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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동형화(isomorphism)시
킴으로써 제도가 표방하는 목표와 실제적 작동요소가 괴리(decoupling)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순차적 고려 없이 일부의 표면적 장치만
을 수정하였고, 제도의 숙성을 위한 상황적 여건 확보의 미흡, 제도 운영 주체들의 시간관
념 차이에 따른 개혁주도세력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 현상 노정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제도운영 주체들의 일화적(episodic) 권력구사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미
비되었고, 정책대상과의 잦은 협상이 요구되는 대입전형정책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제도
의 정착에는 종국적으로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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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현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좋
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해당 '시점'에서도 최선의 정책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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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뿐만아니라 정책이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본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
의 내용과 전략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정책의 추진과 효과적인 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 및 제도변화에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
게 구조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시간을 두고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 개혁정책의 구성과 설계 등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려내
기 보다는 교원들을 비롯한 관련 이해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Evans,
1996: 9). 이러한 책임전가식(scapegoatism) 정책비판은 미래지향적 정책형성에 별반 도움
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형성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실
패를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순응거부나, 관료들의 무능 내지는 저항 탓으로 돌리기에 앞
서 정책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정책목표와 논리적으로 그리
고 현실적으로 유리(decoupling)되지는 않았는지, 정책의 지속성에 관한 관심과 배려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 정책의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면밀하게 점검․분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를 비롯한 정책공동체의 학습효과를 고취하고 미래지향적 정책형성을 위한 준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환경은 그 추진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역
동적 정책환경과 제도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책문제들의 구조적 연결성이나 동태적 시각에서 정책결과물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보다
는 정태적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한 단순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발생한 사건들을 획일화
된 패턴으로 분류․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Aminzade, 1992; 김
상봉․강주현, 2008).
교육정책은 늘 성공보다는 실패하기 쉬운 정책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특
유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부터 분출되는 과도한 경쟁과 압력은 교육정책 영역에서 수많은
인과적 추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정책은 늘 모든 국민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기 마련이다. 또한 우
리나라 거의 모든 초․중등교육정책의 마지막 종착지는 곧 대입전형제도로 귀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뜨겁게 달아오른 국민적 교육열이 분출되어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곳이 바로
대학입학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입정책은 다른 어떤 정부정책보다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에 서로 잘 부합해
야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관심,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대입제도의 개선은 대학, 고교 교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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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의사결정에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어 원인변수의 효과적 작동
을 통해 의도한 결과변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그 어떤 정책보다 합리성과 논리적 체계
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국가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대입제도 개
혁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정책으로서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관심에
비해 제도적 구성요소의 논리적 배치의 정치함과 현실적 고려의 엄밀성은 얼마나 확보되
어 왔는지, 제도적 구성요소에 관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즉, 시차적 변화 정도는
어떠한 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어떤 정책보다도 정책의 질적 우
수성이 담보되고, 즉, 정책요소들간의 논리적, 실제적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사회정치적 맥락을 배제한 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슬로건식 대안 제시에
급급하거나, 각 교육주체들의 교육적 역할을 규범적으로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정책연구
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입정책이 정책으로서 구성
요소들간의 정합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시간적 흐름의 관점에서 얼마만큼의 변화
가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정책의 제 과정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변수들을 인과적 관계와 함
께 시간의 흐름 속에 관찰․관리되어야 할 동태적 과정(temporal dynamics)을 동시에 고
려함으로써 교육정책 분석의 폭과 깊이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교육정책의 정태적․동태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고, 교육정책
의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한 정부문서
및 보고서, 언론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대체로 2008학
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2004년부터 그 핵심 정책구성요소가 제도 속에서 제거된
2008년 초까지로 이는 시기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입정책을 포괄한다.
II. 제도적 정합성의 의미와 개념적 요소

1. 제도의 정태적 정합성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활동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정책의 목적과 활
동수단들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정책설계자의 지식과 경험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정책
- 55 -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의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규모와 투입방법과 다양한 관련 지식과 유인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목적과 맺고 있는 인과적 관계를 소상하게 파
악하고 있다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은 자연 높아지게 된다(노화준, 2004). 또한 하
나의 제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제도
의 정합성은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상호 부합성(congruence 또는 consonance)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정정길, 2002: 10), 이러한 제도의 정태적 정합성은 다시 제도 내적인 측
면에서 내적 정합성, 제도와 환경과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외적 정합성으로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
가. 제도의 내적 정합성

우선 제도와 환경,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상호간의 관계를 내적 정합성(internal congru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또는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정정길, 2002),
또는 정책과 제도의 미시적 구조 측면에서 목표-내용-수단-집행지침과 같은 내부 얼개 요소
간의 일치성(이달곤, 2005)을 의미한다. 정책을 구성하는 수단의 조화성과 일치성은 정책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Howlett, 1991). 제도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우선 원인변수의 올바른 설정과 함께 변수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
한 제도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내적 정합성은 원인변수의 정확한 설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정책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필요한 만큼 엄밀하게 구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활한 정책적
효과의 발현을 위해서는 원인변수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구비하고, 배치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중학생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대
입 수능시험과목 축소 등 학업부담 경감 정책을 쓰거나 고등학생들을 위한 과외 대체재 공
급에만 주력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의도한 결과변수의 도출을 위한 원인변수가 부
족하거나 잘못 설정된 것이다.
둘째, 원인변수들 상호간의 상황적 또는 개념적 부합성이 높아야 한다. 원인변수들 상호
간에 상황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모순 및 대립되는 변수들이 설정되어서는 의도한 정책효
과를 도출하기가 힘들고 극단적으로는 제도의 마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정정길, 2002). 예를
들어 외국인 교수임용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외국인에게는 한글로 된 공문을 보내어 호적등본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는 ‘외국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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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도’와 관련되는 기존 내부 요소들이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교
수 임용과 더불어 교수 임용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고치지 않는다면 우수한 외국인 교
수의 유치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김용훈, 2007).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교단 신뢰 회복대책을 쓰기도 하지만 동일한 대책 안에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교밖' 학원강사들을 다수 활용케 함으로써 교원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성을 오
히려 저하시키는 일들은 원인변수들 상호간의 부합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
다.
셋째,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상호간 부합성이 높아야 한다. 즉, 설정한 원인변수가 정책담
당자가 의도하는 상태를 잘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학교단위에서 교직원에 대
한 인사권, 재정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차원의 교육
지침을 폐지하거나 학사관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으로 넘긴다고 해서 학교 자율화가 완성
되기는 어렵다.
나. 제도의 외적 정합성

한편 제도를 구성한 요소들은 이를 둘러싼 환경 및 사회적 맥락과의 부합성도 높아야 한
다. 이를 제도의 외적 정합성이라고 하는데(정정길, 2002), 이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설
명하는 동형화(isomorphism)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외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겉으로 표방하는 조직의 공식적 요소들이 실제 작동하는 요소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시되었다(DiMaggio & Powell, 1983, 1991; Meyer &
Rowan, 1997; Dobbin et al., 2007; Scott, 2008). 조직이 외부의 환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밖으로 표방하는 목표, 구조, 과정, 행태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현상(decoupling)은 제도의 정합성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외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벤치마킹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수많은 정책과 제
도의 모방과 복제(policy cloning)는 그 본질 보다는 제도의 형식적 모방에만 치우쳐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자
들이 주장하는 동형화(isomorphism) 요인, 그중에서도 특히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또는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가 야기하는 핵심 현상으로서, 조
직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제도가 추구하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확보보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거나, 조직의 환경이 불확실하여 미래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발생한다(DiMaggio & Powell, 1983, 1991; Scott, 2008; 하연
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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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게 융합되어야 할 구제도적 요소와 신제도적 요소의 병렬적 혼재는 제도를 구성하
는 요소들간의 실제적 정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잠식한
다.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구제도적 요소인 '총점합산식 전형'에서 탈
피하여야 하고, 입학에 관한 실질적 권한도 기존 입학행정담당 직원들로부터 전문성을 갖
춘 입학사정관들에게로 옮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이 사회적 인지도 내지 외적 정당성
확보에만 노력하면서도 실제적 운영에서는 종래의 '총점합산식 전형방식'을 유지시키는 등
뿌리 깊은 점수위주의 선발 관행을 지속시키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장덕호, 2009). 한쪽에서는 개혁적 요소가 도입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일상적 관행(routines)을 고집함으로써 단일의 제도 속에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병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Scott, 2008).
조직의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은 내적 정합성 확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들이
정부의 사실상의 압력(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중요재정지원사업의 선정요건으로 제시
하거나 또는 그런 사업의 중요한 선정평가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 의해 도입된 모집
단위 광역화는 대학이라는 조직이 외부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중
도탈락 학생의 증가, 전공기초교육의 약화, 학생 소속감의 결여로 인한 학생지도의 곤란, 기
초학문의 고사 등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다시 학과제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한국대학신문, 2009.6.22일자) 제도의 외적 비정합성 문제가 제도의 내적 비정합성 문제까
지 야기시키는 일례라고 볼 수 있다.
2. 제도의 동태적 정합성
가. 동태적 정합성 분석의 필요성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사회현상간에 발생하는 인과법칙을 밝히는 것이 그 주된 사명이
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반실증주의자가 아닌 한 행정현상을 탐구하는 대부분의 사회과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과법칙의 발견과 축적을 통해 실천적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평면 위에 펼쳐 놓고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처방을 내리는 일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반쪽짜리 처방에 그
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변수와 변수간 관계의 설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수들은
변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물론 변수의 속성에 따라 다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
마도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이 그러한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
도를 둘러싼 변수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 또는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발생한 사건들을 단일의 총합적 결과, 표면적 징후의 시현, 익명성을 가진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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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과정으로 파악하는 사회과학계의 종래 경향은 인과적 법칙을 유도하는 구조적 변수
들(structural variables)을 찾아내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행위자와 사건과의 단절을 가져
와 사건의 관계적, 맥락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Aminzade,
1992: 457). 현실 행정에서도 변화하는 변수들을 정태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처방하는 일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태적 인
과법칙이 실천적 유용성과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을 제대로 갖추려면 일정시점에서 그 얼개
를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련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즉, 동태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
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정정길, 2002; 정준금, 2003).
또한 정책은 국민생활에 있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사이에 무엇인가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도빈, 2007). 즉,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행복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고,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것들을 정부는 시의적절하게 공급해주어야 하는 것이다(임도빈 외, 2008). 따라서 정책과
행정연구의 관점에서도 제도변화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시간적 관점에
서 배열하고, 시간적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시차적 변화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환경정책(정준금, 2005), 지방행정(이
승종, 2005), 공무원 인사제도(권해수, 2005; 정준금, 2005)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이론적
유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교육정책의 과정에서 시간성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육정책의 특성에서도 비
롯된다. 우선 교육은 인간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에 본질적으로 시간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
다. 교육의 힘은 당장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속적인 경우가 많다. 정책의 숙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효과에 있어서 인간의 변화라는 장기적 시현성이 필연적으
로 수반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거시적, 장기적 시야에서 목표를 설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또한 교육
정책에 관여하는 변수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이다.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이 보유
한 입학사정관의 숫자와 전문성 정도는 초․중등학교의 준비도, 전형요소와 중등학교의 교
육프로그램의 연관 정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제도 이해도, 사교육시장 반응 정도 등과 함
께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들이 된다. 문제는 아무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이 그 성숙도 등의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의 선후관
계에 따라 제도변화 효과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정정길, 2002). 많은 비용을 들어 대학
들이 충분한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고, 전문적 역량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의 준비에
앞서 사교육시장이 먼저 작동함으로써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앞서 대비하는 고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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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되풀이된다면 비록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는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제도의 성
공에는 종국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의도한 효과의 발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과 궁극적
성취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화
(prioritization), 개혁순서(sequencing)에 대한 전략적 구상, 개혁과정 자체의 유기적․동태
적 속성(dynamism)과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제도 참여자의 행태와 생리에 대한 심층적 분
석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개혁패널, 2007).
그동안의 교육정책 연구에서 시간적 변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동태적 관점의 연구는 많
지 않다. 최근 신제도주의 이론 또는 정치학 등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국내의 교육정책분석
의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시간성을 내재한 정책분석연구들이 나오고 있지
만 다수의 정책분석연구에서는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2차원적 평면위에 놓은 채 정태적
인과법칙만을 추구해온 경향이 있다. 교육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태적 관점
에서 정책의 정합성을 분석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1)

나. 동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요인
1) 시차적 부합성(sequence)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성공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시간적으로 잘
안배하여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마치 마차 앞에 달리는 말을 세워야하지, 말 앞에 마차
를 세워서는 안되는 이치처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원인변수들간의 시차적 순
서가 제대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 5.31 교육개혁안이 가지는 시대적 당위성과 현실
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그 효과를 도출시키지 못한 것도 새로운 교
육적 질서는 새로운 입법적 기초 위에 형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법 질서
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하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개혁
패널, 2007).
우선 제도개혁과 관련된 많은 변수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수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정정길, 2002).
첫째, 선행관계이다. 원인변수가 선행조건으로 충족되어야 의도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1) 신제도주의적 이론적 시각에서 시간성을 내재시켜 분석한 연구는 대학구조조정정책(신현석,
2004), 교원승진제도(신현석․전상훈, 2007), 대입전형제도(노명순, 2006), 학교평가(한유경․김은
영, 2008)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정책학에서 발전된 옹호연합 모형과 정책과정
단계모형을 결합하여 교원평가정책 분석에 적용한 연구(조흥순, 2009), 정책논변모형을 대입제도
분석에 적용한 연구(안선회, 2009)도 암묵적이나마 시간성을 내포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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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교원들에 대한 명확한 직무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과 평가기준이 설정되
어야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승관계이다.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도출하는 경
우로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시험 과목을 과감히 축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학원영업시
간을 조례로써 강제적으로 단축시키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보상관계이다. A가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B가 해소시켜 핵심요소인 A의 도입이 무
난하게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들이 권위있고 전문성 있는 입학사정관들을 정규직으로 선발하여 안정적으로 전형과정에
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 숙성기간(maturation)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소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하며, 이를
숙성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한 제도나 정책의 도입이 완전히 정착되어 소기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제도나
정책도입의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보다는 제도의 정착에 소모되는 대가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정정길, 2005;
정정길․정준금, 2005).
새로운 제도가 일정기간 후에야 기대했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
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지적인 측면으로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정책의
학습효과이고,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지 및 반대집단 상호간의 학습
으로 저항세력의 극복이 가능해지고 집행기관의 집행의지도 증가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
로 제도도입의 초기에 제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던 상황적 요소를 비롯한 제도관련 요
소들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제도의 정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정책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
게 된다(정정길․정준금, 2005).
3) 시간 규범(timing norms)

은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을 개혁주체세력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motivation-outruns-understanding)에서 찾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기존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개혁주체세력들의 개혁에 대한 혁
Hirschman(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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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 기대(revolution of expectation)와 강박관념(compulsive desire)이 차분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종원,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혁의지와 개혁능
력간의 괴리는 개혁추진세력이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정권담당자들은 기존의 사회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
념에 빠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개혁은 정권출범 초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더욱 유리하고, 그러한 개혁의 창(reform window)이 열려져 있는 시
간은 길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부는 집권초기에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그리고 정치적, 기술적 집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도 없이 많은 개혁안들을 쏟아내
게 된다(최종원, 2005: 158). 개혁관료의 이러한 투입지향적 작업방식은 개혁 프로그램의 실
천과 질적인 성숙성에 대한 일관된 무시를 가져오고, 그들의 급박한 시간적 틀은 권력이 미
치는 하부구조 종사자들(예: 일선 교사들)의 학습자로서의 변화노력을 방해한다(김인희,
2003: 64).

각급 조직이 제도를 기획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갖는 시간에 대한 관념 내지는 관점
에 관한 이해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급 교육행정조직의 경우 단일의 과업이 완성되기까
지의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 본다하더라도 불과 1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나, 중앙단위의
교육행정기관의 그것은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Bluedorn &
Denhardt, 1988: 305). 또한 정책에 대한 시간관념의 차이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참
여의 정도, 참여 방식 등의 차이를 가져와서 정책의 효과성 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정책이 중앙 정책관료들의 정책수립에서 출발하여 시․도교육청 등 각급
교육행정기관을 거쳐 일선 학교와 교실로 파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각 단계별 참여자들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간관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고 나름대로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부분의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가지는 교육개
혁에 관한 시계(time span)는 상대적으로 길고 안정적인 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
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앙관료집단의 시계는 상대적으로 짧고 급변한다. 한편 선거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부처 정무직 공무원들의 시계는
직업공무원제에 의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중앙관료들보다 더욱 더 짧고 급격하
다고 볼 수 있다 .
2)

2) 정책전달과정(policy delivery process)에서 나타나는 개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문제
점은 동일한 정책담당 조직 내에서 승진 및 전보를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상위직급
으로의 승진을 앞둔 고참 개혁관료에게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승진한지 얼마 되
지 않은 후배관료들에 비해서는 길지 못하다. 승진을 목전에 둔 개혁세력들이 가지는 짧은 시계
(time span)는 거시적․장기적 목표의 수립․추진보다는 단기적 성과위주의 전시성 정책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한상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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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주체들의 시간관념의 차이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치환경
에서 극명하고 나타나고, 이는 결국 정책효과 시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정책의 동태적 정합성 확보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특히,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선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포함)
선거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시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대단히 짧고, 불안정
하다고 할 수 있다 .
3)

4) 변화의 속도(pace)와 안정성(stability)

사회과학연구에서 속도(pace)는 주어진 시간에 발생한 사건의 수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Aminzade, 1992), 제도의 동태적 정합성을 주목하는 시각에서는 제도도입 과정의 속도
(pace)를 새로운 제도가 개혁관련 조직이나 개인에게 확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파악
하며, 아울러 제도의 안정성(stability)은 제도화가 완료된 이후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
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 즉 제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의미한다(정정길․정준금,
2005). 제도도입 과정의 속도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요소 및 상황적 변수들의 영향에 따라
완만하거나 빠른 진도를 보일 수 있고, 제도의 안정성 역시 제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서
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약속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성과
를 내지 못하고 원래대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고, 안정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책
도 있다(정정길, 2005).
Lawrence et al.(2001)은 제도화에 작용하는 권력의 형태(mode of power)와 그 권력이 맺
는 정책대상과의 관계(relationship to target)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속도와 안정성
에 미치는 요인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제도화 과정에 작용하는 권
력이 어떠하냐에 따라 제도의 안정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선 권력의 형태는 일부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나 집단들의 산발적 행위(discrete actions)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화된 실행체계(organized system of practice)를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 일화적 권력
(episodic power)과 체계적 권력(systemic power)으로 구분된다. 일화적 권력은 제도운영
3)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 또는 근접하여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으나, 정략적인 제안이라는 이유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개헌 논의를 차기 정권으로 넘
기라는 여론의 냉담한 반응 탓에 본격적인 공론화에도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정태호(2007)는 대
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 또는 근접 실시할 경우 양대 선거의 주기가 다른 5년 단임
제의 경우보다 선거정국 상시화로 인한 국정의 불안 및 저효율을 완화할 수 있고, 책임정치 구현
에 유리하며, 이른바 대통령 후광효과로 여대야소 정국이 출현하는 빈도를 높여주어 국정의 안정
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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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에 의해 구사되는 권력 구사 형태로서 권력의 행사 패턴이 단속적․산발적이고 방법
면에서도 운영주체들의 전략적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체계적 권력은 조직 속
에 내재된 일상적 관행(routines), 조직의 관습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서 사회화
(socialization) 과정과 각종 인증절차(accreditation processes), 각종의 기술 시스템, 보험과
조세체계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변화의 속도는 이상의 권력이 정책대상과 맺는 관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권력의 형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대상을 주체(subject), 즉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대행자(agency)로 인정하여 다뤄나가는 경우로서 정책의 대상과 정책의 추진에 관한 협상
을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 제도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정책의
대상을 객체(object)로서 다뤄나가는 경우에는 권력행사의 과정에서 정책대상의 대행자 또
는 잠재적 대행자들을 무시해도 좋은 경우로서 정책대상과의 협상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신속한 제도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일화적 권력보다는 체계적인 권력을 구
사할수록 제도의 안정성이 높게 되고, 제도운영의 주체들이 정책대상을 객체로 다루는 등
등 협상의 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Lawrence et al., 2001).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도화의 권력형태와 시차적 효과 모형

<

권력의 형태와
정책대상과의 관계

제도화의 시차적 효과
안정성(stability)

낮음



높음



낮음 
높음 
* Lawrence et al.(2001: 630)에서 재구성함.

속도(pace)

권력의 형태:
일화적(episodic)
권력의 형태:
체계적(systemic)
정책대상과의 관계:
주체(subject)
정책대상과의 관계:
객체(object)

관계 설정의 배경 논리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계속
적이고 반복적인 권력의 사용을
요구함
반복적 행위화를 요구하지 않는
일상화된 시스템 속에 침윤됨
정책을 지연시키는 정책대상과의
협상에 의존함
정책대상과의 협상에 의존하지
않아 신속한 변화가 가능

3. 분석의 틀

제도의 정태적 정합성은 제도가 그 자체로서 본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제도 내적인 정
합성과 제도 외적인 정합성을 말한다. 제도 내적 정합성은 원인변수 및 결과변수 설정의 정
확성과 원인-결과변수의 관계 설정의 부합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합성은 여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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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요소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바로 동태적 정합성이다. 동
태적 정합성이 포함하고 있는 시차적 요소들에는 변수의 시차적 부합성(sequence), 숙성기
간(maturation), 시간규범(timing norms),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pace and stability)으로 구
분하여 볼 수 있다(정준금, 2003; 정정길․정준금, 2005; Lawrence et al., 2001). 제도 정합
성 확보 요건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분석을 위한 틀로서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분석의 틀(제도 정합성의 요건)

<

정태적 정합성

동태적 정합성

• 제도 내적 정합성
• 시차적 부합성(sequence)
- 원인변수의 설정의 적확성 정도
- 선행관계, 상승관계, 보상관계
- 원인변수의 상황적/개념적 적합성 정도
• 숙성기간(maturation)
- 원인-결과변수간 인과적 관련성 정도
- 학습시간의 확보
• 제도 외적 정합성
- 상호학습을 통한 저항세력의 극복
- 맥락 및 환경과의 부합성 정도
- 제도 구성요소들의 호의적 변화
- 신제도적 요소와 구제도적 요소와의 결합성
• 시간규범(timing norms)
정도
- 정무직, 직업관료, 현장교육자들의 시간 관념
의 차이 고려
• 변화의 속도(pace)와 안정성(stability)
- 작용하는 권력(일화적/체계적)
- 정책대상과의 관련성(주체적/객체적)

III.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태적 및 동태적 정합성 분석

1.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평가

년 10월 28일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
환하고자 추진되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식 명칭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하 '2008 대입개선안')이다.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2008 대입개선안'의 정책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
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한 전형의 다양화를 추진하며, 대학간 선발 경쟁에서 입학 후 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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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쟁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이를 위해 다시 네 가지
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표기방식을 변경하고 그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둘째, 수능시험을 9등급만 제공하며, 셋째,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와 모집단위별 전
형을 도입하여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를 강화하고, 넷째, 소외계층 특별 전형의 활성화
등 사회통합 유도전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8 대입개선안'이 입안되던 시기의 정책당국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입제도
에 관한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이 저조하여 고등학교 현장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부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정시모집에서 대학들의 학생부 활용이 미
흡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사회풍조가 만연하였다.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 출제를 지향하였으나, 수능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
식이 팽배하여 학생들의 학원 의존도가 심화되었고, 특히 수능성적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제공되어 '점수따기식' 과열경쟁 및 사교육비가 유발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의 모집단
위별로 요구되는 적성과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시모집의 경우 획일적으로 수능 및
내신성적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성적 없이 학생선발이 가능한 대학에서도
전형의 편의상 수능성적을 요구하는 등 대학의 목표와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
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넷째, 과학고 및 외국어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등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학원화되어 초․중학교단계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되고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008 대입개선안'에 대한 정책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노명순(2008)은
'2008 대입개선안'의 전개과정을 딜레마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는데 '2008 대입개선안'의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는 내신강화와 대학자율선발이라는 상징화된 대안간의 충돌, 평등과
자유의 가치 대립, 대통령과 집단응집력이 높은 주요 대학들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어느 한 가지 입장만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책과정에서 비일관성
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선회(2009)는 Dunn의 정책논변모형을 활용하여 '2008 대
입개선안'의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는데, 정부의 정책주장과 논리적 기대와는 사뭇 다른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대입제도와 사교육시장에 관한 잘못된 정책정보의
투입, 정책주장들의 합리화 노력과 논거 보강 미흡,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예측이 미흡하였
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수경(2005)은 정책갈등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8 대입개선안'의 전
개과정을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보장 논리와 상위권 대학의 우수학생 선발권 보장이라는
대립 가치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국가적 수준의 공식적 의사소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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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2008 대입개선안'의 전개과정을 암묵적이나마 동태적 시간 변화를
채택하였다. 비록 명시적으로 시간변수를 분석의 요소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비일관
성의 원인, 제도의 실제적 타당성의 미흡, 갈등 가치의 쟁점화 등을 도출하면서 제도를 운
영하는 주체들과 제도의 대상들간에 벌어지는 시간의 개념을 간접적이나마 연구 속으로 도
입한 것이다.
2.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합성 분석
가. 정태적 정합성 확보 측면
1) 제도의 내적 정합성

제도의 내적 정합성은 원인변수의 완비성, 원인변수 상호간의 개념적, 상황적 부합성, 원
인변수와 결과변수 상호간의 부합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2008 대입개선안'
을 각 정책영역별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책변인 구조

<

정책변인영역

원인변수

학생부 표기방법 변경
학생부 기록 내용 충실화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
학생부 개선 용․기준 공개
고교-대학-학부모협의체 구성
교육여건 개선
수능등급만 제공
수능시험 문제은행식 출제(2010학년도)
개선
수능 복수시행 방안 검토
학생선발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다양화․특성화 동일계열 진학 촉진
사회통합 유도 대학정보공시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전형 활성화

결과변수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학들의) 대입전형 반영 비중 강화
(고교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사회의) 바람직한 학생선발제도 정착
(고교의) 교원 업무부담 경감 및 진로지
도 강화
(학생간) 점수경쟁의 완화
학생시험부담 및 사교육비 완화
″
(대학들의) 대입전형의 전문성 강화
특목고 교육과정 정상화
사회통합 유도(학생 구성원 다양화)
″
(
(

첫째, 원인변수의 설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 대입개선안'은 원인변수를 포괄하는
정책변인 영역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학생선발 과정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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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성화, 대입제도의 사회통합 유도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책변인 영역의 설정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생부, 수능, 학생선발의 다양화 및 특
성화영역으로의 구분은 정책효과의 도출(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고교교
육의 정상화)의 도출을 위한 변인영역으로 비교적 균형있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사회통합유도 영역의 설정은 정책의 결과변수가 대학 내 학내 구성원의 다양화로서 다
소 인과관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입생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학내 구성원의 다양화가 이루진다고 해서 대입경쟁이 완화되거나 고교교
육과정의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형유형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또
핵심 정책변수로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설정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 확대는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 현상 때문에 대입전형과정에서 학생부의 활용이 미흡하고, 따라서
학교수업 및 교내시험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저하되었다는 판단에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전자(성적 부풀리기)로서의 원인진단에 따른 정책변수 설정은 논리적이
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수업 및 시험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 저하)로서의 원인진단에 따
른 정책변수 설정은 인과적 추론이 다소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수업에
대한 관심도․집중도 저하는 수능과 대학별 고사에 대한 학교의 대비가 학원에 미치지 못
한 것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안선회, 2009: 179).
둘째, 원인변수 상호간의 상황적, 개념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이념적 지
향성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원인변수가 정책변인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생부 비중 확대, 수능등급제 도입, 사회통합 유도는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성 강화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노명순, 2008). 물론 다원
화된 민주사회에서 이질적 가치지향을 가진 정책변인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념적 잣대로 체
계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여러 영역의 정책들이 이념이나 가치 뿐
만 아니라 지향과 목표 면에서 일치성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이달곤,
2005). 그렇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변인들로 제도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 정책대상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수월하게 확보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 대입개선안'에서 학생선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제도
를 구성하는 원인변수간 개념적 부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즉, 입학사정관제가
원인변수로 설정된 것은 고교에서 작성한 충실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입학전형에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를 처음으로 대입제도의 영역
- 68 -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속에서 운영해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날로 증가하는 유럽계 이민자들의 입학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Karabel, 2005). 따라서 학생부의 충실한
기록과 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제도적 요소 간의 부합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면서 제도의 본질적 목표와 동
떨어진 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개념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2008 대입개선안'도 수
많은 여타 정책과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핵심적 요소에 대립되는 부수적 요소들을 포함시키
고 있다(정정길, 2002). 그러나 '2008 대입개선안'에서 사회통합 유도적 가치와 대입전형의
전문성 확보 가치에 대한 강조는 학생부 및 수능제도 개편이 가지는 정책적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개념적 정합성의 약화가 정책의 존립 자체를 흔들
만큼 문제시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상호간의 인과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분석하면, 우선 고교대학-학부모협의체의 운영이 바람직한 학생선발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측면이 많다. '2008 대입개선안'에서 고교-대학-학부모협의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입시개혁안의 조율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때문
이었고, 이러한 고교와 대학 간에 대화의 통로가 없으면, 우수학생의 선발에 관심이 큰 대
학과 그보다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집착하는 고교들 간에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깊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종의 ‘사회협약식' 문제해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안병영, 2007). 그러나 대입전형의 자율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 효과성 측면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 법적인
장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의제의 생산 및 관리주체 역시 대단히 불분명한 측면이 많다. 특
히 조합주의적(corporative) 전통보다는 국가주의적(statist) 전통이 강한 우리 행정풍토에서
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체들이 모여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실행력의 확보 여부와 제도적 장치의 지속성 정도를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4)

2) 제도의 외적 정합성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의 외적 정합성은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환경적 맥락과의 부
합성을 말한다. 우선 수능등급제의 사회적, 환경적 맥락과의 부합성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4) '2008 대입개선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수능등급제, 내신 원점수 표기 등을 골
자로 내세웠으나 입학사정관제나 대학정보공시제 등 사회통합 유도적 정책요소들은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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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대입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패턴이 나타난다. 그것은 대입에 관
계하는 세 주체, 즉, 국가, 대학, 고교가 대입전형요소를 두고 벌이는 경쟁적 상호작용이다.
각 주체들은 특징적인 전형요소를 보유하면서 운용하고 있는데 국가는 국가수준의 시험(수
능시험, 학력고사, 예비고사)을, 대학은 대학별 고사(본고사,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를, 고교는 내신성적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대입경쟁의 장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주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형요소를 대입전형과정에 앞세우고자 한
다. 대입전형과정에서 국가시험과 고교 내신이 강조될수록 대입전형의 자율성은 약해지고,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적어도 전형과정에서의 대학 자율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2008 대입개선안'은 대입전형의 다양화․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2학년도
대입전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는 있으나, 개별 정책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 확대와 수능등급제 도입 등 수능시험의 영향력 약화, 그리고
대입전형의 전문성(자율성이 아닌)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교를 대신한 국
가주도적 전형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국가주도 중심의 대입정책이 과연 시대적 상황 또는 교육적 맥락
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우선 수능등급제가 도입된 대입제도의 환경은 대학들로 하여금 우
수한 입학자원의 확보에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향후 대입제도의 전개 향방을 예측하는
데 불투명성을 안겨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추구한 공통된 대응은 바로 내신반영
률 약화 와 함께 논술 및 면접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와 실제 작
동하는 요소들간의 괴리(decoupling) 현상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상당 부분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이 서로 강제적(coercive)․모방적(mimetic) 동형화
(isomorphism)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 1991). 제도의
기술적 효율성을 통한 목표달성 보다는 제도의 형식적 모방을 통해 제도의 본질적 목표를
형해화시킨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국가적 개
입을 공식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대학입학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우선
2002학년도부터 줄곧 지속되어온 대입전형의 자율화가 심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대입전형
5)

6)

5) 일부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이 내신 3, 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교육부의
행․재정 제재조치 연계 방침에 따라 내신 1등급과 4등급간 격차를 겨우 1.5점에서 2.4점 정도로
약화시킨 바 있다.
6)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단계 전형에서 수능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 전형에서 학생부 50%, 논술 30%, 면접 20%를 반영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서울대 입시 논술이 가른다'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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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화에 기초하여 각 대학별로 다양한 유형의 입학전형이 시도되고 있었다. 사교육시
장도 이미 오프라인 학원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사교육 컨텐츠 제공
업체가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대
학과 시장의 움직임은 국가중심의 통제적 대입제도의 구축을 통해서는 의도한 효과의 달성
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제 대입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해(stake)를 갖고 있는 대학이 서울 소재의 일부 주요대학이라고 보았을 때 '2008
대입개선안'은 대학 전체를 단일의 정책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적실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부대학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대입전형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
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동태적 정합성 측면
1) 정책의 순차적 부합성(sequence)

대입개선안'에 작용하는 중요한 정책요소들의 순차적 부합성을 선행관계, 상승관계,
보완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인변수의 정상적인 작동을 촉진하기 위
한 선행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선행관계). ‘2008 대입개선안’이 근본적으로 의도한 정책목
표는 바로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표기방법의 개선과 기록 및 내용의
충실화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비중있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성취도 표기방법을 ‘원점수 표기제’로 전환하고, ‘과목별 석차등급제(9등급제)’로 전
환한 것은 드러난 문제점인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대증적으로 처방한 것에 불과하다. 학
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의 확대를 통해 대학의 학생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
성 있는 학생부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교교육 현장에서 성적부풀리기 현상이 발생한 계기
는 1998년도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 창조‘ 개혁조치가 담은 내신 절대
평가제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절대평가제는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평가의 실질적인
권한을 되돌려 주자는데 있었다. 교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평가의 권한을 확보하지 않는 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개혁관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
러나 절대평가제의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의 달성, 즉 과열된 대입경쟁의 완화가 이루어지
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에서 절대평가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과 학교생활기록부
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학교생활기록부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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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 즉 대입 과열경
쟁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증적으로 교과성적 표기방식을 원점수 및 과목별 석차 등
급제를 병기토록한 것은 순차적 부합성을 저하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8 대입개선안’이 의도한 상승효과, 즉 원인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결과변수의
도출을 의도하는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생부가 서류평가 및 면접에
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 걸쳐 충실한 기재를 요구한 것은 대학이 모집
단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모형의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 것도 결과적으로 학생들
을 학교교육에 충실히 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2008 대입개선안’ 속에 포함된 몇 가지 원인변수들간에 보완적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충실한 기록을 위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
해 교원 법정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교과교실의 설치를 확대하며, 교원의 인사이동
시기를 조정하고, 대학의 진학정보 제공을 위한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보완적 관계는 다분히 이론적 측면에서의 보완관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행정자치부가 강력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었고, 공무원 증원은 부처의 예산확보 과정 못지않게 정치적 작용과정이라
는 점이다. 이러한 교원증원 과정의 정치적 특성을 교육관료들도 잘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
게 ‘2008 대입개선안’에도 정치적 역학이 작동하도록 포함시켰다 . 즉 국무총리실의 힘을
빌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 그런데 보완적 관계 설정 측
면에서의 문제점은 법정정원과 교사들의 평가부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법정정원이 확보
된다고 하여 교사들의 진학지도 내지 학생부의 충실한 기록을 위한 평가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교사들이 종전보다 보다 학생평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원
들의 각종 공문처리 등 교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나 판단된다. 또한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
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진로지도 강화를 꾀하는 전략도 대학정보공시제가 담고
7)

8)

7) ‘2008 대입개선안’에는 교원증원 문제가 공무원 정원 정책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대단히 경직화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교원증원 문제를 공무원 정원 문제와 분리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 연구
를 통해 부족교원을 충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
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2004년말
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8) 당시 국무총리는 1998년 교육부장관으로서 종래 획일화된 점수위주의 대입제도를 다양한 전형방
식 도입을 주요 특징으로 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입안한 이해찬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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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 여부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인과적 관계설정이 대단히 취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의 숙성기간(maturation)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도 생겨난다.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숙성기간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한 방향으
로 자리잡기까지의 학습기간(learning time)이 필요하고, 반대세력의 제도에 대한 상호학습
(mutual learning)을 통해 집행기관의 집행력도 고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제도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자리잡는 등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정길․정준금, 2005). 그러나 '2008 대입제도개선안'은 충분한 숙성기간의 확보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이상의 호의적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제도의 시행을 불과 몇 개월을 앞두
고 제도의 도입이 결정됨으로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으며 저항세력의
학습부재를 불러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된다 . 그 대표적인 것
이 바로 ‘죽음의 트라이앵글’ 논쟁이다. ‘2008 대입개선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논술, 수능,
내신이라는 세 가지 모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냈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
들을 생산하는 등 제도의 위기국면을 부채질하였다.
제도의 숙성을 위해서는 원인변수들의 순차적 집행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도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선 고교-대학-학부모협의체의 가동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거버넌스를 확보하지 못했고, 대학정보공
시제 및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 공시 등이 법령화되지 못하여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이 충
분하지 못했으며, 법정 교원정원 및 교과교실 확보 등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9)

10)

9) '2008 대입제도개선안'에 따른 새로운 내신제도는 2005학년도에 고교 1학년에 진학한 학생들부터
적용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2004년 10월말)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신성적 반영 여부 또는 그 비율에 따라 고교 선택을 달리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현실적
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숙성기간은 거의 주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10) 상호 학습기회의 부족은 교육부 실무과장의 홍보성 글에도 나타나 있으며(박융수, 2005), 기타
장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회, 서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등에서 나타났다(아래 <표4>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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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규범(timing norms)

대입정책만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정책도 흔치는 않다. 그만큼 정책의제화-제도설계-제도
집행-제도효과도출 단계에 작용하는 시간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
부는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외쳤고, 핵심적인 교육개혁 사안인 대입제도의 개혁은 정
치적으로 늘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의 몇 년간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2002학년
도 대입제도'가 발표되었고,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04년에는 수능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08 대입개선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곧바
로 '2008 대입개선안'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가해졌고, 그 다음 해인 2009년에는 '입학사정
관제'로 대입정책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왜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초기 년도에 이
렇게 새로운 대입개혁이 반복되는가? 그 단서를 대입개혁 주체 세력의 짧은 시간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개혁세력은 당초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국민적 약속을 지
켜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 준수를 위한 강박 관념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극대
화된다. 특히, 5년의 정권기간 사이사이 마다 있게 되는 각종 선거를 의식하면 더욱 심리적
조급함에 내몰리게 된다. 대입제도의 개혁은 늘 정치세력의 단골로 등장하는 정책의제였고,
집권세력마다 달리 주장하는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는 반드시 있어주어야 하는 필수적 개혁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개혁과제는 정권 초
기 대통령의 힘이 살아있을 때 실행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개혁세력은 믿게 된다.
그래서 지난 정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집권 초기에 대입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개혁
세력은 두 부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 부류는 바로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하
는 정권획득세력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이러한 정권획득세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관료세력이
다. 정권초기에 정권획득세력의 짧은 정책에 대한 시간관념은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긴 시간관념을 가진 관료세력의 힘과 전문성을 압도하게 된
다. 이러는 과정에서 개혁안은 다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권의 개혁색채의 선
명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내용을 담게 되는 것이다.
'2008 대입개선안'은 이러한 개혁주도세력의 시간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투영된 대
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능등급을 5등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9등급으로 할 것
이냐를 두고 대통령과 장관, 정권획득세력과 관료세력간의 갈등은 바로 시간관념의 차이가
심각한 정치적 갈등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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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의 속도(pace)와 안정성(stability)

대입개선안'의 추진과정에는 제도운영 주체들의 일화적(episodic) 권력 작용이 유난
히 빈번하게 묻어나 있다. 우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수능등급제 도입을 둘
러싸고 당시 대통령, 청와대, 여당의원들과 교육부장관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 이후
에도 학생부의 반영확대와 이른 대입 3불 원칙의 재확인 등의 과정에 대통령의 개입과 의
지천명, 장관 담화문 발표 등은 대입제도 운영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대입제도를 일화적 권
력으로 다뤄나갔음을 의미한다. 일화적 권력의 적용은 제도운영주체들의 제도의 지속을 위
한 끊임없는 반복적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2008

(Lawrence et al., 2001).

제도화의 속도(pace)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제도운영의 주체들이 제도의 대상을 자신
들의 권력 행사과정에서 심도있게 고려해야할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면 정책의 대상은 철
저히 객체화(objectified)되고, 제도화의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2008 대입개선안'의 추진과
정에서 정책당국이 가진 권력의 작용 대상은 곧 대학들이다. 하지만 '서울대 입시안을 초동
진압하겠다'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면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식의
발언은 정권획득세력 내지는 제도운영 주체들이 대학을 얼마나 무기력한 객체로 인식하였
는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제도운영 주체세력들의 권력작용의 양태는 짧은 숙성기간에도 불
구하고 빠른 제도화를 유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만큼은 원
래의 개선안대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입을 위한 경쟁의 압력이 상존하는 교육현실은 끊
임없이 정부와 관련 주체들간의 관계를 흔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과의 관계에
서 정부와 제도가 표방하는 이상과 대학이 입학전형과정을 통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복잡한 협상, 재협상의 과정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 특히, 내신반영율의 확대를 둘러싸고,
서울 소재 일부대학들이 공공연히 제기한 문제시정 요구들은 대입제도에 작용하는 권력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객체화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새로운 정권의 출범으로 인해
제도가 원천적으로 붕괴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2008 대입개선안'의 전개와 관련한
주요한 권력작용의 양태를 발생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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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8 대입개선안'과 권력 작용의 양상

<

연월

주체

형식

일화의 내용

교육부와 국정현안조 수능을 5등급제로 하자(교육혁신위)는 의견과 9등급제로 하자
'04. 8
교육혁신위
정회의 (교육부)는 의견이 대립, 결국 9등급제로 정리
1등급 비율을 4%로 하자(교육부)는 의견과 7%로 하자(청
'04. 10 교육부와 여당 당정협의 수능
와대, 여당)는 의견이 대립, 결국 4%로 정리
안병영
취임 9개월 "고교등급제 파동 때문에 새대입제도의 본질과 기본방향에 대한
'04. 10 교육부총리
소회 편지 실질적 논의가 실종된 것임"을 언급
김진표
대국민 전국교사, 학부모, 언론에게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
'05. 5
교육부총리
호소문 조 요청
이유로 자살한 학생들을 추모하고, 과중한 내신부담
'05. 5
청소년단체 촛불시위 성적비관을
을 유발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 촉구
교육부
이메일 학생부가 2008 입시에서 결정적인 전형자료가 되지 않을 것이
'05. 6 학사지원과장
홍보 고, 다양한 전형자료가 활용될 것임을 강조
'05. 7
여당의원
당정협의 "서울대 입시안을 초동진압하겠다"는 발언
김신일
대국민 일부대학들의 수능위주의 2008 입시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07. 3
교육부총리
담화문 국민적 협조 요청
서울대,
일부
입학처장
내신 2등급(서울대), 내신 4등급(일부 사립대)까지 만점을 주겠다는
'07. 6
사립대들 인터뷰 등 방침을 밝힘으로써 내신 무력화 논란 제기
교육부
기자 수능, 논술에 비해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07. 6 대학지원국장
브리핑 행․재정 제재 방침 밝힘
정부의 행․재정 조치 예고 등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간 격
'07. 11 일부 사립대 정시모집요
강
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실상 내신 무력화
김신일
언론
'07. 12 교육부총리
인터뷰 수능등급제 보완 방침 없음 확인
언론 수능등급제 보완은 지금의 중 3학생이나 아무리 빨라도 고 1학생을
'07. 1
교육부
인터뷰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언급
언론 교육부의 여론 수렴후 개선보완 방침을 거부하고, 사실상 수능등급
'07. 1 대통령직인수위
원회
브리핑 제 폐지 언급
언론 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인수위의 수능등급제 폐지는 교육현장을
'07. 1
청와대
브리핑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
언론
'07. 1 대통령직인수위
원회
브리핑 대입 3단계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수능등급제 폐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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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적 논의 및 제언

정책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황적 변수를 포함한 영향요인들을 체계적
이고,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고려하는 일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정책의 정
합성은 정책이 기획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제도적 구성요소들간에 서로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 및 사회적 맥락과도 상황적으로 잘 들어맞아야 하고(정태적 정합성), 흐
르는 시간 속에서도 정책요소들간의 순차적 배열, 일정기간의 숙성기간의 확보, 시간규범의
일치성 유도,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동태적 정합성).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2008 대입개선안'을 사례분석한 결과, '2008 대입개선안'은 적
확한 원인변수의 설정, 원인변수 상호간의 개념적 부합성 확보, 원인변수의 결과변수 상호
간 연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imon(1957)이 지적하였듯이
개혁관료들도 인간인 이상 부분적으로 합리적일 수밖에 없고,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감정과 비합리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제도설계자들은 복잡한 문제들을 형성 및 해결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특히 한국 교육적 맥락에서 대입제도와 관련된 정책환경의 복잡성과
인과적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임을 고려했을 때 제도의 내적 정합성의 완
전한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외적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정
부의 수능등급제 실시에 대해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 전략으
로 맞서는 이른바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제도의 본질과 실제 작동요
소가 괴리(decoupling)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이 상당한 자원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 제도의 채택이 가져
올 시장 및 여론 반응의 불명확성 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학의 제도 운
영자들이 불가피하게 채택한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학들의 전략과 행위의 동
형화 현상은 오늘날 정부의 대학관련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윤상섭, 2005; 장덕호, 2009).
또한 동태적 정합성 틀에 기반하여 '2008 대입개선안'을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우선
'2008 대입개선안'의 기획자들은 대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반 여건에 관한 순차적 고려 없
이 수능등급제, 내신표기방법 개선 등 몇 개의 제도적 장치만을 수정함으로써 인과적 시차
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제도의 숙성을 위한 상황적 여건의 확보에 실패하였고, 제도 운영
주체들의 시간관념 차이에 따라 주체들간 상당한 갈등적 요소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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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episodic) 권력작용의 노정으로 인한 제도화의 안정성도 많이 지체되었고, 일시적으로 제
도의 대상을 객체화(objectified)함으로써 단기적 제도 도입에는 성공하였으나, 대입제도의
본질적 속성인 제도화 과정상의 주체-대상간의 협상 노력이 미진하였고 제도의 완전한 도
입과 정착에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도의 정태적 정합성의 확보가 제
도설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다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2008 대입개선안'의 동태적 정합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욱
엄밀하게 관리되어졌어야 했다. 한편 이러한 대입제도 운영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안
정성과 부정합성을 고려할 때, 제도변화를 위한 여건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확보 노력과
함께 대입 정책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한 안정적 법제의 확보 등 제도관리방식의 근본적 변
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그 어떤 정책영역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하고, 시간을 두고 지
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개선이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는 바
로 이러한 시차적 관점이 정책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관료들이 개혁정책의 이론적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체
계적인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혁관료들의 학습능력을 제고시
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요소들 상호간의 인과적 추론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향
상된 정책추론 능력이야말로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첩경이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자주 변화하는 리더십, 흔들리는 가치적 지향성, 그에 따라 표류하거나 방
치되는 수많은 정책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 거버넌스가 필요
하다. 특히 개혁세력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의 차이'와 '개혁 조급증'이 초래하는 교육정책
의 상시적 불안정성의 시정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가 요청된다. 셋째, 정책
의 과학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이다.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해치는 또 다른 요인은 과
학화된 증거의 부족이다. 논리적 인과성에 바탕한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
책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합리적 토론과 공론화가 가능한 상시적 정책 공론화의 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 그 중에서 다양한 제도변화의 압력이 상존하는 대입정책에도 정책의
정태적․동태적 정합성 분석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문제를 포함
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추가적 검증을 위해 제도 설계자 및 제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심층면담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제언의 도
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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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200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Reform:
From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Congruence of Educational Policy
Deok-Ho, Jang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uggest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institutional
congruence of educational policy an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institutional
congruence of '200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Reform' building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alysis of the reform clarified that the reform
had some problems with setting precise causal variables, conceptual
coherence among the variables, and relationship between causal and result
variables. From the viewpoint of acquisition of external congruence to
environments,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rising from colleges' placing
higher value on essay tests and interview with marginalizing GPA elements
of high school graduates has led to the effect that the formal objectives of
institution have been decoupled from the real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as
the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ists have argued. The reform was not
successfully launched because it has revealed the facial revision without
much consideration of sequenc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given
educational condition, the lack of adequate matu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stitution, the manifestation of difference between bureaucrats' strong
will for the success of reform and their lack of ability, rising from the
perceptive difference of time norms on policy effect, and weakening stability
rising from power group's wielding of episodic power with combination of
essential feature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at requires incessant
negotiation with policy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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