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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소 영(숙명여자대학교)*
김 지 연(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입 간소화 정책 하에서 한국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특징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6학년도 4년제 대학 신입생 20명을 대
상으로 1-2차례 각 1-2시간에 걸쳐 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전사하였으며, 전사 결과를 내용분
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생들은 전형별 특성에 따라 자신의 출신 고교

및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입학전형을 결정하였다. 둘째, 전형 준비에서 고교 교사의 안내
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고교별 편차와 고교 내 자원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고교 내 지
원은 특별반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나타나 소외 집단이 발생하였고, 이 때 학부모와
사교육의 개입 여지가 크게 발생하였다. 대학입학 준비과정에서 교과 활동은 문제풀이 중심
의 강의식 수업을 통해, 비교과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자치단체
나 대학 등 고교 밖 기관과의 연계 활동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교 혹은 고교 교사
역할의 중요성, 대학입시에서 한 줄 세우기 현상의 완화, 학교 내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 필
요성, 학교 밖 기관과의 연계 활동의 의미 등을 논의하였다.

：대학입학전형제도

[주제어 ]

,

고등학생 대입 준비과정, 대입전형 간소화

I.

서 론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2013)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대별되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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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 자율화의 기

조에 따라 대학입학에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한 선발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대학
과 학생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입제도가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의
의미가 매우 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해왔고(김은영, 김미란, 양성관, 임진
택,

2013),

선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 역시 변화하고 있다. 즉, 대학 입학에서 입

시 비리와 관련된 부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이에 따라 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고사만이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각광받았던 시기를 지나
하나의 객관적 잣대 혹은 현재의 학업 성취가 아닌 학생의 잠재력 혹은 적성이 선발의

5·31 교육개혁에서 언급된 ‘시험’이 아닌 ‘전
형’으로서의 대학입학제도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결과 대학 입학에서 수능·학생부·논
술 등의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게 되었다.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전문화, 자율화
기조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입학전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사교
육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한겨레, 2016.03.16.).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대학 입학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 1
등급 학생의 학생부 조작 및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표절 및 표절 의심사례가 발견
되고(대학저널, 2016.09.07.), ‘교내상’ 발급이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서울신문, 201
6.10.20.). 또한 교과성적과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중요한 준거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류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연합뉴스,

2016.10.20.).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
장은 학생과 학부모 간에도 나타난다. 최근 유웨이중앙교육에서 2017년 대입 수험생 26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71%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추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63.4%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유웨이중앙교육 공
식블로그, 2016. 06. 10.).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동아리 등 다양한 학교 내 활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학부모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은 학생부종
합전형으로 인해 교과수업의 의미가 약화되고, 또다른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가정의

·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영향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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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이수정,

71

2016).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입학 과정에 대해 언론을 중심으로 갖가지 추측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동안 대학입학을 어떻게 준비하

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언론에서
학생의 대학입학 과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한겨레,
따라 일부 현상만이 부각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6.03.16.), 이는 의도에
한계가 있다. 대학입학에 대

한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고

등학교 3년 간 어떠한 과정과 내용으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정광희, 박병영, 조덕주, 손민호(2010)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초기에 진행된 것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진행된 연
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이루어지는 실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광희 외(2010)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 하에

서 실제 고등학생은 어떻게 대학입학전형을 준비하여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 준비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이 인식하는 대학입학전형을 이해하고, 정책이 집행되는 학교 현장에서의 한계,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Ⅱ
1.

.

이론적 배경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천

가.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전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지만 시험 점수뿐만 아니
라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결과와 다양한 재능을 대학 입학에 반영하자는 정책 지표의

31일에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
혁안’으로 볼 수 있다(정책브리핑, 2007. 09. 17.). ‘교육개혁안’에서는 대입제도를 ‘시험’
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으로 보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국민
의 사교육비 부담 축소라는 원칙하에 전형방식을 대학 자율로 맡기고, 다양한 전형 자
료를 대입 전형에서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때, 대입전형제도는 고등교육 진입단계
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원칙과 전형기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포함하는 학생선발에 관한 비교적 정형화된 법제적 틀을 의미한다(김동석, 2013).
시작점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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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현행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전형이 본격적으로 다양화되
었다(정광희, 박병영, 조덕주, 손민호, 2009). 당시 개선안에는 대학이 모집 인원 및 선발
방법을 다양화하는 대입제도운영 자율화, 수능·학생부·논술 등의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
특별 전형 및 추천 전형 확대, 수시선발 도입, 수능 시험 영향력 축소 및 총점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교육부는 2004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
책’,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방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반영 폐
지 및 등급화,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 고등학교 학생부의 교과·비교과 기록의 종합적 평
문민정부에서 발표된

가 등을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제 고교 간
에 존재하는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대학의 문제제기에 따라
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도의 도입 및 확대에 발맞추어 가속화되었다(정광희

2008년도부터
외, 2011).

2008년

이명박 정부

시행된 입학사정관제

한편,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대학별 전형의 다양화와 전문화는 학생 및 학부모

에게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학입학 준비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
키고, 학부모의 정보력이나 배경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한겨레,

03.16.).

·

2016.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

를 목적으로 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입전형 간

소화’ 정책은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 체계를 표준화한 것으로, 수시는 학생부 위주(교과와 종합), 논술
위주, 실기 위주의
수를
화를
혹은
회적

3~4가지로, 정시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의 2가지 이내로 전형 방법
축소한 단순화 정책이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공교육 정상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의 내실화,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의 등급반영 완화
폐지, 일부 수시전형에서의 우선선발 폐지, 특기자 전형의 제한적 운영, 대학의 사
책무성에 의거한 사회 통합 전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대학입학전형의 현황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5.08.07.) 2016학년도 기준 전체 모집인원은 365,309명으로, 전년대비 11,588명 감소하
였다.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243,748명(66.7%)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
고,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121,561명(33.3%)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선발이 증가한 이유는 학생부중심전형 선발이 201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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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2015년 55.0%, 2016년 57.4%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생부중심전형은 교과(내신)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비교과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 비율
은 2015년 38.7%에서 2016년 38.4%로 다소 감소한 데 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
율은 2015년 15.7%에서 2016년 18.5%로 2.8% 증가하였다. 상위권 대학들에서 학생부종
년도

합전형 확대에 앞장서고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 및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
로 보인다(부산일보,

2016.08.03.). 이외에 예체능 등 실기전형이나 어학능력 우수자를 위
한 전형, 사회통합전형, 논술전형 등이 있는데, 논술 전형의 시행 대학 수 및 모집 인원
은 감소 추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은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볼 수 있다.1)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 기간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대학의

·

건학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전형 특징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허용
되던 학교 외부의 활동 내용 반영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교내

·

에서의 교과 비교과 활동 비중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전형 명칭의 변경이라기보
다 전형 성격이 보다 일반전형에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핵심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대입전형체계가 표준화되었다. 수시전형은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정시전형은 수능 위주,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전형 방법
수가 축소되었으며, 전형 유형별로 주요 전형 요소가 확정되었다.2) 또한 수시모집에서

수능시험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등급만 사용)하되,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되었다. 수시모집 지원횟수도

6회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학생 간

과도한 입시경쟁을 야기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원서접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수
렴한 것이다(폴리뉴스,

2012.01.20.).

1)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육성·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대학교
육협의회·교육과학기술부, 2008).
2) 전형 유형별 주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위주전형인 학생부 교과(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교과, 면접,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위주전형(논술 등), 실기위주전형
(실기,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수시·정시 공통), 정시 수능위주전형(수능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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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 분석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최근 연구는 연구 주제에 따라 크게
문제점 및 개선방안(양성관,

2009;

·

손희권 주휘정,

2009;

1)

대입제도의

김은영, 김미란, 양성관, 임진택,

2013; 안선회, 2013; 안수진, 안선회, 2015), 2)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입학 이후 학생 적응
(김준엽, 박소영, 신혜숙, 민병철, 2013; 류영철, 2013; 박승민, 변복수, 2014; 김대현, 이수
영, 최혜림, 2015; 백승희·정혜원, 2016; 이혜연, 조명희, 이현우, 2016), 3) 대입제도와 사
교육비 간의 관계(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이희숙, 황여정, 2006a; 채창균, 유한구, 류지
영, 이수정, 장석환, 2009; 이수정, 2011, 이수정·조원기, 2014), 4) 대입전형별 핵심 전형
요소(김동석, 2013; 이기혜, 최윤진, 2016), 5)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학(정광희 외, 2005,
2010;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이희숙, 황여정, 2006b; 조상식, 이종태, 안선회, 2006; 박
소영, 이희숙, 2007; 김미란, 정광희, 이호섭, 2009; 김보경, 최지은, 유평수, 2015; 김경화,
2016)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입제도 및 개선방안을 다룬 연구들은 특정 정부에서 시행한 교육정책의 성과
와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혹은 입학사정관과 같은 특정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
출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로 김은영 외(2013)는 이명박 정부의 대입전형정

책을 분석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 개발, 대입전형에 대한 정부 책무
성 강화, 대학 특성에 따른 대입 전형의 자율화 유도, 고교-대학 연계 제도 구축,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전담
조직 정비 및 예산 지원을, 마지막으로는 고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교사
의 업무부담 완화, 고교-대학 연계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입학 이후의 학생 적응에 대한 연구는 고등교육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

구들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김준엽
외(2013)는 한국교육종단연구

4~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자발적 학습활동 정도, 수업 참
여도, 대학 프로그램 참여활동, 자치활동 참여 활동 등을 비교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전
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이다. 최근 이와 관

련된 연구는 대입전형 다양화가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과 조원기(2014)는

2004년, 2007년, 2009년, 2012년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내신 반영 비중 강화정책이 고교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
적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학생부 반영 비중을 높이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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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네 번째로 대입전형별 핵심 전형 요소에 대한 연구는 대학입학전형별로 학생 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혜와 최
윤진(2016)은 한국교육종단연구

1~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로 대학에

서의 학생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정시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이, 수

시전형에서는 학생회임원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수상실적, 교사진로지도 등 학교교육경
험이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학 혹은 대학교육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두 가
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한 범주로는 고교-대학 연계와 관련된 연구 흐름으로 대학
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 선상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 역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연구와 연계 현황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정광희 외,

2006b;

박소영, 이희숙,

2007;

김미란 외,

2009).

2005;

김미숙 외,

한편,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및 학교의 대학 입학 준비과정과 관련된 연구로는 정광
희 외(2010)와 김보경 외(2015)의 연구가 있다. 김보경 외(2015)의 연구는 고등학교의 학
교교육과정계획서 분석과 현장교사 설문 및 면담을 통해 대입준비 전형요소에 대한 학
교 현장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시행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진로, 독서, 동아리)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활동은 수
능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설계의 기반이 된 정광희 외(2010)의 연구는 대학신입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대학 진학준비와 관련된 고교시기의 학습경험, 진로선택 및 진학과정, 대입
전형과 관련된 대학진학 준비과정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생활은 대학

입학을 중심으로 수업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문제풀이식 수업,
대입준비과정에서 성적에 따른 배제현상, 비교과활동의 취약함, 진로 관련 체계적 안내

및 지도의 부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대입전형의 다양화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얻으면서도 동시에 대입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정광희 외,

2010).

정광희 외(2010)의 연구는 입학사정관전형 도입 초기에 진행된 반

면, 본 연구는 대학입학 간소화 정책 발표 이후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와 이로 인해
학생부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준비과정 및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로,

년도 4년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6년 9-10월

사이에 심층면담을

2016학
실시하였다.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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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제보자가 정보나 의견, 신념 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
어적 의사교환’ 혹은 ‘목적을 가진 대화’로 정의되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 자료 수집 방
법이다(Bogdan

& Biklen, 2007; Lecompte & Preissle, 1993; 이용숙 외, 2005; 정영수 외,
2011에서 재인용). 또한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이
해할 수 있으며, 관찰하려는 상황에 대한 폭 넓은 견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
다(조영달, 2005; 정영수 외, 2011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전형을 선택하고 준비하는지, 대학입학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방법으로 심층면담을 주요 방법
으로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은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준비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주 목적을 두었으
므로,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장 최근에 대학에 입학하여 기억의 한계나 정확
성 등의 한계가 비교적 가장 적은

2016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을 연구 대상으

로 삼았다. 본 연구 대상이 되는 대학은 수도권 소재 중상위권 대규모 대학으로,

2016학
년도 수시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 대비 54.9%, 정시전형에서 45.1%를 선발하였다. 수시
모집 인원 중 학생부중심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56.1%(학생부교과 23.8%, 학생부종
합전형 32.3%), 논술전형 28.5% 등이다(정원 내 기준). 연구 대상은 학생의 입학전형을
고려하기 위해 소속 대학 입학처의 추천을 받아 최종 합격한 대학입학전형과 출신고등
학교 소재지 크기, 재학 학과 계열 등을 고려하여 현재

1학년

재학 학생 중

20명을

선

정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은 한 학생이 여러 대학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졸업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였다. 면담 대상 학생들에게는 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참여 동의를 얻었다. 면담 실시 이후, 녹취 과정

에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요 인적사항은

<표 1>

1

학생

2

같다.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면담대상
학생

<표 1>과

학과

재수
고교소재지
여부

수학

현역

문화관광 현역

고교유형

입학전형

지원경험 전형

읍면지역

사립일반고

농어촌특별전형

논술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읍면지역

사립일반고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농어촌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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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대상

학생

3

학과

법학

재수
고교소재지
여부

재수

특별시

고교유형

공립일반고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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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경험 전형

(현역)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재수)

논술전형
정시전형

논술전형

학생

4

의류학 현역

중소도시

공립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

5

아동복지 현역

특별시

사립일반고

정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

학생

6

교육

재수

중소도시 외고(특목고)

논술전형

(현역,재수)논술전형

학생

7

경영

현역

중소도시

특성화고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학생

8

미디어 현역

중소도시

공립일반고

정시전형

정시전형

학생

9

영어영문 현역

특별시

공립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학생

10
11

학생

12

학생

경영

현역

특별시

공립일반고

논술전형

논술전형*

경영

현역

광역시

공립일반고

논술전형

논술전형*

수학

현역

광역시

공립일반고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경영

현역

중소도시

공립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교육

현역

중소도시

사립일반고

논술전형

논술전형*

특별시

사립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

13
14
15

학생

16

교육

현역

중소도시

공립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학생

17

교육

현역

중소도시

공립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학생

18

식품영양 현역

읍면지역

공립일반고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농어촌툭별전형

학생
학생

학생

19

학생

20

홍보광고 현역

현역

중소도시

공립일반고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

생명공학 현역

중소도시

사립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교육

주: 학생들이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응답한 전형은 *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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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 중

·

정 보완하여 학생별로

1~2회

2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 내용을 수

면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회의

실, 강의실 등을 활용하였으며, 피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다.
면담은 각각

1~2시간

전후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중에 적은 기록과 면담이 끝난 후 전

사한 내용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다만,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기억회상법을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의 왜곡 혹은 망각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 시 명료하지 않은 내용은 추후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피면담자의
확인을 거쳤다. 면담방식으로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기본
적으로 미리 준비한 면담지를 사용하지만,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면담자의 답변
과 맥락에 따라 질문의 순서, 내용, 방식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 융통성을 갖는 면담
방식이다(정영수 외,

2011).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문헌자료 분석 방법 중
하나인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용어나 주제의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여 용어나 주제의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할 때 사
용된다(Atkinson

& Coffey, 1997; 정영수 외, 2011에서 재인용). 내용 분석을 위해
Biklen(1992)이 제안한 단계인 메모, 코딩, 심층 코딩, 주제 발견의 순서로 진

Bogdan과
행하였다. 이는

면담과정에서 기록한 메모와 전사한 자료를 읽으면서 하나의 문단 혹은

하나의 스토리 영역(예,
교생활에 열심히

“특별반”), 핵심 단어(예, “안심 지원”) 혹은
참여하였다.”) 등을 메모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핵심 문장(예,

“학

재조직한 후, 이를

다시 읽으면서 영역 및 핵심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로 연관되는 내용끼리 재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제(예,

“고교

진학지도의 학교 내 편

차”)를 추출해 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연구 진행 과정 동안 순환적으로 반복되었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Ⅲ
1.

.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준비과정

대학 입학 전형별 다른 지원 특성

가. 학생부 교과전형: “안심지원” 학생
본 연구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하거나 합격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내신 성적으로 충분히 합격 가능한 학교에 지원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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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은 반영교과나 반영방법이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교과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
학교보다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체 교과 환산 방식에 맞춰 산출된 성적
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
거나 혹은 대학 홈페이지에 실린 이전 년도의 입시 결과(합격자 평균 성적)에 비추어
자신의 내신 성적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나 수
시전형 응시 기회(총 6회) 중 소위 “안심 지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에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마지막 지망에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붙을 수 있
는 안심 지원으로 학생부교과전형에 응시했습니다.(학생 2)

나.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열심”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은 공통적으로 학교생활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실히 고등학교 생활을 이수한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

학생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수시로 쏠리는 경우, 학교에서 참여한 리더십, 동아리 등

활동이 많은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지원했어요. 저는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았거든요. ‘나는 학
교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대학까지 보내주네?’ 라고 생각해서 1학년 때부터 목표가 학생부종
합전형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학교 학생들
이 거의 다 수시로 입학하고, 친구들이 거의 다 학생부 종합, 95%정도였던 거 같아요.(학생 15)
저는 오직 학생부종합으로만 썼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그냥 학교생활을 뭔가 열심히 해
서 1학년 때부터 학급 임원진도 하고, 동아리도 열심히 하다 보니 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학
생부종합만 파자,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했어요.(학생 9)
저는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교육청 주관 과학
나가서 상을 수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했어요.(학생 20)

R&E

대회에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동기와 비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만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들은 대체로 내신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
단한 경우 다양한 활동경험을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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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는 딱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기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 같고, 종합은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이 과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잠재적으로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 보면 종합을 쓴 애들은 자기 성적보다 약간 높은 학교를 쓰고, 교
과는 낮거나 딱 자기 수준인 학교를 써요.(학생 12)

·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반적인 교과성적 수준, 창의적 체험활동에의 적극적 주도

적 참여, 동아리, 수상내역, 일부 교과 성적, 독서, 연구 및 발표(토론 포함)에의 참여와
전공과의 연계, 봉사, 학생부에 기재된 인성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반영한다.
다. 정시전형: 특별한 준비 없이

정시전형은 수시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

·

는 전형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부(내신 성적, 다양한 교과 비교과 관련 활동), 논술
과 같은 별도의 대입준비 전형요소에 대한 준비가 특별히 없어도 지원하는 전형으로 인
식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교과성적,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 관련 전형에 지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등급이 거의 유사하여 정시전형을 준비하였다고
하였다.
제 내신이 교과를 6개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성적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
교과를 철저히 대비한 것도 아니었고,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한 것도 아니었어요. (중략)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랑 내신 성적이 거의 비슷했어요. 선생님들이 ‘너는 신기하다. 그러니 정시를
해라’ 그래서 정시를 끝까지 준비했어요.(학생 19)

라. 논술전형: ‘보험’으로
학생들은 ‘논술’이라는 전형요소에 대한 신뢰 혹은 적극적인 준비동기를 보이기보다는

대다수가 정시전형 응시에 대한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논술’시험 혹

은 논술문 작성에 자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학생부 전형(교과/종합)에 대한 대비 부족,
정시전형 응시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보험의 성격으로 지원하였다. 교과 성적이 좋지
않아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전형을 제외한 논술전형에만 응시하는 경우, 학교 특성상 내
신 성적을 얻기 힘들거나,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 경우, 모의고사 성적

의 과목별 편차를 고려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논술전형을 선택하였다. 이
처럼 학생들은 전형 선택에 있어 수능시험 이후 성적에 대한 불안심리 등이 작용하거
나, 논술전형에서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의 변별력이 낮고 수능시험 이후에 전형이 시작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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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학생부, 비교과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활동이 많았는데 약간 교과 성적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 성적으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논술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요.(학생 11)
제가 사실은 교과전형으로 3학년 초반까지는 준비했는데, 제가 공부를 고 3때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때 성적이 급상승한 거예요. 자신감이 붙어서 정시전형으로는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교과는 붙어버리면 정시를 못 쓰잖아요.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해서 수능을
잘 봤을 때 수시로 진학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서 면접이나 논술을 배치했어요.(학생 5)

6월

저는 수시로 들어왔는데, 여섯 개 다 논술전형만 지원했어요. 논술전형을 지원한 게 저희
학교가 워낙 내신이 나오기가 어렵고, 제가 1학년 때부터 수학을 못해서 모의고사 볼 때 과
목편차가 너무 커서 정시는 안 될 것 같고, 논술은 수능최저기준이 적용되니깐 1학년 때부터
논술전형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학생 14)

연구 결과, 대학 진학자가 경험한 대학입학 준비과정은 전형별로 매우 다양하며, 전형
별 특성에 따라 해당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
다. 기존 연구에서 전형이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학생이 모든 전형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입학준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는데(정광희 외,

2010),

최근 지원

경향은 전형별 특징이 달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지원하는 학생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 준비과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학

생의 능력이 모든 전형에 지원할 정도로 충분할 경우 혹은 학생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는 경우, 거의 모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상의 내용
을 정리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입학 준비 과정 및 전형별 준비 학생의 특징을 도
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학입학전형별 지원 학생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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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 간 차이와 고교 내 차이

가. 대입 전형을 결정짓는 고교 특성, 학교별 편차 존재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의 도움을 얻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준비했다고 인식
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특성이나 안내에 따라 대학입학을
달리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의 출신고등학교를

“수시

“정시

위주” 학교와

위주” 학교로 구분하며, 이를 대학입학전형과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 학교는 원래 정시 위주의 학교였는데, 저희 때부터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수시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 같아요.(학생 8)

면담 대상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출신 학교가

“수시

위주”의 학교라고 응답하였

지만 고등학교의 학생 지도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수시를 권

·

유하는 분위기고,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교내에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 간에
활동에의 참여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수시 위주로 입시
지도를 하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입학 준비를 돕기보다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 학교에서 수시를 많이 권유하세요. 학생들 사이에 학생부 기재용으로 활동 참여 경쟁
이 상당히 치열해요.(학생 11)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따로 수시를 지원해주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자습시간을 엄
청 많이 주셔서, 거의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위주로…(학생 10)

나. 전형요소별 고교의 대학입학 준비 활동 특성
1)

교과 준비: 문제풀이 중심 강의식 수업

대학입학 준비와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의 교과 활동은 일률적으로
서를 통한 내신 수업, 3학년 때는

EBS

1,2학년

때는 교과

교재 문제풀이를 통한 수능 대비 수업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로
제집을 통한 문제풀이식 수업을 받고 있었다.

EBS

저희는 1,2학년 때는 내신 위주의 수업이었어요. 교과서로 진도 나가고, 중간고사 보고, 기
말고사 보고, 3학년 때는 EBS교재 위주로 했는데 교과서는 아예 안 썼었거든요. 그리고 마지
막에는 EBS만 하니까 수업도 안 듣게 되고…(학생 9)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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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일부 학생(수시를 많이 쓰는 심화반 학생)을 빼고는, 거의 다 정시여가지고 1
학년 때부터 EBS교재를 썼어요. 근데 이게 원래 교과서를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 공
부한다고. 고둥학교는 8교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7교시까지는 자율로 하고 요일마다 8교시
는 국, 영, 수 돌아가면서 EBS교재를 풀고, 그게 시험에 나오고, 1,2학년 때까지는 그런 식으
로 하다가 3학년 때는 그냥 EBS만 했어요.(학생 14)
2)

비교과 준비: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 중 동아리 활동이 가
장 활성화되어 있고, 학생들의 참여 열의도 상당히 높았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동아리는 교사 혹은 학교 주도로 운영되는 “일반동아리”와 학생들

이 자율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자율동아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3) 본 연

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수의 학생들
을 제외하면, 평균

2개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시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

통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는
학교의 경우, 아침, 방과 후 및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공식적인 활동시간을 부여하고, 체험 및 봉사활동 연계로 이루어질 경

우에는 토요일에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동아리는 자율동아리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으며, ‘전공적
합성’ 측면에서 전공 혹은 진로 선택과 연계된 자율동아리 운영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서 시간이 따로 주어졌어요. 학습동아리, 스포츠동아리, 정서
동아리가 있는데 학교에서 종류별로 하나씩 무조건 참가하게 했어요. 학습동아리는 말 그대
로 진로 혹은 전공 관련 연구, 발표활동을 하는 거고, 스포츠동아리는 말 그대로 풋살, 농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활동을, 정서동아리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PESS’ 창의인성교육프로
그램과 관련해서 개그, 연극, 문예창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리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요, 동아리 담당선생님은 동아리에 교내 외 대회에 참여
할 것을 항상 제안하셨구요.(학생 20)

·

저희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를 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서 거의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
여했는데, 제가 식품영양학과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영양신문 만들고, 관련 책 같이 읽
고 다큐멘터리 보고 그랬어요.(학생 18)

3) “일반동아리”는 공식적 용어는 아니며 학생들이 사용한 용어이다. 교과 시간에 활동이 이루어
지면 ‘교과동아리’, 창의체험시간에 이루어지면 “창체동아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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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외에 학교에서는 주로 교과목과 관련한 경시대회, (독서)토론대회, 진로

관련 강연,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반면 봉사활동과 관련한 활동은 일부 종
교재단 학교들이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 주도 봉사활동을 제
외하면 대부분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고교 진학지도의 학교 내 편차
1)

특별반 중심의 진학지도: 자원의 편향적 분배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우수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소위 명문대학에의 진학률을 높이

고, 학교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생의 우수 대학 진학
자 수는 매우 중요한 고교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고등학교에서 전교 학생들의 대입지도

1:1로

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학생에

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교과지도 및 교내 비교과활동에의 참여 및 상장 수여, 학

·

교에서 따로 진로 진학 관리를 전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 자원의 편향
적 분배로 나타난다.

저희 학교는 심화반을 운영하고, 이 학생들만 집중관리해서 대학을 보내요. 완전 육성을
시키거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완전히 학교 내신에 최적화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학교가 심화반 외의 학생들에게는 신경을 안 써요.(학생 5)
학교를 심화반 위주로 운영해요. 그래서 심화반 아이들에게는 정보를 많이 줘도 나머지 학
생들에게는 교내외 프로그램 관련 공문 몇 장 주는 그 정도?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심화반은 선생님들도 따로 계시거든요. 학교에 행사가 많아도 대상이 약
간 정해진 느낌? 이미 만들어 놓고 심화반이 문제가 아니지만 ‘잘하는 애들 신청해라’라고 만
들어진 느낌의 대회가 많았어요.(학생 14)
2)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의 명암: 임의 배정 학생의 소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역시 소외 집단을 만들어낸다. 고등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4) 이는 고등

학교 선택권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소외 집단을 생성하는 원인이

·

된다. 예를 들어, 과학중점학교는 이과계열 학생들을 위한 수학 과학 관련 다양한 프로

4) 과학중점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과
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수학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연과정 학생이 3년 동안 이수하는 수학·과학 과목을 전 과목의 30%이내, 과학중점고등학교
는 45%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에 처음 53개교가 지정된 후, 2016년 현재 112개
교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eb
log/2207174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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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교육시설이나 학급 인원 등의 측면에서 다른 학교보다 우
수하여, 전략적으로 이과계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였다.

저희 학교가 과학중점학교라 그래서 지원했어요. 1학년 때부터 따로 뽑는 반이 두 반이 있
었는데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반에 들어가면 학생 인원수랑 수업 받는 방식
이 달랐어요. 교실은 같은 크기인데 학생수가 10명 정도 적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과학실, 수학실, 천문대 등 이과 중심으
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이과생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해요(학생 12)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선택권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과학중점학교의 운영은 의도하지 않게 문과계열의 학생을 학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과학중점고등학교에서 문과계열에 진학하는 경우 이과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나 이과위주로 학교가 운영되어 학생들은 자신이 문과여서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등 ‘손해를 본다’라고 인식하였다.
저희가 입학했을 때 친구들끼리 약간 다들 드는 생각이 ‘우리 학교를 문과로 들어오면 손
해를 보는거다’… (학생 12)
3)

소외 학생의 자구노력: 부모 및 사교육의 개입

이와 같은 학교의 제한적인 역할로 인해 학부모 혹은 외부 교육기관의 개입이 나타나

·

고 있었다. 선행연구(황여정 김경근,

2012)에

따르면, 대학입학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학입학과정에서 학부
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대학 입학과 관련한 정

보(내신성적 산출을 통한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 제공 등)를 제공하거나, 대학입학 전형
요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공 선택에 대해 의
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부모와 학원의 역할을
리”, “정신적 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당근과

채찍”,

“관

저는 엄마가 대학입학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극성, 이런 느낌은
아닌데 우리 엄마가 ‘너는 공부만 해라, 너는 면접 준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성적,
내신산출한 거 각 학교마다 다 대입해 보고 전년도, 전전년도 등 자료를 다 뽑아서 내 성적
대에 맞는 학교, 경쟁률 다 찾아서 매일 기록하시고, 밤에 절 불러가지고 설명해주시고, 제가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할 시간을 엄마가 해주셔서 아꼈죠.(학생 2)
저희 가정 자체가 ‘공부해라’ 이런 집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빠랑 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서 어떤 과에 어울릴지, 계속 저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얘기해서 과를 정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거에 소질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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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면접 볼 때 책을 추천해 주신다거나, 면접용 질문을 만들어 가면 아빠가 꼬리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봐주셔서 … 아빠는 제가 정말 존경해요. 대입 정보도 아빠가 다 알아봐주셨어
요.(학생 13)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및 수능성적, 논술고사 대비를 위해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

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입학 준비과정에서 보통 내신과 수능성적 모두를 준비하지만
학교의 교과 활동이 내신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능시험을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논술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통해 대비를 하지만 대체적으
로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고, 학원을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원
수업과 관련하여

“학교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학습에

강제성을 부여한다”,

“관리를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 대비가 불가능해요, 학교는 철저하게 내신 준비만 해주거든요, 학
원은 실질적인 스킬을 알려줘요.(학생 4)
학원은 개개인 맞춤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만으로는 한
계가 있죠. 학교 시험에서 수업은 개념 위주지만, 시험 내용은 수능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잖
아요? 간극이 있죠. 혼자 학교수업만으로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학생 12)
3.

고교 밖 기관과의 연계

입학사정관전형의 도입 이후 다양한 기관(지역사회, 교육청, 대학 등) 등의 참여가 대

학입학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성적우수자들을 선발하여 무료

로 교육 프로그램과 자습 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내 학교별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해당 지역 고등학교 간 연계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
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지역에서 ‘○○원’이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에 있는 학원강사를 불러와
서 수업을 시키고, 자습을 시키는 별도의 기관이 있었어요.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대학
을 보내려고...(학생 2)
○○○ 교육청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만 있는 ‘○○○’라고 있었어요. 대학 전공 기초 과정
을 미리 배워보는 그런 게 있어요. 토요일 오전에 4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데 그게 좋았던 게,
저희 학교가 활동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션 기초학 강의도 있었고 유치원 교
사, 인문학 교실 등 엄청 다양한 대학 전공마냥 있었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었어요.(학생 4)

또한 대학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도 나타났는데,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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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들이 특정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진로관련 동아리와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을 미리 체험하고, 논문을 쓰거나, 혹은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멘토-멘티의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다.

○○대랑 ○○대랑 논문을 같이 쓰는 거였는데, 거기도 면접을 봐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대에서 수학과 교수님하고 수학 관련한 논문을 썼었어요. R&E(Research and Education)
라고. 저희 수학은 5명이었고, 과학은 3명이었는데 인원은 정해져 있었어요.(학생 12)

Ⅳ
1.

.

논의 및 결론

고등학교 역할의 중요성과 한계: 고교 간 차이와 고교 내 차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진학에서 고등학교 혹은 고교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대학

입학 준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역할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학생이 자신이 준비할 대학입학전형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경험과 관련된 변인이 수시 일반

전형 또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기혜와
최윤진(2016)의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김보경 외(2015)의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학

교들이 학생부 중심전형의 확대에 따라 학교교육경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
전공적합성’ 측면에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에 따른 사교육 및 부모의 가정배경 영향력 증가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에서 염려하고 있으나 학생 면담 결과 고등학교의 영향력이 지대하
게 나타난 것은 공교육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등학교의 노력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따라 학생의 공교육 수혜 정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고
등학교 내에서도 학생 간 수혜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김보경 외(2015)의 연구에서와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이기혜
와 최윤진(2016)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대회수상실적, 임원 경험과 같은 교

내에서의 비교과 활동에의 참여 기회가 ‘상위권 대학진학의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들에

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정광희 외(2010)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상위권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 운영
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고교 간 편차와 고교 내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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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적이며, ‘공교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소외 집단에서 사교육의 영향력과 학생의 환경
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교 내 소외 집단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필요
하다.
2.

한 줄 세우기 경쟁 방식 완화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부 교과/종합, 논술, 정시전형은 각각 다른 지원경향을 보

이며, 학생들은 전형별 특성과 학교 특성 및 학생 자신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할
대학입학 전형을 선택하고 이에 맞게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이르지만 기존 대학입학제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수능, 혹은 교과
성적 중심의 ‘한 줄 세우기’ 방식의 경쟁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하겠다. 김은영 외(2013)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

입자율화 정책이 이전의 학력고사나 수능시험, 학생부 교과 성적과 같은 시험성적 중심
의 입시체계를 큰 틀로 유지해왔던 데에서 벗어나 대학입시에 정성적 평가요소가 고려
되고,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 인성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생선발 방식
의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다양
한 교과, 비교과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충실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과정에 전문성을 지닌 입학
사정관이 주로 참여하여 기존의 성적 위주의 획일적 학생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부
의 기록을 중심으로 수능 성적,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학생의 잠재
력, 소질,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와 고교 교
육 정상화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과정에 주로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의 확대 과정에서 제도가 실
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과연 긍정적인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형의 공정성, 전형자료의 신뢰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입 초기부터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양성관,

2009).

2009;

손희권, 주휘정,

다만 입학사정관을 둘러싼 논의에서 잠시 벗어나, 학생부 중심전형의 확대, 그리

고 대학입학 준비전형의 다면화 기조가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서 대학의 전문성과 자율
성을 신장시켰고, 대학입학 지원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은 대학입학전
형제도의 변화가 이루어낸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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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밖 기관과의 연계 활동 확대

‘시험’이

아닌 ‘전형’ 중심 대학입학전형제도로의 변화는 한 줄 세우기 방식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 밖 기관과의 연계 구조를 활성화하는 데 기
여하고 있었다. 고교-대학 연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광희 외(2005)와 김동석(2013) 등
은 대학의 학생선발정책을 학생을 뽑는 일과 관련한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결고리로 간
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학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

중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수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학은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부
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평가자료를 주요 평가기제로 활

용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인식의 공유가 고교-대학연계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6b).

김은영 외(2013) 역시 대학입학전형

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
교-대학 연계형 대입전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교-대학 연계가 대학이 중등교육을 지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조상식 외,

2006),

고교 진학지도 교사의 대학입학에 대한 이해

도 증가, 고교생의 대입에의 열망 및 정보 증가, 대학수학능력 준비도 향상과 같은 긍정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영, 이희숙,

2007).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교-대

학 연계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고교 방과후 학습, 진로지도상황, 동아리지도, 체험학습

등 비교과활동에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대학과 고교가 비교과활동을 함께 만드는 방안,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대학 교수 자원 및 대학 교육과정

을 고교 수업과 연계하는 방안, 대입전형개발과 평가에 고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대학 선수과목 이수제5)를 대입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김미란 외,

2009;

김은영 외,

2013).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는 대체로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김경화,

2016),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작은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간소화 정책 이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 과정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정책의 집행 현황과 관
련하여 언론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이 보도되지만 언론의 특성 상 현상은 왜곡되거나 편

5) 공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고등학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대학
진학 후 이수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해당과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신청 가능하며, 강의수강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
정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이수증을 제출하면 학점을 인정받는다(대학교육협의회, 고교-대학
연계 심화 과정, http://up.kcue.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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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적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대입전형에 따라 혹은
입학전형을 어떻게 결정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해 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대한 그들의
시선과 언어로 기술함으로써 실제를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간소화 정책의 시행은 초기 모든 전형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서 일부 벗어나 고
등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의 노력에 따라 고등학교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고 고등학교 내 일부 집단에 자원이 편중하여 배분된다는
점, 고등학교와 학교 밖 기관이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간 학교 편차를 줄이고, 학교 내 소외 집단을 학교 안으로 끌

어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교와 학교 밖 기관과의 상생적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대학 입학정책의 변화가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학교나 학생
의 현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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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 chool Students' Preparation for College Admission
under College Admission Simpl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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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igh school students' preparation
process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e under College Admission
Simplification Policy. The study i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20
first-year students in a college. The students are selected based on college admission
type, department that they are enrolled, and city size of the high school that they
are graduated. Content analysis are employed based on the transcribed interviews.
The results are as followers. First, students choose their admission type after
considering high school characteristics and students' activities. Secondly, high school
and school teachers significantly affect students' applying process. There are
differences among high schools and within a high school in terms of efforts and
allocated resources. The excluded groups get helps from their parents and private
agencies. Thirdly, there are connections between high school and other institutes such
as local governments, colleges, and other institutes.
The results imply that guidance of public/private high school is emphasized, and
its coverage needs to be extended to all the students within a school. Secondly,
college admission process is getting more diversified. Thirdly, the various networking
activities with other institutes need to be encouraged.
[Key words] College admission, High school students' preparation to college
admission, College Admission S implification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