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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
1)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요약>
본 논문에서는 특목고 졸업생의 수능성적이 고교 진학 전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였던 일반고
졸업생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4차년도, 2007년 조사)를 이용하여 중학교 내신 성적 1등급 학생들 중 일반고 진학생과 특목
고 진학생의 수능성적을 비교해보았다. 분석모형으로는 내생성에 따른 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
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생의 수능성적(등
급)이 일반고 진학 중학교 내신 1등급 학생에 비해 특별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나 광역시 소재 특목고 진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교 진학생보다 대체로 수능성적이 높은
편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일부 교육성과가 높은 특목고가 존재하지만, 전체로서 본 특목고의
교육성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목고의 개혁이 교육정책적으로 매우 중
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특목고, 수능성적,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Ⅰ. 문제제기
본 논문은 특목고 졸업생의 수능성적이 고교 진학 전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였던 일반고 졸업생
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고교 진학 단계 이전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유사했던 두 집단 중 한 집단은 특목고에 진학하
고 다른 집단은 일반고에 진학한 상태에서 특목고 진학 집단의 수능성적이 일반고 진학 집단의 수능
성적보다 높을 경우 부가가치(value-added) 관점에서 특목고의 순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신저자: (135-949)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로 서22길 46. che@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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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특목고 진학 집단의 수능성적이 일반고 진학집단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면, 특목고 교육은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뿐, 그들의 학업성취도를 상대적으로 더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의
교육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1)
먼저 2 절에서는 기존연구를 개관하고, 3 절에서 본 논문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분석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4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량분석 모형을 설명하고, 5 절에서 기초통계를 제시하며,

6 절에서는 계량분석 결과를 해석․정리한다. 끝으로 7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한계와 더불어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Ⅱ. 기존 연구
특목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본격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주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기석 외(2005) 에서는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의 모의수능 결과를 종
단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관련 배경변인과 1 학년 성적을 통제할 경우 특목고
학교의 점수가 평준화 학교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강영혜 외(2007) 에
서도 일반고 학생에 대비한 외국어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고 2 국어 성취도 점수) 는 사회경제
적 배경 차이가 통제될 경우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식(2009)에서는 수능성적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2 학년 성적, 학생 특성 및 배
경, 지역 변인 등을 통제한 후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간의 성적 격차가 절반 이상 축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역시 수능성적을 분석한 민병철ㆍ박소영(2010)에서는, 배경변수와 과정변수의 차이를
고려한 PSM 분석시 외고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수능등급간 격차가 다소 축소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교 성적까지 통제할 경우 언어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수리와 외국어
영역에서는 외고생과 일반고생의 성적 차이가 단순 비교시의 절반 정도로 축소됨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일반고 학생과 특목고 학생간의 특성 차이를 통제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두 집단의 성적 차이가 축소됨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이들 연구 모두 분석대상의
관찰되지 않는 어떤 특성에 기인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엄밀한 모형의 구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특목고 학생(실험집단)에 대한 비교집단의 적절한 설정
을 통해 보다 자연실험에 가까운 상황을 구축한 후 분석을 시도해봄으로써 추정결과의 편의를 최소
1)

물론 특목고의 순기능 혹은 역기능 여부를 단순히 수능점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본고는 수능성적에
국한하여 특목고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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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보고자 한다. 특히 일부 기존 연구의 경우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비교집단의 설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이용자료와 분석전략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자료(4 차년도, 2007 년 조사)를 이용하여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교육성과가 높은지, 수능성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4 차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에서는 600 명의 특목고 3 학년 학생(과학고 일부는 조기졸업하여 대학 1 학년)들을 추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와 일반고를 비교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자료에 이들
학생들의 수능성적을 결합하여, 수능성적에 대한 분석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가
정배경이나 학교특성, 개인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특성을 통제한 상
태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특목고 학생과 비교대상이 되는 일반고 학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 1 등급 학생들 중 일반고 진학생을 특목고 진학생과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은 중학교 2 학년 2 학기 성적이며, 학생 본인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이 성
적자료를 확인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분석 대상은 2008 학년도 수능시험을 응시한 171 명의 특목고생과 38 명의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
고 학생이다. 171 명의 특목고 학생 중 138 명은 외고 학생이며, 나머지 33 명은 과학고 학생이다.
이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분석전략은 이들 일반고 진학 중학교 내신 1 등급 학생과 특목고 학생의
수능성적을 비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 순으로
특목고에 입학하고, 특목고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상황이라면3), 두 집단의
비교ㆍ분석 결과가 엄밀하게 특목고의 교육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본 패널 조사 대상과 동
일한 2005 년 특목고 입학생이 특목고 포함 전체 일반고 학생의 1.9% 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2)

3)

특목고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없지만, 모두 1등급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중학교 내신 1, 2등급 일반고 진학 학생들과 비교시에는 특목고 진학 학생의 내신 성적도 2등급안에 있
는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 된다. 물론 이보다 낮은 성적으로도 입학 가능한 특목고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이런 점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논문의 분명한 한계이다. 특목고 진학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실증분석을 통해 추후 이런 점들이 분명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반드시 성적 우수자순으로 특목고에 진학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1등 학생
이 가장 좋은 특목고에 진학하려 했지만 입시에 실패해서 일반고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3등 학
생이 적당한 수준의 특목고에 입학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성적우수자순으로 꼭 특
목고에 진학한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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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 등급으로 좁히더라도 일반고 학생에 비해 특목고 학생의 수능 전 학업성취수준이 더 높을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목고의 수능성적 효과가 과
대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특목고 학생들 중 일부가 외국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이 점이 분석에서 전혀 고려되
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 사설입시기관 자료에 따르면, 14 개 주요 외국어 고등학교

2009 학년도 졸업생의 약 5.6% 가 외국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5 개 주요 과학
고의 경우에도 약 82.1% 가 조기졸업 후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학생이 수능시험을 응시하지
않았고 특목고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원들이라고 전제한다면, 특목고와 일반고의 수능성적
을 비교한 분석 결과는 특목고의 수능성적 효과를 과소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08 학년도 수능성적의 경우 점수가 아니라 등급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같은 1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특목고 학생의 수능성적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거나 혹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이런 점에 대한 식별이 곤란하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특목고의 효과를 실제에 비해 과대하게 또는 과소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특목고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요인과 과소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공존한다. 두 효과
가 서로 상쇄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며, 실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두
효과의 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 결과가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다만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 순으로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또 특목고의 교육성과가
있다면, 특목고의 꼴지도 일반고의 일등보다 수능성적이 더 좋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분석전
략에 의할 경우 특목고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보다 클 것으로 짐작된다는
점만 지적해두고 싶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만으로 이런 부분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
란하다.

Ⅳ. 계량분석 모형
우선 기본적으로 식(1)과 같은 교육생산함수를 고려한다.

              
4)

식(1)

14개 외고 중 5개 학교는 2008학년도 자료, 9개 학교는 2009학년도 자료이다. 외고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존
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만약 이들 주요 외고만이 아니라 모든 외고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해외 유학
생의 비율은 5.6%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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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학생  의 수능성적,   는 학생  의 특목고 재학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는 학생  의 개인특성, 가정배경, 학교 특성에 대한 벡터이고,  는 오차항이다.
그런데 이 모형을 OLS 로 추정할 경우 내생성 문제(     ≠ ) 로 인해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특목고 입학생들의 관찰되지 않는 어떤 지적특성이 수능성적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는 상황이라면,   의 추정치는 과대추정(upward bias)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과
소추정(downwards bias)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성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식(1) 을 2SLS 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특목고 학
생 여부에 대한 1 단계 추정식은 식(2)와 같다.

          

식(2)

여기에서  는 ‘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경우는 1,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 변수를 고려한
것은, 이 변수가 자녀의 특목고 입학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적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
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SLS 는 1 단계에서 식(2)를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후, 2 단계에서는 거기서 얻어진 계수의
추정치( 
 )를 이용하여      의 추정치를 계산, 이것을 식(1) 의   에 대한 도구변수로 이용
하는 식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2SLS 추정을 통해 통상적인 OLS 추정보다 특목고가 수능성적에 미
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능성적은 기본적으로 과목별 수능등급을 연속변수처럼 취급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분석의 의미
는 특목고 학생이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학생에 비해 과목별로 수능등급이 평균적으로 높은지
살펴보는 것이다.5) 또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특목고 학생이 더 높은지
분석해보았다. 이 경우에는 과목별 수능 1 등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더미변
수이므로 분석 방법도 OLS 대신 Logit모형을 채용하였고, 2 단계 분석시에도 2 단계에서는 Logit모형
을 사용하였다.

5)

본 논문에서는 등급점수를 연속변수로 처리하였지만, 등급간의 차이가 동일 간격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음
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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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초통계
먼저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학생의 과목별 수능점수 등급과 특목고 학생의 과목별 수능점수
등급을 단순 비교하면 < 표 1> 과 같다. 우선 국어와 영어의 경우 일반고 학생과 특목고 학생의 평균
수능등급이 거의 유사하지만, 수학과목(수리 나형)의 경우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학생에 비해 특
목고 학생의 평균 수능등급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6) 그러나 등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표 1> 일반고(중학교 내신 1 등급) 와 특목고 학생의 과목별 수능등급 비교
구분
중학 국어
교
수학
1
등급 영어
일반
고 중학 국어
교
1, 수학
2
등급 영어
특

국어

목

수학

고

영어

수능등급 분포 및 비중
1

2

3

4

5

7
(18.4)
5
(13.2)
8
(21.1)
13
(12.3)
11
(10.4)
13
(12.3)
48
(28.1)
36
(21.1)
43
(25.2)

7
(18.4)
6
(15.8)
9
(23.7)
16
(15.1)
14
(13.2)
16
(15.1)
39
(22.8)
42
(24.6)
47
(27.5)

12
(31.6)
10
(26.3)
10
(26.3)
28
(26.4)
23
(21.7)
31
(29.3)
27
(15.8)
30
(17.5)
29
(17.0)

8
(21.1)
7
(18.4)
7
(18.4)
23
(21.7)
23
(21.7)
25
(23.6)
23
(13.5)
23
(13.5)
23
(13.5)

3
(7.9)
7
(18.4)
4
(10.5)
19
(17.9)
20
(18.9)
13
(12.3)
17
(9.9)
21
(12.3)
19
(11.1)

6

평균등급
7

8

9

1
(2.6)
3
(7.9)

5
(4.7)
10
(9.4)
4
(3.8)
14
(8.2)
15
(8.8)
7
(4.1)

1
(0.9)
2
(1.9)
2
(1.9)
3
(1.8)
3
(1.8)
3
(1.8)

1
(0.9)
3
(2.8)
2
(1.9)

1
(0.6)

(표준편차)
2.895
(1.311)
3.368
(1.496)
2.737
(1.288)
3.425
(1.555)
3.783
(1.762)
3.387
(1.601)
2.860
(1.702)
3.076
(1.715)
2.772
(1.572)

한편, 수능등급의 표준편차는 모든 과목에서 일반고보다 특목고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특목고 학생간의 성적 차이가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학생간의 성적차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국어과목 수능점수 1 등급의 비율을 보면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학생의 경우 18.4% 에 불과한
반면, 특목고 학생은 28.1% 에 달한다. 수학과목이나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국어보다 두 집단간의 성
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1 등급 비율은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더 높다. 반면,

5 등급 이하 성적 하위자 비율은 국어와 영어 과목의 경우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더 높게 나타난다.
6)

우리의 분석 대상인 특목고 학생 중 대부분은 외고생들이다. 본고에서 분석된 특목고생 171명 중 과학고 학
생은 33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적으로 과학고 학생수가 외고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조기졸업 후 이공
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유형이 일반화되어 있어 수능응시 학생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목고 학생
중 외고생이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와 비교시 영어보다는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것
처럼 나타난 까닭은, ‘수학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외고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수학 성적 우수자의 선
발에 치중해온 그간의 외고 선발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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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학 과목에서는 특목고의 경우 5 등급 이하 성적 하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6 등급 이하의 비율은 과목을 불문하고 일반고보다 특목고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고에 비해
성적 우수자의 비율도 높은 반면, 하위 성적자의 비율 역시 높은, 다시 말해 학생들간 성적 차이가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목고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중학교 내신 2 등급까지 포함할 경우 예상대로 특목고와의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된다. 일반고의 평균 수능등급이 대체로 0.5 등급 정도 높아지며, 1 등급의 비율은 반대로 특
목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계량분석
결과와 다를 수 있다. 계량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
중학교
1,2등급+
특목고

중학교
1등급 +
특목고

구분

변수 설명

평균(표준편차)
성별(남자)
국어
과외
여부

수학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0.316
(0.466)
0.469
(0.500)
0.617
(0.487)
0.354
(0.479)
0.569
(0.496)
0.584
(0.494)
0.627
(0.485)

0.339
(0.474)
0.415
(0.494)
0.606
(0.489)
0.375
(0.485)
0.563
(0.497)
0.603
(0.490)
0.617
(0.487)

25.821
(16.259)

24.796
(16.495)

고교
이하

0.574
(0.496)

0.614
(0.488)

전문대
이상

0.426
(0.496)

0.386
(0.488)

10.588
(0.527)

10.551
(0.537)

특별시
‧광역시

0.488
(0.501)

0.520
(0.501)

중소도시
‧읍면도서

0.512
(0.501)

0.480
(0.501)

특목고
외고

0.818
(0.387)

0.617
(0.4870

이민‧유학 고려

0.301
(0.460)

0.271
(0.445)

표본 수

209

277

자기학습

어머니
학력
소득
학교
소재지

- 남자=1, 여자=0

- 과외의 범위를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습지,
유료인터넷/과외통신으로 하여 과외여부
더미를 설정

- 과목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5 점 척도)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학교나 학원수업, 과외시간을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한 일주일
평균시간
- 방과 후 학교에서 자율
학습시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면 자기학습시간에
포함
-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전문대학교 이상을 더미변수로
설정
- 월평균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하였음
- 학교소재지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더미를 설정
- 일반고를 기준으로
특목고(과학고, 외고)와 외고
더미를 설정
- 학생의 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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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진학 학생과 수능응시 과학고 학생을 포함하는 특목고 전체를 합한 표
본 중 남학생의 비율은 31.6% 로 나타나, 수능 응시 성적우수자 중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과외 참여 비율은 과목별로 상이한데, 국어는 46.9%, 수학 61.7%, 영어 35.4% 로
수학 과목의 과외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에 대해 흥미가 있다는 비율은 60%
내외로 나타났고, 과목별로는 영어의 경우 흥미가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나 학원수업, 과외시간을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을 의미하는 주당 자기학습시간은 25.8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비율은 42.6% 였으며, 로그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10.6 으
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를 보면, 특별시․광역시가 48.8% 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목고 학생의 비율
은 전체 표본의 81.8% 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목고 진학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하여, 2SLS 의 1 단계 프로빗 추정식 설명변수로 고려한 변수인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 결과를 보면, 30.1% 의 학부모들이 고려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학교 내신 2 등급 일반고 진학 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학과 영어 과목 사교육 참여 비율이 소폭 증가하며, 자기학습시간이 2 시간 정도 줄어든다. 가구 소
득이나 어머니 학력 등 가구 배경이 약화되어, 중학교 성적과 가구 배경이 상당한 정(+)의 연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서울이나 광역시 소재 학교 출신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Ⅵ. 계량분석 결과
1. 수능성적등급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먼저 수능등급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결과는 < 표 3> 부터 <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 의 OLS
결과를 보면, 우선 남녀간의 수능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사교육 참여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적 우수 학생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던 이명헌․김진영(2005)과 유사하다. Changhui Kang(2005)에서
도 학생의 과외비를 10% 증가시킬 때 학업성적은 겨우 0.67 백분위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과목에 흥미가 있을 경우 수능성적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어 과목의 경우 유의수준 10% 에서만 유의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3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 표 3> 수능성적 등급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국어
OLS
수능성적 등급

구분
상수항
성별( 남자)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2SLS

모형1

모형2

특목고 여부
모형3

수능성적 등급
모형4

6.272(2.314)***

6.107(2.365)**

6.617(2.745)**

0.129(0.224)

0.134(0.225)

-0.302(0.253)

6.918(2.491)***
0.089(0.231)

-0.377(0.215)*

-0.369(0.217)*

-0.232(0.263)

-0.402(0.217)*

0.272(0.278)
*

-0.466(0.253)
-0.678(0.214)***

-0.671(0.215)***

-0.690(0.214)***

0.020(0.262)
**

-0.584(0.267)

**

-0.585(0.271)
-0.013(0.006)**

-0.013(0.006)**

**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 모형4 는 추정치)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Adj R-Sq
(Log Likelihood)
관측치

0.015(0.008)**

**

-0.477(0.217)

-0.482(0.218)

0.097(0.274)

0.123(0.284)

-0.200(0.220)

-0.184(0.225)

***

*

**

-0.479(0.264)

-0.510(0.223)

-0.332(0.671)

***

-0.667(0.242)

-0.012(0.007)*

-0.674(0.243)

-0.506(0.261)*

-0.228(0.224)

0.762(0.292)***

-0.594(0.263)**

-0.084(0.236)

1.254(0.372)***

0.192

0.189

-75.847

0.193

209

209

209

209

주: *P<0.10, **P<0.05, ***P<0.01

< 표 4> 수능성적 등급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수학
OLS
수능성적 등급

구분
상수항
성별(남자)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모형4 는 추정치)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Adj R-Sq(Log Likelihood)
관측치
주: *P<0.10, **P<0.05, ***P<0.01

2SLS

모형1

모형2

특목고 여부
모형3

수능성적 등급
모형4

9.745(2.262)***

9.748(2.307)***

6.617(2.745)**

10.209(2.471)***

-0.270(0.229)

-0.270(0.230)

-0.302(0.253)

-0.283(0.232)

-0.232(0.263)
-0.540(0.221)**

-0.540(0.222)**

-0.537(0.222)**

0.272(0.278)
*

-0.466(0.253)
0.020(0.262)
-0.830(0.219)***

-0.830(0.219)***

-0.584(0.267)**

-0.863(0.231)***

**

-0.585(0.271)
-0.010(0.006)
***

-0.717(0.218)

-0.439(0.273)
**

-0.434(0.216)

-0.348(0.238)

-0.010(0.006)
***

-0.717(0.219)

0.015(0.008)**

-0.009(0.007)

-0.479(0.264)*

-0.750(0.228)***

-0.439(0.283)
*

-0.742(0.701)
*

-0.435(0.221)

-0.506(0.261)

-0.348(0.239)

0.762(0.292)***

0.002(0.232)

1.254(0.372)

**

-0.454(0.221)

-0.298(0.261)

***

0.244

0.240

-75.847

0.239

209

209

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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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수능성적 등급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영어
OLS
수능성적 등급

구분
상수항
성별( 남자)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Adj R-Sq(Log Likelihood)
관측치

2SLS

모형1

모형2

특목고 여부
모형3

수능성적 등급
모형4

7.231(2.140)***

6.819(2.189)***

6.617(2.745)**

7.961(2.405)***

0.055(0.206)

0.065(0.206)

-0.302(0.253)

0.008(0.217)

-0.232(0.263)
0.272(0.278)
-0.047(0.203)

-0.072(0.205)

*

-0.466(0.253)

-0.115(0.226)

0.020(0.262)
-0.584(0.267)**
*

*

**

*

-0.351(0.199)

-0.337(0.200)

-0.585(0.271)

-0.404(0.214)

-0.011(0.006)*

-0.011(0.006)*

0.015(0.008)**

-0.010(0.006)*

-0.794(0.196)***

-0.798(0.196)***

-0.479(0.264)*

-0.832(0.205)***

0.112(0.258)

0.166(0.265)

-0.315(0.202)

-0.274(0.207)

***

-0.753(0.222)

***

-0.771(0.223)

-0.195(0.216)

-0.348(0.735)
*

-0.506(0.261)

***

0.762(0.292)

*

-0.345(0.207)

***

-0.690(0.242)

***

1.254(0.372)

0.216

0.215

-75.847

0.216

209

209

209

209

주: *P<0.10, **P<0.05, ***P<0.01

자기학습시간의 경우 대체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국어나 영어 과목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수학 과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호의 방향은 기대했던 대로였다. 모든 과
목에서 자기학습시간이 통계적으로 수능성적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진영

(2005)이나 이명헌․김진영(2005)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수학을 제외하고는 국어나 영어 수능등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반면, 어머니 학력이 높은 경우 수학을 제외한 국어나 영어 과목에서 자녀의 성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 역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별시나 광역시 소재 학교에
다닌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학교에 다닌 경우에 비해 수능성적등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목고 여부가 수능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OLS 의 경우 모든 과목에
서 특목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OLS 추정치에는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SLS 분석을 시도한
결과를 보면(모형4), OLS 와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에서 특목고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편, 우리가 도구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이민․유학 고려 여부’ 변수의 경우
수능성적에 대한 OLS 추정시 설명변수로 포함되더라도( 모형2)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지 못하다. 반면 특목고 학생 여부에 대한 1 단계 프로빗 분석(모형3)에서는 이 문항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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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한 학부모의 자녀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게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과목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는 이 변수가 도구변수로서 적절할 가능성이 높
고, 따라서 2SLS 를 통한 우리의 추정 결과가 신뢰할만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모형3 에 의하면, 특목고 재학 여부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녀간에 특목고 재학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영어 과외를 하지 않을수록 특목
고 재학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우리의 표본에서 특목고가 외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고의
경우 그 특성상 어학 수업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고 학생에 비해 영어 과외
참여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학습시간이 긴 학생일수록 특목고 재학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영어에 대한 흥미 여부가 특목고 재학 여부에 통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학 영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당초 외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외고의 선발장치나 외고 진학 학생의 특성이 외고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특목고 진학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
성적 우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비교 시와 반대로 특목고 진학 학생에 비해 일반
고 진학 학생의 가구소득이 더 높음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은 특목고 진학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표본상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특목고가 소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
인된다.

2. 수능 1등급 가능성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특목고의 수능성적 효과는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수능성적등급 1 등급 학생의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앞의 분석이 평균적인 수능성적등급 차이를 분석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특목고가 우수 수능성적 등급자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다. 분석결과는 < 표 6> 부터 < 표 8> 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변수들의 추정 결과는 수능등급 자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모
형1). 사교육이 수학 과목에서 수능 1 등급 가능성을 높이며, 과목에 대한 흥미가 클수록 국어나 수학
과목에서 수능 1 등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 자기학습시간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수능 1 등급 가능성에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반면, 어머니가 고학력일 경우에는 영어 과목에서의 수능 1 등급 가능
성이 높아졌다.
7)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에 따르면, 외고 재학생 중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출신이 49.3%
인 반면, 일반고의 경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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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수능 1 등급 가능성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국어
Logit
1 등급 가능성

구분

2 Stage Logit
특목고 여부
1등급 가능성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상수항
성별( 남자)

-4.283(3.806)

-3.289(3.905)

6.617(2.745)**

-5.520(4.084)

-0.163(0.375)

-0.188(0.377)

-0.302(0.253)

-0.106(0.384)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Likelihood Ratio(Log Likelihood)
관측치

0.565(0.347)

0.514(0.350)

-0.232(0.263)

0.584(0.348)*

0.272(0.278)
*

-0.466(0.253)
0.779(0.359)**

0.750(0.362)**

0.794(0.360)**

0.020(0.262)
**

-0.584(0.267)

**

-0.585(0.271)
-0.001(0.011)

0.001(0.011)

0.015(0.008)**

-0.002(0.011)

0.563(0.350)

0.605(0.354)*

-0.479(0.264)*

0.629(0.359)*

0.576(0.480)

0.421(0.496)

0.157(0.361)

0.056(0.372)

-0.506(0.261)

*

1.297(1.117)
0.219(0.365)

0.228(0.383)

0.288(0.386)

0.762(0.292)***

0.110(0.411)

0.520(0.364)

1.254(0.372)

***

18.318

20.347

-75.847

18.171

209

209

209

209

주: *P<0.10, **P<0.05, ***P<0.01

< 표 7> 수능 1 등급 가능성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수학
Logit
1 등급 가능성

구분
상수항
성별( 남자)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Likelihood Ratio(Log Likelihood)
관측치
주: *P<0.10, **P<0.05, ***P<0.01

2 Stage Logit
특목고 여부
1등급 가능성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10.514(4.260)**

-11.000(4.322)**

-0.146(0.423)

-0.134(0.424)

6.617(2.745)**

-10.599(4.632)**

-0.302(0.253)

-0.173(0.422)

-0.232(0.263)
0.731(0.434)*

0.732(0.434)*

0.727(0.433)*

0.272(0.278)
*

-0.466(0.253)
0.020(0.262)
1.205(0.439)***

1.210(0.441)***

-0.584(0.267)**

1.209(0.454)***

**

-0.585(0.271)
-0.009(0.012)

-0.009(0.012)

0.015(0.008)**

0.604(0.393)

0.608(0.394)

-0.479(0.264)*

0.731(0.554)

0.821(0.569)

0.649(0.397)

0.699(0.404)

0.417(0.416)

*

-0.009(0.012)
0.607(0.404)
0.633(1.237)

*

0.666(0.407)

***

0.425(0.450)

-0.506(0.261)

0.387(0.419)

0.762(0.292)

-0.299(0.420)

1.254(0.372)

***

24.357

24.872

-75.847

22.706

209

209

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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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수능 1 등급 가능성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영어
Logit
1 등급 가능성

구분
상수항
성별( 남자)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소득
어머니학력 전문대이상
이민‧유학 고려
Likelihood Ratio(Log Likelihood)
관측치

2 Stage Logit
특목고 여부
1등급 가능성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6.453(4.169)

-6.110(4.221)

6.617(2.745)**

-7.437(4.743)

0.289(0.395)

0.280(0.395)

-0.302(0.253)

0.339(0.410)

-0.232(0.263)
0.272(0.278)
0.129(0.385)

0.156(0.388)

*

-0.466(0.253)

0.208(0.425)

0.020(0.262)
-0.584(0.267)**
**

0.243(0.380)

0.227(0.381)

-0.585(0.271)

0.015(0.011)

0.015(0.011)

0.015(0.008)**

0.300(0.402)
0.014(0.012)

0.932(0.375)**

0.941(0.375)**

-0.479(0.264)*

0.983(0.393)**

0.101(0.510)

0.042(0.524)

0.307(0.389)

0.271(0.395)

-0.506(0.261)

0.352(0.402)

1.387(0.412)***

1.407(0.414)***

0.762(0.292)***

1.302(0.452)***

0.202(0.400)

0.682(1.438)
*

***

1.254(0.372)

34.818

35.072

-75.847

35.004

209

209

209

209

주: *P<0.10, **P<0.05, ***P<0.01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목고 변수는 로짓모형 추정결과에 의할 경우(모형1) 국, 영, 수 모든 과목에
서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2 단계 추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해 줄 경우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민․유학 고려 여부’ 변수는 수능성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목고 재학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도구변수로서 적절할 가능성이 높음이 재차 확인된다.

3. 특목고와 학교소재지의 교차항 포함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생의 수능성적이 일반고 진학 중학교 내신 1 등급 학생
에 비해 특별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비교대상을 중학교 내신 2 등급까
지 확대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특목고 자체가 이질적인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교육역량이 우수한 특목고와 교육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특목고가 혼재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 특목고를 구분해내지 않고서는 특목고의 효과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
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서울시나 광역시 소재 특목고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소재
특목고를 구분해서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즉, 지금까지의 분석모형에 특목고 여부 더미변수와 학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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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 더미변수(서울시나 광역시 소재=1, 기타 지역=0) 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추정해본 것
이다.
먼저 특목고생과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는 < 표 9> 부터 < 표

14> 에 제시되어 있다. 수능성적등급 자체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OLS 와 2SLS 모두
영어를 제외한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특목고와 학교소재지 교차항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인다. 즉, 다른 조건들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서울시나 광역시 소재 특목고의 경우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수능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능

1 등급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Logit 모형과 2stage Logit 모형 모두에서 국어 과
목의 경우 특목고와 학교소재지 교차항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국어 과목에 국한해 볼 때 서울시나 광역시 소재 특목고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들이 통제되더
라도 수능등급 1 등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나 광역시 소재 특목고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소재 특목고 및 외고에 비
해 교육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학교 성적 우수 일반고 진학생과의 비교시
특목고 및 외고의 수능성적 효과가 잘 포착되지 않는 것은 특목고가 동질적이기 보다는 이질적인 측
면이 강하다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표 9> 수능성적 등급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국어(중학교 내신 1등급, 특목고와 학교소재지의 교차항 포함)
OLS
수능성적 등급

구분
모형1

모형2
**

상수항
성별(남자)

5.191(2.385)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모형4 는 추정치)
특목고* 학교소재지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Adj R-Sq(Log Likelihood)
관측치

-0.367(0.214)

주: *P<0.10, **P<0.05, ***P<0.01

2SLS

특목고 여부
모형3

0.064(0.226)
*

**

4.943(2.443)

**

6.617(2.745)

수능성적 등급
모형4
**

5.405(2.572)

0.069(0.227)

-0.302(0.253)

0.072(0.229)

-0.355(0.216)

-0.232(0.263)

-0.363(0.216)

*

0.272(0.278)
-0.466(0.253)*
***

-0.659(0.213)

***

-0.648(0.215)

***

0.020(0.262)

-0.689(0.212)

**

-0.584(0.267)

-0.585(0.271)**
**

-0.015(0.007)

**

-0.015(0.007)

0.300(0.496)

0.309(0.498)

0.617(0.404)

0.663(0.416)

-0.960(0.552)*

-0.980(0.555)

**

0.015(0.008)

*

-0.479(0.264)

**

-0.015(0.007)

1.490(0.973)
1.042(0.931)
-2.455(1.163)**

*

-0.132(0.222)

-0.109(0.228)

-0.506(0.261)

-0.190(0.222)

-0.676(0.241)***

-0.686(0.242)***

0.762(0.292)***

-0.578(0.261)**

-0.114(0.235)

1.254(0.372)***

0.200

0.197

-75.847

0.206

209

209

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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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능성적 등급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수학(중학교 내신 1등급, 특목고와 학교소재지의 교차항 포함)
OLS
수능성적 등급

구분
모형1
상수항
성별(남자)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모형4는 추정치)
특목고* 학교소재지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Adj R-Sq(Log Likelihood)
관측치

2SLS
모형2

특목고 여부
모형3

수능성적 등급
모형4

7.934(2.298)***

7.852(2.349)***

6.617(2.745)**

8.230(2.536)***

*

*

-0.302(0.253)

-0.312(0.229)

-0.401(0.229)

-0.400(0.230)

-0.232(0.263)
-0.584(0.218)***

-0.584(0.218)***

-0.481(0.220)**

0.272(0.278)
*

-0.466(0.253)
0.020(0.262)
-0.786(0.215)***

-0.787(0.215)***

-0.584(0.267)**

-0.830(0.228)***

**

-0.585(0.271)
**

**

-0.014(0.006)

-0.014(0.006)

0.618(0.494)

0.621(0.495)

0.445(0.398)

0.015(0.008)

**

-0.013(0.007)

-0.479(0.264)*

1.829(0.965)*

*

0.460(0.408)

***

1.042(0.947)

***

-1.624(0.541)

***

-1.630(0.544)

-3.168(1.153)

-0.320(0.215)

-0.312(0.221)

-0.506(0.261)*

-0.405(0.218)*

-0.358(0.234)

-0.361(0.235)

0.762(0.292)***

-0.277(0.257)

-0.040(0.228)

1.254(0.372)

***

0.273

0.270

-75.847

0.263

209

209

209

209

주: *P<0.10, **P<0.05, ***P<0.01

<표 11> 수능성적 등급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영어(중학교 내신 1등급, 특목고와 학교소재지의 교차항 포함)
OLS
수능성적 등급

구분
모형1
상수항
성별( 남자)
국어
과외
수학
여부
영어
국어
흥미
수학
영어
자기학습시간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특목고* 학교소재지
소득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Adj R-Sq(Log Likelihood)
관측치
주: *P<0.10, **P<0.05, ***P<0.01

2SLS

특목고 여부
모형3

모형2

5.487(2.166)**

4.914(2.219)**

-0.058(0.204)

-0.049(0.204)

수능성적 등급
모형4

6.617(2.745)**

6.841(2.498)***

-0.302(0.253)

-0.003(0.216)

-0.232(0.263)
0.272(0.278)
-0.098(0.200)

-0.131(0.201)

*

-0.466(0.253)

-0.131(0.225)

0.020(0.262)
-0.584(0.267)**
*

-0.352(0.195)

**

-0.015(0.006)

*

-0.335(0.195)

**

-0.015(0.006)

0.483(0.449)

0.514(0.450)

0.943(0.366)**

1.036(0.374)***

***

-1.566(0.498)

-0.202(0.201)
***

-0.772(0.217)

**

-0.585(0.271)

**

0.015(0.008)

*

-0.479(0.264)

-0.147(0.206)
***

-0.248(0.212)

-0.012(0.006)*
0.557(0.900)
0.594(0.943)

***

-1.611(0.499)
-0.795(0.218)

*

-0.380(0.214)

-1.699(1.072)
-0.506(0.261)*
***

0.762(0.292)

-0.311(0.208)
***

-0.678(0.241)

***

1.254(0.372)

0.250

0.251

-75.847

0.222

209

209

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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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능 1등급 가능성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국어(중학교 내신 1등급, 특목고와 학교소재지의 교차항 포함)
Logit
1 등급 가능성

구분
상수항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과외
여부
흥미

소득
자기학습시간
성별( 남자)
학교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특목고* 학교소재지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Likelihood Ratio(Log Likelihood)
관측치

2 Stage Logit
특목고 여부
1등급 가능성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3.604(3.892)

-2.429(4.012)

6.617(2.745)**

-3.558(4.233)

-0.120(0.380)

-0.137(0.382)

-0.302(0.253)

-0.080(0.387)

-0.232(0.263)
0.272(0.278)
0.559(0.347)

0.505(0.350)

-0.466(0.253)*

0.527(0.351)

0.020(0.262)
-0.584(0.267)**
0.770(0.360)**

0.738(0.363)**

0.001(0.011)

0.003(0.011)

-0.585(0.271)**
0.015(0.008)

0.002(0.011)

-0.033(0.889)

-0.095(0.897)

-0.479(0.264)*

-2.130(1.692)

0.153(0.730)

-0.089(0.755)

0.701(0.968)

0.826(0.981)

**

0.808(0.362)**

-0.678(1.561)
3.323(2.005)*
*

0.185(0.365)

***

0.093(0.420)

0.123(0.361)

0.009(0.373)

-0.506(0.261)

0.236(0.385)

0.301(0.389)

0.762(0.292)

0.548(0.368)

1.254(0.372)***

18.833

21.044

-75.847

20.907

209

209

209

209

주: *P<0.10, **P<0.05, ***P<0.01

<표 13> 수능 1등급 가능성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수학(중학교 내신 1등급, 특목고와 학교소재지의 교차항 포함)
Logit
1 등급 가능성

구분
상수항
과외
여부
흥미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소득
자기학습시간
성별( 남자)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특목고* 학교소재지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Likelihood Ratio(Log Likelihood)
관측치
주: *P<0.10, **P<0.05, ***P<0.01

2 Stage Logit
특목고 여부
1등급 가능성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10.228(4.530)**

-10.788(4.610)***

-0.134(0.429)

-0.125(0.430)

6.617(2.745)**

-8.414(4.835)*

-0.302(0.253)

-0.130(0.427)

-0.232(0.263)
0.272(0.278)
*

0.735(0.435)

*

0.735(0.435)

*

-0.466(0.253)

0.679(0.438)

0.020(0.262)
-0.584(0.267)**
***

1.202(0.440)

***

1.207(0.441)

**

-0.585(0.271)

**

-0.008(0.012)

-0.009(0.012)

0.015(0.008)

0.422(1.081)

0.476(1.087)

-0.479(0.264)*

0.600(0.903)

0.726(0.924)

***

1.237(0.461)

-0.005(0.012)
-2.124(1.770)
-1.327(1.697)

0.210(1.162)

0.152(1.167)

0.631(0.409)

0.685(0.417)

-0.506(0.261)*

3.361(2.133)
0.603(0.413)

0.420(0.417)

0.390(0.420)

0.762(0.292)***

0.427(0.459)

-0.295(0.421)

1.254(0.372)

***

24.389

24.889

-75.847

25.196

209

209

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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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수능 1등급 가능성에 대한 특목고 효과 분석: 영어(중학교 내신 1등급, 특목고와 학교소재지의 교차항 포함)
Logit
1 등급 가능성

구분
상수항
과외
여부
흥미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소득
자기학습시간
성별( 남자)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특목고( 모형4 는 추정치)
특목고* 학교소재지
어머니 학력 전문대 이상
이민‧유학 고려
Likelihood Ratio(Log Likelihood)
관측치

2 Stage Logit
특목고 여부
1등급 가능성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4.748(4.353)

-4.225(4.431)

6.617(2.745)**

-5.673(5.043)

0.389(0.405)

0.383(0.405)

-0.302(0.253)

0.368(0.415)

-0.232(0.263)
0.272(0.278)
0.167(0.387)

0.201(0.391)

-0.466(0.253)*

0.222(0.427)

0.020(0.262)
-0.584(0.267)**
0.261(0.384)

0.240(0.385)

-0.585(0.271)**

0.017(0.012)

0.018(0.012)

0.015(0.008)

0.015(0.012)

-0.157(0.918)

-0.194(0.919)

-0.479(0.264)*

-0.843(1.861)

-0.750(0.800)

-0.866(0.823)

1.310(1.027)

1.369(1.033)

0.200(0.398)

0.149(0.407)

***

1.432(0.419)

***

1.459(0.422)

0.253(0.408)

**

0.285(0.408)

-0.794(2.009)
2.162(2.177)
-0.506(0.261)*
***

0.762(0.292)

0.299(0.407)
***

1.320(0.458)

***

1.254(0.372)

36.387

36.769

-75.847

35.951

209

209

209

209

주: *P<0.10, **P<0.05, ***P<0.01

Ⅶ. 요약 및 과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 1 등급 일반고 진학생과 특목고 진학생간에 국어, 영어,
수학 수능성적등급이나 1 등급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LS 나

Logit 모형에서도 모든 과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2 단계 추정을
할 경우에도 모든 과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이나 광역시 소재 특목고의 경우
수능성적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부 우수 특목고의 경우 교육성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특목고가 동질적이지 않고 상호간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특목고나 외고 전체적으로는 수능성
적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8)
물론 이 결과를 가지고 우수 학생을 모아놓은 특목고의 교육성과가 없다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료의 특성상 특목고의 수능성적효과가 과대 추
정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과소 추정될 여지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한계상 수능점수
가 아닌 수능등급을 비교분석했기 때문에 특목고 효과가 낮게 포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
8)

지면관계상 본고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고생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특목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분석 결과는 필자에게 요청시 제공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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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빠졌을 수능 비응시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매우 탁월한 것
이며, 이러한 성취수준을 일반고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역시 특목고 교육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단지 가설일 뿐 보다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엄밀한 실
증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만약 중학교 내신성적 순으로 성적 상위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일
반고 진학생보다 수능성적이 낮은 특목고 학생이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목고의 교육성
과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특목고 내에서 하위권에 위치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다. 성적 좋은 학생들만 모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학업에 대
한 관심이 멀어지게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히려 특목고 진학보다 일반고 진학이 학업성취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들과 관련하여 과연 현실에서 특목고 진학이 과
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대규모 표본을 가지고 유사한 연구가 반복될 필요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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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Effect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 on Improving Academic Performance - Focusing
on SAT Performance
Chae, Chang Kyu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pecial purpose high school
graduates and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whose academic performances were on a similar level
before they enrolled in high school. To perform the analysis, a comparative analysis on graduates
from both types of high schools, whose middle school grades were top-tier rated, was done via
employing the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data (fourth-wave, 2007) fro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is analysis, the two-stage least squares model
with instrumental variables was used in purpose of resolving the endogeneity problems. Referr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T performances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 graduates is not
confirmed to be significantly better than those from general high schools. The performances of
graduates from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however,
were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overall. The aforementioned results indicate
that while some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showed a higher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their
effect on educational performance is, in general, limited. Reforming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is,
thus, an urgent and important challenge in education policy.
＊Key words: special purpose high school, SAT performances,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