하며, 선발에서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책
임을 담보한 선발을 의미한다(선발의 타당성과 책임성).
셋째, 대입제도 운영의 공공성 원칙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고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제도가 사회 계층으로 분화되는 실제적인 기제가 되고 있
다는 사실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공정한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원칙이다. 여기서 ‘공정성’의 개념은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학업 성취가
이전의 계층 요인이 반영된 누적 결과라고 한다면 이러한 작용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
을 포함한다(형평성과 다양성).

2) 본 연구에서의 논의 범위
가) 우리 사회의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기대
대입제도는 그것이 갖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해야 하지만, 이것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대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 요구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연계 기능,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과 적정 배
치, 그리고 사회 통합적인 기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파장을 고려할 때 사
회적으로 기대되는 요구들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
구 중에서 정치적으로도 중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요구를 들
수 있다. 또한 대입 준비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풀이식 교육의
반복이나 교육과정의 왜곡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고
교에서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그 밖에 자기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탐구해 나
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특히 출산율
감소와 함께 생산 인구가 급감하면서 개개인의 역량 강화는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어서 그 동안 교육을 암기 위주의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대입제도의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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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로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는 대학 서열화 문제와 관련
된다. 거의 누구나가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되면서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의 서열화 구조가 현재처럼 유지, 강화되는 한 지금의 대입제도를 둘러싼 불
안정한 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열과 경쟁 구조
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의 개
선이 반복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대입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기대 요구사항을 영역이나 관련 주체별로 정리해 보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대입제도 개선에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
구분

기대 요구

제도적 측면

∙ 대입 적격자 선발 기능
∙ 고교-대학 연계 기능
∙ 사회통합적 기능

사회적 측면

∙ 사교육비 경감
∙ 문제풀이와 무한 경쟁 교육의 개선: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
∙ 유의미한 대입 준비: 적성과 관심에 부합한 진로 선택과 준비
∙ 대학 서열화의 폐지(완화)

관련 주체

∙ 고교: 교사 평가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 대학: 선발 자율권 보장
∙ 학생, 학부모: 수험 고통의 경감, 지원 선택권 보장, 절차 간소화와 경비 절감, 대입정
책(대학의 전형 계획)의 안정적 운영

나) 본 연구의 핵심 주제와 범위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 관련 주체들의 기대는 매우 크지만, 이들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대입제도의 수립과 운영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요구되
는 기대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어서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간단히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그 기대 중에는 상호간 충돌되는 요
구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 예컨대 고교가 주장하는 교사의 평가권 보장과 대학
의 선발 자율권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병행 운영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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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절차의 간소화나 비용 절감의 요구와는 다른 요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대입제도의 사회 통합적 기능 강화는 대학의 공공적 책무성을 강조해
야 하는 것으로 대학의 선발 자율권과 충돌할 수 있고, 대학의 서열화 폐지 요구는 특별
한 위상을 추구하는 고교, 대학, 학생들의 요구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입제도에 대한 관련 주체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대입제도 수
립과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작업이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입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고교-대학 연계’의 주제로 범위를 제한
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개시 시점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고교와의 관계 속에서
대입제도를 재구상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그 동안 대입제도를 대
학 중심의 사고로 접근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교와의 관계’ 속에서 보고자 한다. 예
컨대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 등 대학의 전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은 대입제도와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주제들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또한

② 그 동안 대입제도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고교와 대학 연계의 관점
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기도 한 고교생 내지 대학 진학 준비생(지원
자)이 대입제도 논의에서 실제로는 소외되었던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교생,

‘대입 지원자’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운영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35).
이에 다음 장에서는 대입제도를 둘러싼 정책과 운영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고교-대학
연계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드러내어 그것들을 중심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종합 방
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5)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범위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고교 교육의 문제, 대학의
선발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외의 관련 논제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별도로 논
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제한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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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입정책과 제도운영의 현황 진단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1. 대입 정책의 변천과 특징
1945년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대입제도는 커다란 변화만 대략 14번 바뀌었으며 세부
적으로는 36번이나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새로
운 교육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기 때문에 대입제도가 수도
없이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강창동, 2007).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국가고사 명칭이 바
뀌기도 하였으나 주체에 따라 대학과 국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대학 혹은 국가 등과
같은 대학 입시의 주체별로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기로 한다36).

가. 대학 주도기(1945년~1968년)
1954년 국가연합고사는 대학을 징집 유보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자격 미달 학생을 입학시키는 폐단을 막아 대학의 질적 수준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를 위한 방안이었다. 1946년 대학설립기준령, 1950년 대학생징집연기령 등과 같은 일련
의 조치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미군정기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고등교육 정책에 바탕을 두었던 대입제도의 연장선에서 대학의 모든 관리 운
영을 대학에 일임했다. 고도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제도를 모델로
학생 선발을 포함한 모든 학사운영이나 관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대
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36) 김미란･정광희･이호섭 (2009)의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Ⅵ)-2: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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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의 자율권을 악용하여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허가는 물론 병역 특전에 따
른 부정 입학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가 등장하였다. 이는 대학 교육에 적합한 자에게만 입학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립대학의 부정입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학을 징
집 유보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자격 미달 학생을 입학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부 사립대학의 부정, 국가고사와 대학별 고사에 대한 수
험생의 이중부담, 국가고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시기회의 박탈에 대한 교육 권리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1년 만에 폐지되었다.
1955년 대학설치기준령이 공시되면서 대학의 책임 아래 대학 단독으로 입학시험을 실
시하도록 하여 내신 성적에 의한 무시험 전형제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 성적에 의한 무시험 전형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입학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교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또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1962~1963년에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은 국가고사의 성적과 대
학의 실기 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결과를 합산한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대학에서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경우, 대학 입학 자격을 판정하는 고사임에도 불
구하고 일종의 선발 기능을 가짐으로써(이종승, 2005)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고사에 의한 대학 신입생 선발방법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
였다는 비판이 일고 세칭 일류대학에 지원자가 집중함으로써 대학 간의 차이가 심화되
었을 뿐 아니라 시험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어 고등학교 교육을 암기 위주의 시험 준
비 교육으로 전락하게 되자 1964년부터 다시 대학의 자율입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
학 입시 자율화로 인해 대학이 학생 모집을 위해 입시과목을 3~4개로 축소하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입시 과목 중심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고교 교육
정상화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당 수 대학에서 입시 관련 부정과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원 초과 모집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 간 격차가 심화되어 대학 서열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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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국가 병행기(1969년~1981년)
이 시기는 대학입시는 물론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하였다. 일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과외가 성행하자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를 도입하였다. 중학교 진학 기회의 확대
는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초래하여 과열 과외, 재수생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1974년에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여 고등학교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한편으로, 대학 입시 자율화로
부정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입학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
을 입학시켜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입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시점에서 당시 문교부는 1969년 11월 14일 ‘대학입
학 예비고사령’을 공포하여 대학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시험에 합격한 일정 수의 학생에
게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1981년까지 12년 동안 예비고사 제도가 선발의 중심이 되었다.
대학별 본고사는 각 대학 총장이나 학장이 결정하되 가급적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시
험 과목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대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행
의 대입 제도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예비고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으나 대학별 고
사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교과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난해한 문제 출제에 대비
한 과열 과외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 역시 주요 과목 중심으로 파
행적으로 운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열 과외로 인해 가정 경제가 압박을 받을 뿐 아니
라 과외비 지출에 따른 빈부 격차로 인해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재수생 역시 20만
을 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30일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내용의 '7･30 교육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이는 졸업정
원제의 실시, 대학 입학 정원의 확대, 과외 금지 등과 더불어 입시에서는 대학별 본고사
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는 예비고사
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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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주도기(1981년~2001년)
1981년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대학 입학 예비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는 첫째 선시험-후지원 방식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정원 미달 사태, 둘
째, 대학 정원의 확대를 위한 졸업정원제의 실시에 따른 혼란, 셋째, 지역 간, 학교 간
차이를 무시하는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 넷째, 지나치게 쉬운 시험 문제의 출제로
인한 사회인 입학자의 증가 등으로 재수생과 과열과외 해소라는 7･30조치의 본래 목적
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고사의 명칭을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바꾸고 대학
입학학력고사 성적 50% 이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 30%를 반영하여 대학 신입생을 선
발하도록 하였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력고사 시험과목은 15~17개 과목에 이르
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입시에서 제외되는 교과목에 대한 수업 소홀을 막기 위한 것이었
다. 이후,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에 더해 대학별 독자적인 입학전형 실시의
일환으로 대학별 논술고사가 실시되었으나 문항의 질과 채점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2년 만에 폐지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
였다. 교육개혁심의위원회는 대학별 독자적 입학전형방법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논
술고사를 폐지하고 면접고사를 반영하도록 하여, 학력고사 성적, 내신, 면접의 3요소로
선발을 하도록 하고, 선지원-후시험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학력고사에 주관식 문항을
30% 내외 포함할 것과 학력고사의 실시･채점･결과를 대학이 책임 관리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지원 대학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선지원-후시험으로 인한
학력 우수자 탈락, 암기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4년 통합적이고 범교과적인 출제 방식으로 대
학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수능이 등장하였다. 이는 대학 수학에 기초가 되고 보편적인
공통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되는 사
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 모두를 관
장함으로써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고력을 신장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
여함은 물론 대학 교육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1996년까지는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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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또는 계열별, 학과별 특성상 별도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대학별 고사를
도입하였으나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영･수 3과목을 제외한 3과목 이내에서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력, 판단력, 탐구능력 등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주관식을 장려하였다. 출제 역시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입시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거로 사고력, 판단력, 탐구능력 등 고등정신능력
을 가능한 한 주관식 문제 위주로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1995년 5･31개혁으로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고 전형요소, 반영방법, 모집 절차,
모집 시기 등이 자율화되었다.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학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교
과활동 이외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질을 평가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
모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은 필수 전형 자료로 학생부를 사용하고 선택 전형
자료로 수능, 논술, 면접, 실기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과열과외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내신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모든 교과 성적 및 활동 내용을 점수로 계산하여 석차를 내고 이를 등급화한 방식이라면
새롭게 등장한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활동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활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학별로 대학의 특수성이나 전공 계열 또는 학과 특성을 고
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술, 면접, 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전형을 실시하였다.

라. 대학 자율기(2002년~2011년 현재)
1999년에 발표한 ‘2002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02년부터 대학이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을 다양화하여 종합 사정 방식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2년 대학
입시에서 대학 자율권의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2002년 대학입시에서는 대학 특
성화를 강조하였다. 주요 전형 자료로 학생부, 대학 특성 전형 자료, 수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생부의 경우, 교과 성적의 기록을 수･우･미･양･가 형식과 과목별 석차 기록
방식 모두를 기록하게 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전형 자료
를 통해 알 수 없는 지원자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대학별 논술,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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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구술고사, 실시고사 등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2005년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
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하면서 개편된 교육과정에 맞게 입시 역시
바뀌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으로
입시에서도 수험생의 진로와 지원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영역과 교과목을 전
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업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계 학교 학생을 위해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였다.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
책’과 2004년 8월 26일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방안(시안)’을 거쳐
2004년 10월 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대입제도는 첫째,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대입전형자료로
서의 반영 비중 강화, 둘째, 수능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셋째, 학생 선발의 특성화･전문
화 강화, 넷째,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전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학생부
전형 자료를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교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은
문항의 소수점 배점을 모두 정수 배점으로 하고 총점 대신 영역별 점수만 표시하여 이를
9등급으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수능의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등급(9등급)만 제공
함으로써 수능 점수에 의한 변별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특히 대학별 특성
화･전문화된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하였다.
<표 Ⅳ-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목적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

수능 개선

86 ｜

방안
∙ 상대평가, 석차 등급 기재
∙ 대입전형에 학생부의 반영비중 강화
∙ 등급(9등급)만 제공
∙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문제은행식 출제

학생선발 특성화･전문화

∙ 대학특성에 부합한 선발 강화
∙ 특목고 학생의 동일계열 진학 촉진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사회통합 유도

∙ 학생 구성원 다양화
∙ 소외계층에 대한 전형의 활성화(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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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등학교 간 학력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고
등학교 내신 산출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측은 변별력 있는 유일한 자료로
믿고 있던 수능마저 9등급만을 제공하고자 변별력을 문제 삼아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하
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입 3단계 자
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음과 같이 입시 부담,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3
단계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Ⅳ-2> MB정부의 3단계 대입 자율화 실천 방안
방안
1단계:
∙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
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UP) 등에 대해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지원
자율화

2단계:
수능과목 축소

∙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
목을 선택하여 응시
∙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개별 학생의 교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
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
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단행

이에 따라 먼저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자율화 1단계에서는 수능등급제를 보완하
여 표준점수,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고, 학생선발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
으로 대학의 입학전형 관련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재정지원
을 2007년 10개교 20억원에서 40개교 157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입학사정
관 지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 기존 참여대학을 포함한 62개교에 대해 2009년부터 2012
년까지 연간 198억원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입 자율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 학생
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남보우, 2008)인 입학사정
관이 학생의 잠재력, 소질, 창의성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고교-대학 연계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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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도대학 15
개, 계속 지원 대학 23개, 신규지원 대학 9개를 선정하여 선정대학에 대한 지원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예산을 236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선도대학,
우수대학, 특성화대학 등, 총 60개 대학에 35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입학사정관 인력풀
확대를 위해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2009년 5개, 2010년 7개에서
9개(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전남대, 부산대, 동국대, 성균관대, 충북대, 경상대)로
확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운영 대학은 2012학년도 122
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입학사정관제로 진학하는 학생도 전체 모집 인원의 10.8%에
해당하는 41,25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이상, 연도별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과 지난 15년에 걸쳐 국가시험의 역할을 한 수능
의 변화를 출제 영역과 성적표기, 입시 반영 요인을 각각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3>, <표 Ⅳ-4>).
<표 Ⅳ-3> 연도별 입시제도의 변천
단계

대학
주도

연도

국가시험명

1945~1953

-

1954

국가연합고사

1955~1961

-

1962~1963

대학입학자격고사

∙ 1962년 국가고사만으로 전형
∙ 1963년에는 국가고사와 본고사 병행

대학입학자격고사

∙ 대학별 자율운영(대학별 선발고사 실시)
∙ 일부대학 적성검사 실시
∙ 내신성적 반영

대학입학예비고사

∙ 예비고사 적용
- 초기에는 전국합격선 적용
- 후기에는 지역별합격선 적용
∙ 대학별 본고사 실시

1964~1968

대학
국가

88 ｜

1969~1980

주요 특징
∙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모집단위, 정원 자율)
∙ 국가연합고사: 자격고사
∙ 대학별 본고사
∙ 내신의 도입
- 정원의 10%는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
- 정원의 90%는 내신성적 30% 반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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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도

국가시험명

1981

대학입학예비고사

∙ 대학별 본고사 폐지

1982~1985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성적 전학년 확대
∙ 학력고사 성적 50%, 내신성적 30%이상 반영
∙ 복수지원 불허

대학입학학력고사

∙
∙
∙
∙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
선지원 후시험제 도입
과목별 가중치의 적용
학력고사에 주관식 문제 출제

대학입학학력고사

∙
∙
∙
∙

논술고사 폐지
선지원 후시험제 도입
과목별 가중치의 적용
학력고사에 주관식 문제 출제

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학력고사 폐지
대학수능시험 도입
내신 성적 반영비율 상향조정
동일계 지원 가산점제 도입

1997~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공립대학 대학별고사 실시 불가

2002~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

2005~2007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 개편
∙ 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 수 자율화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 수능 등급만 제공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표준점수 및 백분위 표기 부활
∙ 입학사정관제 본격 실시

1986~1987
국가
주도
1988~1993

대학
자율

주요 특징

비고

지필고사 금지(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규제)
전형방법의 다양화(대학별 특별전형 확대)
논술고사 및 실기고사의 자율화
정시와 수시 이원화
수능 소수점 배점 및 총점 폐지(9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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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추이
학년도

출제 영역

1994

∙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 모든 영역 공통

1995~1998

1999

2002~2004

2005~2007
2008
2009~2010

비고

∙ 3개 영역별 원점수와
백분위 점수

∙ 연2회 실시

∙ 언어, 수리탐구(1), 수리탐구
(2), 외국어(영어) 4개 영역
∙ 4개 영역별 원점수와
∙ 계열별 구분(수리탐구 일부 문
백분위 점수
항 계열별 출제)

∙ 연1회 실시

∙ 수리 탐구(2)에 선택과목 도입

2000
2001

성적표기

∙ 언어, 수리탐구(1), 수리탐구
(2),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
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 제6차교육과정 적용
∙ 원점수, 표준점수, 변환 ∙ 계열별 교차지원제 도입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 제2외국어 선택과목제도
도입
∙ 총점제 폐지
∙ 원점수, 표준점수, 변환
∙ 등급제 도입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 영역별 성적 반영 여부 및
등급(영역/종합)
가중치 부여는 대학 자율

∙ 영역/선택과목별 표준
∙ 수리영역을 가형과 나형으로
점수, 백분위, 등급
구분
∙ 제7차교육과정 적용
∙ 탐구영역에 직업탐구영역 추가 ∙ 등급만 제공
∙ 제2외국어 영역을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개칭하고 아랍 ∙ 영역/선택과목별 표준
∙ 영역별 성적 반영 여부 및
어와 한문 과목 추가
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
가중치 부여는 대학 자율

마. 대입제도 변천의 특징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입전형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입전
형과 관련하여 이른바 ‘3불’을 둘러싼 논란, 고등학교 내신 반영 및 반영 비율을 둘러싼
논란, 국가고사의 형식 및 반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 등 주로 특정 전형요소의 시행 여부
나 형식, 반영 방식이나 비율을 둘러싸고 대학 자율과 정부 통제 사이에서 대입전형제도
운영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시의 주체, 그리고 전형 요소의 변화라는 관점
에서 한국의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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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선의 계기
한국 대입 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국가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별 입시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국가 주도와 대학 자율의 양축을 옮겨 다녔다는 점이
다. 해방 이후 고등교육이 설립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대학 자율로 대입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입시를 포함한 고등교육 정책은 전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1992년 수학능력시험의 개발과 1995년의 '5･31 교육 개혁안'을
통해 대입 자율화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8년의 대입 3단계 자율화는 이의
연장선에서 더욱 강화된 자율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급속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당시 시행하던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심
각하게 드러나게 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짧은 시일 내에, 대개의 경우 그 다음 해에
전년도의 제도를 수정하곤 했다. 예컨대 1962년도에 시행되었던 ‘대학입학자격 국가고
사’는 시행 후 문제점이 부각되자 바로 그 다음 해인 1963년도에 그 성격을 크게 변경하
여 시행하였다가 그 다음 해인 1964년에는 아예 폐지하고 전혀 다른 유형의 대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대입제도의 수정은 정치적인 일정,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통치 기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1993년도에 수립된 김영삼 정부는 ‘5･31 교육개혁’ 안에 대입제도의 개혁 사항을 다수
포함시켰으며, 1998년도에 수립된 김대중 정부는 ‘2002 대입제도’를 구안, 공포하였다.
2003년 수립된 노무현 정부 역시 ‘2008 대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에 수립된 이
명박 정부는 ‘2014 수능 및 내신제도’를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최
근 20년간 새로 집권한 정부마다 소위 자신의 ‘입시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관
행이 몇 차례 지속됨에 따라 이제 정부가 바뀌면 대입제도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제도 개선의 명분(목적, 방향, 철학)
두 번째 특징으로는 대입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목적이 고교 및 대학 교육의 정상화
와 과열과외 해소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61년 국가고사의 도입으로 인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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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교 교육과정이 입시 중심 교육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었으며 1980년 7.30 교육개
혁안 역시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
다. 대학에서의 적격자 선발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열 과외 혹은 사교육을 완
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5.31 교육개혁, 2002학
년도 개선안, 2008학년도 개선안 역시, 학벌중시 풍조와 시험성적에 의한 획일적 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학교교육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를 통해 국민의 고
통을 덜어주는 대학 입학 제도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대입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개선의 목적으로 ① ‘대입 적격자 선
발의 타당성 제고’, ② ‘중등교육의 정상화 유도’, ③ ‘대학의 자율성 확대’, ④ ‘선발의
공정성 제고’, ⑤ ‘사회적 공공성/형평성 제고’ ⑥ ‘사교육비 절감’, ⑦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등을 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구안된 대입제도들은 그 시대의 특징
에 따라 위의 명분 중 어느 특정 명분이나 일부 명분을 특별히 더 부각시키면서 제시되
곤 하였다. 대입선발에 부정이 많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내세
우며 새로운 입시제도가 제안되었고, 선발이 국가고사나 내신으로만 시행되어 대학의
입장이 약화되었을 경우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교육비 절감’이나 ‘중등교육 정상화 유
도’와 같은 명분이 입시제도 개정의 중요 명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명분들이 계
속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그러한 명분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사교육비 절감’이나 ‘중등교육 정상화 유도’와 같은 내용들이 제도 개편의 이유로
계속 제시되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
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 개선의 범주(요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대입제도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전형요소, 전형방법의 개선
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떤 전형요소를 통해 어떻게 사정을 하는지에
따라 선발 제도가 변화한 것이다. 해방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대입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은 모두 ① 전형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② 모집방식을 어떻게 할 것
인가? ③ 사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⑤ 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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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권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제도
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제안할 때는 결국은 위의 5가지 문제들 중 일부나
전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지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전형자료들의 성적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다음
그 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거나, 대학이나 학과 특성에 비
추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특정 전형자료에 의해서 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다
양한 방법으로 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
사고력 위주의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측면에서 암기위주보다는 사고력 중심의 교육활동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열과외의 해소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학
생부의 경우에는, 종전의 내신과 달리 교과 활동 뿐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등과 관련한 비교과 영역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어 고교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함께 고교 평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범주는 첫 번째 범주인 ‘전형의 요소’일 것이다. 전형의 요소는
선발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수능시험, 내신, 대학별
고사(면접이나 실기) 등이 그 예가 된다. 이 세 가지 전형 요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
며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입선발을 위한 전 과정은 크게 달라진
다. 이 전형의 요소는 다섯 번째 범주인 ‘제도 운영의 권력 배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수능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험이고, 내신은 고등학교가
산출하는 점수이며, 대학별 고사는 대학이 관리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어떤 전형 요소
를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 정도에 따라 입시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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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입제도 운영의 문제점
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의 괴리
고교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고교별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교육과정의 개편은 학교의 자율화
및 다양화,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고 공급자 위주의 교과편성을 개선하여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축소하여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형식적 비교과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창
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10개 교과 및 선택 과목군에서 4개 교과영역 8개 교과군으로 재조
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여 시수를 4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편성을 학교 자율에 맡겼다. 특히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이수단위 116단위, 학교자율과정 64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율활동 등 24단위의 총
204단위로 종전의 210단위에서 6단위를 축소하였다.
<표 Ⅳ-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교 교육과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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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 목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
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
를 익힌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개정 방향
및 특징

∙ 학교의 자율화 및 다양화,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고 공급자 위주의 교과편성을 개
선하여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축소하여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형식적 비교과 활동의 내실
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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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교육과정 개편 내용
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교과

15（10）

수학

15（10）

영어

15（10）

사회(역사와 도덕 포함)

15（10）

과학

15（10）

체육

10（5）

예술(음악 미술)

10（5）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

16（12）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군

국어
기본

탐구

필수단위

소계

학교자율과정

교과영역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장 자율로
편성

35(20）
20(10）
16（12）

116（72）

64

창의적 체험 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고교의 새 교과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의 과목을 난이도에 따라 기본(영어와 수학만 해
당), 일반, 심화 과목으로 나눠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조절하여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과교실제,
특정 기간에 중점 수업을 하는 집중이수제, 수업을 몇 시간에 걸쳐 모아 가르치는 블록
타임제 등을 활성화하면서 필수 학습 요소 위주로 학습량을 줄여 창의‧인성 교육과 창의
적 체험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표 Ⅳ-7> 2009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선택 과목의 예
현행

국어

수학

보통

보통

국어, 화법과 작문Ⅰ･Ⅱ,
독서와 문법 Ⅰ･Ⅱ 문학
Ⅰ･Ⅱ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
Ⅰ･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개정
일반

국어 Ⅰ･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심화

문학개론, 문장론, 고전문학감상,
현대문학 감상, 시 창작 입문, 소설
창작 입문, 문예 창작 전공 실기

기본

기초수학

일반

수학Ⅰ･Ⅱ, 미적분 Ⅰ･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심화

고급수학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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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불일치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국가 교육과정 목표와 단위학교 교육과정 목표의 불일치
를 들 수 있다.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다. 과목 선택은 학생(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나, 과목 교사의 유무, 교사 간의 시
수 조정 등을 이유로 교사 또는 학교 여건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학교 교사나 교육청
관련자들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원수급, 학교나 지역의 특성 고려, 학
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제시 순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표 Ⅳ-8> 참조). 이를 통해
선택과목의 확대는 물론 다양한 학생 활동이 교과영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
화교과 수업 역시 고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율권이 모
든 고교에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체험
학습조차 교원 확보 등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8> 교육과정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 교원 의견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원수급(31)
-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30)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제시(26)
- 창의적 체험활동의 방안 제시 및 지원(15)
-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10)
∙ 교육청 담당자 의견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원수급(24)
-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19)
- 교육과정 컨설턴트 구성 및 양성(10)
-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8)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제시(8)
*( )안은 사례 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체제구축 연구

이처럼 교원 수급이나 자율성 확보의 문제로 수요자 선택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에서 문과와 이과만으로 이분화 된 선택형 교육과정과 선택형 수능이 운영되면서 대입
에 유리한 교과 중심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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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이 근간이 되었으나 교양과목과 심화교과를 역으로 이수하는 등, 수능 중
심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 과목은 기초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과
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3학년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고 수능에 필요한 사회･문화는 2학
년에 편성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도입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8~10개 교과목
중 2개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에서 이들 영역의 반영 비율을 축소할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의 반영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 파행이 예상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이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컨설팅이 가장 필
요한 사항으로 ‘교과목 8개 이내 편성’에 대한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자율 과정 편성･운영’이 19.7%,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군별 하위 활동 시수와 내
용’ 11.6%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9>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1 순위)
구분

교과목 8개
이내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군별 하위활동
시수와 내용

학교자율과정
편성운영

이수단위수
증감운영

교과군별
최소
필수이수단위

전체

44.9

11.6

19.7

6.1

9.5

학교교원

45.1

12.0

21.1

5.3

8.3

교육청담당자

42.9

7.1

7.1

14.3

21.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체제구축 연구

2) 고교 서열화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고와 특목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로 인한 고
교 서열화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이수단위가 8단
위로 일부학교가 시수가 모자라 10단위로 증가시켜 1,2학기 5시간씩 진도를 나가지만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의 경우에는 수학교과의 교육과정을 1학기로 줄이고 1주일에
5시간씩 최대 7시간까지 편성하여 매일 수학을 배우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상황으로
빠른 진도와 어려운 난이도 시험문제가 주어지는 이들 학교 학생의 성적이 우수하게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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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실제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1학년 1학기에 1년 분량의 진도를 마치는
비율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전체 과정 27개 중 1학기에 마치는 수는 14개로 비
율이 51.85%에 이르고 있다.
<표 Ⅳ-10>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
전체 과정 수

1학기에 마치는 수

비율(%)

자율형 사립고

27

14

51.85

일반고

22

0

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1),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의 경우에는 수능에 유리한 국어, 영어, 수학 쏠
림 현상으로 인해 학업성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52개 서울시내 고등학교를 자율고와
일반고로 나누어 1학년 수업시간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중앙일보 2011. 10. 25.) 자
율고는 매주 평균 16.7시간(1시간 수업은 50분)을 국･영･수에 할애한 반면 일반고는 평
균 12.2시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의 변칙 운영으로 실제 서울 주요 대학
들에서는 외고･국제고 출신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고교 단계에서부터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표 Ⅳ-11> 주요 대학의 외고･국제고 및 특목고 출신 비율
대학명

외고･국제고

전체특목고

서강대

21.9

22.6

연세대

21.8

27.0

고려대

19.9

21.9

한국외대

19.7

19.8

이화여대

17.0

28.9

서울대

13.0

27.1

한양대

12.0

19.5

성균관대

11.9

16.7

금강대

11.9

11.9

중앙대

9.6

10.9

자료: 한겨레신문 201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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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저하
가) 선다형 시험 방식 및 점수 중심의 평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제점은 국가 교육과정 평가는 다양한 방법과 목
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위학교 교육과정 평가는 수능 문제 유형의 오지 선다형 객관식
평가가 중심이 되어 있다. 국가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서술형 평가를 시도 평균 등을 고
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2010학년도 시･도별 고교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은 전체 21.2%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큰 상
황이다.
<표 Ⅳ-12> 2010학년도 시･도별 고교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율

40

30

17

29

12

16

30

23

14

15

19

19

16

15

28

16

전체 2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내부자료

뿐만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인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의적인 가치
나 태도에 대한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대안의 미비로 과목성적의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
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활동(글쓰기, 토론, 실험 등)을 직접 관찰･평가하여, 대입전형에서 활용하는
고교 프로파일에 수행평가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지만 학기말 평가 후에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학기별로 1회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학생 특성을 기록할
수 없다. 기록할 수 있다하더라도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상위 10% 정도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아 성적 향상 기록이나 기타 특기 사항에 대
해서는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성적 기록 방식의 문제
또한 대입과 관련해서 학생부의 평가가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OECD국가 중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논리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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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록변화(평가의 방향)나 국가공인 영어시험의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속속 등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미와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법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성취도를 부여해야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보통교과를 수
준별･영역별로 기본과 일반, 심화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나 개설 학교유형(특목고, 일반
고 등)은 물론 과목 선택에 따른 다양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표 Ⅳ-13> 보통교과의 교과과목 특성에 따른 평가
단계

현행

2단계

이수

4단계

우수, 보통, 미흡

6단계

-

적용대상
교과 영역

과목**

교양교과(논리학 등)

일반과목

기초교과 (영･수)

기본과목

체육･예술교과

일반과목

기초교과 (국･영･수)

일반과목, 심화과목

탐구교과(사･과)

일반과목, 심화과목

생활교과(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일반과목, 심화과목

체육･예술교과

심화과목

* 보통교과 교과영역 :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
**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보통교과를 수준별･영역별로 기본/일반/심화로 구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내부자료

뿐만 아니라 성적 기록 방식의 등급제로 인한 소인수 과목 미개설 등, 교육과정 운영
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학생부 기록 시기의 불합리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게 된다. 2012학년도 수시 전형의 입학원서 접수
시기는 8월 1일이지만 실제 고교 학생부 마감은 8월 31일이다. 때문에 8월 말까지 이어
지는 여름방학 중 비교과 활동의 기록여부를 놓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간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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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시 입시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정정하
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Ⅳ-14> 학생부 부당정정 현황(2011년)
지역

적발건수(고교 수)

지역

적발건수(고교 수)

경기

3243(19)

전남

255(28)

서울

1489(24)

충북

228(12)

광주

1391(26)

전북

157(13)

충남

291(20)

경남

110(2)

대구

280(6)

부산

109(1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년 고3 학생부 부당정정 현황 자료

라) 나이스(NEIS) 시스템의 비효율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생부는 물론 교육과정, 성적, 교육 자료를 학부모와 재학생
에게 제공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오류는 물론이고 접속
시 잦은 오류 패치설치로 교원 업무 편의성이 저하되고 있다. 재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로그인 과정이나 서비스 신청 후 학교승인 절차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11월 7일 학부모 서비스 이용자
3,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66%가 불만족이거나 보통이라고 응
답하고 있으며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도 3%에 이르고 있어(국회예산결산특위원회 배
은희 의원 자료) 나이스(NEI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교사 업무 부담 과중과 진로지도 미흡
가) 담임 업무의 과중
학생부의 성적은 교과 담임이 기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담임교사가
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는 기
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학생부의 책임이 담임에게 있다 보니, 담임의 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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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부의 기록 내용은 교과 활동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①
출결, ② 수상, ③ 자격증 및 인증, ④ 진로지도, ⑤ 창의적 재량활동, ⑥ 특별활동, ⑦
교외 체험 학습, ⑧ 독서활동, ⑨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입학
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수험생 평가의 근간이 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학생들의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기록의 양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
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업무 또한 고교 교사에게 지워지기 때문에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 이를 기록하기에는 담임교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
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나) 진로지도의 미흡
이러한 교사 업무의 과중은 진로지도가 미흡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적성과 흥
미에 맞는 선택과목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 선택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진로지도 시간이 없고 상담시간도
부족하여 진로 및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진로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육성하는 연수 기회의 부족과 압도적인 진로 및 진학 지도 교사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학
생 상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5)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국가 수준의 표준 교육과정 운영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로 고교 현장에서는 협동 학습
등의 다양한 수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도덕의 경우에는 1, 2학년 기초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이후인 3학년 2학기에 편
재되어 있으며 운동과 건강생활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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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A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 교과
영역 (군)

국어

과목

탐구 사회

2학년

공통
(1학년)
1

2

4

5

국어

5

9

9

화법과 작문1

5

5

5

화법과 작문2

5

5

5

독서와 문법

5

0

0

독서와 문법

5

0

0

문학1

5

5

5

문학2

5

5

5

수학

5

9

9

수학의 활용

5

5

0

수학1

5

5

5

5

5

0

수학2

5

0

5

적분과 통계

5

4

5

기하와 벡터

5

0

6

영어

5

9

9

영어1

5

5

5

영어2

5

5

5

실용 영어회화

5

0

0

심화 영어회화

5

0

0

영어 독해와 작문

5

5

5

심화 영어독해 작문

5

6

6

사회

5

4

4

2

2

한국사

5

6

6

3

3

도덕

5

2

2

한국지리

5

5

0

세계지리

5

0

0

동아시아사

5

0

0

세계사

5

6

0

기본 수학 미적분과 통계기본

영어

배점단위
기준
단위 인문 자연

인문
1

2

3학년
자연

1

2

인문
1

2

5

자연
1

5
5

5

5

5
5

5

2

5

4
5
5

5
5
5
4

5
6

4

5
5

5
5

5

5

5
6

6

2

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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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과
영역 (군)

과학

체육
예술

체육

예술

생활 생활
교양 교양

과목

배점단위
기준
단위 인문 자연

1

2

인문
1

2

3학년
자연

1

2

인문

자연

1

2

1

2

2

2

2

2

법과 정치

5

4

4

경제

5

0

0

사회문화

5

5

0

생활과 윤리

5

0

0

윤리와 사상

5

6

0

과학

5

8

8

물리1

5

0

4

물리2

5

0

4

화학1

5

4

4

화학2

5

0

4

생명과학1

5

4

4

생명과학2

5

0

4

4

지구과학1

5

0

4

4

지구과학2

5

0

0

체육

5

5

5

운동과 건강생활

5

6

6

스포츠 문화

5

0

0

스포츠 과학

5

0

0

음악

5

4

4

미술

5

6

6

기술 가정

5

6

6

정보

5

4

일본어1

5

한문1

5

이수단위 소계

5

6
5

3
2

2
4
4
2

4

2

4

3

2

3

3

3

3

2
3

3

3

3

4

2

2

2

2

4

4

4

4

4

3

3

4
4

4

30

30

30

30

30

30

30

30

30

4

4

4

4

4

4

4

4

4

4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학기당 과목수

9

9

7

7

8

8

7

8

8

8

학년별 총 이수 단위

180 180

2

30

창의적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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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B고교의 2010년 3학년 2학기 수업 운영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5교시

6교시

11.19

금

11.20

토

11.21

일

11.22

월

기말고사

진학상담

11.23

화

기말고사

진학상담

11.24

수

기말고사

진학상담

11.25

목

기말고사

진학상담

11.26

금

기말고사

진학상담

11.27

토

계발활동

11.28

일

11.29

월

11.30

화

체험학습 1

12.01

수

체험학습 2

12.02

목

교과수업

성교육

12.03

금

교과수업

에이즈 및 금연교육

12.04

토

12.05

일

12.06

월

교과수업

병무행정 설명회

12.07

화

교과수업

뷰티스쿨 강좌

12.08

수

교과수업

○○시장 강연회

12.09

목

교과수업

예비부모 교육

12.10

금

교과수업

○○시의회의장 강연회

12.11

토

수능성적 발표

12.12

일

12.13

월

교과수업

진학상담

12.14

화

교과수업

진학상담

12.15

수

12.16

목

교과수업

진학상담

12.17

금

교과수업

정시원서접수 시작

12.18

토

계발활동

12.19

일

7교시

진학상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교과수업

진학상담

토요 휴업일

고입 전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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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교과수업

5교시

6교시

12.20

월

12.21

화

12.22

수

교과수업

주변정화활동

12.23

목

교과수업

정시원서접수 마감

12.24

금

성탄절

12.25

토

토요휴업일

12.26

일

12.27

월

12.28

화

12.29

수

진급 사정회

12.30

목

방학식

2010.02.07

월

개학식

02.08

화

02.09

수

졸업식 예행연습

02.10

목

졸업식

7교시

진학상담
졸업 사정회

교과수업

대학 생활 안내

교과수업

대학 생활 안내

교과수업

직업의 세계 탐구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운영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적절하게 운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Ⅳ-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시 이후 혹은 수능
이후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교과 시간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 상담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시간 역시 영화감상이나 뷰티스쿨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나. 수능 제도의 문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8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 그 특징을 보면, 첫째는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이 없는 수능’을 위해
수험생이 본인의 진로 등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도록 국어･수학･영
어 과목에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고 탐구과목은 선택과목수를 축소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수능’으로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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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과중심의 출제를 강화시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을
일치시키며, 셋째는 ‘교육과정 취지 반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수능’을 위해
국･영･수 교과의 수준별 편성에 따라 수준별 시험(A와 B)을 도입하는 등 고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수능을 개편한
것이다. 또한, 수험생들의 2014학년도 수능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4학년도 수능에
대비한 EBS 교재와 강의도 개발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학입학 전형의 3대 요소인 학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등) 중에서
지원할 대학 및 합격 결정에 수능시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 시험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고교에서는 결국 수능 시험 위주의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학생들도 사교육 등을 통해 수능시험 성적을 높이
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수능 시험은 결국 입시 위주 교육의 핵심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Ⅳ-17>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정안
현행

개편

언어영역

A형*

국어

B형*
나형
수리영역

B형*
가형
외국어영역

탐구영역
(사회･과학･직업
중 택 1 하여
응시 )

A형*
수학

사회탐구영역
(11과목 중 3과목 선택)
과학탐구영역
(8과목 중 3과목 선택)
직업탐구영역
(17과목 중 3과목 선택)

제2외국어/한문영역
(8과목 중 1과목 선택)

A형*

영어

B형*

탐구
(사회･과학･직
업 중 택 1 하여
응시)

사회
(10과목 중 2과목 선택)
과학
(8과목 중 2과목 선택)
직업
(5과목 중 1과목 선택)

제2외국어/한문
(8과목 중 1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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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에서 수능의 과도한 비중
먼저 수능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을 들 수 있다. 실제 2011학년도 고교별
수능 응시생 현황(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을 보면 응시생 100명을 넘는 전국 16개 시도
고교 1,207교에서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 신분으로 수능을 치른 학생 비율은 학교당 평
균 19.6%로 특히 SKY라고 불리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1~2번씩 재수를 하는 경우
가 많아 서울 강남구, 외국어고 등에서는 재수생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뿐
만 아니라 수능 시험의 출제체제를 보면 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고교 교육과정에서 모
두 소화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표 Ⅳ-18>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시험 영역

선택과목

언어
수리

‘가’형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
학’ 중 택 1

문항
수

원점수
만점

문항
배점

50

100

1, 2, 3

30

100

2, 3, 4

보고 점수
영역별

총점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보고
하지
않음

‘나’형

탐구
(택1)

사회
탐구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중 최대 3
과목

과목당
20

50

과학
탐구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최대 3과목

과목당
20

50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
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중 (택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
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
래밍 중 (최대 2과목)

과목당
20

50

50

100

1, 2, 3

30

50

1, 2

직업
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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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 교육과정과의 불일치
수능시험은 실질적인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정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현행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은 서로 부합하기 어려
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행 수능 체제는 선택 중심 교육과
정의 취지를 구현하여 수험생이 진로를 고려하여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교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2, 3학년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도 그와 상응하도록 선택형 수능
시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영역이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택형 수능시험의 기본 구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는 공통으로 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및 직업탐구는 출제 범위에 포함되
는 여러 교과목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고교
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중심이 되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의 비중이 늘어나고 사회 및 과학 교과목의 비중이 크게 약화되고 있
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 및 과학의 다양한 교과목들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전공할 분야의 기본 지
식을 함양하는 교과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교 단계의 학습이 부진할 경
우 정상적인 대학 수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사탐 영역의 선택과목별 응
시자 수를 보면, 전체 응시자의 약 반 이상의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하고 있으나 선택과
목에서는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한국사나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적으며 세계사나 세
계지리와 같은 기본 교양 과목 선택도 매우 적은 상황이다(<표 Ⅵ-19>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졸업자의 감소로 입학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대학이 증가하
면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역이나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대학 수학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나
교과목 성적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편법적 ‘교차 지원’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까지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깊은 수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수리 ‘가’형이 필요한
전공임에도 수리 ‘나’형을 응시함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게 하거나 고교에서의 과학 선
수학습이 필요한 공대나 자연대도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선택자도 응시하게 하는 교
차지원 허용 대학이 70%나 되어서 대학 교육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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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사탐 영역에서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세계
지리

경제
지리

법과
사회

2011

668,991 387,887 200,806 63,838 236,487 42,428 238,620 56,531

52,890

63,520 124,623 75,372 287,918

2010

638,216 372,113 188,966 69,704 233,487 38,785 248,246 49,094

61,375

63,735 127,937 84,837 280,470

2009

559,475 326,947 171001

58635

193905

33549

220083

40551

54104

56111

113083

80559

247329

2008

550,558 317,014 165127

57570

174834

53925

221773

40047

34838

57009

108958

84237

231950

2007

551,884 316,490 161421

69507

168414

33120

214499

37917

54286

62434

106392

88068

227422

2006

593,801 346,515 158584 100189 172706

32816

211526

33346

47784

62584

102487

86666

225633

2005

610,257 361,292 179697 159052 171591

30006

232370

29614

29671

54911

98856

84485

229100

학년도

전체
응시

사회
탐구

윤리

국사

한국근
세계사
현대사

한국
지리

(단위: 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현재 자연계 수험생은 수리의 경우 ‘가’형 준비를 위해서 20단위를 공부
하지만 인문계 수험생은 ‘나’형 준비를 위해서는 8단위만 공부하면 되므로 자연계 수험
생은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과학을 공부하면서 수학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시
험 부담이 많아 이공계 기피 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의 수가 더 줄어들게 됨에 따라
사회와 과학 영역의 교과목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위주의 학습과 그로 인한 사교육 부담
이 늘어나고 고교들도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다. 실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수가 올해 고1이 치르는 2014학
년도 수능부터 2개로 축소됨에 따라 입시 비중이 작은 사회･과학은 편성시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수업자체를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중앙일보, 2011.10.25.).
아울러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도입되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각 대학들이 어떤 수준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또 응시하려는 여러 대학
들이 서로 다른 수준을 요구할 경우 학생들이 어떤 수준을 선택해서 응시하고, 또 그 이
전에 고교에서는 어느 수준의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매우 어
려운 점 등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택형 수능시험의 문제는 사실 수능시험의 문제라기보다 선택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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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한 7차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을 편성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응시
하게 될 수능시험의 구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면서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구상 없이 교육과정을 먼저 편성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수
능시험 체제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능시험의 구조적 문제
점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수능시험의 구조적 문제는 수능시험 자체
보다는 교육과정의 구조부터 재구성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3) EBS 연계와 ‘쉬운’ 수능의 부작용
수험생의 수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응시자의 1%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EBS 교재에서 7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심각한 교육적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EBS 수능 교재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방침
은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국 조사 대상 1,866개 학교 가운데 50%가 고3 수업시간
에 EBS 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과목별로는 영어 51.7%(960교), 언어 51.4%(954교),
수리 48.0%(891교), 사탐 45.3%(841교), 과탐 41.8%(775교)로 EBS 교재가 사실상 교과
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교육 붕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2011년 전국 고
등학교 정규수업 EBS 교재 사용현황 자료, 임해규 의원실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응시자의 1% 이상이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자를 변별하는 한 수능시험의 비중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
이다. 또한 사고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시험의 당초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그것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한 문제풀이 방식의 학습을 조장하는 등 교육적 부
작용도 충분이 예상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4) 선다형 시험 방식의 교육적 폐해
수능시험은 일시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응시하고 또 단기간에 채점을 마쳐야 하는
국가시험이므로 불가피하게 선다형 시험(‘객관식 시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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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답형 시험(‘주관식 시험’)문제를 출제해도 단답형 문제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능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을 선다형이나 단답형 문제에만 의존할 경우 ‘열
린 사고’를 통한 학생들의 고등정신 능력 배양 등 고교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을 기대하
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론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의 활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문제
풀이식 입시위주 교육을 조장하는 등 고교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능시험에 논술식
평가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5) 대학 교육과의 연계 미흡
치열한 대입 경쟁과 막대한 입시 준비가 헛된 노력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그
것에 바탕을 둔 수능시험 제도가 고교에서의 학습과 대학에서의 전공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이에 기초한 현행 및 2014학년도 수능시험은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라는 관
점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형태
를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선택은 대학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
하기보다 단순히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당초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대학의 책무성 미약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1년 8월에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하면,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은 ‘대학 자율화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고교교육의 정
상화를 도모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 대학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한다고 되어 있다. 대학은 이러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 표기)가 정하는 모집 시기, 모집유형,
전형요소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모집 시기를 보면, 수험생의 대학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입학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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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초에서 학기 초로 조정함으로써 학기별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로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적 시기 선
택과 수험생의 복수지원 확대 및 전형관리의 효율화라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험생의 실
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시험기간이 동일 기간 군으로 집중될
경우에는 대교협에서 대학 간 자율협의를 통해 시험기간을 분산･조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 동일 대학 내에서도 모집 기간 군을 달리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은 대교협이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학생부 기준일
등에 관한 일정기간을 설정하며 3월 신학기 개시 전까지 모든 전형을 마칠 수 있도록
가, 나, 다로 구분 설정한 후 대학이 해당 기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한국대학교육협
의회, 2011). 대학 자율 일정은 수시모집과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수시모집은 정시모
집 전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모
집은 정시모집과 수시 모집에서 미달 혹은 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
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모집 간의 분할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순수외국인의 모집 시기는 9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
하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을 수시 모집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대교협이 정한 전
형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형 유형은 국공사립 관계없이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전형
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위주의 경쟁논리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
지만, 특별전형은 대학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우수학생과 같은 특정대상이나 사회적 보
상을 고려한 소외계층 자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내와 정
원 외 선발이 가능하다.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는 특기자
특별전형, 취업자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
형,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수선발, 동일계 특별 전형이 있다. 자격기준, 전형대상,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는 학교장추천자, 국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자격증소지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교사추천, 입학사정관 전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이 있다.
전형 요소는 크게 학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전형에서는 지
원 자격으로 학생부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실기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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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면접, 실기고사, 학생부의 비교과성적, 적성･인성 검사 등의 학력 이외의 전형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주된 기준은 대부분 학력 위주의 전형 자
료에 근거하고 있다. 특별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 자격, 최저학력기준, 최종선발기
준에 따른 전형 절차를 따른다. 지원 자격으로는 주로 특별전형의 특성을 살린 학력 이
외에, 추천, 자격증, 사회활동, 지역, 경력, 가정환경, 나이, 신체적인 조건 등의 다양한
기준이 활용된다. 최저학력기준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주로 활용되면 최종선
발기준으로는 수능과 추천서, 증빙서류, 소개서, 학업계획서 등과 같은 서류심사, 면접,
학생부 등이 활용되고 있다.
<표 Ⅳ-20>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요소 및 특징
전형요소

구성

특징

학생부

∙ 교과 영역/비교과 영역
∙ 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 전반에 대한
- 교과영역: 과목별 단위수와 이수자 수, 개인
평가 기능
원 점수,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 석차 등급
∙ 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므로 공교육 정
- 비교과영역: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출
상화에 기여
결사항,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및 인증
∙ 장기간의 누적된 기록을 통해 보다
취득 상황, 각종 교내외 수상경력, 행동특성
정확한 측정가능
및 종합의견

수능시험

∙ 5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과학탐구 ∙ 학교 간 학력 격차와 무관하게 전국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단위의 평가와 변별력 확보
-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 ∙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대학별고사

기타

∙ 논술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 교직 적
∙ 대학 학생선발 자율화에 기여
성･인성 검사 등
∙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학교소개자료(School Frofile), 학생 개인 이력
철(Student Profile) 등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외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압한 자 ∙ 대학별 교육이념, 모집 단위의 특성
에 한해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
에 따라 보다 다양한 평가가 가능
학 전형자료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학과목선이수
제(UP)의 이수여부 및 결과는 전형자료로 활용
하지 않음

자료: 김미란･정광희･이호섭 (2009)의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Ⅵ)-2: 대학 신입생 선발 실
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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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새로운 전형 방법으로 2007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고 있다.
확대 실시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대학은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험성적(학생부 교과, 수능)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자료(비교과활동상황,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대학 자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발전전략 및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한 선발로, 학생부를 비롯한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여 모집단위별 특
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을 통해 선발과 교육연계를 강화하는 전형이다. 입학사
정관제의 공통평가 요소는 대학의 학생 선발 목적(Admission Policy)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Ⅳ-21> 입학사정관제의 공통평가요소(예시)
요소

주요 내용

학생의 특성

∙ 인지적 특성
- 사고력 :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력등
- 적성 및 역량 :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적성, 대학 또는
학과수학능력, 현장경험 등
- 표현력 : 의사소통능력(토론/설득력) 등
∙ 정의적 특성
- 인성 :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의식, 사회봉
사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
- 흥미 : 지적 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
- 태도 : 가치관, 학습태도 등
∙ 잠재력, 미래발전가능성, 전공적용가능성 등

대학 및
∙ 건학이념 및 학과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모집전형과의 ∙ 리더십전형, 사회적 배려전향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 지
적합성
여부 등
교육환경

∙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

참고자료

∙ 수능성적
∙ 학생부
(교과, 비교과)
∙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 등)
∙ 자기소개서
∙ 추천서

∙ 학생부 비교과
∙ 자기소개서
∙ 추천서
∙ 자기소개서
∙ 추천서/학교방문
∙ 학교정보공시자료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입학사정관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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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선발 인재상 미정립
대학의 선발 인재상37)(admission policy)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의 대학이 유사한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 이후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
과정 관리와 같은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학이 선발에만 집
중함으로써 대학에서 교과 특성에 따른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직업능력
개발원, 2008).
대입 3단계 자율화의 일환으로 도입,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경우도 새로운
전형의 개발보다는 기존 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무늬만 입학사정
관제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3년간 새로
생긴 사정관 전형은 104개로 25.8%에 불과하고 나머지 74.1%의 전형은 기존에도 있던
전형에 이름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입학사정관제 전
형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 교육철학 등에 맞는 새로운 전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
는데, 대교협에서도 2009년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학사정관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전형들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하는 등, 선발 인재상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표 Ⅳ-22>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전형 유형
구분

2011학년도

새로 생긴 전형

기존 전형(비율)

선도대학

237

69

168(70.9)

우수대학

138

29

109(79.0)

특성화

27

6

21(77.8)

자료: 김미란･정광희･박상규･임진택(2010)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 Ⅶ: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방안 탐색

37) 여기서 선발 인재상이란 대학 수준에서 제시되는 인재상만이 아니라 모집단위별 인재상과 그에 부합한
전형 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념적, 추상적인 수준이 아닌 대학의 선발 정책 등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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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특성의 부재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요구되는 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 등
실제로는 모집단위 특성과 무관한 점수 위주의 대입 준비가 일반화되고 있다. 점수 중
심의 대입 준비는 고교 단계에서 진로 탐색과 준비 부실을 초래하며, 이는 고교는 물론
대학 교육의 출발점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은 전형 방법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
치는 영향보다는 우수학생 확보 또는 학생 확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이 많아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으
로 괴리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지나치게 어려운 대학별 고사의 파행 운영
대학들이 가장 비중을 높이 반영하는 전형 요소는 기본적으로 수능이라 할 수 있으나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이나 면접시험은 물론 적성검사를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
다. 최근에는 일반전형에서조차 적성검사가 일반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논술 비중이 커
져 수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Ⅳ-23> 적성검사 실시 대학의 반영 비율
대학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경기대

1차 <적성우수자>

학생부 50%+적성 50%

성결대

1차 <일반학생>

학생부 40%+적성60%

가톨릭

1, 2차 <일반학생>

1차: 학생부 40%+적성60%
2차: 적성 100%

경원대

1, 2차 <일반학생>

1차: 학생부 40%+적성 60%
2차: 학생부30%+적성70%

2차 <일반전형>

학생부 20%+적성80%

<학생부우수자>

학생부 67.5%+적성 32.5%

<전공적성우수자>

학생부 27.6%+적성 72.4%

수원대

1, 2차 <일반학생>

1차: 학생부 40%+적성60%
2차: 학생부 30%+적성70%

한성대

1차 <전공적성우수자>

학생부 30%+적성70%

고려대(세종)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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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일반전형 지원자의 평균 적성검사 성적
문항

정답

100점 기준

언어(25)

수리(25)

외국어(10)

평균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16.3

16

6.9

39.2

65.2

64

69

65.3

60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1), 적성검사 보도자료.

<표 Ⅳ-25> A대학의 수시 일반 전형 평가 예시
선발단계
(선발인원
비율)

우선선발
(70%)

일반선발
(30%)

학생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20%

40%

10%

10%

논술

논술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

인문
사회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모두 1등급
※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다음 조건으로 선발함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등급의 합이 4이내인 자

자연

수리｢가｣, 과학탐구 모두 1등급
※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다음 조건으로 선발함
수리｢가｣, 과학탐구 등급의 합이 3이내인 자

인문
사회
자연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과 동일

70%

50%

문제는 이들 적성검사나 논술 및 면접시험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 출제되
면서 사교육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Ⅳ-26> 사례 대학의 논술 시험 예
시(표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을 중심
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2학년도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에게 대교협이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논술문제를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를 할 정도로(대교협 보도자료, 2011.10.24.) 고교 수업과 유리된 논술 문제
를 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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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A대학의 논술 시험 예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문제수
및 유형

∙ 수학 1문제(60점)
∙ 제시문수: 3~4개
-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 과학 1문제(40점)
- 수리･통계자료 또는 과학관련 제
-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통합
시문 포함 가능
- 공통과학, 과학Ⅰ수준
∙ 문제수 : 2문제
(과학Ⅱ는 포함되지 않음)

시험시간

∙ 사회계열 : 9:00 ~ 11:00 (120분)
∙ 인문계열 : 13:00 ~ 15:00 (120분)

∙ 자연계열 : 16:00 ~ 18:30 (150분)

원고지 형태

백지 형태

답안지 형태
답안지 글자수

문제당 800~1,500자(글자 수가 현격
하게 적거나 많지 않을 경우 글자 수에 제한 없음
따른 감점은 없음)

4) 공정성･신뢰성의 부재
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
2009년도에 47개 대학 중,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입학처 상위 기관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은 27개 대학이었으나 실제 윤리 위원회 혹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
한 대학은 20개교에 지나지 않았다. 2009년 계획과 2009년 실적을 대비했을 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 필
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며, 전담기구를 설치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미란･정광희･박상규･임진택, 2010).
<표 Ⅳ-27>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의 전담기구 설치현황
구분

계획(A)

실적(B)

확보비율(B/A*100)

공정관리위원회

27

20

74.1

정책기획 및 전형개발 위원회

26

20

76.9

합계

53

40

75.5

자료: 김미란･정광희･박상규･임진택(2010)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 Ⅶ: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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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 정보 공개의 미흡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는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수시･정시모집 주요사
항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ʻ미제출 대학ʼ이라는 사실을 공
지하여,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밝히고, 향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조정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하고 대교협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과 모집
시기별 ‘모집요강 주요사항’ 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각 대학
은 이와 관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입 다양화의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방법과 평
가 요소 등이 불명확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형의
구체적인 지원 자격이 불분명하며 입학사정관제 평가의 경우, 서류와 면접이 주가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교협이 ‘입학사
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발표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요소와 기준, 평가 자료
등을 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제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방법을 보면 1단
계 서류평가,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고사 등으로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
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 및 전형료 부담의 과중
정시 모집 단위는 8,353개 전형 중, 학과 단위로 선발하는 전형이 6,207개로 74.3%,
학부나 계열별로 모집하는 전형이 2,108개로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시 모집의 경
우에도 전체 2,654개 전형이 존재하고 있다(김미란 외, 2009). 2010학년도 계획에서도
유사전형을 통합해도 수시와 정시를 합해 총 2,525개의 전형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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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8>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수
구분

정원내

정원외

수시(대학)

정시(대학)

합계(대학)

일반전형

164(164)

199(199)

363

대학독자기준

705(185)

135(75)

840

특기자

336(120)

16(13)

352

기타(취업자, 특성화고교 등)

32(30)

11(11)

43

소계

1,237

361

1,598

산업체위탁 등

-

4

4

재외국민 및 외국인

113

48

161

특수교육대상자

48

44

92

농어촌지역 기회균등

142

123

265

전문계고 졸업자

130

96

226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3

66

169

전문계고졸 재직자

5

2

7

계약학과

-

3

3

소계

541

386

927

총계

1,778

747

2,525

자료: 양정호 외(2010) 창의 인재 선발을 위한 대입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이처럼 전형이 복잡하다보니 대학입시 전형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
고 있다. 입시 전형에 따라 대입 수시와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 경우, 전형료가 보통 7만
원~8만원이 되며 대학에 따라서는 10만원이 되기도 한다. 2011학년도 181개 4년제 대
학 전형료 수입은 2295억원이었으나 2012학년도에는 수시 전형 학생이 30%가 늘어나
4년제 대학 전형료 수입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박보환 한나라당 의
원실 자료). 교과부가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와 대학의 과도한 전형료 징수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다음
<표 Ⅳ-29>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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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9>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 및 증가율
대학유형

2010년

2011년

증가율

국공립대

218

257

17.8

사립대

1,718

2,038

18.6

수도권대

1,398

1,630

16.6

비수도권대

538

665

23.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내부자료.

대학들의 낮은 학생부 반영 비율 역시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타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국공립에 비해 사립대학들이
1단계 학생부 반영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서
울 지역을 준거로 하였을 때, 대전･충청 지역과 호남･제주 지역이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30> 1단계 학생부 반영 비율에 미치는 대학변인 영향력
비표준화계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19.410

.000

-.065

-5.086

.000

.582

-.006

-.368

.713

4.329

.567

.153

7.636

.000

B

표준오차

(상수)

48.889

2.519

설립유형(사립)

-1.833

.360

경기, 인천

-.214

대전, 충청

β

지역

강원

-1.825

.795

-.033

-2.297

.022

부산, 영남

-1.956

.564

-.073

-3.468

.001

호남, 제주

9.976

.623

.311

16.017

.000

규모

-.287

.151

-.025

-1.906

.057

서열

-.897

.132

-.110

-6.819

.000

인문

-4.952

2.332

-.204

-2.123

.034

자연

-4.738

2.331

-.195

-2.033

.042

인문/자연

-9.804

4.560

-.029

-2.150

.032

F=113.418

p> .000

전공계열

Adjusted R2=.164

자료: 김미란･정광희･이호섭(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 Ⅵ: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
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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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모별로는 대학 규모가 클수록 반영 비율이 낮았으며, 대학 서열의 경우에도
상위수준 대학일수록 1단계 학생부 반영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공 계열
별로는 인문/자연/예체능을 전체 통합하여 선발하는 경우에 비해, 인문계, 자연계, 혹은
인문･자연계로 선발하는 경우가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은 것을 다음 표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8) 수능 중심의 선발 구조
가) 수능 반영 비중의 증대
이처럼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다는 것은 수시 정시의 이원화 구조 속에서도 수능 중
심의 선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의 성
적표기 방식을 당초 영역/과목별 등급만을 표기하겠다던 것을 수정하여 영역/과목별 표
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학들은 2009학년도 정
시 모집에서 학생부와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신 수능시험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정시 모집에서만 전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능시험의 반
영을 보면, 2008학년도에는 100% 반영이 31개 대학이었으나, 2009학년도에는 59개 대
학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70% 이상으로 높게 반영하는 대학도 2008학년도엔 59개 대학
에 불과했으나, 2009학년도에는 121개 대학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40% 이하
로 낮게 반영하는 대학은 2008학년도엔 116개 대학이었으나, 2009학년도에는 51개 대
학으로 줄었다(김미란 외, 2009)
실제 수능 반영 영역수를 대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대학
이 수능 반영 영역수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대체로 서울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여타 지역에 비해 전형 방법에서 더 많은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대학 규모가 크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정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수능 영역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대학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소재의
대규모 사립대학에서 많은 영역에서의 수능 점수를 요구함으로써 수능 중심의 즉, 점수
중심의 입시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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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수능 반영 영역 수에 미치는 대학변인 영향력
비표준화계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32.653

.000

-.125

-13.414

.000

.021

-.144

-13.284

.000

-.262

.020

-.178

-12.825

.000

강원

-.225

.029

-.080

-7.773

.000

부산, 영남

.156

.020

.118

7.837

.000

호남, 제주

-.146

.022

-.094

-6.632

.000

규모

.191

.005

.364

37.512

.000

서열

.088

.005

.219

18.551

.000

인문

-.090

.081

-.074

-1.111

.266

자연

-.094

.081

-.078

-1.165

.244

인문/자연

-.107

.143

-.008

-.747

.455

F=546.805

p> .000

B

표준오차

(상수)

2.862

.088

설립유형(사립대학)

-.174

.013

경기, 인천

-.274

대전, 충청

β

지역(서울기준)

전공계열(통합기준)

Adjusted R2=.419

자료: 김미란･정광희･이호섭(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 Ⅵ: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
선방안 연구

나) 전공과 무관한 수능 반영
수능 중심의 선발 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공과 무관하게 수능을 반
영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008학년도의 경우 인문계에서는 사회탐구를 지정한 대학이
11.8%, 사회탐구/과학탐구를 지정한 대학이 18.7%,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를 지
정한 대학이 73.4%였으며 자연계에서는 과학탐구를 지정한 대학이 27.2%, 사회탐구/과
학탐구를 지정한 대학이 20.9%,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를 지정한 대학이 71.5%,
공학계에서는 과학탐구 지정 8.2%, 사회탐구/과학탐구 지정 18.7%, 사/과/직 지정이
72.1%로 전공과 무관한 수능 과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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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대학 계열별 수능 탐구영역 반영 비율
2007학년도

사
과
사/과
인문

사/직
과/직
사/과/직
전체
사
과
사/과

자연

사/직
과/직
사/과/직
전체
사

공학
과

2008학년도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빈도

5

23

28

4

20

24

비율

(12.5)

(14.3)

(13.9)

(9.8)

(12.3)

(11.8)

빈도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빈도

6

28

34

6

32

38

비율

(15.0)

(17.4)

(16.9)

(14.6)

(19.8)

(18.7)

빈도

1

3

4

1

4

5

비율

(2.5)

(1.9)

(2.0)

(2.4)

(2.5)

(2.5)

빈도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빈도

30

117

147

32

117

149

비율

(75.0)

(72.7)

(73.1)

(78.0)

(72.2)

(73.4)

빈도

40

161

201

41

162

203

빈도

0

1

1

0

1

1

비율

(0.0)

(0.8)

(0.6)

(0.0)

(0.8)

(0.6)

빈도

8

31

39

9

34

43

비율

(25.0)

(24.4)

(24.5)

(30.0)

(26.6)

(27.2)

빈도

5

25

30

4

29

33

비율

(15.6)

(19.7)

(18.9)

(13.3)

(22.7)

(20.9)

빈도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빈도

3

3

6

3

4

7

비율

(9.4)

(2.4)

(3.8)

(10.0)

(3.1)

(4.4)

빈도

25

90

115

23

90

113

비율

(78.1)

(70.9)

(72.3)

(76.7)

(70.3)

(71.5)

빈도

32

127

159

30

128

158

빈도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빈도

4

24

28

4

23

27

비율

(12.9)

(20.3)

(18.8)

(13.3)

(19.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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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사/과
사/직
과/직
사/과/직
전체
사
과
사/과
의약학

사/직
과/직
사/과/직
전체

2008학년도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빈도

2

8

10

2

10

12

비율

(6.5)

(6.8)

(6.7)

(6.7)

(8.5)

(8.2)

빈도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빈도

3

4

7

3

6

9

비율

(9.7)

(3.4)

(4.7)

(10.0)

(5.1)

(6.1)

빈도

23

85

108

23

83

106

비율

(74.2)

(72.0)

(72.5)

(76.7)

(70.9)

(72.1)

빈도

31

118

149

30

117

147

빈도

0

1

1

0

1

1

비율

(0.0)

(2.3)

(1.9)

(0.0)

(2.3)

(1.9)

빈도

8

33

41

9

35

44

비율

(72.7)

(76.7)

(75.9)

(81.8)

(81.4)

(81.5)

빈도

0

5

5

0

4

4

비율

(0.0)

(11.6)

(9.3)

(0.0)

(9.3)

(7.4)

빈도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빈도

1

0

1

1

0

1

비율

(9.1)

(0.0)

(1.9)

(9.1)

(0.0)

(1.9)

빈도

2

9

11

1

9

10

비율

(18.2)

(20.9)

(20.4)

(9.1)

(20.9)

(18.5)

빈도

11

43

54

11

43

54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 과목
축소 방안

라. 대입 거버넌스의 혼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의 성취가 대입전형의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와 대입전형과의 연계가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학생부는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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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지원국의 업무 영역이지만,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학생부는 각각 교육과정과
와 학교선진화과의 업무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유초중등 교육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교육과정과에서는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및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대학입시정책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 수립･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학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나 학교 성적 평가제도 개선 관련 업무
는 학교선진화과의 업무 영역이다(교육과정과, 학교선진화과 업무의 상세 내용은 [부록
3] 참조).
보다 직접적인 대입전형 관련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산하의 대입제도과
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직제 구조에서 대학 관련 업무는 주로 제 2차관 산하의 대
학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대입제도과는 제 1차관 산하의 인재정책실의 과로 편제
되어 있다. 대입제도과에서는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리 운영, 입학사
정관제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협의체와의 협력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Ⅳ-33>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대입제도과 업무 소개

업무소개

∙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 시행･관리･운영
∙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대입자율화 관련 정책 수립
∙ 대입 관련 대교협 협력･지원 및 시도교육청 진학지도 지원

자료: www.mest.go.kr 2011. 8. 10. 검색.

대입에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2008년 6월 1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입전
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되면서,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입학전
형 기본사항의 수립･공표 업무 역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전형지원실을 중심
으로 대학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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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kcue.or.kr 2011. 5. 24. 검색.

[그림 Ⅳ-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직 및 부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학입
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교장,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있으며, 대입전형기본계
획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대학입학처장,
시도교육청, 교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Ⅳ-34>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현황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운영
1. 설치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수립 업무가 이관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정관
개정(2008.7)
- 대입자율화의 효용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정관상의 기구로 신설
2. 위원회 구성
-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교장, 학부모대표 등 21인 이내
3.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기타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
- 회원대학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를 둠(대학입학처장, 고교 진학부장 등 22인으로
구성)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 2011. 7. 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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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입학전형을 관리하는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Ⅳ-35> 대학입학전형 관리 업무 절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근거
∙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가｢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시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 3)의 협의･ 조정을 통해｢대학입학전
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별 ‘대학입학전
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
고, 각 대학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함.
∙ 대학은 동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모집요강을 포함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에 제출하고, 필요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함.
대학의 학생선발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
∙ 대학이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하여 결
정함.
∙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
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
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자료: 오성근(2011),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대입 거버넌스 방향과 재구조화 방안
(2011. 5. 4. 전문가협의회 발표 원고)

대학협의체의 대입전형 관리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기본사항
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사항은 대학입
학전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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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기본사항의 수립 T/F팀 발족

’10. 11

⇩
뿡 T/F팀 회의

뭖 대학, 고교 등 입학 전문가와 협의

’10. 12 ~’11. 2

뭖 입학전형실무위원회 보고 및 논의

’11. 3

뭖 대학, 고교, 교육청 등 설문조사
뭖 유관기관 협의

’11. 3 ~’11. 5

뭖 전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협의
뭖 입학처장협의회 및 관리자협의회 협의

’11. 6 ~’11. 7

뭖 전형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

’11. 8

뭖 대학에서 2013학년도 시행계획 제출

’11. 9 ~’11. 11

뭖 대입전형위원회 보고 및 심의 확정

’11. 11

뭖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안내
뭖 홍보 : 책자발간 및 배포, 설명회 개최 등

’11. 11

⇩
뿡 T/F팀 협의 결과 제출
⇩
뿡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세미나
⇩
뿡 대입전형 기본사항 공청회 개최
⇩
뿡 기본사항의 확정 발표
⇩
뿡 시행계획 제출 요청
⇩
뿡 시행계획 수합･검토･집계･심의
⇩
뿡 시행계획 확정 발표

자료: 오성근(2011),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대입 거버넌스 방향과 재구조화 방안 2011. 5. 4.
전문가협의회 발표 원고

[그림 Ⅳ-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결정 절차(2013학년도)

1) 책임 주체 부재의 대입 거버넌스
가)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업무의 정책 괴리
대입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생부와 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될 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나 사교육경감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업무와 학생부 업무는 과를 달리하여 분할되
어 있고, 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와 교육과정 관련 업무는 실･국을 달리하여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성취 기록, 그리고 고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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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 연계된 수학능력시험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업무 분할 구조는 문제점
을 갖고 있다.
나) 대입관련 정책 책임의 모호성

‘대교협으로 대입 업무 이관’으로 시작한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의 단순 논리, 대
입 환경에 대한 책임 주체 부재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서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입전형 관
리는 그 방향성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생부 작성,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출제 등 주요 전형 요소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대학수
학능력시험 개편, EBS수능강의와의 연계, 논술고사 축소 등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교육
과학기술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입자율화는 그 정책적 목
표와 실제 내용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즉, 대입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관여가 필연적인 구조에서 대입전형과 관련한 기
본사항에 대한 책임 주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되면서, 대입전형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
임의 혼란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입전형과 관련한 대입전형기본사항, 일반전
형과 특별전형, 정원내 모집인원과 정원외 모집인원 등은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문제는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등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되면서 대입
전형과 관련한 문제가 대학협의체 수준에서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법령과 관련하
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김미란･박병영･이수정,
2008). 특히 대입전형기본사항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학협의체가 이를
제재하는 것이 어려우나, 대입자율화라는 정책 환경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 대입전형 관련 법률 시행의 어려움
대입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대입전형기본사항,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정원내
모집인원과 정원외 모집인원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학 협의
체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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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 외 관련자 참여의 제한
대입전형위원회나 대입전형실무위원회에 고교 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
가 제한되어 있어 ‘고교’ 없는 정부와 대학만의 거래로 대입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교육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대학협의체 산하 기구이며 교육협력위원회가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김미란･박병영･이수정, 2008).

2) 대학 자율화의 저해
대입 3단계 자율화의 일환으로 대교협으로 입시 업무를 이관하고 고등교육법을 개정
하여 대입전형기본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대학 자율화라는 근본 취
지에 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 공통 기준 발표에 대해 대입 자율화
취지와 맞지 않게 대학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3) 대입전형 관리체제의 적절성 논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입전형 관리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대
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장이 구성원이 되는
대학협의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입전형 관리는 대입전형과 관련
한 이해당사자 중 일방이 주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교는 물론, 국립대와 사립대, 선호도가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등 대학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학협의체에 소속된 개별 대학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학협의체에 의해 수립된 대입전형기
본사항은 개별 대학의 실제 대입전형의 개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 대학의 실제 모집
요강이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된 방향이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이 기본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학협의체가 제재할 수 있는 권
한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고교 유형별, 수준별, 소재지별
의견 차이가 있어 의견 조율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학 또한 국립대와 사립대, 선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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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등 대학별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대학협의체
내의 위원회에서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4) 대입정보의 불확실성과 원서 접수 부담
가) 대입전형 기본 사항 제공 시점의 문제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제공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고
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대교협이 입학년도의 전(前)학년도가 개시되기 6개
월 이전에 공지하고, 각 대학은 동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입학년도의 전(前)학년도가
개시되기 3개월 이전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형계획 발표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한 심의는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11월이 되어야 학생이 대학입학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기한 설정은 학생과 고등학교가 실질적인
대입 준비를 하기 어려운 일정이며, 더구나 변동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입
전형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고교 대학의 연계가 대입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고등학교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
정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사교육 의존도 증가 및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가 2009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일반 학부모들의 경우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대학 진학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
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학부모의 52%가 사교육 시장을 활용할 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기관이 필요한 이유로 ‘학교를 통한 입학사정관제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자료 작성에 대
한 지도를 받기 위함’, ‘면접방법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함’ 등, 정보 부족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정일환 외, 2009). 입학관련 사교육 및 컨설팅 업체가 그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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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별 제출서류 다양화, 복잡화로 인한 혼란과 부담
또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입 관련 제출 서류 작성에 학생은 물론 고교 부담이 가
중되고 있으며 학생부에 기재된 수상 실적 등에 대해서도 수상 실적 확인서 등을 요구하
는 등 학교나 학생부 나아가 나이스(NEIS)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실제 대학은 물론 전형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
아 학부모･학생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사용하
는 대입지원 서류 양식이 상이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어 대학입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Ⅳ-36> 대입전형요소 중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비교
구분

가톨릭대

건국대

가족소개 및 성장과정

경희대

서강대

○

자신의 장단점

○

역경 극복

○

문제해결력

○

봉사활동

○

경험의 다양성

○

창의성

○

한양대

○

○
○

○

○

○
○
○

○

○

독서

○

○

지원동기

○

지원자의 열정

○

잠재력

서울대

○

○

○

○

○

○

진학을 위한 노력

○

○

입학 후 학업계획

○

○

졸업 후 진로계획

○

○

○
○

자료: 양정호 외(2010,) 창의 인재 선발을 위한 대입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

대교협이 2011학년도부터 공통지원서 양식을 보급하고 있으나, 대학은 이 지원서 양
식의 문항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부담 경감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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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89823.html#

[그림 Ⅳ-3] 대입 자기소개서의 교내･외 활동 관련 문항 비교

3.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
입문제는 여전히 중등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을 팽창시키며, 학생들의 심신을
억압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진학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동안 시행된 대입제도 정책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온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 차례에 걸친 입시제
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공교육 파행, 사교육 조장 등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 정책의 대증요법성 / 피상성 / 비일관성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입시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과, 바로 그 점이 우리의 입시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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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입
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오면서도 입시정책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
가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은 소홀히 해왔다. 현행 대입제도가 어떠한 면에서 교육의 본
질에 위배되며, 새로운 대입제도는 어떠한 면에서 교육의 본질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구
현하는데 기여하는 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 없이 제도가 변화해 왔다. 설사 부분적으로는
논의가 있었다 해도 그러한 논의를 확대시켜 사회적 합의에까지 이르게 하는 집요하면
서도 인내심 있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입정책은 그것이 지
향해야 하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교육 본질에 입각한 지향 방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입정책은 결국 그 때 그
때 부각되는 입시관련 문제들을 대증요법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의 준거 없이 매
스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매스컴에서 그 문제를 문제
로서 다루는 그 기간 내에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정책과 관계되는 교육적 본질의 문제나 깊이, 일관성보다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 매스컴
에서 문제시 하지 않을 정도의 대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는 데 급급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대입정책은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들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대신 시급하게 부각되는 문제들, 특히 매
스컴에서 문제라고 일컫는 문제점에 대한 임시방편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입안,
시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입정책은 떠오르는 현안 문제들을 바로바로 처리해
야 하는 ‘대증요법성’,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깊이 있는 문제보다는 교육의 지엽적이며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피상성’, 그리고 본질에 입각한 기본적인 방향과의 일치성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비일관성’이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
는 대입 정책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해소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
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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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의 단편성 / 단순성
하나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시행에 관련되는 모든 다른 종류의 정책과 유
기적인 관계 하에서 입안, 시행되어야 한다. 복잡한 정책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
한 의미에서 대입정책은 특히 관련되는 여타의 다른 정책들과의 밀접한 관련성 하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들은 관련되는 다른 정책들을 심층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나
시급하게,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장 상위 수준에서 볼 때 대입정책은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제도에 관한
정책으로서 대입정책을 입안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등교육 정책과 대학교육 정책과의 관
련 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입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
정에서 우리는 한 번도 대학의 교육문제와 고교의 교육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고민
해 본 경험이 없다. 대학은 대학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대입제도가 중등교육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고교는 고교대로 새롭게 개정되는 입시
제도 하에서 길러지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대학 생활을 성공
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대학은 오직 무슨 시
험이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고, 고교는 소위 명문대
합격률에만 신경을 쏟았다. 그리고 대입정책은 대학과 고교의 이러한 관심사를 충족시
키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립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의 대입정책은 그것이 마땅히 고려했어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정책과의 관련성을 소홀히 해 왔으며 그 결과 대입정책은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입문제를 계속 악화시켜왔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입정책은 대학 교육 적격자의 선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만약 대입정책을 그러
한 관점에서만 입안한다면 그것은 보다 중요한 다른 종류의 관련 정책을 소홀히 하게
되는 단편적인 정책이 된다. 대입정책은 또한 대학이 정원을 제대로 충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관점에서 입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루어진 대입정책
역시 단편적인 정책이 된다. 대입정책은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집단위별 적격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종합적 정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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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대입정책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단편적일수록 시행되기는 쉬우나 대입으로 야기되는 문
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도 없게 된다. 문제의 해결
책으로 제안된 하나의 정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되
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나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결여된 상황에서 정책이 수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
리의 대입제도가 그렇게 빈번하게 바뀐 것은 그 동안 대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된
대입정책들이 단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입제도의 무수한 변
화에도 불구하고 대입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교육의 문제로서 제기되는 이유는 대입정책
이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되는
정책의 단편성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대입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입정책과 가장 중요하며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입정책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관련 정책
은 중등교육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정책이다. 이 경우, 특히 주
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책과 대학 교육과정 정책을 들 수 있다. 대
입정책은 따라서 최소한 이 두 영역의 정책들과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그 효
율성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정책의 한계에 대한 이해 부족
대입 정책이 끊임없이 바뀐 배경에는 ‘명문 대학이나 명문 학과’에 입학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일단 좋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대부분 졸업을 하
게 되고, 졸업을 하면 이후 인생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기득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때
문에 대입이라는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한 판의 승부에서 이기기 위하여 치열한 경
쟁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현재에도 입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과도한 학습부담, 그에 따른 심신의 쇠락, 중등교육의 파행,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
적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거의 모든 문제의 근저에 상위 대학이나 학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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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대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 현상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적 해악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명시적인 원인은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이
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열상 상위 대학에의 진입이 가져다주는 ‘이윤’이며, 이윤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희생의 대가를 상쇄하고도 남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
회･문화 구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 하에서는 대입에 올인하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의 원인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
는 방법은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거나 상위대학 진입에의 이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
다 적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 사회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통하
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그보다 훨씬 소
극적 방법으로 대학에의 서열을 지금보다 다소라도 완화하는 방법이나 상위대학 입학의
프리미엄을 현행보다 다소라도 낮추는 모든 부분적인 수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은 대입관련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너무나 부
분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대입문제의 뿌리가 깊고 복잡한데도 불
구하고 대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은 잘못된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 동안 대입 정책 입안자들은 대입으로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도의 개선
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치열한 경쟁’도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수많은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들은 해결의 기미 없이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대입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 역시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은 지금까지
와는 다른 인식의 바탕위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대입의 문제는 대입제도
의 개선만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입 문제의 해결
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은 대입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은 ‘경쟁의 제거나 완화’보다는 ‘경쟁의 유의미화’이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전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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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치열한 경쟁’의 제거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혁
명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의 대입정책의 기본은 따라서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
니라 경쟁을 의미있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제도 개선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경쟁의 무화(無化)’에서 ‘경쟁의 가치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정책의 책무성 주체에 대한 혼란
정책이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하
는 처방책으로서 법률적 강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가능한 한 합리적
이며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은 그 법률적 구속력으로 인하여 국
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대입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입과 관련된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해당될 때, 즉 공공의 문제가 될 때 이러한 성격의 문제는 정부가 적극
적으로 관여하여 ‘정책적으로’ 문제에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입과 관련한 특정 문
제가 국민 전체에 관련되지 않고 특정 대학이나 기관, 혹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일부
집단에만 해당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문제는 해
당되는 개인이나 기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대입문제에 관하여 어떤 성격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하
며,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
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여 규제해야 할 문
제는 규제하지 않고, 규제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오히려 규제하는 등 비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입문제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책무성
의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며 해결하기
가 어려워진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학이 교육할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를 갖는 것은 타
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입전형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내용에 터해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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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영
역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 또한 국가의
정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
또한 대입전형에 대한 국가 관여의 근거로 작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은 대
입전형에 대해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당사자임을 의미한다. 대입전형의 공정
성이나 형평성, 그리고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국가 관여는 이에 기반한다. 결국 현실적
인 문제는 대입전형에 대한 대학 자율권의 폭과 적절한 국가 관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 개선 시 고려사항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구상하는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적격자 선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형 대입
제도 구상이 필요하다.
둘째,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의 입학
전형, 대입 거버넌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셋째, 이 때 대입제도 구상은 공공성에 기반하여 대입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대학의 학생 선발은 원론적으로 대학의 영역임에 틀림없지
만, 대입의 전형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교육은 물론, 수능의 운영, 그리고 공공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 역시 정부의 영역이기도 한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뿐만 아니라 대입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는 물
론, 고교,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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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1.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개요
가. 대입제도 구상의 기본 관점
본 연구에서의 대입제도 구상은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하
나의 연결된 교육 구조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에서
대학 교육으로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된 교육 구조
로 보는 교육의 큰 그림 속에서 고교와 대학 모두가 각각이 지향하는 바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이고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 교
육을 실현함으로써 고교와 대학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것이다. 본 대입제도 개선안은 고
교와 대학의 교육 연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교-대학 연계
형 대입제도’로 명명하기로 한다.
본 개선안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2020년 전후
로 한다. 단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요청되는 과제인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노력과 함께 앞당겨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 채용하고 있는 기본 원
칙 내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을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두고, 교육의 공공성과 고교
와 대학의 상생 관점에서 접근한다. 단, 고교와 대학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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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상위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고
교 교육의 약화는 대학 교육의 약화로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2. 대입준비가 무한경쟁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공교육’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한다.
3. 대입의 관련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 학생부, 국가고사 등 대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동시에 한 시야에 넣고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4.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생부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동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수능 의존도가 낮아지도록 한다.
5. 대입제도는 그 핵심적 주체인 ‘지원자’ 중심으로 구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대입 준비와 절차는 지원자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단순 명료해야 한다.
6. 대입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공공의 관점에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
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특히 정부는 고교 교육(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과 국
가고사(수능)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
하게 져야 한다.
7. 대입제도는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기본 원칙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상의 기본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게 될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1>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구상의 기본 원칙과 관련 논의 내용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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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 내용

1. 고교 교육의 정상화 최우선의 원칙

∙ 관련주체 공동운영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 도입
∙ 수능Ⅱ 도입(논술, 진로희망 이수교과 평가)

2. 창의인성교육의 목표 실현 우선
(유의미한 대입 준비)

∙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 방법의 개선
∙ 대학의 적격자 선발
∙ 개개인의 진로탐색과 개발 의미를 갖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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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관련 논의 내용

3. 대입 관련 제 요소에 대한 종합적 접근

∙ 고교 교육과정의 교과군 운영(전공희망 이수모형)
∙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연계적 접근

4. 대입전형의 학생부 활용도 제고
(수능 의존도 약화, 균형적 활용)

∙ 고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평가, 학생부 기록 개선)
∙ 수능의 등급제
∙ 고교-대학 연계 전형의 개발과 운영

5. 지원자 중심의 대입제도
∙ 제3의 독립기구･대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대입준비와 지원 절차의 단순, 간소화) ∙ 원스톱 원서 지원 시스템 구축
6. 공공성 기반의 대입제도 운영

∙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운영에 대한 정부 책무성 강화
∙ 제3의 독립기구･대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7. 대입제도의 안정적 운영

∙ 제3의 독립기구･대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대입전형계획 3년 예고제 실시

나. 기본 목표

◎ 창의･인성 교육 실현으로 고교-대학의 상생 및 삶의 역량 강화
- 고교 교육의 내실화: 참된 학업성취와 창의･인성 교육
- 대학의 적격자 선발: 고교교육과 연계하는 대학교육을 위한 대입 전형
- 대학 지원자 중심의 대입 거버넌스

다. 기대 효과
- 고교와 학생은 무한 점수 경쟁과 무의미한 대입 준비 부담과 고통 경감
- 고교는 전인교육과 개개인의 진로 개발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
- 대학은 교육이념과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학생 선발과 교육
- 학생은 스스로 진로 탐색과 적성을 개발하는 활기찬 고교 생활
- 학생은 대학진학 준비와 지원 절차의 복잡함과 경비 부담 경감
- 학부모는 사교육비와 자녀 진로지도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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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안의 주요 내용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구상에서 우선 고려하고 있는 대입의 관련 영역은 ① 대
학의 입학 전형 ② 고교 교육과정 ③ 수능 ④ 대입 거버넌스38) 등이다. 단 본 연구에서
는 고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대입 환경 정비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두고 대
학별 고사를 제외한 학생부의 내용을 구성하는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수능, 대입 거버넌
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부가 고교와 대학이 연계될 수 있는 대입 환경을 확실하
게 정비해 줌으로써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고교와 대학의 연계가 구조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자율화 원칙으로 접근하되, 공공적 책무성을 기반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다. 대학은 대학만이 단독 존재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아니며, 따라
서 대학이 고교, 사회에 대해 공공적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내용별 개선 방안
제 Ⅳ장에서 대입 환경 요소 중 1)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2) 수능 운영, 3) 대학
의 입학전형, 4) 대입 거버넌스에 대한 현상 분석에 기초하여 문제를 진단하였다. 다음
에서는 진단된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개선안을 순서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방법 개선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현상을 보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여건에 따
라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
38)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들은 이 밖에도 학력사회, 대학의 서열화, 객관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 문화 등 매우 광범위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 범위를 대입제도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
소와 그에 대한 관리 시스템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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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문과･이과 계열의 이분법적 운영을 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운영과
연계되어 문과･이과 운영 방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국영수 위주의 교과 편중 문
제 등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이 밖에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소규모 수
업 운영이 실제로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평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
의 다양한 적성과 흥미에 부합한 교육과정, 진로 탐색과 개발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등 고교 교육이 창의적이고 인성 교육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 현상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2>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안
문제

개선 방안

∙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문과 이과의 이분법
- 진로지도의 미비(담임 업무의 과중 등)

⇨

∙ 교과군을 4개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로 편성,
운영
∙ 진로 탐색 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계열’ 설정, 운영

∙ 수능(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 공통 교과로 인문(역사, 철학), 사회, 과학 운영
- 사회 교과군은 ‘인문’(역사, 철학)과 ‘사회’ 교
과군으로 분리 편성

∙ 학교 자율권 차이에 따른 고교 격차

⇨

∙ 단위학교별 교과군 편성 운영

∙ 선다형 점수 중심의 평가
∙ 평가기준의 미비(등급제 실시)

∙ 서술(논술)형 평가의 확대
⇨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병행
- 공통의 기초, 일반 교과는 상대평가
- 교과군의 선택 교과는 절대평가

1) 개선 방향
고교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적성, 흥미에 맞는 교과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고교
교육의 목적인 진로 탐색과 개발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융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생
들에게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소양을 기르게 하는 폭넓은 공통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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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지향한다.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인성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와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고교 교육이 실제로는 대입 준비 과정이라는 현
실을 인정하고, 대입 준비가 점수 경쟁이 아니라 진로 방향과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인지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추진 방
향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인교육과 폭넓은 기본 지식 및 소양 함양의 교육 구현
○ 학생의 진로 탐색과 개발이 가능한 전공 희망별 교육과정 모형 개발
○ 단위 학교별 특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평가 체제 구축 및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
도 개발

2) 기본 원칙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중시하면서 진로 탐색과 개발을 안내하는 선택 맞춤형 교
육과정 운영

○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 체제 구축
- 창의력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통섭교육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기본 지식과 소양
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평가체제 구축.
- 이를 위해 평가 방법, 학생부 기재 및 활용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과 긴밀하
게 연계된 국가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개발･운영

○ 단위학교별 특성화된 교과군 편성과 운영
- 학생이 대학에서 전공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 특히 요구되는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희망별 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편
성과 학생별 교과목 선택이 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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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부여
- 현재 고교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로 확대 부여하고, 각각의 고교가 건학이념과 여건 및 학생
들의 전공 희망에 맞추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특성화에 기초한 실질적인 고교 다양화 유도

3) 개선 내용
가) 12개의 다양한 전공 희망별 교육과정39) 편성과 운영

○ 개선의 기본 방향
학생이 진로 탐색이나 진로 적성 개발 과정에서 희망하는 교과를 선택, 이수할 수 있
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강구한다. 고교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면서 다양한 교
과로 흥미를 넓혀갈 수도 있고, 적성과 흥미가 있는 교과를 중심으로 집중 이수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전공희망별 교육과정 이수모형을 제시한다. 학생이 희망하면 도중에도 이
수 모형을 변경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디자인, 운영한다. 전공희망별 이
수모형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
육과정은 공식적으로는 계열 구분 없이 교과목 선택제를 지향해 왔으나, 실제 선택 교육
과정 운영은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크게 제한되어 왔고 또한 수능의 영향을 받아 문과･
이과식으로 이원화된 운영 방식이 상당한 정도로 고착되어 있다. 충분한 진로탐색과 진
39)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2011. 8.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각론)을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
중 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총론, 즉
‘2011 개정 교육과정(총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본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총
론과 다른 각론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석하고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뿐
만 아니라 ‘2011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발표만 된 상태여서 아직 현장 적용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에서도 그 대안 제시에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형 대
입제도 종합방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이고 완전한
새 교육과정안을 개발･제시하기보다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와 교육과정이 서로 긴
밀하게 연계되는 방식으로 국가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
과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을 논
의의 단초로 삼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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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1학년 시기에 진로 결정이 강제되거나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계열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단 선택한 후에는 이수 교과 간에 차이가 커서 진로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극복
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먼저 개선안에서는 현행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한다는 교육과정 편성 원칙이 고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실질적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공 희망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
로 학생부 기재 및 활용 방법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를 평가, 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구
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구안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전공 희망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제시하되, 전공탐색 이수 모형
도 함께 제시하고 또 진로 희망의 변화에 따라 자유로운 교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융통
성을 부여하는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한다.

○ 4개 대계열과 12개 중계열의 전공 희망별 분류
지금까지 고교의 교육과정은 문과･이과의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었고, 대부분
학교 여건이나 교원 수급 조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는 학생들의 선택
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면서 진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선안
에서는 특히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문과 혹은 이과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재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정해진 경우
에도 선택의 이름으로 교육과정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하
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 희망 전
공 분야에 따라 일반계 고교에서 학생들이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12개 내외의 희망
전공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교과목 개설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이 이수모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선안에서 예시안으로 제시한
전공 희망 이수 모형의 12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인문사회 분야(4) : 인문학 분야, 외국어/국제 분야, 상경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전
공희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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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공 분야(3) : 자연과학 분야, 공학 분야, 의생명과학 분야 전공희망 모형
- 예･체능 분야(4) : 음악 분야, 미술 분야형, 체육 분야, 연극영화 분야 전공희망 모형
- 진로탐색 모형 : 학교가 개설한 전공희망 분야별 이수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전공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 또는 재학 중 전공희망의 변
경을 고려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수 모형

○ 전공 희망 분야의 중도 변경이 용이한 이수 모형 제시와 탄력적 운영
12개 희망 전공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모형을 설정하고 전공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에
서 교과목 이수단위를 편성하되, 희망 전공의 변경이 쉽게 가능하도록 폭넓은 교과목 선
택 체제를 유지한다. 전공희망 분야의 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공희망 분야별 이수
모형은 대학 관련학과 전공 교수 및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설정함으로써 고
교-대학 교육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공 희망 분야별 이수 모형에 따른 이수 교과목과 이수단위를 설정･제시하되 현행과
같이 교과목 군 내에서의 교과목 선택제를 유지한다. 학교는 매 학년 또는 학기별로 학
생들의 희망 전공을 조사하여 교과목 편성 시 이를 반영한다.
재학 중 학생의 진학희망 분야가 바뀌어도 새 이수모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
하도록 30~40 단위의 일반 선택 이수단위를 설정한다. 전공희망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표 Ⅴ-3>과 같이 편성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단위 학교별로 교
육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이
처럼 개별 학교별로 지역적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일반 고교의 교육
과정이 특성화된 방향에서 1~3개(대분류), 혹은 4~6개(중분류) 분야로 집중, 심화된 교
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0).

40)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을 12개 분야를 나누어 학생들의 희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은
한 학교에 이들 모든 분야 내지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별 여건,
구성원의 수요 등에 따라 집중 교육할 수 있는 분야,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을 특성화 한다는 의미이다. 단 소속 학교 내에서 학생의 희망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 대
해서는 학교 간 연계 등의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 구
상이 필요할 것이다.

｜

153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표 Ⅴ-3> 전공희망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예시안)
전공
희망
분야

국어

영어

수학

인문
(역사/
도덕)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기 심 기 심 기 심 기 심 기 심 기 심 기 심 기
본 화 본 화 본 화 본 화 본 화 본 화 본 화 본

심화

진로탐색

인문
사회
분야

인문학

20

외국어/
국제

10

자연
과학

예･
체능
분야

20

상경
사회
과학

자연
이공
분야

10

10

20

104

204

20
(한문)

54

204

20
(제2외국어)

54

204

10

20

20

54

204

10

10

20

54

204

64

204

54

204

64

204

20
20

기타 선택
(창의적
총계
체험학습
포함)

10

20
10

공학

20

의생명
과학

10

10

10

10

10

20
10

20

10
(컴퓨터)

음악

40

64

204

미술

40

64

204

체육

40

64

204

20

54

204

연극
영화

20

10

앞의 전공 희망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을 평가 체제(수능)와 연계하여 정리하면
[그림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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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
활동

창

일반
선택
및
심화

의

적

일

반

체

험

활

선

택

동

한문

제2외
국어

사회

사회

연극영
화

한문

제2외
국어

사회

사회

과학

과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연극영
화

인문

영어

수학

수학

과학

과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인문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수학

인문

음악

미술

체육

국어

국어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수학

수학

음악

미술

체육

국어

컴퓨터

수능
Ⅱ
또는
실기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기초)
체육/예술(기초)
과학(기초)
사회(기초)
인문(역사/도덕)(기초)

기본

수학(기초)

수능
Ⅰ

영어(기초)
국어(기초)

교과

진로
탐색

인문
학

외국
어/
국제

상경

인문･사회 분야

사회
과

자연
과학

공학

의
생명
과학

자연･이공 분야

음악

미술

체육

연극
영화

수
능

예･체능 분야

[그림 Ⅴ-1] 전공희망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모형 및 수능 체제(예시안)

12개 전공 희망 분야별로 이수 모형을 편성한다는 것은 학급을 전공 희망별로 편성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공 희망 분야별 이수 모형에서 모든 학생
들은 공통 이수 100단위와 일반 선택(창의적 체험학습 포함) 54단위 이상을 공통으로
이수하는 반면, 전공 희망 분야별 이수 모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선택하여 이수하는 이
수 단위는 40~50 단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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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군의 체제 변경
현행의 탐구 영역 중 사회 교과군을 ‘인문(역사/철학)’과 ‘사회’ 교과군으로 분리하고,

역사/도덕 및 생활･교양 교과목 중 일부를 ‘인문’ 교과군으로 전환 배치한다. ‘인문’ 교
과군에는 역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으로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기초
학문을 인문(역사/철학) 교과군의 심화 교과목으로 전면 재구성하도록 한다.
통상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윤리학 포함), 즉 ‘문･사･철’이 핵심인 것으로 이해

된다. 이는 융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으로서 현재 ‘인문’
의 구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학’에 속하는 제 학문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구분된
다. 따라서 인문학에 속하는 교과목들을 사회 교과목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은 인문학
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으며 창의력 개발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모색이라는 측면에
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중 문학 관련 교과목들은 현행과 같이 국어 교과군에
포함하고, 역사와 철학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인문 교과군에 편성한다. 다만 인문 교과
군 분리 문제는 교원 양성 등 많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사회’ 교과군에는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리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
학, 언론정보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기초학문들을 사회 교과군의 심화 교과목으
로 전면 재구성하도록 한다. 단,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사회* 교과목
을 개편하여 ‘사회’ 교과군에 속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공통･기초적인 사회’* 교과
목으로 재편성한다. 이는 내용적으로 보면 ‘공통사회’ ‘일반사회’ ‘통합사회’ 등으로도 표
현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교과들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적 수준에서
익혀야 할 사회 일반의 내용들의 화학적인 통합, 융합된 방식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를

의미한다.
이 밖에 제2외국어 및 한문은 기본 교과영역의 제2외국어/한문 교과군으로 재편하며,
기술･가정 교과군의 정보를 정보, 컴퓨터Ⅰ, 컴퓨터Ⅱ로 확대･개편한다.
이상의 교과 영역별 교과군과 과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Ⅴ-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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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교과군별 교과목 개편(안)
교과
영역

기본

교과(군)

과목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제2외국어 /
한문

탐구

체육
･
예술
생활
･
교양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중국어
Ⅰ, 중국어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아랍어Ⅰ, 아랍어Ⅱ
한문Ⅰ, 한문Ⅱ

인문

역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철학, 논
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 (장기적으로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기초학문을
인문 교과군의 심화 교과목으로 편성)

사회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장기적으로 지리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기초학문들을 사회 교과군의 심화 교과목으로 편성)

과학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음악/미술)
기술･가정/
컴퓨터/교양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컴퓨터Ⅰ, 컴퓨터Ⅱ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②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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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상의 필수 교과군 운영
문과･이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인문사회계 전공 희망자는
과학*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자연이공계 전공 희망자는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취약해질 우려가 크다. 이것은 융･복합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초적인
교과목은 고교에서 모두 이수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즉 국어*, 영어*, 수학*, 인문*, 사
회*, 과학* 교과목을 사실상의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함으로써 계열에 관계없이 누구나
융복합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통의 기본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목들은 해당 교과군의 기초 내지 기본
에 해당하는 교과목들로서 교과목 선택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만, 사회*와 과학* 교과목은 현재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제도에서는 사회 탐구 영역과 과학 탐구 영역에서 각각 2~3개 교과과목
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교육과정 운영상의 비중은 많이 약화된 상태
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인문*, 사회*, 과학* 등의 6개 교과목을 포

함한 모든 교과목은 선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들 6개 교과목들을 뒤에서 논
의할 수능Ⅰ의 출제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이 기본적인 교과목
들을 실제로 이수하도록 유도한다. 이른바 도구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과는 달리
인문*, 사회*, 과학* 교과목들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과목들로서 이들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과 창의력 개발이 가능하다.
라) 단위학교별 희망 전공 분야별 이수 모형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수평적 다
양화
각 고교는 건학 이념, 규모, 여건, 지역사회 환경 등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가

능성이 높은 이수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성화에 따
라 학교 자체가 특성화, 다양화 되도록 한다. 이는 수직적 다양화 방식이 아니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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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특성과 조건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으로서 ‘수평
적 다양화’를 지향한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학교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금의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고교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고교는 학교 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공 희망 이수 모형을 정하고, 진로 미
결정인 학생들을 위해 진로 탐색 계열을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최대
한 보장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평준화 정책 시행 지역의
고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진학 희망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1).
대부분의 학교들은 현행과 같이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이공 분야 등 2개 분야, 그리
고 필요할 경우 진로탐색 이수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규모가 작은 학교 또는 특정한 전공 분야로 진학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교로
특성화하려는 학교에서는 그 방향에 맞는 이수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수 모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어려운 규모가 작은 일
부 학교들 중에는 인근 고교들 간의 분담 또는 교과목 공동 운영 등을 통한 교육과정 운
영의 다양화･특성화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 평가 방법과 성적 표기의 개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병행적 적용, 학생부와
에듀팟과의 통합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평가 방식과 학생부 성적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교육과정 운영
의 내실화, 특성화에 따라 학생부의 기록 내용도 개인별로 차별화될 것이 예상된다. 고
교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과 학생부의 개선은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중을 높
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지원되면 대학들의 학생부 반
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할 것
이 요구된다.
41) 이에 대해서는 정광희 외(2006)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의 다양화 연구’ 참조. 이 연구에서
는 학교 간 연계 방식, 지역 교육 센터 운영 방식, 온라인 방식, 고교-대학 연계 방식 등 현행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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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의 성적이 중시될수록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긍정적으

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들이 학생부를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그 성적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둘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각각 그 교육적 효과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

문에 어떤 기계적 방법으로도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은 절대평가
와 상대평가를 병행한다. 그런 가운데 고교들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
가 및 성적 기재 방법을 정하지 않고 교육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성적을 평가
하여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학은 이를 신뢰성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의 방식은 각각이 갖는 장･단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접근

한다. 즉 이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 교과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평가
를, 이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심화 선택 교과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절대평가
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심화 선택 교과목에 대해서는
구체적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아울러
대학 입학사정관의 서류 심사시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전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함으
로써 심화 선택 교과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습을 유도한다.
상대평가(석차 또는 석차 등급)에 의한 학생부 성적표기는 대학이 학생부 성적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학
교 학생 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학생 수가 작은 학교나 이수자가 소수인 교과목의 등급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교육적 부작용도 경시할 수 없다.
한편 절대(학업성취 기준)평가에 의한 학생부 성적표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
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는 성적 부풀
리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한 그 영향 등으로 대학들이 학생부 성적의 반영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학생부 반영 비중 확대를 통해 교육의

중심축을 사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더 큰 정책 방향과 상충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셋째, 성취기준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심화 선택 교과목의 평가에 있어서는 교육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모둠 활동이나 공동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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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프로젝트 학습, UCC 제작, 발표, 토론 등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평가에 적극 반영함

으로써 협동 정신과 파트너십을 배양하고, 지필 평가를 축소하고 교사의 관찰을 반영하
는 수행 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학생의 학교 생활이나 학습 과정에 대
한 관찰을 통해 파악한 학생의 창의성이나 인성에 관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
을 검토한다.
넷째,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는 에듀팟과 통합하여 하나의 자료로 통일한다. 현재 교

사가 기록하는 나이스(NEIS)와 에듀팟에서 학생이 기록한 내용을 교사가 인증하는 형
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복잡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부의 기록의 주

체는 교사이다. 에듀팟은 학생부와 별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독서활동)과 나눔
포털시스템(봉사활동)과 연계한 학생 주도의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포트 폴리오 형태)
으로 전환시키고, 학생의 기록 내용을 교사가 점검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단 이 경우, 교사의 학생 기록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부 기록 담당자를 현재의 담임교사 1
인 책임 형태에서 복수 담임, 소인수 담임제 등 복수 책임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4) 기대 효과
○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이수 및 비효율적인 학습 부담 경감
- 학생들은 자신의 진학 희망 분야 이수 모형 선택이 교과목 이수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대학 진학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하게 되므로 일찍부터 자
신의 미래와 적성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학습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희망 분야별 이수 모형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교과
목을 이수함에 따라 대학 진학시 전공 이수에 필수적인 기본 지식을 갖추게 되
므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된다.

- 자신의 적성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진로 탐색
이수 모형을 선택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계속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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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공 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을 결정한 경우에도 진로와 전공 희망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사와의 상의를 통해 새로운 학년 또는 학기가 시작될 때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학생의 진로 및 이수 모형 선택
기회는 충분히 보장된다.
- 국가교육과정 체계에 의해 학생 자신의 진로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기본 교과목
과 심화 교과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의 효율성이 증
대되고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 교육의 중심축으로서 학교 교육의 위상과 교권 회복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대학수학능력
시험 운영의 개선방안은 뒤에서 별도로 제시)되어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대학입
시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최대한 충실하게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전공 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대부분의 기초적
교과목들과 수능Ⅰ의 출제 범위가 일치하게 되므로 대학입시에서 많이 요구되
는 도구 교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교육과
정 운영이 가능하다([그림 Ⅴ-2] 참조).
- 심화 교과목과 수능Ⅱ의 출제범위가 일치하게 되므로 이수계열별로 자신이 진학
할 대학 전공의 이수에 반드시 필요한 심화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
이 늘어남으로써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가 강화된다([그림 Ⅴ-2] 참조).
○ 교육과정에 기초한 고등학교의 수평적 다양화와 실질적 특성화 유도
- 학교는 건학 이념과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공 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을 행사하게 됨으로
써 교육과정이 고교 다양화･특성화의 기준이 된다.

-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의 중장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생들의 전공 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에 기
초하여 교원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교원 수급에 선행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 학생들의 진정한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 및 교과목 선택권 보장이 가능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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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및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중시하는 대학들의 전형 방향에 부응

할 수 있다.
○ 기본 지식이 풍부한 신입생 입학으로 대학 교육의 효과 극대화 여건 조성
- 융복합 교육에 필요한 폭넓은 기본 교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나아가 전공 교
육의 기초가 될 심화 교과목까지 이수한 신입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상대 평가에 의한 기본 교과목 성적 평가로 학생부 성적을 유용한 선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성취기준 평가에 의한 심화 교과목 성적과 다양한 학생부
기록을 입학사정관제 선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 2020 대학입학제도와 연계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조기 공론화 과정 필요
- 대학입학제도와 교육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정상화
가 가능하므로 만약 2020년도 전후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학입학제도가
시행되려면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2017학년도 전후부터 도입되어야 한다.
- 2017학년도 전후부터 전공 희망 분야별 이수 모형을 도입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논의는 늦어도 2014학년도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편

성과 운영 논의는 기본 방향 정립, 총론 개발, 각론 개발, 교과서 개발 및 인
쇄･배포, 교사 사전 연수 등에 최소 3~7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교육개혁 사업

이기 때문이다.
- 2014학년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이 최초로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
에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에 적합한 시기
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방향 정립에 필요한 학계 및 사회적 논의는 그 이전에도
가능하고 또 필요할 수 있다.
○ 모든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보장
- 단위 학교별로 진로 희망 이수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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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의 보장은 필수 조건이다. 현재 학교 유형별로 다르게 부여되는 자율권의
범위는 오히려 수직적 다양화를 가져옴으로써 학교 서열화 문제를 조장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진로 희망 이수 모형을 학교 여건과 특성 등
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방향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
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교원정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 필요
- 중등교원 양성은 최소한 4년이 소요되는 과정이므로 교원자격 및 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등교원의 수급 문제도 그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교

육과정 체제의 개편은 교원 자격 및 양성제도와의 연계 아래 검토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교원 자격 및 교원 양성 제도도 함께
개편하고, 교원 배치 기준도 새롭게 설정하여 운영한다. 즉, 현재 고교별로 교
원을 먼저 배치하고 배치된 교사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는 어
떤 종류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우므로, 각 고교가 설치･운영하는 이수
모형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배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교육과정이 선행하는
교원 배치 제도를 정착시킨다.
- 교육과정 편성 변화에 따라 변경이 요구되는 교원 자격 제도 및 수급 계획을 교
육과정 고시 이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함께 시행한다.
- 중･장기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한 교원 양성 제도 개편과 연계하고, 특히
인문(역사/도덕), 사회, 과학 교과군의 심화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를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원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가칭) ‘대입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실시 검토
- 대학입학제도의 변화 과정은 정부 규제를 통해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
렵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준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의 완전 자율화가 그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할 가능성도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 따라서 대학의 자율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종전의 규제 방식을 지
양하고 재정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들을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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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즉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협조를 유도하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형 방법을 결정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가칭) ‘대입의 중등교
육영향평가제’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 대입 거버넌스에서 별도 언급).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개선
1) 개선 방향
○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능 제도 강구
○ 모든 영역의 기본 교과목과 진로와 적성에 맞는 심화 교과목의 조화로운 이수를
유도할 수 있는 수능시험 체제 구축
○ 수능시험의 선다형 출제로 인한 문제풀이식 교육 풍토 개선 및 대학들의 논술 시
험에 대한 수요 약화

○ 대입 전형에서 실제로 수능시험의 활용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안
2) 기본 원칙
○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는 수능 체제
- 학교의 공식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결정
되지만 실제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은 대입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
능시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수능시험 제도를 개선한다.
- 현행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는 대입전형 과정에서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성
적의 반영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을 초래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수능시험
체제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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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적 심화학습을 유도하는 평가 체제
- 수능시험은 단시간에 많은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해야 하므로 선다형 출제에 의
존할 수밖에 없으나 단편적 지식 위주의 학습 등 이로 인한 교육적 문제점이 심
각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방적 심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논

술식, 서술식 출제가 가능한 수능시험 체제를 개발한다.
○ 불필요한 학습 부담의 경감
- 성적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무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이와 함께 논술식, 서
술식 수능시험 체제의 도입으로 대학들의 논술 시험 실시 필요성 자체를 약화시
키도록 한다.

○ 대입 전형에서의 수능 고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 수능시험의 과중한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단순히 ‘쉬운 수능’으로 가는 것은 문제
의 근본적 해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학습 수준의 저하 등 다른 교육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능시험 출제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대입전형에
서 그 활용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성적 표기 방법을 구안한다.
3) 개선 내용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에서 수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문제점과 함께 정리하여 우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5> 수능 운영의 문제 현상과 개선 방안
문제

∙ 수능과 고교교육과정과의 괴리

개선 방안

⇨

∙ 과도한 수능 비중(학생부 비중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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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의 이원화
- 수능Ⅰ: 공통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 수능Ⅱ: 교과군의 선택 교과에 대한 평가
(응시와 활용 여부는 지원자, 학생이 선택)
∙ 수능 5등급제

∙ 대학교육과의 연계 미흡

⇨

∙ 수능 Ⅱ의 평가 방식을 논술, 서술형으로 운영함으로
써 글쓰기, 사고력 교육으로 개선 유도

∙ 선다형 평가 방식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

⇨

∙ 고교의 교육과정 평가와 연계하여 논술, 서술형 운영

∙ ‘쉬운 수능’정책과 EBS 교재 연계 정책

⇨

∙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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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개선안의 내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능Ⅰ과 수능Ⅱ로 이원화한다.
- 수능Ⅰ은 전공 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기본 교과목을 중심으로 현행 수능 시험 형태로 실시하고, 수능Ⅱ는 전공 희망
에 따른 이수 모형별 심화 교과목을 중심으로 논술/서술형으로 출제한다.
< 수능 Ⅰ>
○ 수능Ⅰ의 성격: 고교 단계의 기본 학력 평가(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화도 가능)
○ 수능Ⅰ의 체제와 구조: 6개의 공통 기본 과목
- 수능Ⅰ은 6개 영역별로 하고, 교육과정의 기본 교과목을 그 출제범위로 한다.
- 6개 영역은 언어, 수리A･B, 영어, 인문, 사회, 과학A･B로 한다.
- [수리A], [과학A]는 진로탐색, 인문, 외국어/국제, 사회과학, 의생명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연극영화 등 9개 모형 이수자에게 권장한다.
- [수리B], [과학B] : 상경, 자연과학, 공학 등 3개 모형 이수자에게 권장한다.
- 교육과정 이수 모형에 관계없이 수험생들이 자유롭게 응시 영역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허용하되 대학들이 전형요강에서 전공과 관련된 영역의 성적을 요구하도
록 적극 권장하여 이수 모형과 응시 영역이 일치하도록 유도한다.
<표 Ⅴ-6> 수능Ⅰ 체제 및 시간표(안)
교시

영역

시험 시간

1

언어

08:40-10:00
(80분)

국어*

2

수리A/수리B

10:30-11:50
(80분)

수리A : 공통수학
수리B : 공통수학, 수학Ⅰ

3

영어

13:00-14:20
(80분)

영어*

4

5

인문
사회
과학A/과학B

14:50-16:10
(80분)
16:40-18:00
(80분)

출제 범위

역사*
사회*
과학A : 과학*
과학B :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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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Ⅰ의 시험 시기: 10월 경 실시
- 시험 시기는 현행 방식에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수능 Ⅱ의 채점 기간을 고려하여 10월경으로 하고, 수능Ⅰ과 수능Ⅱ를 2일에 걸
쳐 시행한다. 단, 수능 5등급 활용이 안정되고 수능Ⅰ, Ⅱ에 대한 대학별 활용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수능Ⅱ 응시자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능
Ⅱ의 응시자가 감소되면 채점 기간도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응시자가 안정
적으로 감소되는 시점에서 수능 시기를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조정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능 종료 후 고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곤란 시기를 최소화한다.
- 시험은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복수 시행
도 가능하다(절대평가이므로 복수 응시가 아니라 복수 기회 효과가 기대됨). 복
수 시행에 대해서는 고교 2학년도 수능Ⅰ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 고3의 1학기
중에 1차 시행하는 방안(6월 실시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수능Ⅰ의 성적표기 : 성취기준 평가(절대평가)에 의한 5등급제
- 국가시험에서는 성적 부풀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누가 누가 잘하나’ 식의 상대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상의 학업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본래

적 의미의 평가로 전환한다.
- 수능의 표기를 절대평가 5등급제로 하게 되면, 무한 점수 경쟁을 약화시킴과 동
시에 수능시험Ⅰ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대학에서 학생부 성적의 반영 비중 확대
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들의 반발과 함
께 대학별 고사 실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능
Ⅱ와 고교의 학생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더욱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성화가 안착되고, 학생부에 그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면 이를
활용한 학생 선발이 대학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고 등급 인원 비
율에 최대한도를 둘 수 있으며,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부 개선의 진행 상황
에 따라 수능Ⅰ을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중간 과정을 둘 수 있다.
- 5등급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에 따라 pass/fail 운영도 검토 가능하다.
(예: 예체능 지원 학생 경우, 수학의 pass/fail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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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Ⅱ>
○ 수능Ⅱ의 성격: 진로 희망 심화 교과 평가
○ 수능Ⅱ의 체제와 구조: 5개 영역의 진로 희망 심화 교과
- 수능Ⅱ의 영역은 인문 심화, 사회 심화, 수리 심화, 과학 심화, 제2외국어/한문/
컴퓨터 등 5개 영역으로 한다.

∙ 인문 심화는 인문학과 연극영화 분야의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사회 심화는 상경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수리 심화는 상경,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과학 심화는 자연과학, 공학, 의생명과학 분야의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한문 영역은 인문학 분야, 제2외국어 영역은 외국어/국제 분야에서, 컴퓨터
영역은 공학 분야에서 각각의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충분한 시험 시간 확보를 위하여 1교시에 인문 영역과 수리 영역, 2교시에 사회
영역과 과학 영역 시험을 동시에 실시한다.
<표 Ⅴ-7> 수능Ⅱ 체제 및 시간표(안)
교시

영역
인문 심화

1

시험 시간

09:00-11:00
(120분)

국어*,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도덕,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 (장기적으로는 인문
학 전반)

수리 심화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사회 심화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장기적으
로는 사회과학 전반)

2
과학 심화

13:00-15:00
(120분)

한문
3

출제 범위

제2외국어
컴퓨터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한문Ⅰ, 한문Ⅱ

15:40-17:00
(80분)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Ⅰ, 스페인
어Ⅱ, 중국어Ⅰ, 중국어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러시아어Ⅰ, 러시
아어Ⅱ, 아랍어Ⅰ, 아랍어Ⅱ
정보, 컴퓨터Ⅰ, 컴퓨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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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수리･과학 심화 영역의 출제 범위는 관련 교과군의 모든 기본 및 심
화 교과목으로 한다.
∙ 인문 심화 : 국어교과군과 인문(역사/도덕)교과군의 기본 및 심화 교과목
∙ 사회 심화 : 사회교과군의 기본 및 심화 교과목
∙ 수리 심화 : 수학교과군의 기본 및 심화 교과목
∙ 과학 심화 : 과학교과군의 기본 및 심화 교과목
∙ 제2외국어/한문/컴퓨터 : 제2외국어/한문/컴퓨터 관련 기본 및 심화 교과목
- 학생들이 심화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만을 이수하는 것을 감안하여 각각의 심화
교과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출제하고 그중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답안
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출제한다.
○ 평가 방식과 성적 표기: 논술/서술형 평가, 5등급 절대평가
- 수능Ⅱ는 논술/서술형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영역별로 각각 학업성취기준 평가(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제로 성적을 표기한다.
다만 제2외국어/한문/컴퓨터 영역에서는 일부 선택형 문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시험 실시 및 채점: 10월 경 1회(수능Ⅰ 실시 다음 날)
- 시험은 매년 10월경에 1회 실시한다.
- 채점은 일정한 사전 연수를 받은 복수의 고교 교사가 채점하여 최종 등급을 부
여하되, 1차 채점자 간의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재채
점을 통해 조정한 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채점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 출제시 채점 기준도 함께 개발하고, 채점 교사에 대한 사전 연수 및 채점의 공
정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사전에 강구한다.
- 성적은 수능Ⅰ의 성적과 동시에 통보한다.
4) 기대 효과
○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수능 준비와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킴으로써 고교 교육
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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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수능시험 체제를 고교 교육과정과 긴밀하
게 연계함으로써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의 근본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공
식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과정의 괴리를 제거한다.
○ 대학별 논술 고사 축소 및 수험생들의 준비 부담 완화
- 서술식, 논술식 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배양과 심층적 학습 성취도
를 평가하여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학별 논술고사
를 대체할 수 있는 수능Ⅱ의 도입으로 대학에서 논술 고사를 실시한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학별 논술고사의 출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밖에서도 출제됨으로써 학생
들이 수험 준비 부담이 막대하고 사교육 유발 효과도 매우 큰 상태이므로 수능
Ⅱ의 도입을 계기로 논술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줄어들면 이를 준비하기 위
한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및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강화
- 고교에서 이수한 심화 교과목이 대학에서의 전공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됨
으로써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 고교에서의 입시 준비가 단순한 입학 경쟁 준비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학습 과정이 되므로 무의미하고 소모
적인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교육에 대한 진정한 준비 과정이 된다.
○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에서 탈피하여 깊이 있는 심층 학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고등정신 능력과 사고력 증진 기대
- 논술형 및 서술형 중심으로 출제되는 수능Ⅱ를 통하여 학생들의 심층적인 이해와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고등 정신 능력과 사고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수능Ⅱ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심화 학습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논술
형 및 서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것이기 때
문에 고교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상대평가에서 학업성취기준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적 평가 기대
- 서열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등수 경쟁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이 설정한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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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수능시험에서의 평가
결과가 학생과 학교의 교육적 성취 수준을 표시할 수 있다.
- 전국, 시도별, 학교별로 학업 성취도의 변화를 확인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과제들을 확인하고 중･장기적인 국가교
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 수능시험의 표기 방법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함으로써 대입 전형에서 수능시
험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

- 수능시험의 과도한 비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점자가 1% 이상 되도록 출제’하
는 등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목표를 낮추고 실
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교육적 문
제점이 있다.
- 반면, 등급제는 개략적인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제공하면서도 그것에 의한
변별을 어렵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소모적인 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대학들은 간편한 수능 점수를 통해 기계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수능시험 성적으로 일정한 합격 후보자 군을 선발한 후, 학생부
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이나 면접 성적, 기타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교육적으
로 더 합리적인 합격자 선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5)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새로운 수능 체제는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그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도입이 가능하다.
- 따라서 새로운 수능시험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 아래 무엇보다 현 교육과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
능시험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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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논술형 수능Ⅱ의 필요성, 시행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 수능체제에서 학생들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등 이른바 도구 과목을 중
심으로 객관식 문제풀이 공부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대학에서의 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회나 과학 분야의 심화 학습이 부족하게 되고, 대학 공부에 필
요한 사고력과 글쓰기 등의 능력도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 최근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고사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
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학별로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사교육 조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수능Ⅱ와 같이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논술형, 서술형으로 출제하게
되면 학교 교육을 통해 그것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시험 대비와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아울러 인문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에서는 한문, 외국어/국제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에서는 제 2외국어, 공학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에서는 컴퓨
터의 심화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어 이러한 전공희망에 따른 이수
모형에서의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 수능 등급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타파 및 공감대 형성
- 국가시험의 등급제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성적 표시 방법으로 그 이론적,
실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2008학년도 처음 도입되었던 수능 등급제는 여건 미성숙과 정치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시행 첫해에 폐지되었으나 수능시험의 점수제가 유지
되는 한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능시험의 비중을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점수제를 유지하면서 ‘쉬운 수능’(수능 만점자가 1% 이상 출제) 정책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능시험의 비중을 낮추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 대입 전형에서 수능시험의 절대적 비중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능
등급제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새로운 수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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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가능하다.
○ 새로운 수능 체제에 따른 대입 전형 방법의 변화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대입전형은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참여하는 거대한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의 룰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참여자들의 행동에 각각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 따라서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학제도와 관련한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
션을 거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 후 최

종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 대학의 입학전형
대학입학전형은 다음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하나는 대교협에 위임되었지
만 사실상 정부의 영역인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입학전형기본
계획｣의 틀 내에서 대학의 자율적으로 정하는 영역인 대학의 모집안내이다. 전자는 개
별 대학이 작성하는 모집안내의 준거로서 전형 시기 구분, 지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

- 등록 일정, 접수 기회, 전형요소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고등학생에 대한
대입 선발기준, 전형요소의 종류와 조합 비율, 모집단위별 선발 인원을 규정한다. 이때
대학이 사용하는 전형자료는 대학 외부로부터 제공된 자료(학생부, 수능 성적)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자료(논술, 면접, 인･적성검사 등)가 있다.
1) 개선 방향
대학에서 입학 전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고교교육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학입학전형
○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
○ 공공성과 대학 자율에 바탕을 둔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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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원칙
대학입학전형은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기본 원칙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입학전형은 다음
과 같은 기준 하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고교에서 이루어진 교육 활동, 과정과 성취를 학생 선발의 주된 자료로 활용
○ 국가로부터 제공된 표준시험(수능)을 보조적으로 사용
○ 논술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부합
○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고등교육 기회 확대
3) 개선 내용
<표 Ⅴ-8> 대학의 입학 전형 현황과 개선 내용
현황
∙ 수능 의존도가 높은 전형
- 정시: 수능 중심
- 수시: 수능의 최저학력

개선 내용
⇨

∙ 학생부 활용의 고교-대학 연계 대입전형 개발 및 운영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
- 학생부와 고교 이수 교과와 수능(개선안)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는 전형
- 수능 미반영 전형

∙ 인재상과 선발 방식의 불일치
- 적격자 선발 곤란

- 대학 모집단위 특성 부합의 전형 개발, 운영
∙ 학교 교육 안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학별 고사의 부작용
→ 사교육 유발

⇨

운영
∙ 지원자 배려의 전형
- 전형 유형의 단순화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3년 예고제 실시

∙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대입전형
∙ 원서 지원 절차의 복잡성과
고비용

∙ 대학별 고사의 최소화
- 수능 Ⅱ의 적극적인 활용
- 대학별 고사를 보는 경우는 고교 교육 내에서 대응 가능하게

⇨

∙ 중장기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통합화
∙ 지원 회수의 제한(5~6회)
∙ 원서 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 운영
→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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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교-대학 연계 대학입학전형: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교-대학 연계 대학입학전형의 핵심은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이며, 연계의 방식은 다
음과 같다. 연계의 방식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방식(입학사정관제)과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일부를 반영하여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교과목 구성과 심화 과목 수준에 따른 연계: 자연계열 모집단위 경우
- 대학 모집단위가 지정하는 수학, 과학 교과 구성: 교과 이수 폭
- 대학 모집단위가 지정하는 수학, 과학 교과 이수 수준: 교과 이수의 깊이
○ 특정 교과 프로그램에 따른 연계
- 고교 교과군(계열)과 상응하는 대학 모집단위의 연계
- 특정 교과 프로그램과 특성화 대학의 연계
- 교과 연계 창의적 활동, 학생 주도형 연구와 모집단위의 연계
○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리더십 활동에 따른 연계
-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대학 모집단위로 진학
- 봉사 의식,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대학 모집단위로 진학
○ 학생의 독서 활동과 글쓰기 능력에 따른 연계
- 학교 단위, 교육청 단위에서의 글쓰기 능력 평가
- 인문계열 모집단위나 글쓰기 능력이 요구되는 특성화된 학과에서 일정 인원 선발
- 대학 자체적인 논술 고사를 점진적으로 축소
○ 고등학생에 대한 대학의 전공 캠프와 고교 교과 프로그램의 연계
- 간호대, 수의대 등 직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학 모집단위에서 시행
- 학생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준비를 위해 대학과 고교가 협력
○ 장기적으로 특정 고교(유형)와 특성화 대학의 대입 연계도 고려
이와 같은 연계 방식의 선발 방법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가운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구분을 다음의 세 단계로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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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42).
<단기 안> : 고교교육 대응 가능 범위로 현행 운영 방식의 개선
단기적으로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대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구분을 유

지한다. 학생부, 수능을 주된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 논술고사는 최소화하되 대학 자체적
인 평가(논술, 면접, 인성･적성검사)는 고교교육 내 대응 가능한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
한다.
<중기 안> : 수시를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단순화･유형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구분을 유지한 채 수시모집 전형을 학생부 중심전형으로 단순
화한다. 지금의 수시모집전형은 그 명칭이 대학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학생 및 학부
모의 혼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무제한 복수지원으로 인한 전형료 과다 부담의 문제 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선발 방식은 아래와 같이 유형화된다.
<현재의 수시모집 전형 유형>
∙ 정원 내 전형(5가지): 학생부우수자전형, 입학사정관전형, 특기자전형, 전공적합성(대학별고사)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
∙ 정원 외(2가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입학사정관 전형)

따라서 정부는 대학입학전형을 몇몇 개로 유형화하고, 각 대학은 전형의 명칭 앞에
정부가 정한 유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표기한다. 학생부 중심전형이라면 현재의
복잡한 전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입학사정관 전형(학생부 종합평가)
2) 교과 특성화 전형(특정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교-대학 연계 방식)
3) 비교과 특성화 전형(비교과 영역에 대한 고교-대학 연계 방식)

4) 대학 특성화 전형(고교와 특성화 대학의 연계)

42) 여기서 단계별 개선이란 현재 시점에서부터의 단계적 추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안, 중기안은 수능
Ⅰ,Ⅱ로 이원화 운영 이전의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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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형 유형의 통합이 선발 기준의 단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
서 대학의 평가 기준은 공개되어야 한다. 적어도 어느 요소가 반영되고 어느 요소는 반
영되지 않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고등학교의 범위에서 대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와 사교육을 차단할 수 있다.
<장기 안> : 수시 정시의 통합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입 준비는 입학
사정관제와 수능에 대한 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모두 준
비하기를 요구받고 있으나 고교 현장에서 이 두 가지의 준비과정은 너무 다르게 나타나

고 있어서 부담 증대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요 전형
요소로 삼는 것은 고교 현장에 혼선과 업무 과중을 초래하여 어느 하나도 학교 내에서
준비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현재의 수시/정시 구분에 따라 고교 현장은 8월~다음 해 2
월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학 입시에 얽매이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받는 스

트레스와 학부모의 부담 역시 과도하다. 고교가 ‘창의･인성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
들의 입시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야 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의 통합은 일선 고교 현장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평가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하나의 전형 방식, 즉 학생이 한 대학에
지원하면 그 대학은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복잡한 전형을 단순화시키고 학부모들의 전형료 부담과 학생들의
준비과정 역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전형요소로는 학생부, 수능 I,

수능 II, 면접, 추천서, 자기소개서가 있으며,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수능을 보
조적인 전형 자료로서 자격요건/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학생 모집을 우
선시하는 대학들은 수능을 주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학생부를 보조적인 요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구현될 수 있다.
수시모집의 장점은 다양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여 수능 중심의 입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현재 수시모집의 선발 규모는 62.1%로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으
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수시모집은 현재 대학입시의 가장
주된 경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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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단점은 ① 무제한 복수지원으로 인한 높은 경쟁률과 중복 합격(‘부익부 빈익빈 현

상’)이 발생, ② 중복 합격으로 인한 다수의 미등록 인원 발생(추가 충원 기간이 짧아 오
히려 입시 혼란이 가중), ③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 ④ 논술고사 또는 구술･
면접, 적성검사 같은 한 가지 이상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부담, ⑤ 수시모집이 연중 장
기간(8월 ~ 12월) 진행됨에 따라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파행 운영, ⑥ 대학의 학생 확
보 경쟁 가속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개선안이 적용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구분이 유지될
경우 일부 대학들은 5등급화 된 수능 I, II로 정시모집에서 학생을 변별하지 못하므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모색할 수 있다. 대학별 고사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이루지게 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은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43). 또한 정시모집 기간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은 기간이 짧아 현실성이 없으며, 정시모집은 점수 위주의 경쟁이므로 학생
들의 점수 경쟁, 대학 간 서열화, 모집단위 간 서열화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구분은 고교-대학 연계의 목적 및 고교교육의 다양화･활성화와는 배치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 증가 및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통합안 개요
- 학생은 한 번 지원하고, 대학은 다양한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여러 차례 평가하
여 합격자 선정
- 합격자에 대한 등록 기간은 수능 Ⅱ 성적 제공 전과 후로 2차례 설정
-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 모집 실시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9월 1일 ~ 9월 5일
- 접수 기관: 국가 기관
43)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수능Ⅰ, Ⅱ를 점수화하거나 9등급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
나 이렇게 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여전히 수능에 종속되어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실제로 2008년 수능 9등급제를 운영했다가 점수제로 환원한 경험
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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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회수 제한
* 대학 내 복수 지원은 추가 1회만 가능하며, 지원 대학/모집단위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수능 Ⅱ 점수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선발과 2차선발로 구분하여 별도의 등록
기간 설정하고, 1차 선발 합격자는 2차 선발에서 제외
□ 제1안: 1차 선발과 2차 선발의 지원 방식을 별도로 구분하는 안
∙ 1차 선발 지원에서는 순위를 정하여 3순위까지 지원
∙ 2차 선발 지원에서는 지원 기회를 무제한으로 함
→ 대입전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음
□ 제2안: 1차 선발과 2차 선발의 지원 방식을 별도로 구분하는 안
∙ 1차 선발 지원에서는 학생이 하나의 대학만 선택하는 binding 방식
∙ 2차 선발 지원에서는 지원 기회를 무제한으로 함

○ 전형요소 및 선발 방법
<1차 선발>

∙ 학생부 중심 서류종합평가와 면접
∙ 학생부의 특정 영역(교과, 비교과, 리더십 등)이나 특정 모집단위의 특화된 별도
전형 가능
∙ 모집단위 및 선발 인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함
∙ 수능 I 점수를 활용하며, 수능 II 점수 통지 이전에 합격자 발표
∙ 1차 선발자는 반드시 1차 등록 기간에 합격한 대학의 모집단위에 등록
∙ 각 대학은 원서 접수를 원스톱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대입종합지원센터’(가
칭)(다음 절에서 상세 논의)에 합격자 명단을 통지하고, 센터는 각 대학에게 2

차 선발 제외 대상자를 통보
<2차 선발>

∙ 기 평가된 서류종합평가 결과, 수능 I, 수능 II 점수를 대학 자율적으로 활용
∙ 등록 기간은 12월 21~23일로 하며, 그 이후 30일까지 추가 등록/충원
∙ 각 대학은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에 합격자 명단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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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 1월 20일 이후 국가기관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
∙ 2월 초까지 등록을 마감하여 대입 일정을 종료함
<표 Ⅴ-9> 대학입학전형 일정의 현행과 개선안 비교
일정

<현행>
수시모집
(8월 1일~12월)

모집 시기
및 유형

정시모집
(12월 22일~1월)
추가모집
(2월 24~29일)

<개선안>
수시+정시 통합
(9월 초 ~ 12월 말)
추가모집
(1월)

∙ 시험 일자: 11월 10일
∙ 성적 통지: 11월 30일

∙ 시험 일자: 10월 말
∙ 성적 통지: 11월 중순(수능 Ⅰ)
11월 말(수능 Ⅱ)

합격자 발표

∙ 수시모집: 12월 11일까지
∙ 정시모집: 2월 3일까지
∙ 추가모집: 2월 24~29일

∙ 1차 발표: 11월 15~25일
∙ 2차 발표: 12월 10~20일
∙ 추가모집: 1월 중

등록 기간

∙ 수시모집: 12월 12~14일
∙ 정시모집: 2월 8~10일
∙ 추가모집: 2월 29일까지

∙ 1차 발표: 11월 20~25일
∙ 2차 발표: 12월 21~30일
∙ 추가모집: 1월 중

수능 I, Ⅱ 일정

○ 원서 접수 기관과 대학의 업무 협조 관계
<대입종합지원센터>

- 각 대학의 전형을 수합하여 대입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이는 대학입학전형계획
3년 예고제가 확립되어 대학이 전형유형, 모집인원, 모집단위를 미리 확정하는

등 대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가능함
- 공통지원서 활용
- 학생들의 지원서를 수합하여 지원 대학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 통지44)

44) KERIS와 KICE는 학생이 지원한 대학에 해당 학생의 학생부(KERIS), 수능 정보(K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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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로부터 1차 합격자를 수합한 뒤, 합격자와 지원자 자료를 비교하여 해당
되는 각 대학에게 2차 합격자 제외 명단을 통지
- 대학들로부터 1차 등록자를 수합
- 대학들로부터 2차 합격자를 수합하여 1차 합격자와 대조
- 대학들로부터 2차 등록자를 수합하여 1차 및 2차 합격자들의 추가모집을 원천적
으로 제한
- 추가모집 원서를 접수하여 대학에게 송부
- 대학으로부터 추가 합격자와 등록자를 수합하여 이중 등록 확인
<대학>

- 1차 합격자와 등록자를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로 송부
- 지원자 중 타 대학 1차 합격자를 2차 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
- 2차 합격자와 등록자를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로 송부
- 추가 합격자와 등록자를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로 송부
나) 고교-대학 연계 대학입학전형: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 설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학의 전형 유형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형, 교과만을 반영하는 전형(모든 교과를 반영/특정 교과만을
반영), 특정 비교과 영역만을 반영하는 전형, 논술/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등이 있을
수 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대학입학전형에는 다음과 간은 예시가 있을 수 있다.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구분된 <단기안>과 <중기안>의 경우
<수시모집>

수시모집에서 학생부를 주로 한 전형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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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수시모집의 예시안
전형

전형요소

수능 I 최저학력기준

가

학생부 종합평가 + 면접
(입학사정관 방식)

미적용

나

1단계: 전교과 내신
2단계: 1단계 성적 + 심층 면접

적용

다

특정교과 중심 평가 + 수능 I

미적용

라

R&E 등 교과활동 중심 평가 + 논술

적용

마

학생부 비교과 + 면접 (입학사정관 방식)

적용

사

논술

적용

<정시모집>

정시모집의 전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Ⅴ-11> 정시모집의 전형 예시안
전형 명

전형요소

비고

가

수능 + 학생부 교과

교과는 3학년 성적만 반영(상대평가)

나

수능 + 논술

교과는 반영하지 않음

다

수능

라

교과 + 논술

수능은 지원자격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통합된 <장기안>의 경우 예시
전형 요소와 그 활용 방법에 따라 전형 유형을 구분해 보면 다음의 6가지 전형 모
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모델 1: 서류종합평가, 면접, 논술을 기본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전형 모델
- 모델 2: 논술 미실시 전형 모델
- 모델 3: 1차 선발을 학생부 내신으로 국한하는 전형 모델
- 모델 4: 소규모 선발 또는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 모델
- 모델 5: 소규모 대학 활용의 전형 모델
- 모델 6: 선호도가 낮은 대학의 활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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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6가지 전형 모델은 1, 2차 선발에 따라 다시 복수의 전형 모델을 추가해 볼
수 있다(모델 1-1, 1-2, 모델 2-1, 2-2, 모델 3-1, 3-2, 모델 6-1 등). 각각의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델 1> 서류종합평가, 면접, 논술을 기본 전형요소로 활용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서류종합평가 + 면접

논술고사

선발 인원

80% 이상

20% 이내

- 1차 선발에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음
- 수능 I과 수능 Ⅱ는 2차 선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
<모델 1-1>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서류종합평가 + 면접

논술고사 + 수능 Ⅱ

선발 인원

70% 이상

30% 이내

- 수능 I은 1차 선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
<모델 1-2>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서류종합평가 + 수능 I +면접

논술고사 + 수능 I+ 수능 Ⅱ

선발 인원

70% 이상

30% 이내

- 1차 선발에서 수능 I 반영
- 수능 I과 수능 Ⅱ의 영역별 반영 비중, 모집단위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수능 등급을
활용한 점수 환산공식을 만들어 2차 선발
- 2차 선발에서 학생부 교과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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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 논술을 실시하지 않음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서류종합평가 + 면접

수능 I + 수능 Ⅱ

선발 인원

80%

20%

- 서류종합평가와 면접 점수는 2차 선발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
- 수능 I과 수능 Ⅱ의 영역별 반영 비중, 모집단위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수능 등
급을 활용한 점수 환산공식을 만들어 2차 선발
<모델 2-1>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서류종합평가 + 면접

수능 II

선발 인원

70%

30%

- 수능 I은 1차 선발의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
<모델 2-2>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서류종합평가 + 수능 I

수능 Ⅱ

선발 인원

70%

30%

<모델 3> 1차 선발의 전형요소를 학생부 내신으로 국한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학생부 내신

수능 I + 수능 Ⅱ

선발 인원

70%

30%

- 학생부 내신은 2차 선발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
- 교과 수준별 차이, 절대평가 교과목과 상대평가 교과목의 환산,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등을 고려한 교과 점수 산출 공식을 활용하여 1차 선발
- 수능 I과 수능 Ⅱ의 영역별 반영 비중, 모집단위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수능 등급
을 활용한 점수 환산공식을 만들어 2차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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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1>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학생부 내신(특정 교과)

수능 Ⅱ

선발 인원

70%

30%

- 교과 수준별 차이, 절대평가 교과목과 상대평가 교과목의 환산,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등을 고려한 교과 점수 산출 공식을 활용하여 1차 선발
- 수능 I은 1차 선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
- 학생부 내신은 2차 선발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
<모델 3-2>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학생부 내신(특정 교과)

수능 I

선발 인원

70%

30%

- 학생부 내신은 2차 선발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
- 교과 수준별 차이, 절대평가 교과목과 상대평가 교과목의 환산, 모집단위별 반영교
과 등을 고려한 교과 점수 산출 공식을 활용하여 1차 선발
- 수능Ⅱ는 활용하지 않음
<모델 4> 소규모 선발 또는 모집단위별 특성화
1차 선발
전형 요소

학생부 비교과 특정 영역 + 수능 I

선발 인원

100%

- 학생부 비교과 영역 가운데 리더십, 특별활동, 체험활동, 연구활동 등 특정 분야만을
평가하여 선발

- 수능Ⅱ는 활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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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5> 소규모 대학에서 활용(수능 I과 수능 Ⅱ는 활용하지 않음)
1차 선발
전형 요소

서류종합평가 + 면접

선발 인원

100%

<모델 6>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서 활용
1차 선발
전형 요소

수능 I + 교과

선발 인원

100%

<모델 6-1>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서 활용
1차 선발

2차 선발

전형 요소

수능 I + 교과

수능 II + 교과

선발 인원

100%

100%

○ 전형요소의 활용
-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은 학생부로 통합
- 학생부에는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 내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술
형 평가를 제공하고, 활용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
- 면접은 별도의 문항 출제 없이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했던 과제나 본인의 경
험 등을 수록한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질문하거나, 그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확인하는 형태로 전환
- 문제를 출제하는 심층면접과 논술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사교육에 대한 요구
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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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전형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 : 학생, 학부모, 고교 교사의
비효율적인 대입 부담 경감

이미 대학정원의 62%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되고, 수시모집 확대 경향이 더욱 심화되
는 현실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별도의 시기에 지원하여 등록시키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더구나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가 서로 연계되려

면 고교 교육의 수능 의존도 약화가 필수적인데, 수능을 Ⅰ, Ⅱ 유형으로 구분하여 5등
급화 된다면 별도의 정시모집을 시행할 근거가 미약해진다. 정시모집을 현재대로 유지
한다면, 5등급화된 수능은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적인 변별기준으로서의 변별력과
신뢰도가 결여되어 대학들은 별도의 자체적인 평가도구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 자체
적인 대학별 평가도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맞닿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45) 고등학교의 입시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전
형 통합을 통해 학생, 학부모, 고교 교사의 비효율적인 대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고교생의 무의미한 대입 준비 부담 경감 : 창의력 중심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력 제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유형의 다양화 이후 나타나게 될 대입 상황은 고등학교
가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모두를 대입의 주요 전형 요소로 유지하는 것은 고교 현장에 혼선과 업무과중을 초
래한다. 고교 교육은 ‘창의･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
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 영역이 줄고 변별도가 떨어져가는 추세에 있고,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과 내용은 더욱 확충되고 있다. 다양한 학생 활동이 교과영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화교과 수업이 원하는 학생들에게 고교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의 변화가 창의적인 인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45) 이에 대해서는 대입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다음 절에서 상세 논의)를 통해 공공성에 기반한 전형을 운
영하도록 한다. 물론 선호대학들 입장에서 학생 선발의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
학생부 내실화 개선을 병행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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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대학 입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평가 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하나의 전형 방식이 필요
하다. 이 방식은 학생들의 대입 준비과정과 대학입시를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
의가 있다.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학생 활동이 교과 수
업과 연계되고, 심화교과 수업과 자율적인 주제별 수업과 융합형 수업이 고교에서 운영
될 수 있다면, 대학입시는 이를 더욱 장려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육성의 초석을
확립하여야 한다.

□ 대학의 적격자 선발: 선발 - 교육 - 졸업의 전 과정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다양한 전형 요소의 조합적 활용을 모집단위별 특성, 대학의 교
육과정 운영 방식(교양학부 운영,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대학에서의 학력 보충 프로그
램 운영 유무 등에 따라 적격자 개념을 달리하여 선발하게 되면, 대학이 기대하는 인재,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에 부합한 인재를 선발하게 되므로, 대학 교육의 출발점이
견고해 질 수 있다. 이는 선발 단계에서 이미 대학의 교육과 졸업의 전 과정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입학 후 대학교육으로의 이행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졸업과 취업 과정으로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5)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 대학 리더들의 인식 전환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교에서의 교육 이수 내용, 학
습 경험, 성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리더들

의 사고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재상과 전형 요소 활용, 적용 방식 등을 정할 수 있
는 대학의 전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때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별 인재상, 그리
고 이들 인재상에 부합한 입학 전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 요소의 의미 이해, 의미 평가가 가능한 전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 확보는 대학의 운영 철학과 예산 운영과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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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결정권자의 실천 의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대학 사회에 뿌리 깊
게 박혀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는 사실상 대입 전형 단계, 즉 신입생의 수능 수준에 의
해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대학의 총장 등 운영 리더들이 이 같은 대학 서열 경
쟁의식을 벗어버리고 대학 교육의 특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그에 부합한 대
입전형을 개발 운영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 실시
현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대교협이 입학

년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기 6개월 이전에 공지하고, 각 대학은 동 시행령 제33조
에 의하여 입학년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기 3개월 이전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11월이 되어야 학생이 대학입학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교 대학의 연계가 대학 입시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고등학교가 준
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고등학교 1학

년이 시작된 3월에 발표하고 각 대학은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인 6월 이전에 모집안
내를 발표해야 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현재보다 1년 6개월을 앞당겨 대
입 계획을 발표한다는 의미이다. 전형 종류와 구분, 선발 방식, 반영 비율 등 제반 사항
이 여기에 포함되며, 기 발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모집단위 구분과 선발 인원,
대입 일정은 추후에 정하고나 수정 가능하게 여유를 둘 수 있다.
□ 제3의 대입관리 기구로서의 대입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
기 위하여 대입전형자료의 공통양식과 국가 단위 대입원서접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러한 시스템의 부재는 대입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정부가 이를 관리할만한 제도적 장
치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다.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이중 지원 및 등록 제
한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더구나 입학관련 사교육 및 컨설팅 업체가 원서접수를 대행하
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11학년도부터 사설 업체의 원서접수 시스템에 대교협
의 로고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덮고 있다. 여기에 각 대학이
사용하는 대입지원서류 양식이 상이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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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겹치게 되어 대학입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과 NEIS의 통합이 시급하다.
□ 대학입학전형 서류 간소화 및 공통 양식화
○ 대입 전형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 성적은 별도 제공)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입자료를 학생부 NEIS 시스템으로 통합 기록･관
리하여 학생부 중심전형 구현
○ 대입 지원서, 추천서, 자기소개서의 공통 양식화
□ 고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평가, 기록: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취를 학생부에
기록, 관리
○ 정규 교과에 교과 융합형 수업, 개별 교과(군) 심화수업, 학생 주도형 연구 포함
○ 교과 연계 창의적 활동 활성화
○ 학생 자율 독서 활동 및 글쓰기 강화
○ 지역 단위 고교간 연계 프로그램 및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실시
○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한 평가 도구 개발 및 결과 기록
□ 모든 고등학교에게 동등한 교과편성의 자율권과 운영권 부여
○ 현재와 같은 자율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차이는 고교 간 계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개별 고등학교에 교과 편성의 자율권을 동등하고 더욱 폭넓게 인정

라. 대입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제 Ⅳ장에서 대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잦은 정책 변화와 대중요법적인 대입정책의
문제, 정책간 유기적 관련성의 문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대입 거버넌스, 관련 주체
들의 참여가 불균형한 거버넌스의 문제, 대학별 대입전형의 변동성, 지원자 부담이 심각
한 원서접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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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지원자 중심의 대입전형, 고교 교육과 주요 대입 전형자료에 대
한 정부의 책무성 명확화, 대입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관리기구
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입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지원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다. 대학전형의 기본

적인 사항이나 대학별 전형요강은 지원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는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대학별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응시 부담, 교사의
추천서 부담, 학부모의 전형료 부담 등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대입전형 관리 부담 또한
낮추는 원서 접수 시스템이 요구된다. 원서 접수 시스템은 이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불

만이 높은 만큼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입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주체이자 수능의 관
리 주체라는 점에서 주요 전형자료인 학생부를 내실화하고 수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 즉 정부는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성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것이 대입에서 주요 전형자
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대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틀이 필요하다. 대입제도의 장기적

인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나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제 3의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입제도가 정권의 변화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좌우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의 Ⅲ장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제Ⅲ장의
표 Ⅲ-4 참조)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최종적인 권력의 소재와 의사
결정의 주체가 소규모의 엘리트 집단(엘리트 단계)에서 엘리트 집단, 이익 집단, 정치
집단으로(대중화 단계), 그리고 이는 다시 일반 대중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과도 맥락

을 같이 한다.
1) 개선 방향
대입 거버넌스 개선은 무엇보다 지원자 중심의 대입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자
의 대입 준비 부담과 대학의 대입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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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전형의 주요 전형자료인 학생부와 수능에 권한과 책임
을 갖는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을 유도해
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고교-대학 연

계형 대입전형을 유도해 간다.
□ 대입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 지원자 중심의 대입 지원 시스템 구축
○ 대입 전형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 전형 유도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안정적 대입제도 운영
2) 기본 원칙
대입 거버넌스 개선은 대입 지원자의 부담 최소화, 그리고 고교 학생부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국가고사 중심의 대입전형 지향과 함께 학생, 학부모, 고교와 대학,
정부 등 대입전형 이해관계자 간의 교육 협력이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대입 거버넌스 개선 기본 원칙
○ 지원자 부담 최소화
○ 고교 학생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국가고사 활용의 대입 전형
○ 대입 전형 이해 관계자의 교육 협력
3) 개선 내용
정부 주도의 대입 환경 정비와 지원자 배려 관점에서 대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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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대입 거버넌스 문제 현상과 개선 방안
문제 현상
∙ 대학 중심의 복잡하고 고비용의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 대입 거버넌스 책임 주체의 혼란

∙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입 전형 관리
→ 대학의 이해 단체라는 자체 한계, 고교측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대학의 공공적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조정 장치
의 부재
∙ 대학협의체 산하의 교육협력위원회의 형식적
기능
→ 대입전형에 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의
기능 미흡

개선 방안
⇨

∙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
시기 조정
∙ 지원자 중심의 대입지원서비스 제공

⇨

∙ 정부의 책무성 명확화
-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부 신뢰성 확보를 위
한 책임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운영에 대한
책임

⇨

∙ 제3의 독립적인 대입관리기구인 ｢대입종합지
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대입전형 관리를
전담하게 함
∙ ｢대입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가칭) 도입
∙ ｢대입종합지원센터｣산하의 ‘대입전형위원회’

이러한 개선 방안은 대입 지원자 중심의 대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의
입시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입에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한 대입종
합지원센터(가칭)를 통해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원자 중심의 대입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입 거버넌스 개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입 지원자의 지원 부담 최소화와 대입
전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의 대학별 지원 체계를 지원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Ⅴ-2]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지원자가 시스템을 통해 자신
이 원하는 대학에 일괄 지원하게 되며, 이 때 제출된 서류와 시스템에 연계된 학생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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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사 성적 등 전형 자료는 지원자가 지원한 대학으로 제공된다. 대학은 시스템을 통
해 제공된 지원자의 원서와 전형자료를 갖고 입시 사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으로 통지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통지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형자료
응시원서 접수

↓

지원 통지,
지원서류 및
전형자료 제공

→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
←

공통원서 작성
지원자

합격 여부 통지

지원자별 합격 여부
통지

전형
대학
합격자 선발

[그림 Ⅴ-2]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조

이 대입 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과 학생부 및 국가고
사 등 주요 전형 자료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입지
원서를 통일하고, 대학별･모집단위별･전형유형별 별도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노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무엇보다 지원자의 응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고, 현장 교사의 추천서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복수 합격이나 이중 등록 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 관리 또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 다른 통합 관리의
장점은 응시료나 수수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국가 예산으로 구축하되, 시스템 운영은 응시료나 수수료
등 시스템 운영 수입을 통해 충당하도록 한다. 대입 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독자적인 형
태로 설립하되, 대입 전형을 총괄 관리하는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을 설립한 후에는

이 센터 산하에 두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표 Ⅴ-13>는 현재와 같이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모집시기를 구분할 경

우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대학입학전형 절차를 예시한 것이다. <표 Ⅴ-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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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지원 대학의 수 문제, 수시모집 지원의 경우에도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를 두어 지원하도록 하는 문제, 수시모집의 무조건 합격과 조건부 합격의 구분 문
제, 수시모집 합격 결정 이후 추가 합격자 선발 문제, 대학이 제출하는 추가 합격자의
수 문제, 추가 합격자의 합격 순위를 제공하는 문제, 정시모집의 경우 모집정원에 미달
할 경우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시 제출하는 문제 등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폭넓은 논
의와 실험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복수합격으로 인한 연쇄적 이동을
고려하여, 대학이 제출하는 추가 합격자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면밀하게 검
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표 Ⅴ-13>의 예시에서 보듯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을 통해 최대 6개 대학에 일괄 지원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지원자의 응시 서류
와 전형자료를 대학에 제공하며, 대학은 자체의 선발 과정을 거쳐 지원자에 대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은 합격자 명단 및 추가 합격자 명단을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으
로 보내며, 시스템에서는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 및 추가 합격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자
는 대학별 합격 여부 및 추가 합격 여부를 통지받은 후 우선적으로 합격한 대학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자는 조건부 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최대 2개 대학에 대
해 합격을 수락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수락하지 않은 합격 대학에 대한 지원은 무효화
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지원자의 수락 여부를 종합하여, 합격을 수락한 지
원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미리 제출받은 추가 합격자 명단을 근
거로 지원자에게 추가 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한다. 지원자는 우선 합격

을 수락한 대학을 포함하여 최대 2개 대학에 대해 합격을 수락하며, 지원자가 수락하지
않은 합격 대학에 대한 지원은 무효화된다.
이처럼 2개 대학에 대한 합격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와 같이 수능 성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합격과 무조건 합격으로 나
눌 경우, 지원자는 수시모집에서 합격을 수락하는 경우는 무조건 합격 1개 대학 수락,

조건부 합격 1개 대학과 무조건 합격 1개 대학 수락, 조건부 합격 1개 대학 수락, 조건부
합격 2개 대학 수락으로 구분된다. 무조건 합격 1개 대학을 수락한 경우 그 대학에 합격
한 것으로 처리된다. 조건부 합격 1개 대학과 무조건 합격 1개 대학을 수락한 경우 조건
부 합격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조건부 합격 대학에, 그렇지 못한 경우 무조건 합격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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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된다. 조건부 합격만 수락한 경우 지원자는 조건부 합격 요건
을 충족시킨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며, 조건부 합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에는 수시모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처리된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경우 정시모집 등
이후의 대입전형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 비해 정시모집의 경우 조건부 합격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대입지원 서비
스 시스템의 작동은 보다 용이하다. 지원자는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하되 우선순위를 두
어 지원하게 된다. 지원 사항은 수시모집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제공되며, 대학은 자체
의 선발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통보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에서
는 대학별 합격 여부 및 추가 합격 여부를 제공받아 지원자별 합격 사항을 정리한 후,
지원자가 합격한 대학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처리
이후 모집정원에 미달한 대학의 경우 1차례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동일한 과정을 거쳐 합격 여부를 처리한다. 최종적인 합격 여부는 지원자와 대학에 각
각 통지한다.

정시모집 이후 추가모집이 실시되는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대학에 합격하지 못
한 지원자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복수의 대학에 지원
한다. 지원자의 지원 서류와 전형자료는 대학으로 바로 제공되며, 대학은 합격 여부를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통지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합격을 먼저 통지한 대
학에 지원자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며, 여타 대학에 대한 지원은 무효화한다.
이와 같은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대입전형에서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합격
이 결정되는 경우 여타 대학에 대한 지원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됨으로써 복수합격으로
인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표 Ⅴ-13> 대학입학전형 절차(예시)
□ 수시 모집
1. 지원
- 지원자는 대입지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최대 6개 대학에 지원
* 모집단위나 모집유형이 다른 경우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따로 계산, 전문대학 포함.
- 공통지원서 외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추가 지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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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사항의 대학 통지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대학별로 지원자의 지원서류 및 전형자료(학생부, 국가고사 성적 등 인
증된 대입전형 관련 자료)를 송부.
- 지원자의 타 대학 지원 사항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3. 대학의 합격자 선발
- 대학은 각각의 모집유형과 모집단위별로 입학사정을 실시한 후 지원자별 합격 여부를 결정.
- 선발 결과를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으로 통지
* 무조건 합격, 조건부 합격을 분리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장학금 등 학생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할 수 있음.
* 대학은 모집정원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합격자 명단을 우선순위를 두어 통지할 수 있음.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추가 합격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자에게 지원 대학별 합격 여부를 통지.
4. 지원자의 1차 수락 여부 결정
- 지원자는 합격 여부 및 학생 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 통지.
- 지원자는 최대 2개 대학에 대해 수락 결정을 할 수 있음.
* 1차 수락 결정에서 2개 대학에 수락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절차는 종료됨.
5. 예비 합격자의 수락 여부 결정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지원자의 1차 수락 결정을 종합하여, 합격을 수락한 지원자가 모집정원
에 미달하는 대학의 경우, 모집정원에 달하는 순위의 예비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함.
- 추가적으로 합격 여부를 통지 받은 지원자는 1차 수락 대학을 포함하여, 2개 대학에 수락 결정을 할
수 있음.
6. 합격 여부 결정
- 지원자가 무조건 합격 1개 대학 수락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이를 대학에 통보함으로써, 대입
전형 절차가 종료됨.
- 조건부 합격 1개 대학과 무조건 합격 1개 대학 수락 : 지원자가 조건부 합격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조건부 합격 1개 대학에 합격하게 되며,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이를 대학과 지원자에 통보함
으로써, 대입전형 절차가 종료됨. 지원자가 조건부 합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무조건 합격
1개 대학에 합격하게 되며,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이를 대학과 지원자에 통보함으로써, 대입
전형 절차가 종료됨.
- 지원자가 조건부 합격 대학 수락 : 지원자가 조건부 합격 요건을 만족시킨 대학 중 한 대학을 선택하
고,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이를 대학과 지원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대입전형 절차가 종료됨.
대학에서 제시한 조건부 합격 요건에 미달할 경우, 수시모집에서는 불합격한 것으로 처리됨.
□ 정시 모집
1. 지원
- 지원자는 대입지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우선순위를 두어 최대 6개 대학에 지원
* 모집단위나 모집유형이 다른 경우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따로 계산, 전문대학 포함.
* 지원자는 합격 통지를 받은 대학 중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됨.
- 수시모집 지원 대학과 정시모집 대학이 다른 경우, 대학별 추가 지원서류 제출.
* 공통지원서 및 교사 추천서 등은 모집시기별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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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사항 대학 통지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대학별로 지원자의 지원서류 및 전형자료(학생부, 국가고사 성적 등 인
증된 대입전형 관련 자료)를 송부.
- 지원자의 타 대학 지원 사항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3. 대학의 학생 선발 및 통지
- 대학은 각각의 모집유형과 모집단위별로 입학사정을 실시한 후 지원자별 합격 여부를 결정.
- 선발 결과를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으로 통지
* 대학은 모집정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명단 외에, 모집정원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합격자를 우선순
위를 두어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 통지
4. 합격 결정 프로세스 진행과 통지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대학별 합격자 명단과 추가 합격자 명단을 종합하여,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한 대학 중 우선 순위가 높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
- 처리 결과를 대학에 통보.
- 정원에 미달한 대학에서는 기제출한 추가 합격자 명단 외에 1차례 추가 합격자 명단을 추가적으로
제출.
- 대학별 추가 합격자 명단을 종합하여 합격 결정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
5. 합격 결정
- 합격 여부를 지원자에게 통보.
□ 추가 모집
1. 추가모집 공고와 지원
- 모집 결과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에서는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추가모집을 실시.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추가모집 모집단위 및 인원을 실시간으로 제공.
2. 합격자 결정
-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는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추가모집 실시 대학
에 지원.
* 지원자는 복수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합격 통지를 먼저 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됨.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지원 상황을 대학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지원자에 대한 합격
여부를 통지.
- 대입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는 합격 여부를 지원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입전형 절차가 종료됨.

□ 대입전형기본사항 및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 시기 조정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요강의 발
표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대입
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별 모집요강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발표하도록 한다.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요강이 현재보다 앞당겨 발표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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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 대입전형 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진로나 전공별 대입전형
정보를 참고하여 대입전형 준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모집요강의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대학에 부
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대학이 스스로의 인재상과 적격자 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장

기적으로 학생 선발을 계획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대입전형의 안정적인 관리
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정부의 책무성 명확화 및 대입전형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다음으로 대입전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및 대학이나 대학협의체의 자율성의 영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령 등의 방식으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주요 전형자료인 학생부나 수능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대입전형이 온전히 대학
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할 수는 없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생 선발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성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고교와의 관
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교 교육의 문제는 고교는 물론, 국가 수준의 교육과
정을 결정하는 정부와도 연결된다. 또한 이미 대학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
에서 대입전형은 일부 학보모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영역이며 정
부의 정책적 개입이 요청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입전형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대학 자율의 영역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책무성을 실
현해야 한다.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성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은 고교 교육 성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학생의 교육 성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대입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신뢰성 있는 평가 자료라고 하
는 것은 크게 학생부와 수능의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부 관련 자
료는 그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신 평가

방법과 기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수능 체제 개편을 통해 국가고사가
고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고사가 고교 교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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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과 EBS 교
재의 연계가 아니라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가 추진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 성
취에 대해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가가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
되는 환경을 구축하면 사교육 문제 해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정부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부 개선과 국가고사 개선을 추

진하더라도 그것이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대입전형에 따라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대입전형이 중등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
록 하는 정책적인 유도 노력이다.
즉 고교-대학 연계의 전형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부 규제가 아니

라 관련 주체들의 요구와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
적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 대입을 둘러싼 관련주체들의 현실적인 요구들, 예컨대 우
수한 학생을 원하는 대학의 요구,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
의 요구,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려는 고교의 요구 등은 교육 수요자 각자의 입장에
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왜곡
된 교육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바라보거나 비판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정당한 선택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명문대학’ 입학생을 늘려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
는 고교의 자세를 비판한다거나, 우수한 학생 또는 충분한 학생 확보를 위한 대학의 노
력을 ‘고교 교육 정상화의 저해 요인’으로 비판하면서 개별 대학의 전형 방법을 규제하
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고교가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하는 요구를 부정하는 것 대신 학생부의 편의적 변경 등 편법적 대응을 억제하고 교육
과정 운영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 적성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는 그 동안의 경험을 보더라도 학생 확보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고교 교육 정상화의
저해 요인’으로 비판하면서 개별 대학의 전형 방법을 규제하는 식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도, 효과적이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대입제도, 즉 고교-대학 연
계형 대입제도의 정책적 방향은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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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의 대입전형을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대학별 전형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대입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이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한 대학
의 대입전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이다. 이 영향 평가제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방식이 아니라 지원의 방식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표 Ⅴ-14> 가칭 ‘대학별 전형 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개요
∙ 평가단 구성 : 고교 진학 담당 교사, 대교협 추천 대입 전문가, 정부 추천 대입 전문가 등
∙ 평가 내용 : 각 대학의 전형 계획과 결과가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
향을 미쳤는지를 평가
∙ 참여 방법 : 의무적 또는 자발적 참여 검토
* 재정 지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발적 참여 유도 가능
*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된 경우 다른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 검토
∙ 평가결과 활용 : 정부에서 대학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매년 2,000~5,000억원 정도)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에 교부함으로써 이 재원을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소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대학별 배분 방법 :〔대학별 전형 계획 및 결과가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기여
도 지수) ×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이 우리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영향력 지수) × 대학의 규모
(규모 지수)〕등을 산출하여 배분

‘대학별 전형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또한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 설
립 이전에는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되, 설립 이후에는 대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이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의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
□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마지막으로 대입전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정적인 대입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입종
합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대입종합지원센터는 법령에 기반한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되 대입전형과 관련한 이
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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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도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입자율화가 진전되면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은 확대되
고 있는 반면, 대입전형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기능이나 사회통합적 기능이라는 측면에
서 대학 위주의 대입전형 관리는 문제를 갖고 있다. 대입전형이 선발 주도권을 가진 대
학에 의해 주도될 경우 고교와의 연계나 대입준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고교, 학생, 학
부모의 요구는 제대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입전형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쟁점
을 논의하고 대입전형의 개선과 대입전형의 총괄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대입종합지원센
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설립되는 대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입지원 서
비스 시스템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대입전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
록 하며, 추후 대입관련 정보나 진로진학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 업

무를 확대한다.
대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대입전형 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법률적 위상 및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대입종합지원센터가
대입전형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를 최고
의사결정 주체로 해야 한다.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지원은 재정상으로 독립
운영되기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
대입종합지원센터의 구성은 [그림 Ⅴ-3]과 같다. 이사회는 대입 관련 주체(고교 관계
자, 대학 관계자, 학부모 등), 정부 부서 담당자, 기타 전문가 등으로 포괄적으로 구성하
는데,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3인, 교육감협의회 추천 3인.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추천 3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추천 3인 등 12인으로 구성한다. 이사
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2년에 한 번씩 이사진의 1/3이 교체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대입전형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 산하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설치
하고,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사무총장 산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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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무총장

대입전형위원회

(업무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그림 Ⅴ-3] 대입종합지원센터 조직도

대입종합지원센터의 대입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및 대입전형 관리와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협력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대입전형위원회에서는 대
입전형기본사항 수립 등 대입전형관리, 대입전형기본사항 위반 사항에 대한 심사, 교육
과학기술부에 제재 권고, 대입 관련 전형 자료 인증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대입전형의
중등 교육에 대한 영향 평가제, 장기적 관점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 방안
논의, 종합적인 교육 정책의 로드맵 및 대입전형 방안 제시, 대입전형요소 개발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입전형위원회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대입전형 이
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나 전
문위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앞서 그 기능을 서술한 바 있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무총

장 산하에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대입
과 관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나 지원자의 적성이나 희망에 따른 진로계획 수립과 전공
탐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전공 탐색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운영하여, 대입

과 관련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협력 업무와 대입전형 관리 업무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입전형기본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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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 기구에서 관리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재정은 설립 단계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관리원 산하의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하는 응시료,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기대 효과
대입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지원자의 부담 최소화
먼저 서류 제출 등 응시 부담 뿐 아니라 응시료 등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게 되면 지원서나 추천서 등의
서류 부담은 최소화되며,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공익적 목적으로 구축된 만큼 응시
료나 수수료 부담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요강의 발표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지원자의
대입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대입전형 관리 효율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전형자료에 대한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대학
별 지원 및 합격 여부에 대한 정보가 총괄 관리됨으로써, 추가모집이나 이중등록 등 대

입전형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자나 개별 대학이 대처하고 있는 많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 확산
정부가 학생부의 개선과 고교 교육과정과 국가고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게 되고, 대학
이 선발 과정에서 이들 요소를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된
다면 그 이외의 전형자료에 대한 필요성은 최소화된다. 동시에 정부 또는 대입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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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대학별 전형 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고교-

대학 연계형 대입전형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 중립적인 독립 기관에 의한 대입전형의 안정적인 관리
대입종합지원센터라는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 대입전형을 관리함으
로써, 대입전형의 제도적인 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이사회나 대
입전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
에 대입전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다.
□ 대학지원에 대한 정보 서비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대입정보 제공 시스템이나 진로･전공탐색 시
스템을 통해 지원자에 적합한 진로, 전공, 대학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5)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 실천 조건
○ 공통지원서 개발 및 기타 응시 서류의 최소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통 양식의 지원서, 추천서
등 지원 서류의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지원서나 추천서 양식이 다를 경우에도 대입지
원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될 수는 있으나,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 지원자 중심
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별로 상이한 지원 서류를 접수
하는 창구의 단일화에 머물 수는 없다. 또한 창구의 단일화에 그칠 경우 대입 지원 부담
의 경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입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별도 지원 서류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한
다. 전형 유형의 차이나 대학별 인재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대학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지원 서류는 금지의 방식 보다는 그 필요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별도 지원 서류 활용
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부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학생부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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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형자료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타 지원 서류의 필요성을 최소
화할 수 있다. 학생부의 내실화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수시모집 관리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학생부나 수능Ⅰ만으로도 대학의 선발이 가능하게 되면, 수시모집에서
수능Ⅱ의 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격이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수시모집의 관
리가 보다 용이하게 된다.
○ 대입전형의 단순화
2012학년도 대입전형 총수는 3,298개에 달하고 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학
별, 모집단위별,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로 따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각각의 전

형에 대한 지원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역시 그 관리 부담이 매
우 크게 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대입전형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지
원 가능 대학 수를 일정 한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전형유형이 다양할
경우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전형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지원
자의 대학이나 전공 선택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정원내 모집과 정원외 모집을 구분하고 정원내 모집의
경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분하되 특별전형의 경우 특기자전형과 사회적 배려 전형
정도로 구분하는 정도로 전형유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통합도 검토할 사안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
집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일년에 두 차례의 대입전형을 관리

하게 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통합되거나 선지원 후 수시, 정시 각각 합격자를 발표
하는 방식이 될 경우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이 보다 간소화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
여 장기적으로 모집시기의 일원화나 수시, 정시 지원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대입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원자 중심의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고교와
아울러 대학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나

｜

207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대입종합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대입전형의 관리와 지원자 중심의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설립 과정에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대입전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과 학

생 선발 방식 등 대학의 자율적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대입전형과 초･중등교육과의 연
계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 추진 전략
○ 학생부 및 국가고사 개선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나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면 학생부나 국가고사는 정부의 책임 영역이다. 교육
과정 개선과 국가고사 개편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지만, 학
생부에 대한 개선은 바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입전형기본사항 및 대학별 모집 요강의 발표 시기 조정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 요강의 발표 시기 조정 또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고사 뿐 아니라 대입전형기본사항 또한 지원
자의 고등학교 진학 시점 이전에 발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협의
체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의 개정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요강의 변화를
상당 부분 허용하거나 아니면 대학별 모집 요강의 발표 시기를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
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입 지원과 관련한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
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대학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
라도 지원서나 추천서 양식의 표준화를 제외하면 대학의 선발 자율권은 훼손되지 않는
다. 또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대학의 입시 업무 경감이나 관리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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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합격 이후의 학생 이동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학 수나 조건부 합격 허용 문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 대학별 전형 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영향 평가제는 재정 지원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발의 자율
성을 침해하는 정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영향 평가제는 바로
시행되기 보다는 학생부의 개선이나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후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전형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
템의 운영을 통해 개별 대학의 전형이 보다 단순화된 조건에서 영향 평가제 운영이나 대
학의 참여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위의 각각의 사안과 달리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대입전형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고 영향 평가
제가 실시된 후, 서비스 시스템과 영향 평가제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
로 대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의 거의 모든 사안이 대학, 고교, 학생, 학부모,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실천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한 것 또한 사
실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대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
되,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제안된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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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선안 요약
앞에서 다룬 고교 교육과정, 수능, 대학의 입학전형, 대입 거버넌스에 대한 각각의 개

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Ⅴ-4]와 같다.

[그림 Ⅴ-4]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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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종합 : 실천 조건 및 정책 제언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고교 교육이 대입으로 인해 왜곡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학 교
육도 출발점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
출발한 KEDI 8년 연구는 2011년 최종 연차를 맞이하였다. 내용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장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교 교육이 대입으로 인해 왜곡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학도
출발점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와 대학의 연결 장치인 대입제도가 오히려 고교와 대학 간에 단
절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적 문제 상황에 대해 고교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고교

-대학 연계형 대입제도를 구상,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이행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구조화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고교 교육,
수능, 대학의 선발이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연구인 KEDI 8년
연구의 최종 연도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교에서 대
학으로의 원활한 이행과 미래형 인재 교육에 순기능 하는 대입제도의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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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 주목되는 변화 요소는 무엇인가?(대입 환경 변화

분석)
둘째,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가?(향후 대입 운영 방향과 원칙)
셋째,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대입의 정책상, 운영상의 문제 진단)
넷째, 대입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운영)
다섯째, 대입제도 개선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실천 조건은 무엇인가?(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수행해 온 KEDI 8년 연
구의 내용 분석, 그리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문제 진단을 위한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장기 종합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자문회의, 집담회, 전문가협
의회, 콜로키움, 정책 포럼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①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연계형 대입제도를 구안하는 첫 시도
로 이에 대한 향후 논의 전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하나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
하고 있는 점, ③ 고교 교육의 정상화 문제가 고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출발
점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제도 구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한 점, ④ 교육과 평가(내신, 수능)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함께 접근하고 있는 점, ⑤ 대입제도
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고교-대학 연계의 핵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자’를 대입제도 운영의 중심에 놓고 논의를 진행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 대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입제도의 기능
제 Ⅲ장에서는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입제도의 기능 변화 요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첫째, 출산율 감소에 따라 인구 구조가 항

아리 구조로 변화하고 있어서 개개인의 역량의 극대화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점,

214 ｜

Ⅵ. 종합 : 실천 조건 및 정책 제언

둘째, 글로벌 사회, 평생학습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부합한 자기주도적이고 열린 사

고의 창의적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는 점, 셋째,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교육의 시
작을 결정하게 되는 고교의 질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교교육의 성격과 교육과
정 운영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넷째, 우리 사회의 계층의 양극화, 교육
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진학을 분기점으로 고착화된다고 할 수
있어서 대입 전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대입제도는 첫째, 고교 교육의 정상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만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고교 교육의 전체적인 질이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
째, 선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선발이 아니라 대학의 인재상, 교

육과정 운영 방식, 대학의 졸업과 사회 진출 등을 하나의 연결 선상에서 고려하는 확대
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통합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화가 실제로 대학 진학을 분기점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입 전형 과정에
서 소외 계층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는 계층 격차 완화와 다양한 계층의 통합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입제도 운영의 원칙을 1) 고교 교육의 정상화(교육의 전인성,
기본학력과 일반 소양 확보), 2) 대학 적격자 선발(선발의 타당성과 교육 책임성), 3)
대입제도의 공공성 원칙(형평성과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단 본 연구는 대입제도 종
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대학 연계의 관
점에 우선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따라 1)과 2)를 우선 주논의 과제로 다
루고 있다.

다. 대입제도의 문제 현상 진단
먼저 1945년 이후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입전형제도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

다. 입시의 주체와 전형 요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입시제도 변천의 특징을 보면, 첫째,
한국 대입 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국가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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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별 입시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국가 주도와 대학 자율의 양축을 옮겨 다녔다는 점이다.
둘째, ‘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개선의 목적’으로 ① ‘대입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제고’,

② ‘중등교육의 정상화 유도’, ③ ‘대학의 자율성 확대’, ④ ‘선발의 공정성 제고’, ⑤ ‘사
회적 공공성/형평성 제고’ ⑥ ‘사교육비 절감’, ⑦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등이라는 점
에서 대입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목적이 고교 및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대입제도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전형요소,
전형방법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입시
제도의 개선이라는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입문제는 여전히 모든 교육문제
의 근본적 원인에 자리하고 있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을 팽창시키며,
교사와 학부모의 진학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저해하
는 근본적인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대입 운영의 문제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수십 차례에 걸친 입시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공교
육 파행, 사교육 조장 등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입시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
과, 바로 그 점이 우리의 입시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
다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른 관련 정
책들을 심층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나 시급하게, 그리고 단편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대입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속에서 수많은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대입이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공공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무
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입 문제의 해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의 교육의 연계 측면에
서 대입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적극 관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연계형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 수학능력시험, 대학의 입학 전형, 대입 거버넌스가 상호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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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개요
1) 기본 목표
◎ 창의･인성 교육 실현으로 고교-대학의 상생과 삶의 역량 강화
- 고교 교육의 내실화: 참된 학업성취와 창의･인성 교육
- 대학의 적격자 선발: 고교교육과 연계하는 대학교육을 위한 대입 전형
- 대학 지원자 중심의 대입 거버넌스

2) 기대 효과
- 고교와 학생은 무한 점수 경쟁과 무의미한 대입 준비 부담과 고통 경감
- 고교는 전인교육과 개개인의 진로 개발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
- 대학은 교육이념과 교육과정 운영에 부합한 학생 선발과 교육
- 학생은 스스로 진로 탐색과 적성을 개발하는 활기찬 고교 생활
- 학생은 대학 진학 준비와 지원 절차의 복잡함과 경비 부담 경감
- 학부모는 사교육비와 자녀 진로지도 부담 경감

3) 기본 원칙
본 연구에서는 고교와 대학의 교육 연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고교-대학 연계형 대
입제도’를 구상하였으며, 여기에 적용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을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두고 교육의 공공성과 고교
와 대학의 상생 관점에서 접근한다. 단 고교와 대학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상위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고
교 교육의 약화는 대학 교육의 약화로 직결된다는 관계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2. 대입준비가 무한경쟁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공교육’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한다.
3. 대입의 관련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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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 학생부, 국가고사 등 대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동시에 한 시야에 넣고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4.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생부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동적으로 수능
의존도가 낮아지도록 한다.
5. 대입제도는 그 핵심적 주체인 ‘지원자’ 중심으로 구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대입 준비와 절차는 지원자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단순 명료해야 한다.
6. 대입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공공의 관점에서 제도가 작동되도록 그 기반을 만

들어 주는 데 있다. 특히 정부는 고교 교육(학생부)과 국가고사(수능)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7. 대입제도는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기본 원칙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본 대입개선안의 시행은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준비, 학교의 준비 시간을 고려
하여 2020년 전후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요청되는 과제
인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앞당겨 추진할 수 있다. 고교-대학 연
계형 대입제도의 기본 원칙과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5>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의 기본 원칙과 본 연구의 개선안
원칙
1. 고교 교육의 정상화 최우선의 원칙

2. 창의인성교육의 목표 실현 우선
(유의미한 대입 준비)

개선안의 주요 내용
∙ 관련주체 공동운영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 도입
∙ 수능Ⅱ 도입(논술, 진로희망 이수교과 평가)
∙ 고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 방법의 개선
∙ 대학의 적격자 선발
∙ 개개인의 진로탐색과 개발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교육과
정 운영

3. 대입 관련 제 요소에 대한 종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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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대입전형의 학생부 활용도 제고
(수능 의존도 약화, 균형적 활용)

개선안의 주요 내용
∙ 고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평가, 학생부 기록 개선)
∙ 수능의 5등급제
∙ 고교-대학 연계 전형의 개발과 운영

5. 지원자 중심의 대입제도
(대입준비와 지원 절차의 단순, 간소화)

∙ 제3의 독립기구･대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원스톱 원서 지원 시스템 구축

6. 공공성 기반의 대입제도 운영

∙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운영에 대한 정부 책무성 강화
∙ 제3의 독립기구･대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7. 대입제도의 안정적 운영

∙ 제3의 독립기구･대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대입전형계획 3년 예고제 실시

라.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16>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관련 요소별 주요 내용
요소

주요 개선 내용
□ 학생별 진로 탐색과 개발이 용이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교과군을 4개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로 편성, 운영(전공 희망 이수 모형 제시)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 전공 희망 이수의 도중 변경이 용이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 진로탐색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한 ‘진로탐색과정’ 설정, 운영
∙ 공통 이수 과목의 사실상 필수화(국, 영, 수, 인문, 사회, 과학)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병행
- 공통의 기본, 일반교과는 상대평가
- 전공 희망 이수 모형의 선택 교과는 절대평가
∙ 모든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보(실천 조건)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대학수학
능력시험

∙ 수능의 이원화
- 수능Ⅰ: 공통기본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선다형
(국어, 수학A,B, 영어, 인문(역사, 철학), 사회, 과학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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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주요 개선 내용
- 수능Ⅱ: 진로 희망의 선택 교과 성취 평가, 논술, 서술식 평가
(응시 여부와 교과는 지원자 선택: 희망 진학 대학 전형 계획에 따라)
∙ 성적 표기: 수능Ⅰ, Ⅱ 모두 수능 5등급제
∙ 운영 시기: 10월에 2일간 실시
□ 학생부 적극 활용의 대입 전형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 개발과 운영

대학의
입학전형

∙ 대학별 고사의 최소화: 수능 Ⅱ의 적극 활용,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운영
∙ 안정적이고 지원자 배려의 전형
- 전형 유형의 구조화
- 대학의 전형 계획 3년 예고제 실시
- 원서 지원 절차의 간소화
∙ 중 장기적으로 수시와 정시 통합
□ 공공성에 기반한 지원자 배려의 대입 거버넌스
∙ 대입 환경 정비에 대한 확실한 정부 책무성
-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부 기록 내실화: 신뢰성 확보

대입
거버넌스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운영
∙ 공공성 기반의 대입 거버넌스
- 제3의 독립적인 대입관리기구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운영
- 안정적 대입 운영을 위한 대입전형기본계획 3년 예고제 실시
- 대입종합지원센터 산하의 ‘대입전형위원회’운영
- 관련 주체 공동 참여의 '대입의 중등교육영향 평가제‘ 실시
- 원스톱 원서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실천 조건과 추진 전략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실천 조건을 본 연구에서 다룬 관련 내
용별로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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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7> 개선안별 실천 조건
개선안

실천 조건

∙
∙
진로 탐색과
∙
개발이 가능한
∙
교과군
∙
교육과정 운영
∙
∙
고교, 대학과
연계된 수능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

지원자
배려의 대입
거버넌스

‘모든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보장
지역, 학교 여건에 부합한 학교별 교과군 운영 범위 개발(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적성, 소질 발굴과 개발의 진로 교육 강화
교수방법의 개선(창의인성교육)
창의인성 교육에 부합한 평가 방식 개발, 적용
학생부 기록의 내실화(개인의 고교 3년간 학습 경험과 과정, 성취결과의 기록)
교원 연수, 수급 체제, 양성 과정의 개선

∙ 수능 이원화, 5등급제 운영에 대한 관련주체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 수능 Ⅱ 운영의 구체안 개발(논술 출제, 채점 관련 등)
∙ 고교 교육 정상화 지향의 일관된 수능 운영
∙ 대학 리더의 인식 전환과 실천 의지
∙ 대학 서열 구조에 대한 자체 극복 노력과 대학 교육의 특성화 노력
∙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 보장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 개발
∙ 대입 전형 계획의 조기 수립(3년 예고)
∙ 학생부 평가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 정부의 대입 환경 정비에 대한 책무성
∙ 제3의 독립적인 대입관리기구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 형성
∙ 대입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기준 개발(관련 주체들의 협의)
∙ 공통지원서 개발, 전형의 구조화
∙ 원스톱 원서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관련법 정비 및 예산 확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의 추진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 대
학의 입학전형은 대학 자율의 영역이므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사실상 대입 거버넌스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내용상 중복되는 점도 있어서 이를 구
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추진 일정 면에서는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과정, 수능의 상호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요소 간 추진 상황
에 따라 추진 일정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개선 요구의 시급성에 따
라서는 조기 추진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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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8>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관련 요소별 추진 전략
연도

고교 교육과정

수능

∙ 제3의 독립적인 대입 관리 기구 설

∙ ‘모든’ 고등학교에 대
한 교과편성과 운영
2012년
(2013학년도)

2013년
(2014학년도)

치의 필요성 공론화, 공감대 형성
∙ ｢대입종합지원센터｣(가칭) 설치
∙ 수능 개선안(Ⅰ+Ⅱ,
의 자율권 확대
∙ 대입전형 3년 예고제 실시
5등급제) 공론화,
∙ 대입전형 자료를 학
∙ 고교-대학연계형 전형 개발
공감대 형성
생부 중심으로 통합
∙ 원스톱 대입 원서 지원 시스템 구
∙ 일반계 고교 교육과 ∙ 운영 방안 구체화
축 준비
정 운영 시스템의 다
- 공통 지원서 개발
양화 방안 개발
- 전형 유형의 구조화
∙ ｢대입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가
∙ 교과과정 부분 개편
∙ 수능 I + II 실시를
칭) 도입
안 확정
위한 개편안 확정 ∙ 원스톱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가
∙ 다양한 교육과정 운
∙ 모의 수능 Ⅰ+Ⅱ
상 운영 등 준비 작업 완료
영 방안과 프로그램
실시 방안 구체화 ∙ 수시모집 통합 운영
보급
및 실시 준비
∙ 대입 서류의 공통양식화
∙ 수시와 정시모집 통합안 예고

∙ 교과과정 각론(2014)
2014~2015년
∙ 교과서 개발
(2015~2016학년도)
∙ 교원 연수

2016년
(201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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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전
면 실시(2014년)

∙ 부분 개편 교육과정
적용(전공 희망 이수 ∙ 모의 수능 I + II
모형 실시)
1학년 적용

2017년-2018년
∙ 1, 2학년 적용
(2018~2019학년도)

2019년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및 대입 거버넌스

실시

∙ 모의 수능 I + II
운영의 문제 점검
및 보완

∙ 전공 희망 이수 모형
적용한 학생의 대학 ∙ 수능 I + II 실시
진학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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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주체별 역할
가. 정부
○ 대입종합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치: 안정적인 대입 거버넌스
○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수능 및 교과과정 개편
○ 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 고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보장과 체제 개선(학교간 연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방안, 온라인 강좌 개설, 대학과의 연계 등)
○ 교원 수급, 교육 및 재교육 체계 확립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존중
○ 대입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실시(관련 주체들의 협의를 통해 기준 설정 및 평가)
○ 공공성 기반의 대입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수능의 등급제/이원화, 대입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중등교육영향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노력)
○ 명확한 역할 인식과 관련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나. 대학
○ 학생부 중심 전형 고교-대학연계형 전형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 대입전형의 유형화
○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 및 학생부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 대학별 고사 축소 및 점진적 폐지
○ 대학 서열화 구조의 극복 노력과 교육 특성화 노력
○ 선발-교육-졸업으로 이어지는 대학교육 전체 과정에 대한 책무성
○ 대학의 공공적 책무성 인식과 지원자 배려 마인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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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교
○ 학생 개인의 학습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 미개설 교과 희망 학생에 대한 배려와 대응46)(학교 간 연계, 사회교육기관 이수 등)
○ 획일적인 문제풀이 교육에서 창의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창의인성교육)
○ 창의인성교육(논술, 실험, 그룹 토의 등 참된 학업성취 교육)에 맞는 평가 방법으
로의 개선
○ 학생의 적성, 소질 발굴과 개발의 진로 교육
○ 학생부 기록의 내실화
○ 대입정책과 운영에 대한 참여 의식과 적극적인 의사 개진

라. 학생, 학부모
○ 자기주도적인 학습 계획과 실천 노력
○ 적성과 흥미에 기초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과 개발 노력
○ 적성, 관심에 기초한 교과 선택 이수
○ 의식 전환: 적성, 소질, 진로 방향에 맞는 진학 계획과 준비, 대학 지원
○ 대입정책과 운영에 대한 관련 주체자로서의 참여 의식과 적극적인 의사 개진

4. 정책 제언
고교-대학 연계는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가 갖는 필연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대입을 둘
러싸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왜곡된 교육 현상을 풀기 위한 긴요한 과제이다. 원래 대
입제도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대학이 헤게모니를 가지

46) 단 이는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 개선이 병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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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학의 자율권에만 초점을 맞추면 대학의 학생 선
발은 정책적 접근의 한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입제도는 대학에게만 일임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 부분을 분명히 가
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로 대표되는 대입
의 주요 3대 요소 중 국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연결되는 학생부, 국가고사인 수능
은 정부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을 정하는 기본틀이
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대강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 관여
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입 자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입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에 기초하여 기본적으
로 공공성에 기반한 대입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Ⅴ장에서 제안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개선안은 그 자
체가 사실상 정책 제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다음에서는 개선안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러한 개선안이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정
책, 정부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개선안 적용에 필요
한 실천 조건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대입 환경 변화 인식에 기반한 대입 정책 수립
첫째, 정부는 대입제도 정책의 기본 원칙이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과 공공성 기반

의 제도 운영이라는 명확하고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 대입제도의 개선
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대입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이 어떤 요인으로 방해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논의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 달성에 방해 요인이라고 판단된 문제가 가장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입제도 논의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교육비의 문제는 대개 핵심적인 요인에 종속되는 것일 수 있다. 종속적인 요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서 핵심으로 놓게 되면, 정작 중요한 교육의 본질
적 목적이나 기능 문제는 차선으로 밀리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지금까지 대입제도
개선의 변화를 보면 대학의 선발 자율권의 확보와 고교 교육의 정상화의 무게 중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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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식으로 반복된 경향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교육
비 경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대입제도 논의에서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사교육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본래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며,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향후 대입제도의 운영 방향을 생각해

야 한다. 특히 사회 전체 총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대입에 종속되지 않는 고교 교육의 기
능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8세 인구 감소, 출산
율의 감소 등은 개인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총역량 감소라는 점에서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교육이 더욱 중
요해 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학교교육을 지금처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달성에 순기능할 수 있는 대입제도 안의 구상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분
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대입제도에 요구되는 기능이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

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대입제도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시 분명하게 반영
하여야 한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이 때 교
육은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범위를 모두 포괄한다. 더욱이 고등교
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의 관계가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구조화
하여 되고 있어서 정부의 역할 또한 교육의 전체 시스템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거 소수 엘리트를 선발하는 기능만으로 충분했던 대입제도
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교 교육 전체의 질적 관리, 즉 교육 기능, 고교와의 연
계 기능이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으며, 소외 계층의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가 균
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운영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대입제도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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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공 희망 교과군의 교육과정 운영
첫째, 대입제도 개선 혹은 운영 과정에서 대학과 고교의 이해가 상충하게 되는 경우,

상위 원칙이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등교육
보편화 사회에서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은 하나로 연결된 전체 교육 시스템 속에 위치하
기 때문이며, 고교 교육의 기능 약화는 곧 대학 교육의 기능 약화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를 개선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고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최대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점수 향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
는 역량과 인성을 균형적으로 갖춘 창의･인성 교육의 실현을 의미한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선택 이수

할 수 있도록 교과군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고교’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유형에 따라 자율권 부여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고교의 서열화가 뚜렷해지는 문
제가 심화되고 있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는 일반 고교의 교육이 기능을 회복할 때 비로
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별한 여건이 아닌 일반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
하고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구조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로 적성에 부합한 교과 이수가 가
능할 수 있도록 교과군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의
여건이나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군의 편성과 운영을 특성화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 방식은 현실 조건을 감안하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도록 하되, 향

후 평가의 관점을 성장 참조 평가 모형47)에 두고, 참된 학업성취를 유도하는 평가 방법
을 개발,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상대평가는 점수 부풀리기의 문제는 해결했
지만 동료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소규모 수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절대평가 도입 역시 과거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재현될 우
려가 있으며, 대학들의 학생부 실질 반영률 증가 추세를 주춤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

47) 상대평가는 상대적인 서열에, 절대평가는 특정 영역의 성취에 강조점이 있는 데 반해, 성장 참조 평가는
능력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으로, 성장, 변화의 정도를 중시하는 평가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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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 점에서 평가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 교과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진로 선택 교과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병행함으로
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절대평가의 완전 적용은 이러한 두

가지 평가 방법을 병행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착
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 평가 방식을 기존의 지필평가만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평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참된 학업성취를 유도하는 평가 방식을 개발, 적용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부 활용이 의미 있도록 한다.
넷째, 선택형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수평적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현재의 교과 선택형
교육과정은 고교의 조건을 고정시켜 놓고 교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교원 수
급 등의 요인 때문에 학생들이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 개설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선택형 교육과정이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간 연계 등을 통한 교
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방식 채택48), 교원 수급의 탄력적 적용,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의 재정비 등 교원 정책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교 교육이 사실상 대입 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교와 대학의 상생의 관점에서 그에 부합한 내용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안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그 동안 대입제도 논의를 보면 고교가 대입에 종속되고 있는 문제, 대입준
비기관으로 몰락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80% 수준의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고교에서 대입준비가 주가 된다는 현실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때 대입준비가 학생에게 유의미하고,
교사에게도 보람있는 지도가 되며, 대학도 고교로부터 교육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내
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8) 이에 대해서는 정광희 외(2006)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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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개선
첫째,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수능

Ⅰ, Ⅱ로 이원화하여 교과를 조정하고, 수능 Ⅱ의 평가는 논술/서술 방식을 도입, 운영
하도록 한다. 수능 이원화는 이전에도 자주 논의되어 온 주제이지만, 시험 부담과 운영
의 실제적 어려움 등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정책 수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
나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라는 점에서 수능의 성격을 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현행의 수능은 그 성격이 이중적이어서 어느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
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에서 공통 이수 교과들과 연계된 기본 학력 평가
로서 수능 Ⅰ과, 희망 전공 분야의 교과 이수에 대한 평가로서의 수능 Ⅱ로 이원화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라는 점에서 고교 교육 정상
화를 위한 방안인 동시에 수능 성격을 명확히 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수능 Ⅱ에서는
논술, 서술형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고교의 교수방법, 평가 방법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
적을 갖는다.
둘째, 대입에서 수능의 고의존도를 낮추고 불필요한 점수 경쟁을 막기 위해 성적표기

는 5등급제로 한다. 이는 불필요한 점수 경쟁을 막고, 동시에 대입 전형에서 수능을 객
관적인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수준에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고교 학생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학생
부에 관심을 돌리게 되어 학생부의 실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수능의 이원화, 5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수능 등급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도에 수능 9등급제를 도입했다가
시행 1년 만에 점수제로 환원한 정책의 실패 경험이 있어서 수능 등급제, 더욱이 5등급
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호 대학 등 대학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수능 등급제
가 고교 교육에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도입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은 감수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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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의 자발적인 입학 전형의 개선 유도
첫째, 고교와 연계된 대입 전형을 개발, 각 대학의 상황이나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조 모형을 개발,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
의 예시안, 수능 Ⅱ의 활용 예시안 등을 개발, 제시한다.
둘째, 대학의 요구, 예컨대 선발 자율권, 선호대학들의 우수 학생 선발 요구, 비선호

대학들의 학생 확보 요구를 현실로서 인정하되, 이를 사회적인 요구와의 관계 속에서 충
돌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예시안을 개발, 제시해 줌으로써 대학별 여건과

특성, 교육이념에 맞는 입학 전형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셋째, 정부의 대입 업무를 대교협으로 이관한 이후 정부가 여전히 대입제도에 관여한

다는 대학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
나, 가능하면 관련 주체들의 공동 참여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이것이 대학 자율화 정책
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넷째, 대입 전형에서 수능의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부의 노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한다.

마. 관련 주체 공동 참여와 지원자 배려의 대입 거버넌스
첫째, 대입 거버넌스의 기본 방향은 ‘관리’ 방식에서 ‘지원’과 ‘합의’의 방식으로, ‘대

학’ 중심에서 ‘지원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둘째, 대입전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정적인 대입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입종합지

원센터(가칭)를 설립한다. 대입종합지원센터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되 대
입전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대입전형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관련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대
입전형위원회와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한다. 대입전형위원회는 대입전
형기본사항 수립 및 대입전형 관리와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협력을 주요 기
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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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대학의 대입전형을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대학별 전형계획 및 결과의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한다. 대입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이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한 대학의 대입전
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이 영향 평가제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방식이 아니라 지원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넷째, 지원자 중심의 원스톱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인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

축한다. 이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지원자가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
에 일괄 지원하게 되며, 이 때 제출된 서류와 시스템에 연계된 학생부 및 국가고사 성적
등 전형자료는 지원자가 지원한 대학으로 전달된다. 대학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지원
자의 원서와 전형자료를 갖고 입시 사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으로 통지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통지 결과를 지원자
에게 통지하게 된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국가 예산으로 구축하되, 시스템 운영은
응시료나 수수료 등 시스템 운영 수입을 통해 충당하도록 한다.

다섯째, 이상의 대입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대입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대입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 원스톱 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
여 광범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

5.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에서 향후 대입제도의 운영 방안을 특히 고교 교육
과정, 수능, 대학의 입학 전형, 대입제도 시스템 재구조화라고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구
상,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현장
교원, 전문가, 정책 당국자 등의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향후 관련 전문가(교육과정, 교원, 대입 전문가 등)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
기 위한 후속 연구의 수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 외에도 연구의 한계로도 밝힌 것
처럼 본 연구는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학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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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중시형의 대입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교 과정에서 일시 이탈 학생,
건강상의 이유 혹은 가정환경의 영향, 늦은 대학 진학 동기 형성(고 3 시기 혹은 졸업

후) 등 다양한 이유로 고교 3년간의 내신이 취약한 학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들의
대학 진학이 내신으로 제한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학 진학
통로도 유연하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선 취업, 후 진학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

학 진학의 방법 논의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대입 연구도 함께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대입전형과 유형이 교육적 성과와 상관성이 높은지를 확
인하는 사실적, 실증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분석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본 연구 제안의 관련과 대입 일반의
후속 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본 연구 제안 관련의 후속 과제
○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체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
추진 필요:
- 관계 기관, 현장 교원, 전문가, 정책 당국자 등의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
- 종합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구체안 마련
→ 교육과정, 교원, 수능 등 관련 전문가로 연구팀 구성 필요
→ 새로운 대입제도 8년 연구의 개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시뮬레
이션, 구체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 추진 필요
○ 일반계 고교의 전공 희망 이수 모형의 실천 방안 연구(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이수
계획과 이수 등 단위 이수제 운영 포함)
○ 수능Ⅰ+ 수능 Ⅱ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논술 출제, 채점 등
○ 대입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방안 연구
○ 대입전형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 수능 운영 주체, 성격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 민간 운영, 혹은 다양한 평가 기구
운영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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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 : 실천 조건 및 정책 제언

나. 대입 일반 관련의 후속 과제
○ 대입 전형과 유형의 교육 성과 측정 지표 개발 및 측정 연구(입학사정관제 성과
측정 연구 등)
○ 사회통합을 위한 소외계층 학생 배려의 대입전형 연구
○ 내신 취약 학생(고교 과정 중 일시 학업이탈 학생, 건강 문제, 가정환경 영향 등의
원인으로)의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적인 방안 모색
○ 평생학습차원에서 사회인 전형 개발 연구(선 취업, 후 진학의 진로 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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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llege Admission focusing on the
Articulation between Upper-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 KEDI 8 Years Project(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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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Ran, Kim(KEDI)
Byung-Young, Park(KEDI)
Nam-Soo, Seo(KEDI)

Kyung-Bum, Kim(Seoul National Unv.)
Il-Hong, Min(Kangwon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ise a comprehensive measure for the
articulation between upper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so as to smooth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the college level by overcoming the present
barriers originated from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that has caused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two levels. We have conducted an eight-year research
on the status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by collecting a wide range of
opinions through a number of conferences, policy forum and colloquium, and
have proposed a comprehensive measure focusing on the articulation between the
high-school and college education.
The following features are among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research: ①
we have come to the point that the changes in the college admission policies
alone cannot sufficiently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dmissions system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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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ge admission system must take into account the articulation between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③ the government policy on
college admission should be geared towards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and
promoting the principles of public education by organizing a stable and
consistent environment related to college admissions ④ we have proposed an
improvement scheme which suggests that the high-school curricula, national
testing, college admissions system, and the governance should all be closely
connected.
First, in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high-school
curricula, we have suggested that the currently practiced dual tracks between
th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and the natural sciences should be changed
and divided more in detail to meet the future career goals of the students,
supposed to be pursued at the college level. To systemize the students' caree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we have proposed 12 different curricular models
based on the wide range of electives with regard to the respective majors in
high-school curricula, which may correspond to those at the college level. The
evaluation plans which combine both the criteria-referenced assessment and the
norm-referenced assessment are also proposed as part of the models.
The Nation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s proposed to be operated in a
sequential binary system, i.e., the Ability Test I and the Ability Test II, where
students are evaluated by a criteria-referenced assessment measure and ranked
into 5 levels, based on the articulation scheme to connect high-school and
college education. The Ability Test I is a multiple choice exam focusing on the
common core curricula, and the Ability Test II is an essay test based on the
electives to enhance the critical-thinking skills indispensible for developing
creative talents in the students. The evaluation system based on 5 levels of
ranking was devised to optimize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s the criteria for selecting new students, and to prev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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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ordination of the school-level tests to the standardized tests at the national
level.
While the college admission policy is to be determined autonomously by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we have proposed certain dimensions that should be
collaboratively worked out and shared in common to make higher education
more relevant to the public interest. We have presented some model cases that
articulate the high-school and college education in such forms as utilizing the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for the colleges to refer. A mid/long-term plan to
integrate the early admission and the regular admission has also been proposed.

In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the focus is plac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which considers the applicants, the organization of the environment
for the college admission driven by the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all the parties which are related to the college admission. The tasks for
improvement include: the government's organization of the better environment
for college admissi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n independent thirdparty agency, i.e., the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the College Admission'
which would allow all the relevant parties to participate; the introduction of
an 'Evaluation System on the Impact of the Secondary Education on College
Admission' to facilitate secondary schools to perform independently in their
education while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exert more autonomy in their
college admissions policy;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One-Stop
Application System' aimed at simplifying the complicated application processes
for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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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contents of the proposed measure can be summarized as in Figure 1.

Keywords : articulation between upper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bility Test,
School based curriculum, Governance of the College Admission,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the Colleg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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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안에 대한 Q&A
□ 전공 희망 이수 모형의 교육과정에 대한 Q&A
Q1 : 현행 교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을 전공 희망 이수 모형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A1 : ①현행 교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할 교과목의 범위와 방

향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
다. 학교에서도 공통 기준에 따라 이미 배치된 교원들을 기준으로 교과목을 개설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들이 선택할 여지도 그만큼 좁았다. 따라서 현행 교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는 문과, 이과의 두 계열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었
다. 전공 희망 이수 모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의 적성을 감안하여
12개의 계열 중에서 진로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그에 합당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므로 학생의 선택에 의한 진로와 전공 분야 선택이 크게 수월해진다. ② 현행 교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등 공통의 영역 시험과 사회 및 과학 탐구 등 교과목 선택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
는 바, 이 구조 아래서는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나 변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 영역 성적을 중점 반영하게 되고, 선택 영역의 반영은 구조적으로 덜 반영하

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화학습의 중심인 심화 선택 교과목이 외면을 받게 되
고, 나아가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도 어려워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은 교
과목 선택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현행 교육과정의 구조가 그 원인이므로 교
육과정 구조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Q2 : 대학입학제도 개선 연구에서 교육과정 개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닌가?
A2 :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대학입학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교육과정은 검토 대

상이 아니라 일단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었다. 그러나 대학입학제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이고 또 대입전형의 핵심인 학생부 성적과 대학

｜

247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수학능력시험이 모두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고
교-대학 연계가 곧 고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교육과정 간의 연계라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면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구조적으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것은 고교 교육과정부터 바꾸지 않으면 극복되기 어렵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Q3 : 제안하고 있는 전공희망 이수 모형 교육과정안이 고교-대학 연계를 강화하고 대

학의 적격자 선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A3 : 대학은 그 전공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적 지식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필요한 교과목 지식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
것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과중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일정한 교
과는 공통적으로 이수하게 하되, 일부 교과목은 진학할 전공 분야에서 반드시 필
요로 하는 교과목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계열 선택형 교육과정은 고교에
서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 분야를 서로 구조적으로 연계하도
록 함으로써 학생들도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해 나가고 대학도 전공 적격자

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4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201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가 이미 확정･발표된 현 시점에서 그것과 다른 방향
의 교육과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
절한 것이 아닌가?
A4 : 교육과정 개정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5~7년 정도가

소요되는 중장기 정책이며, 대학입학제도나 교원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관련 정책
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교육 정책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에 대한 검토는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연구가 제
안하는 새로운 대학입학제도가 2020학년도를 전후해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이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2017학년도를 전후해서 시행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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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014학년도를 전후해서는 그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 시점이야말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
가 있다.
Q5 : 대학에서도 폭넓은 분야의 교과목 이수와 통섭 교육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고등

학교 단계부터 진로와 그에 따른 계열을 정하고 그 분야에 특정한 교과목을 이수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A5 : 지식시반사회에서 폭넓은 기본적인 지식의 배양과 통섭 교육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현행 교육과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능시험 체제에서는 폭넓
은 기본지식의 배양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대입전형에서 중시되는 국어, 영어, 수
학 등 도구과목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열 선택형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이수단위의 약 2/3를 공통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전
체 이수단위의 약 1/3을 계열별로 편성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학에서 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고
교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학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 고교 교육과정 연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Q&A
Q1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능Ⅰ과 수능Ⅱ로 나누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A1 : 그렇지 않다. 수능Ⅰ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교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평가하

는 것이고 수능Ⅱ는 심화 교과목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정과 수능시험 체제를 구조적으로 연계
함으로써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자동적으로 수능시험 준비가 되도록 함으로써 학
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욕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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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수능등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명문대학에서 학생을 변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

은가?
A2 : 아주 작은 점수 차이에 의한 학생 변별과 합격자 결정은 기술적, 행정적으로는 편

리할 수 있으나 교육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방법이다. 등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
수학생들이 몰리는 명문대학으로서는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사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은 이미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면밀하게 평
가함으로써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더 타당한 학생 선발이 가능할 것이다.
Q3 : 논술형,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수능Ⅱ의 채점을 고교 교사들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A3 : 수능시험은 본질적으로 고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교 교사들이 채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또 효율적이다. 학교에서 학
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학생들의 사고 방식과 태도 및 수준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채점의 타당성은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신뢰할 수 있다.
다만 논술형, 서술형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 개개인의 편차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
문에 선진국에서도 상세한 평가 기준의 설정, 채점자에 대한 사전 연수, 복수 채
점, 복수 채점자 간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 등 다양
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
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고교 교사
들이 수능Ⅱ를 채점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에서 더 효율적인 수업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 대입 거버넌스 재구조화에 대한 Q&A
Q1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1 : ①지원자의 입장에서 복수의 대학과 전형 유형에 각각 지원하게 됨으로써 지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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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나 응시료 등의 부담이 매우 크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원서 접수와

합격 통지 등의 과정이 총괄 관리되면 지원자나 교사의 서류 부담이 대폭 경감되
고 응시료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②대학의 경우에도 추가모집이나 이중 등록
방지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Q2 : 현재와 비교하면 지원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은 없는가?
A2 : 현재 수시모집의 경우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에서는 3개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하다.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시모집의
경우 지원 모집단위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측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시모집의 경우에도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나 대학별
고사 일시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제한 응시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정
시모집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응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 등의 절차
운영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Q3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대입전형이 관리되면, 대학의 선발 자율권이 위축

되는 것이 아닌가?
A3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지원자와 대학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각 대학의 지원자 선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의 선발 자율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Q4 : 중등교육 영향 평가제는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아닌가?
A4 : 영향 평가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경우 그렇지 않는 대학에 비해 재정 지원에서 불

리한 위치에 처하게 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등 정책적 필
요에 의해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한다. 이를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Q5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이나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재원은 무엇인가?
A5 : 초기의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나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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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후의 운영은 지원자의 지원료 징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Q6 : 대입전형이 대입종합지원센터라는 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A6 : 먼저 대입전형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독립적인 기구가 대입전형 전

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입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의 협력 및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선발 방식이 적절한지 등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된 바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7 : 대입종합지원센터는 정부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A7 : 대입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나 대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초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입종합지원센터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이사회를 임기
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사진이 1/3 정도씩 교체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
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Q8 : 현재의 대입전형 관리 체제와 대입종합지원센터에 의한 대입전형 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8 :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입전형 관리에서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대입전형 관리로 변경된다. 즉 현재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등의 대
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에서 대입종합지원센터라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위원회와 교육협력위
원회의 업무는 대입종합지원센터의 대입전형위원회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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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2] 한국교육개발원 8년 연구 관련 자료 목록
<부표 2-1> 8년 연구의 1~7차 연도(2004~2010년) 보고서 목록
연도
1차 연도
(2004)
2차 연도
(2005)

연구 보고서
∙ 정광희, 이종재, 김홍원, 김정원, 조덕주, 함석동, 구리나, 이희숙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 전형 연구(Ⅰ) -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 정광희, 김홍원, 이종재, 정진곤, 박소영, 남수경, 조덕주, 이희숙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방안 연구(Ⅱ)”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이희숙, 황여정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정책 연구”

3차 연도
(2006)

∙ 김미숙, 박소영, 강영혜, 이희숙, 황여정. “｢고교-대학 연계｣ 사례 연구 보고서”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
“입시 산업의 규모 및 추이 분석: 대입 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4차 연도
(2007)

∙ 김미숙, 이수정, 홍창남, 강상진, 김진경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 전형연구(Ⅳ): 대입 준비 과정에서의 학교 의존도”
∙ 김미숙, 이수정, 김성훈

5차 연도
(2008)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Ⅴ): 대입 전형 요소와 대학 수학 능력의 관계”
∙ 박병영, 김미숙, 김수연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Ⅴ): 편입학 원인과 이동 구조 분석”
∙ 정광희, 박병영, 조덕주, 손민호

6차 연도
(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Ⅵ): 한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 분석”
∙ 김미란, 정광희, 이호섭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Ⅵ): 대학 신입생 선발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정광희, 박병영, 조덕주, 한혜정, 이관희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Ⅶ): 고교-대학 연계 실천 모델 및 운영 방안

7차 연도
(2010)

개발”
∙ 김미란, 정광희, 박상규, 임진택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Ⅶ):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
보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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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KEDI 8년연구 관련 포럼자료집
년도

포럼자료집
∙ 현행 대학입학제도에서의 특별전형 운영 실제와 개선점
(KEDI 8년 연구 제 1차 세미나) -연구자료 RM 2004-29
∙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례와 대입전형에의 요구
(KEDI 8년 연구 제 2차 세미나) -연구자료 RM 2004-31
∙ 미국의 8년 연구 재조명
(KEDI 8년 연구 제 3차 세미나) -연구자료 RM 2004-37

2004년

∙ 외국의 대입제도
(KEDI 8년 연구 제 4차 세미나) -연구자료 RM 2004-44
∙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왜 어려운가? -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KEDI 8년 연구 제 5차 세미나) -연구자료 RM 2004-51
∙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특별전형 운영 가능성 탐색- 운영방안과 조건
(KEDI 8년 연구 제 6차 세미나) -연구자료 RM 2004-56
∙ 고교 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연구 2004년(1차 연도) 세미나 종합자료집
연구자료 RM 2004-69
∙ 고교-대학 연계 실천모형 탐색.『고교교육정상화와 대학적격자 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연

2005년

계｣실천방안 탐색』
. 제27차 교육정책포럼. 연구자료 RM 2005-29.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모형 탐색,『2008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모형 탐색』
, 2005 교육인적
자원 혁신박람회 국내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RM 2005-14

2006년

2008년

∙ 고교- 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자료 RM 2006-68
∙ 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 2008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 방안 - 연구자료 RRM 2008-18

2009년

∙ 고교생의 대입준비 과정에 대한 현상 진단과 과제 - 연구자료 RRM 2009-27

2010년

∙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모델과 실천 방안 탐색연구자료 - 연구자료 RRM 2010-16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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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대학 연계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연구자료 RM 2006-43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1차) - 연구자료 RRM 2011-19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방안(2차) - 연구자료 RRM 2011-23

부록

<부표 2-3> KEDI 8년 연구 외 대입관련 연구보고서 목록(2004년 이후 KEDI 수행)
년도

수시보고서 및 수탁보고서
∙ 홍후조 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고교내신과 그 활용의 개선방안 연구.

2004년

∙ 이종승･박도순･이종재･남명호･김홍원･김정겸･백순근(2004). 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연구
- RR 2004-15.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외.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 적격자 선발을 위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2005년

활용 개선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수시 연구)
∙ 이종범･정광희 외.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 따른 다양한 대입전형모형 개발 연구. 교
육인적자원부 - 정책연구 2005-지정-2

2006년

∙ 김미숙 외. 수시 대입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CR2006-15]
∙ 김미란･이수정･박병영. 대입선발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 .- 수탁연구 CR 2008-51
∙ 양승실･김성식･구혜정･주경필. 2008대입제도 운영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수시 연구)

2009년

∙ 정광희･김미란･박병영･정미경･김병찬･강병재(2009). 대입제도 기능 관점에서 본 MB 정부
의 대입정책 과제와 개선 방향-현안보고 OR 2009-12 (수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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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KEDI 8년 연구 관련의 기타 자료 목록
년도

현안보고서, 이슈페이퍼, 포지션페이퍼, 자료집 등
∙ 정광희. KEDI 8년 연구 시작, 대입특별전형 운영 개선을 모색하다.『교육개발』31(6).

2004년

∙ 정광희. 일본의 고교개혁과 입시제도.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 외. 대입전형에서 고교내신의 성격과 활용방안.『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내신제도의 개선 방향』- RM 2004-22.
∙ 정광희 외. 2008대입개선안의 성공적 정착 조건.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개발원.
∙ 정광희 외. 2008대학입학전형에서의 논술고사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현안 모니터링 설문조
사. 기술보고 TR 2005-7-1.

2005년

∙ 대입･교육과정연구실. 교육현안모니터링 설문조사 자료집 - 연구자료 RM 2005-46. 한국
교육개발원
∙ 대입･교육과정연구실 역(2005). 공정한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정책제언(Fair Admissions to
Higher Education: Recommendations for Good Practice), - 연구자료 RM 2005-62

2008년

∙ 김미란･이수정･박병영(2008). 대입전형 관리체제 개선방안 - 현안보고서 OR 2008-5-14
∙ 김미숙.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정광희･김미란･박병영. 일본사례를 통해 본 입학사정관제 운영방향과 과제. - 현안보고.

2009년

OR 2009-3-4
∙ 정광희.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과 특징-UC 버클리, 스탠포드, 와싱톤주립대학을 중심
으로 - 현안보고서 OR 2009-05
∙ 김미란. 외국의 대입제도 - 현안보고 OR 2010-01-9

2010년

∙ 정광희. 영국의 대입 지원 시스템 - UCAS를 중심으로 - 현안보고 OR 2010-05-5
∙ 정광희 외. 한국 고교생의 대입준비과정의 특징과 과제 - 현안보고 OR 2010-01-18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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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희, 박병영.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모델 - 포지션페이퍼

부록

[부록 3]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관련 부서의 업무 내용
<부표 3-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업무 소개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운영 및 포럼 운영
∙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 수립･추진
∙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수립･추진
∙ 통일 대비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일반화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 국가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업무소개

∙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편찬상의 유의점･집필기준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 및 감수기관 운영･지원
∙ 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 보상금･가격결정 및 재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 국정도서의 편찬･검정도서의 검정･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정책연구학교 운영
∙ 검정업무 위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
∙ 전자교과서(e-교과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학교 운영･지원
∙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 외국의 교과서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 수립
∙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 역사왜곡 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
∙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
교류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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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업무 소개
∙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 운영 지원
∙ 고등학교 체제 개편 추진 및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의 지정･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 외국어고 및 국제고 운영 지원
∙ 각종학교･자율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 초･중등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운영 지원
∙ 초･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초･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지원
∙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업무소개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 상담 지원
∙ 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활동 지원
∙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 학적 및 학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학교성적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
∙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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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8차 년도 연구 관련의 협의회 개최 내용 및
연구협력진 명단
□ 자문회의
1. 주제: 대입의 엉킨 실타래, 무엇이, 왜 문제이고,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2. 일시: 일시: 2011. 3. 29(화) 14:00 ~ 18:00
3.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제2회의실

4. 자문위원
- 이종재(서울대 명예교수, 전 KEDI 원장)
- 정진곤(한양대 교수,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김영철(교육정책연구소장)
- 허경철(21세기 교육연구소장)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 이 범(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 집담회
<1차 집담회>

1. 주제: 고교 관계자가 보는 대입 적격자와 교육과정 운영
2. 일시: 2011. 4. 13(수) 14:00 ~ 18:00
3.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제4회의실

4. 발표자
- 한형인(서문여자고등학교 교장)
- 한주희(중산고등학교 교사)
- 진동섭(영동일고등학교 교사)
- 조효완(은광여자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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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담회>

1. 주제: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2. 일시: 2011. 4. 20(수) 15:00 ~ 18:00
3.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제4회의실

4. 발표자
-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 허경철(21세기교육연구소장)
- 박제남(인하대학교 교수)
- 이보경(연세대학교 교수)
- 이 범(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 박순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장)
<3차 집담회>

1. 주제: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의 수능 체제 재구조화
2. 일시: 2011. 4. 27(수), 15:00 ~ 18:00
3.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제4회의실

4. 발표자
- 허경철(21세기 교육연구소)
- 김성훈(동국대학교 교수)
- 이 범(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5. 토론자

- 정종철(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 김학윤(수도여고 교사)
- 이수광(이우학교 교장)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4차 집담회>

1. 주제: 대입 거버넌스의 방향과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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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2011. 5. 4(수), 15:00 ~ 18:00
3.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제 2회의실

4. 발표자
- 김성열(경남대학교 교수)
- 오성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일화(대전만년고등학교)
5. 토론자

- 박상규(중앙대학교 교수)
-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김동춘(전국진학지도협의회장)
- 한석수(교육과학기술부)
<5차 집담회>

1. 주제: 대학관계자가 보는 적격자 선발과 고교 교육과정
2. 일시: 2011. 5. 11(수), 15:00 ~ 18:00
3.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제4회의실

4. 발표자
- 이종섭(서울대 전 입학처장)
- 오차환(한양대 입학처장)
- 문흥안(건국대 전 입학처장)
- 강제상(경희대 입학처장)
□ 전문가 협의회
<1차 전문가 협의회>

1. 목적: 계열 선택형 교육과정 및 연계형 수학 운영체제에 관한 협의
2. 일시: 2011. 9. 2(금), 15:00 ~ 20:00
3.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소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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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 허경철(21세기교육연구소장)
-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2차 전문가협의회>

1. 목적: 대학의 연계형 대입전형 운영안에 대한 협의
2. 일시: 2011년 9월 6일(화) 15:00~ 18:00
3.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제4회의실

4. 참석자
- 오성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 박정선(전국입학사정관협의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 임진택(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 조효완(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 대표, 은광여고 교사)
□ 워크샵
1. 목적: 고교-대학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연구 방향 구
체화
2. 일시: 2011년 6월 15일(수) - 6월 16일(목)
3. 장소: 강원도 인제

4. 참석자
- 허경철(21세기교육연구소장), 송현섭(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안선회
(고려대학교 교수)(이상 외부 전문가)

- 정광희, 서남수, 박병영, 김미란, 김경범, 민일홍(이상 연구진)
□ 콜로키움
1. 주제: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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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2011. 9. 30(금) 10:00 ~ 14:00
3. 장소: 신관 제 2회의실

4. 참석자
- 김태완(원장), 곽병선(전 KEDI 원장), 유현숙, 최상덕, 정미경, 김정원, 김주아,
백남진, 정광희, 서남수, 박병영, 김미란, 홍정은(이상 KEDI)

□ 정책포럼
<1차 정책 포럼>

1. 내용: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
2. 일정: 2011년 10월 11일(화) 14:00 ~ 17:30
3.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목련홀

4. 토론자
- 황규홍(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
- 정종철(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 오성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박순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장)
<2차 정책포럼>

1. 내용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
2. 일정 : 2011년 10월 25일(화) 14:00 ~ 18:00
3.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제1회의실

4. 토론자
- 박도순(전 교육과정평가원장)
- 정진곤(한양대 교수,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박제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과장)
- 강태중(중앙대 교수)
- 강영혜(KE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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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종합 방안 검토위원회(가나다 순)
권혁제(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김경자(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동춘(전국진학지도협의회장)
김미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김학윤(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박부권(동국대학교 교수)
박소영(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백순근(서울대학교 교수)

송현섭(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안선회(고려대학교 교수)
이수광(이우학교 교장)
조덕주(건국대학교 교수)
조효완(은광여자고등학교 교사)
한혜정(KICE 연구위원)
황규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연구자문･협력진(가나다 순)
강영혜(KEDI 연구위원)
강제상(경희대학교 입학처장)
강태중(중앙대학교 교수)
곽병선(전 KEDI 원장)
권혁제(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경자(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동춘(전국진학지도협의회장)
김미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수)
김성열(경남대학교 교수)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훈(동국대학교 교수)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김정원(KEDI 연구위원)
김주아(KEDI 연구위원)
김태완(KEDI 원장)
김학윤(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흥주(KEDI 연구위원)
류방란(KEDI 연구위원)
문흥안(건국대학교 전 입학처장)
박도순(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부권(동국대학교 교수)
박상규(중앙대학교 교수)
박소영(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박순경(KICE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장)
박정선(전국입학사정관협의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박제남(인하대학교 교수)
박제윤(교과부 교육과정 과장)
백순근(서울대학교 교수)
송현섭(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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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고려대학교 교수)
오성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오차환(한양대학교 입학처장)
유현숙(KEDI 연구위원)
이 범(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이관희(한동대학교 교수)
이보경(연세대학교 교수)
이부련(주불대사관 한국교육원 교육자문)
이수광(이우학교 교장)
이윤미(홍익대학교 교수)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이종섭(서울대학교 전 입학처장)
이종재(전 KEDI 원장)
임진택(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정미경(KEDI 연구위원)
정일화(대전만년고등학교 교사)
정종철(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정진곤(한양대학교 교수,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조덕주(건국대학교 교수)
조효완(은광여자고등학교 교사)
진동섭(영동일고등학교 교사)
최상덕(KEDI 연구위원)
한석수(교육과학기술부)
한주희(중산고등학교 교사)
한형인(서문여자고등학교 교장)
한혜정(KICE 연구위원)
허경철(21세기교육연구소장)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황규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황규홍(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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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 :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발

행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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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완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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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2) 3460-0114
FAX：(02) 346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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