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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2010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도입 계획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

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

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만족도

를 향상시키는 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의 사회 통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서

울시 고교선택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 중 상당수는 고교선택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교육

수요자 측면과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

도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 활동의 산물이다. 또한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주요 도입 취지 중 하나는 단위학교 간 경쟁을 통한 전

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이다. 앞선 내용을 고려하면 고교선택제 시행이 학교 운

영과 학교 교육 활동, 교육의 질과 같은 교육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요자 측면이나 결과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

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육공급

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학교 간 경쟁이 전반적인 교육

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는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검증하여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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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교사들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 자료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일반계 

고등학교 패널 중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고려하여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및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과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단위학교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 및 수업 개선 활동과 학교 재정 수입 및 재정 지출로 구성하였다. 독

립변수는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본래 도입 취지나 일부의 기대처럼 단위학

교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교육 활

동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정규수업 준비시간’, ‘정규수업시간’, ‘상

담시간’은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교과 보충․심화수업이나 시험대비반

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방과후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교육활동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지 않는 ‘행정업무 처리시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수업 개선 활동을 살펴본 결과,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

과 대부분의 수업 개선 활동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개선협의회 참여’와 ‘수업 전문성 연수 참여’는 학교선택제 시행 수

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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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재정 수입은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단위학교 재정 지출은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일부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위학교 

재정 지출 중 교육 여건 및 학교 시설 확충, 교과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

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유일하게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은 상

당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시 후기 일반

계고교 홍보사이트인 하이인포(http://hinfo.sen.go.kr)에 탑재된 학교선택 길라잡

이 자료에서 특별활동은 각 학교가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에 활용하는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본래 도입 취지나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

의 주장처럼 단위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와 교사로 하여금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한 단위학

교들 간의 보여주기 식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고교선택제, 경쟁, 교육의 질, 교사들의 노력, 학교 재정

학  번 : 2012-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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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10월 16일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

한 2010학년도 학생 배정방법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2010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고 배정방식을 기존의 거주지와 통학 편의만을 고려한 학교군 내 강제 

추첨 배정방식(이하 ‘근거리 추첨배정제’)에서 서울시 전역 또는 일정 학교

군 내에서의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이하 ‘고교선택제’)으로 전환하였다. 서

울시 고교선택제의 핵심은 기존의 11개 학군을 단일학군화 하여 학생과 학부

모가 거주지에 관계없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선택과 추첨배정제도를 결합한 점이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던 근거리 추첨배정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부여됨으로써 

기존에 추구했던 교육 평등의 이념과 함께 교육에서의 자유 실현을 또 다른 

제도적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기존의 근거리 

추첨배정제와는 다른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

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

육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단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게 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

하고 학교 교육이 사회 통합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가 학생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학생 쏠림 현상의 문제점은 우수학생 흡수효과

(cream skimming1) effect)가 발생하여 기존의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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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학생들을 빼앗아 열등한 학교를 더 열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특정 선호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일부학교는 슬럼

화되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첫 해 서울 지역 내에서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군의 특정 고등학

교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경쟁률이 높은 곳은 1단계 경쟁

률이 17대 1에 이르는 학교도 있었던 반면 일부 학교는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

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서열화는 교육이 추구해

야 할 중요한 가치인 사회 통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학교선택제 반

대론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2010학년도부터 수행되어 올

해로 5년째를 맞는 고교선택제는 여전히 시행의 효과 및 교육의 가치를 둘러

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학교선택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2010

년 이후로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가져온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숙·황여정(2012)은 학교선택의 결정요인과 학교만족도

를, 김경년·이필남(2012)은 학교선택의 동기와 학업성취도를 살펴보았다. 변수

용·주영효(2012)는 학교만족도와 사교육참여 및 학업성취도를, 백병부·황여

정·성열관(2012)은 배정결과만족도와 학교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김경민 외

(2014)는 학교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외부요인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들

은 공통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측면, 결과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한편 이와는 차별적으로 김정숙(2011)은 서울시 고교선택제 도입이 학교 운영

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고 박선환·안선회(2013)는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학교 체제의 변화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교육공급자 측면, 과정적 측

1) cream skimming은 원유 중에서 맛있는 크림만을 분리하여 채집하는데서 유래되었다. 

주로 통신 분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용어로 통신 업체가 영

업 이익을 위해 인구밀집 지역의 통신량이 많은 곳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이윤 추구를 위해 평등보다는 차등을 지향함을 강조하며 

교육에서는 ‘우수학생 선발하기’를 의미한다(천보선․김학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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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살펴보고 있기는 하나 특정학교에 한정된 질적 사례 연구이다. 

  고교선택제의 주요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을 받으려는 학교들 간의 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제고 또한 고교선

택제의 또 다른 주요 도입 취지이다. 기존의 근거리 추첨배정제에서는 학생 배

정의 책임이 서울시 교육당국에 있었지만 선택제로 전환되면서 학교가 학생 

배정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 효과

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서 고교선택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및 학생의 학업성

취도 변화와 같은 교육수요자 측면과 결과적 측면 뿐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같은 교육공

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

직까지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교육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양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 지

역 후기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하여 전면 시행된 고교선택제가 단위학교 차원

의 노력과 변화와 같은 교육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본래의 도입 취지

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통

해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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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교사들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사들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과 수업 개선 활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재정에 어떠한 변화를 유도하였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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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서울시 고교선택제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선택제의 효과를 

살펴본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교육수요자 측면과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

던 것과는 달리 교육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교선택제 시행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및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가시적 ․ 비가시적 결과에 국

한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라는 정책의 투입이 학교 운영과 학

교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학업성취도와 같은 결과로 산출

된다는 점과 학교선택제 주요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단위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선택제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에 앞

서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고

찰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의 

교사와 단위학교의 재정과 같은 교육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

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서울시 고교선택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 및 수정을 하는데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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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단계층화집락추출을 통해 무작위추출된 표본들의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규모가 크지 않고 횡단면 데이

터(Crossectional data)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 다소 한계

가 있으므로 패널 데이터 확보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게 될 경우 데이터가 제공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데이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인해 교사의 인식이나 학교 분위기가 변화되었

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가 함께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선택제 도입 초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정책은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적 효과의 

양상이 단기적 효과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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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먼저 학교선택제의 등장배경 및 개념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학교선택제를 둘러싼 쟁점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1. 학교선택제의 이해

 가. 학교선택제의 등장배경

  자본주의의 역사는 크게 19세기의 Adam Smith를 필두로 한 고전적 자유주

의 시기,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의 복지국가적인 개입주의 시

기,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신자유주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8

세기 중엽의 영국산업혁명을 필두로 등장하여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경제 질서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철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빈곤이 사라질 것이며 학교체제에도 

이러한 자유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 이전까지 지배적이었으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스적 복지국가체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

인스적 복지국가체제는 이후 30년 넘게 지속된 경제 호황기 속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며 교육의 대중적 확대에 기여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

립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교육재정이 증대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공교육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본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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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위기와 함께 오일쇼크까지 겪으면서 15년 가까이 

대공황에 빠지게 되자 케인스주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가의 적극

적인 경제 개입이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되었고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 전

면에 등장하게 된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

의는 케인스주의적인 정부의 개입정책에 반대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

시장이 국부(the wealth of nations)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하는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하려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이다(이근

식, 2009).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교육에도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재편은 케인스적 복지국가체제에서의 교육이 비효율

적이고 그 질이 저하되었음을 비판하면서 효율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에 시장원리를 본격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988년 영국에서 제정

된 교육법, 미국 클린턴 정부의 ‘Goals 2000’, 부시 정부의 ‘America 

2000’법안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에서는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본격화되었다. 한편 학교선택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세기 Adam Smith에서 

1950년대 Milton Friedman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Friedman은 국가가 교육서

비스를 독점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교육비 지불보증제’를 처음 소개하였다. 그는 학부모에게 교육서

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교육비 지불보증서2)를 주면 학교 간 경쟁이 촉진되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았다. Friedman은 

교육비 지불보증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학부모도 그들의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케인스적 복

2)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에 수업료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서

로서 학교는 보증서를 주(州)정부에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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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 체제가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던 이 시기에는 학교선택제가 교육계에서 

큰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1988년 Chubb과 Moe가 공립학교와 사

립학교를 비교 연구한‘Politics, Markets, and the Organization of Schools’라

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교선택제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비해 사

립학교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은 공립학교는 민주 정치의 위계적 시스템에 예

속되어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인 행위자이기 때

문이다. 그들은 공립학교가 민주 통치의 지배를 벗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 직접 관련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권략을 이양하는 시스템을 통해 높

은 생산성을 보이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개혁을 위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자녀의 특수한 교육적 필

요를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

하면서(Levin, 1992) 다양한 형태의 학교선택제가 시행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교육기회의 평등과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의 관점에서 학교선택

제의 등장 원인을 찾기도 한다. 기존의 근거리 추첨배정제는 학생을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학교에 강제 배정함으로써 계층 분리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

아왔다. 그런데 학교선택제를 시행하게 되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

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해져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상위계층에서만 접근 가능했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교육의 평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되었다. 정리하면, 학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이자 교육기회의 평등과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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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선택제의 개념

   학교선택제(school choice)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

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교육의 권력구조가 국가로 대별되는 교육공급자 위주에

서 학생과 학부모로 대별되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시장경제논리를 교육분야에 도입하여 과거의 교육 행정 규제와 제한과는 정도

가 다른 규제와 제한을 가지고 운영하려는 학교 체제라고 볼 수 있다(노종희 ․ 
박정애, 1999).  학교선택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교

육비 지불보증제(voucher)’,‘개방형 등록제(open enrollment plan)’,‘헌장 학교

(charter school)’가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이 1950년대에 처

음 제안한 ‘교육비 지불보증제’는 주(州)정부로 하여금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

에 다닐 자녀의 교육비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다. 즉, 학부모가 교육비 지불보

증서를 당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수합하여 주(州)정부에 제출하고 

공교육비를 받는 제도이다. Friedman은 이를 통해 학교 간에 자연스러운 경쟁

이 유도되어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이

전처럼 국가가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일종의 독립된 사업체로 전환하여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비지불보증 방안 이후 등장한 ‘개방형 등록제’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지역 격리(segregation)에 의해 발생하는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다시 학생들의 거주지 내에 있는 공립학교

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구 내(intra-district) 개방형 등록제와 학생들의 거주

지를 벗어난 학교구에 있는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구 간

(inter-district) 개방형 등록제로 나뉜다(주현준 ․ 정성수, 2010). ‘헌장학교’는 

공립학교처럼 정부의 교육예산을 교부받아 운영되는 학교이지만 민간인들이 

주(州) ․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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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예산집행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행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학교의 성격을 띤다. 운영 기간 동안 

학교 지원률이 저조하거나 운영 방식,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 등 계

약 시 체결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후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 

2. 서울시 고교선택제 개요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0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일

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교선택제를 시행해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도심공동화로 

인해 종로, 중구, 용산구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고등학교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자 1996년부터 이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정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서울 시청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40개교를 선지원 후추첨 배정학교

로 지정, 서울시 전역에서 학생 희망에 따라 2~3개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한적 학교선택제를 운영해왔다. 우선 선지원 후추첨 배정학교에 지원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을 하고 난 후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 간 성적 

평준화를 위해 내신 성적 및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추첨 배정되었다. 이후 서

울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교육 여건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배정제를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서울시 고교선

택제는 학생들이 2단계에 걸쳐 희망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서울시 교육청

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박부권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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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서울 시내 11개 일반학군 체제를 단일학군, 일반학군, 통합학군 체제

로 전환하고 단일학군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일반학군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통합학군은 인접한 두 학군 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소속 학교로 한다.

  둘째,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에서는 각 소재 고등학교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

하여 2개교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셋째, 단일학군, 일반학군, 통합학군의 추첨배정비율은 각 고등학교의 정원

을 분할하여 사전에 정한다.

  넷째,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의 각 고등학교는 지원자가 배정인원수를 초과할 

때는 추첨으로 배정하고, 통합학군에서는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의 추첨에서 탈

락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당국이 통학거리, 성적분포, 종교 등을 고

려하여 추첨으로 배정한다. 위의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배정 흐름도

  2010학년도부터 실시된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기존의 학교배정방식과 다른 

점은 기존의 학교배정방식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일반학군만을 설정하고 있

는 데 반해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단일학군, 일반학군, 통합학군의 세 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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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학교군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별화되는 점은 기존의 학교

배정방식이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일률적으로 배정했

던 반면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학생이 선지원한 학교 내에서 추첨 배정을 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주현준 ․ 정성수, 

2010).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시행 목적과 기대 효과 면에서, 거주 지역 학군에 속

한 학교와 비거주 지역 학군에 속한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국의 개방형 등록제와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서울시 

고교선택제와 미국의 개방형 등록제 간에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의 학교구 

개념은 우리나라의 학군 개념과 다르며, 미국의 개방형 등록제는 저소득층 학

생이 교육 여건이 좋은 타 학교구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 주(州)정부가 학교 

통학 비용을 보조한다. 또한 학생 선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 고교선

택제는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개방형 등록제는 

특정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인정한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전면 시행된 첫 해에 한해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196곳의 단계별 지원경쟁률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 고

교선택제 시행 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특정 학군, 특정 학교에의 학생 쏠림 현

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는 1단계 경

쟁률이 17대 1을 넘어가는 데 반해 기피학교들의 경우에는 지원미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표 1>은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시행 첫 해 서울 196

개 후기 일반계고 지원 경쟁률이다.

<표 1>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계고 1․2차 지원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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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학교명 1단계 경쟁률 2단계 경쟁률

1 구로 A 17.1 11.1

2 서초 B 16.4 6.8

3 동작 C 15.9 7.2

4 강남 D 15.8 5.8

5 광진 E 13.9 7.7

6 강동 F 13.7 7

7 성북 G 13.3 8.4

8 양천 H 13.2 5.4

9 노원 I 13 5

10 송파 J 12.2 6.8

187 관악 K 1 미달

188 성북 L 1 미달

189 용산 M 1 1.4

190 용산 N 미달 1.4

191 용산 O 미달 1.3

192 강동 P 미달 미달

193 강서 Q 미달 미달

194 광진 R 미달 미달

195 동작 S 미달 미달

196 성북 T 미달 미달

3.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관련 연구

 가. 학교선택제의 쟁

  특정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항상 있어왔지만 학교선택제는 찬반론자 

간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어온 주제이다. 그것은 학교선택제가 민감한 정치·

사회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선택제를 둘러싼 대표적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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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다. 교육이 추구해

야 할 가치에 대해서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은 다른 가치보다 효율성을 우선

시한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학교는 다양한 교

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노력할 때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공교육의 실패가 학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나태함 때문이라고 지적

한다. 반대로 학교선택제 반대론자들은 교육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공립학교의 핵심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수용

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이루도록 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학교선택제가 불평등과 분리를 심화시켜 공교육과 민

주사회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

해서도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은 의견을 달리 한다.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은 경직성을 탈피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

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장, 민간, 지역, 단위학교, 교육수요자에게 이

양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선택제 반대론자들은 교육을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공동체

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실현되기 어려우므

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평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 외에도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은 학

교선택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학교선택제 반대론자들은 제도행동주의 경제학의 관

점을 빌려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김왕준·오세희, 2012). 

  둘째, 학교 간 경쟁이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가?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



- 16 -

의 논리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학교는 교육수

요자를 만족시켜 높은 보상을 얻으려 하므로 질 제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질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그 자체라고 본다. 그러나 학교선택제 반대론자들은 일단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므로 이를 통해 교육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

대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설령 선택권이 제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교육

의 질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교육수요자의 구미에 맞춘 교육을 하게 되므로 

이것을 교육의 질 제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학교 간 경쟁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 이념적인 대립이 가장 강하

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에 의하면 이 제도가 잘만 설계

된다면 오히려 빈곤층이나 소수집단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학교선택제를 통해 강한 인종, 계층 분리가 일어

날 것이라고 본다(Gill et al, 2003).

나. 선행 연구 검토

  그 동안 학교선택제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초기 연구

들 중 상당수는 학교선택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한 것들이었다. 김영화

(1995)는 고교평준화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학교선택제가 그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보다 앞서 학교선택제가 시행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학교선택제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학부

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편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그 실시

의 정당성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한수웅, 2008; 이신화, 2012; 정영화, 2010) 그

러나 김경근(2002)은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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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학교선택제 시행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 

사회에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었을 때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려

면 저소득 계층이 경제력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도

록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

에서 오정란(2007)도 학교선택제도가 가져올 계층 차별적 영향력을 지적하며 

소외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에는 학교선택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

다. 학교선택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교육수요자와 결과

적 측면을 다룬 연구와 교육공급자와 과정적 측면을 다룬 연구, 기타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교육수요자와 

결과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로 여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참여, 만족

도, 학업성취도, 학력격차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주현준·정성수(2010)은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선택제의 실효

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육수요자들은 학교선

택제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학교군 또는 자치구 간 교차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

나지 않았으며 특정 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선호가 편중되는 모습을 보

였다. 김정숙·황여정(2012)은 학교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학

력과 소득수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학교선택 시 

학교의 교육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주거지와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병부·황여정·성열관(2012)은 고교 1․
2학년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지망에 지원한 학

교에 배정될수록, 본인이 진학할 학교를 직접 선택할수록 배정결과에 대한 만

족도가 제고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초기

에 비해 학교만족도와 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선택제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연구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교선택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전우홍·양정호

(2005)에 따르면 평준화지역의 무작위 추첨 배정학교보다 선지원 배정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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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교 평균 수능 성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험설계적 요소를 

사용하여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경년․이필남(2012)에 의하면 고교선택제 시행이 일부 과목의 학업성취도향

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선택이 수학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광현(2007)에서는 학교선택여부가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배정현(2012)은 

수원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선택제 도입과 학력격차 변동 추세

를 연구하였는데 학교선택제의 도입 이후 선호학교는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고 

비선호학교는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교 간 입학생의 학력 차이가 나

타나고 이는 학교의 학력격차, 나아가 학교 서열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Hastings & Weinstein(2008)은 학교선택제가 저소득층 자녀의 학

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향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선택

제를 시행하면서 저소득층의 부모에게 선택할 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한다면 부모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Hoxby(2003b)는 교육비

지불보증제로 운영되는 학교나 차터스쿨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학교선택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기존의 공

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보다 높을지라도 이것이 학교선택제의 효

과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선택제에 참여하

는 학생과 학부모는 비참여 학생과 학부모와는 차별되는 보이지 않는 다른 특

성들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학업성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국적으로 학교선택제를 실시한 칠레의 경우에는 학교선택

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 못하고 쏠림(sorting)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sieh & Urquiola, 2006; McEwan, Urquiola & 

Vegas, 2008). 

 위에서 제시한 교육수요자와 결과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에 비해 교육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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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정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미국에서는 수가 적기는 

해도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 온 반면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다룬 연구를 찾

아보기 힘들다. Hanushek & Rivkin(2003)은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학교 

내에서, 지역 내에서 학력, 경력, 시험 성적 등과 같은 교사의 질이 유사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정 지역에 학생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지를 학교 간 

경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삼아 분석한 결과,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일

수록 학교 내, 지역 내 교사들 간에 학력, 경력, 시험성적 등에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oxby(2000)은 학교선택제에 의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학

교들이 특별한 교사의 특성을 요구하는지, 요구한다면 어떤 특성인지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학교선택제 시행으로 인해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고, 수학과 

과학 과목의 교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인 성향

을 가진 교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선택제가 교사에게 미친 영향

을 연구한 Rapp(2000)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학교선택제가 교사로 하여금 노력

을 기울이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등록제 중 학군 내 선택제

도(intra-district choice)만이 교사들로 하여금 더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Hoxby(2001, 2003a)과 Holmes, DeSimone & Rupp(2003), Dee(1998)

은 교육비지불보증제, 헌장학교와 같은 학교선택제가 공립 학교의 생산성에 미

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공립학교들이 교육비지

불보증제로 운영되는 학교나 헌장학교들과 학생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자 이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 윤정일․이진(2006)에 의하면 교

육비지불보증제 실시가 미국 플로리다 주 소재 10개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교사의 수와 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 학생 행동 수정 

및 가정환경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전문가를 고용하게 하였다. 또한 교육비 지

불보증제도가 실시되는 해에 학교들은 특정 교과목의 운영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 소재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교육비 지불보증제도

가 인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반증한다. 우

리나라 맥락에서는 김정숙(2011)이 서울시 후기 일반계고 한 곳을 대상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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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학교선택제 시행이 학교 현장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

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고교선택제가 단위학교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의 질

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등 긍정

적 효과가 있었으나 고교선택제로 인해 기대되는 단기간의 학교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환·안선회(2013)는 서울

시 후기 일반계고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학교체제의 변화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2010년에 비선호 

일반고에서는 학력 하위권 학생과 징계 받은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학

적변동 학생이 크게 늘어났다.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교

원들이 학교체제 변화를 추진하면서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노

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제시한 연구들 외에 기타의 관점에서 학교선택제의 효과를 살펴

본 연구들로 학교선택제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있다. 

Betts(2006)은 샌디애고 지역에서 실시된 학교선택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모든 

인종과 민족 그룹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백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선택제

가 인종 간, 민족 간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학교선택제의 성공과 한계를 살펴본 Fowler(1992)는 학교선택제 시행이 

사회적 계층 분리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과 평등의 문

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Tomlinson(1997)와 Martinez et 

al.(1995)는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하는 시장주의로 인해 학교선택제 시행이 소수

집단 학생들에게 불리하며 인종 간, 민족 간 분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유럽지역에서 시행된 학교선택제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Ambler(1994)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선택제가 장점을 가졌을지라도 서로 다른 

선호체계와 정보력의 차이로 인해 계층 간 분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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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적 틀

 가. 신고 주의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들이 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행동이라 함

은 개인은 서로 다른 효용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효용을 극대화

하는 선택을 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Granovetter, 

1985). 이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하므로 이들에게 자유

로운 선택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희소한 자원은 자

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이러한 가정과 논리에 근

거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연구모형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근거한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학교

선택제가 시행될 경우 교육수요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

어 이는 교육공급자 간에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 경쟁은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Friedman, 1955, 1962; Chubb & Moe, 

1988; Dee, 1998). 이러한 논리를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적용하면 기존의 근거리

추첨배정제에서는 학생 배정의 책임이 서울시 교육당국에 있었으므로 학교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로 전환되면서 학교는 학생 배정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는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학교 간 경쟁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학교가 질 높은 교육상품을 만드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이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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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는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의 

논리 중 하나―학교 간 경쟁의 증가가 질 높은 교육상품을 만들기 위한 교사

와 학교의 노력으로 연결된다―를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학교선택제가 단위학교로 하여금 질 높은 교

육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러한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학교 간 경쟁 불필요

근거리 추첨배정

학교 간 경쟁 증가

학교선택제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제고
질 높은 교육상품을 만들기 

위한 교사와 학교의 노력

[ 그림 2 ]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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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2010년에 구축된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LS)의 일반계 고등학교 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세 개의 패널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적 ․ 정의적 ․ 신체적 

성장과 발달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종단자료로서 2010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일반계고 1학년 및 전문계고 1학년을 대상으로 표본 패널을 구

성하여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인 2012년에 1주기 자료 수집을 완

료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기준이 되는 유층 내에서 학교를 무선추출한 뒤 

다시 학교 내에서 2개 학급을 무선추출하는 방식의 층화 2단계집락추출을 통

해 표본 설계 되었으며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 교사, 학교 및 학교장별로 별도

의 설문을 실시하고 학교 고유 아이디를 통해 각 자료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박현정 외, 201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이므로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자료의 일반계 고등학교 83개교 중 

특목고 10개교, 자율형 사립고 9개교, 자율형 공립고 4개교를 제외한 뒤 주요 

변수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4개교를 제외하여 최종 56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

였으며 교사, 학교, 학교장 설문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선택제가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단위학교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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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대리하는 변수로

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및 수업 개선 활동을 활용하였다. 이미 Leithwood et 

al(2004)이 교사들의 교수 행태가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

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Rivkin, Hanushek & Kain (2001)은 패널데

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oxby(2000)에서는 학교선택제가 교사들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교사들이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을 살

펴본 바 있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수로서 학교 재정 수입 및 재정 지출 변수를 활용하였다. 단위학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은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다양화 및 교육 여건 

개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박부권, 2010) 이러한 변화들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이 학교 재정 수입 및 지출 변수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속변수인 단위학교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정규수업 준

비시간, 방과후수업 준비시간, 정규수업시간, 방과후수업시간, 학생상담시간, 

행정업무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사의 수업 개선 활동은 동료수업

참관, 수업개선협의회, 수업컨설팅, 교과교육연구회, 자생적 연구단체의 연간 

참여 횟수와 수업전문성 연수의 연간 참여 시간 범주(1=미참여, 2=1~15시간, 

3=16~30시간, 4=31~45시간, 5=46~60시간, 6=61~75시간, 7=76시간 이상)로 살펴

보았다. 학교 재정 수입 변수로는 총 세입과 교육경비보조금, 경상운영비, 목적

사업비, 교수학습활동비, 학교발전기금을 살펴보았으며 학교 재정 지출 변수로

는 총 세출과 교과활동, 특별활동,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

영, 학교시설확충에 사용된 지출액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본 연구의 처치변수인 학교선택 반영 비

율 변수는 지망학교에 배정받은 1학년 학생수를 1학년 전체 학생수로 나눈 비

율 값을 활용하였다.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2010년에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계고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시행 여부로 고교선택제가 교사의 노력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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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학교 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 반영된 비율 변수를 학교선택제 시행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지망하여 입학한 학생이 많을수록 학교선택제 시

행수준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배정에 가깝다고 가정하였다. 따라

서 학교선택 반영비율은 최소 0부터 최대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외

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 특성 변수로는 교사의 성별, 학력, 경

력, 담임 여부, 부장교사 여부가 사용되었다. 교사의 나이는 교사의 경력과의 

상관이 매우 높아(0.92)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남자는 ‘1’여자는‘0’으로 코

딩하고 학력의 경우에는 학사학위는‘16’석사학위는‘18’박사수료는‘20’박사졸업

은‘23’으로 코딩하였다. 경력은 교직경력의 총 개월 수를 활용하였으며 담임과 

부장교사인 경우는 ‘1’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종속변수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학교 특성 변수로는 설립유형, 총 학생수, 총 학급수, 설립기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무상급식대상자 비율, 총 교원수, 학력향상중점학교 여

부, 사교육없는 학교 여부,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 교장 성별, 교장 나이, 교장

의 수업관련 노력정도, 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사용되었다. 교장의 나이는 결

측치로 인해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교장 경력 변수 대신에 사용되었다. 설립유

형의 경우 국공립은‘1’ 사립은‘0’으로 코딩하고 총 학생수와 총 교원수 및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장 성별은 남자를

‘1’여자를 ‘0’으로 코딩하였고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 정도와 교장과 교사들의 

관계는 5점 척도로 코딩된 값을 활용하였다.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 정도 변수

는 다시 교과연구회 참여, 교사연수장려, 교원평가 강화로 나누어 사용하였으

며 교장과 교사들과의 관계는 수업개선에 관심, 성취수준 향상 최우선으로 나

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을 정리하면 아

래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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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

변수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정규수업 준비시간 주당 정규수업준비시간

방과후수업 준비시간 주당 방과후수업준비시간

정규수업시간 주당 정규수업시간

방과후수업시간 주당 방과후수업시간

학생상담시간 주당 학생상담시간

행정업무 처리시간 주당 행정업무처리시간

교사의 

수업개선활동

동료수업참관 연간 동료수업참관 횟수

수업개선협의회
연간 수업개선협의회 
참여 횟수

수업컨설팅 연간 수업컨설팅 참여 횟수

교과교육연구회
연간 교과교육연구회 
참여 횟수

자생적연구단체
연간 자생적연구단체 
참여 횟수

수업전문성연수
연간 수업전문성연수 
참여시간 범주

학교재정수입

총 세입 회계결산 중 세입 총액

교육경비보조금 회계결산 중 교육경비보조금

경상운영비 회계결산 중 경상운영비

목적사업비 회계결산 중 목적사업비

교수학습활동비 회계결산 중 교수학습활동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중 학교발전기금

학교재정지출

총 세출 회계결산 중 세출 총액

교과활동 회계결산 중 교과활동비

특별활동 회계결산 중 특별활동비

학습지원실운영 회계결산 중 학습지원실운영비

교육여건개선 회계결산 중 교육여건개선비

학교일반운영 회계결산 중 학교일반운영비

학교시설확충 회계결산 중 학교시설확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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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처치변수
학교선택 반영비율

(학교선택제 시행수준)

지망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수/ 전체학생수

통제변수

(교사특성)

성별 남=1, 여=0

학력
학사=16, 석사=18

박사수료=20, 박사졸업=23

경력 교직경력 총 개월 수

담임 여부 담임=1, 비담임=0

부장교사 여부 부장교사=1, 평교사=0

통제변수

(학교특성)

설립유형 국공립=1, 사립 =0

총 학생수 총 학생수

총 학급수 총 학급수

설립기간(년) 2010-설립년도 + 1

학생 1인당 교육비 총 세출액/ 학생수

무상급식대상자 비율 무상급식대상자/전체학생수

총 교원수 총 교원수

학력향상중점학교 여
부

시행=1, 미시행=0

사교육없는 학교 여부 시행=1, 미시행=0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 시행=1, 미시행=0

교장 성별 남=1, 여=0

교장 나이 교장 나이

교장 학력
학사=16, 석사=18

박사수료=20, 박사졸업=23

교장의 수업관련노력
- 교과연구회참여
- 교사연수장려
- 교원평가강화

5점척도

교장과 교사관계
- 수업개선관심
- 성취수준향상최우선

5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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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가.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 교사들의 노력

  1) HLM(Hierarchical Linear Model)

  학교선택제가 단위학교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이란 서로 다른 수준에

서 측정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모델이다(Diez-Roux, 1998). 교사들

은 그들이 속한 학교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정 학교에 속하는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속하는 교사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방법의 선정에 있어 이와 같은 위계적인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1수준 방정식 (교사 수준)

  (1)      성별   취득학위   교직경력   담임여부 
 부장교사여부    ∼  

  위의 1 수준 방정식은 교사 수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의 기대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이다. 위 식에서 절편인 는 

교사 수준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상태의  학교 내 교사의 종속변

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울기 계수()는 교사 수준의 특성 변수들이 

 학교 내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의 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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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준 방정식 (학교수준)

  (2)      학교선택 반영비율   설립유형   ln총학생수 
 ln학생인당교육비   무상급식대상자비율   ln총교원수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교과교실제 
 교장성별   교장나이   수업관련노력   교사들과의 관계 
   ∼  

  (3)  =  

  2수준 방정식은 1수준 방정식의 회귀계수가 학교 수준에서 달라지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1수준 방정식의 절편()과 회귀계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특히 본 모형에서는 학교 내 교사의 종속변수 평균값만이 학교 수준 

변수로 설명되고, 교사 특성 변수가 1수준 방정식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의 크기(1수준 기울기계수)에는 학교 간에 차이가 없음(fixed)을 가정한 임의절

편모형(Intercept-as-Outcome) 모형을 활용하였다. 

2) HGLM(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학교선택제가 단위학교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위계적 일반화 선형 모형을 활용하였다. 교사들은 단위 학교에 포함되어 있

어 단위학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분석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위계적인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양의 정수인 가산 변

수(count variable)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아송 회귀모형이 활용되며 순서

형 범주 변수(ordered categorical variable)인 경우에는 순서형 로짓 또는 순

서형 프로빗 모형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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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산적인 종속

변수와 순서형 범주 변수 분석에 적합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1수준 방정식 (교사수준)

  (1)  ln        성별   취득학위   교직경력 
 담임여부   부장교사여부    ∼  

  (2) Pr(  ) = Pr   ≤ 

        = Pr        ≤ 

        = Pr             

        = F     - F     

  위의 1 수준 방정식의 (1)은 교사수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사들의 

연간 수업 개선 활동 참여횟수의 ln(기대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이

다. 즉, 위 식은  학교 내  교사의 수업 개선 활동인 에 대하여 기댓값을 

취한 후 이에 대해 로그변환을 실시한 종속변수를 교사 수준의 독립변수들과 

오차항 의 일차결합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1수준 방정식의 (2)는 교사수

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연수 참여 범주를 종속변

수로 하는 확률방정식이다. 여기에서 j는 종속변수 범주, 는 모형 안에서 추

정되어야 할 절사점(cutoff point)이고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수준의 독립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F( ․ )는 오차항 의 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다(민인식․최필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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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준 방정식 (학교수준)

  (3)      학교선택 반영비율   설립유형   ln총학생수 
 ln학생인당교육비   무상급식대상자비율   ln총교원수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교과교실제 
 교장성별   교장나이   수업관련노력   교사들과의 관계 
   ∼  

  (4)  =  

  본 모형에서는 단위학교 내 교사들의 종속변수 평균값만이 학교 수준 변수

로 설명되고, 교사수준 독립변수가 1수준 방정식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의 크기(1수준 기울기계수)에는 단위학교 간에 차이가 없음(fixed)을 가정한 임

의절편모형(Intercept-as-Outcome) 모형을 활용하였다. 

나.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 재정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학교선택제

가 단위학교의 재정 수입 및 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교선택 반영비율   설립유형   ln총학생수 
 ln총교원수   총학급수   무상급식대상자비율   설립기간 
 교장성별   교장나이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교과교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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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논의

1. 기술통계

  <표 3>과 <표 4>는 각각 분석에 사용된 교사 특성 변수들과 학교 특성 변

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이다. 우선 <표 3>의 교사 특성 변수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의 평균 연령은 37.7세, 평균 학력은 16.76년으로 4년제 학부 

졸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교사 경력은 약 11.25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많으며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가 거의 비슷

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정

규수업 준비시간은 8.83시간, 정규수업시간은 17.21시간이었고 방과후수업 준비

시간과 방과후수업시간은 각각 5.03시간, 5시간이었으며 학생상담시간은 2.91시

간, 행정업무처리시간은 6.47시간이었다. 동료수업참관의 경우 연간 2.03회, 수업

개선협의회의 경우 연간 1.53회, 수업컨설팅과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연간 0.28

회, 자생적 연구단체의 경우 0.61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업

전문성 연수의 경우는 1.29의 값으로 대부분 1~15시간 범주에 속하여 교사들의 

연수 참여 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의 학교 특성 변수들

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처치변수인 학교선택 반영비율

의 경우 약 0.81로서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자신들이 지원한 학교에 진학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으로는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많았으며 설립기간은 평균 

37.54년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539만원선 이었으며 무상급식대상자 

비율은 각 학교별로 전체 학생의 11% 수준이었다. 학교장의 평균 연령은 58.07

세, 평균 학력은 18.5년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교장의 숫자가 여교장에 비해 많았다. 한편 교장의 수업관련노력 정도 및 교사

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대부분 5점 척도 기준 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학교 재정 수입 및 재정 지출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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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사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사성별 406
0.448

(0.498)
0 1

교사나이 406
37.702

(10.473)
23 61

교사학력 406
16.761

(1.082)
16 23

교사경력(개월) 406
134.527

(122.764)
0 463

담임여부 406
0.530

(0.500)
0 1

부장교사 여부 406
0.086

(0.281)
0 1

주당근무시간_정규수업준비 406
8.828

(4.820)
1 28

주당근무시간_방과후수업준비 406
5.025

(3.584)
0 24

주당근무시간_정규수업 406
17.214

(2.966)
1 25

주당근무시간_방과후수업 406
5

(2.854)
0 20

주당근무시간_학생상담 406
2.916

(2.817)
0 20

주당근무시간_행정업무 406
6.466

(5.363)
0 32

수업개선활동_동료수업참관 406
2.032

(1.302)
0 5

수업개선활동_수업개선협의회 406
1.532

(1.567)
0 5

수업개선활동_수업컨설팅 406
0.283

(0.656)
0 4

수업개선활동_교과교육연구회 406
0.278

(0.643)
0 4

수업개선활동_자생적 연구단체 406
0.611

(1.248)
0 5

연수참여시간_수업전문성 406
2.288

(1.547)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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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량

※ Note 학교선택 반영비율 = 지망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수/ 전체학생수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교선택 반영 비율 56 0.805
(0.196) 0.132 1

설립유형 56 0.357
(0.483) 0 1

총 학생수 56 1306.982
(382.474)

410 2206

총 학급수 56 37.446
(7.654)

24 54

설립기간(년) 56 37.536
(24.630)

1 112

학생 1인당 교육비 56 5392506
(2755728) 1703676 14900000

무상급식대상자 비율 56 0.110
(0.070) 0 0.324

총 교원수 56 77.696
(19.079)

28 121

학력향상중점학교 여부 56 0.125
(0.334)

0 1

사교육없는 학교 여부 56
0.125

(0.334) 0 1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 56
0.232

(0.426) 0 1

교장성별 56 0.857
(0.353) 0 1

교장나이 56 58.071
(5.298) 43 70

교장학력 56 18.5
(2.132)

16 23

수업관련노력정도  
(교과연구회 참여) 56

4.036
(0.687) 3 5

수업관련 노력정도 
(교사연수장려) 56 4.304

(0.658) 3 5

수업관련 노력정도 
(교원평가강화) 56

3.643
(0.724) 2 5

교사들과의 관계
(수업개선관심) 56 4.268

(0.618) 3 5

교사들과의 관계
(성취수준 향상 최우선) 56

4.5
(0.53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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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 재정 수입  재정 지출의 기술통계량

(단  : 원)

2. 분석결과

가.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 교사들의 노력

  다음의 <표 6>과 <표 7>은 각각 고교선택제가 단위학교 교사들의 주당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 세입 56 711,0000,000
(3,850,000,000)

1,820,000,000 20,800,000,000

교육경비보조금 56 208,000,000
(119,000,000)

0 579,000,000

경상운영비 56
1,870,000,000

(1,300,000,000) 126,000,000 3,930,000,000

목적사업비 56
1,370,000,000

(,1020,000,000) 93,800,000 4,990,000,000

교수학습활동비 56
2,972,573

(1,518,780) 296,345 6,148,899

학교발전기금 56 143,000,000
(231,000,000)

1,104,000 1,410,000,000

총 세출 56 6,910,000,000
(3,810,000,000)

1,790,000,000 20,500,000,000

교과활동 56
115,000,000
(82,300,000) 5,277,000 40,9000,000

특별활동 56
42,700,000

(23,900,000) 8,295,000 138,000,000

학습지원실 운영 56 57,200,000
(44,900,000) 0 217,000,000

교육여건개선 56 90,000,000
(137,000,000) 0 617,000,000

학교일반운영 56 382,000,000
(123,000,000)

120,000,000 765,000,000

학교시설확충 56 820,000,000
(982,000,000)

0 4,9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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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수업 개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중 방과후수업 준비시간과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학교선택 반영

비율과 유의미한 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수업 준

비시간은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 증가할 때 13분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0%가 되어 학교선택제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경우 학교선택제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임의 배정의 

경우보다 교사의 주당 방과후수업 준비시간이 2.29시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처리시간은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 증가할 

때 18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 반영비

율이 100%가 되어 학교선택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경우에 임의배정의 경우보

다 행정업무 시간이 2.88시간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주

당 정규수업 준비시간과 학교선택 반영비율은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

수업 시간은 학교선택 반영비율과 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통제변수들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주당 방과후수업 준비시간인 경우 교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장이 교사의 연수를 장려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며 교장

이 교사들의 수업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경우는 증가하였다. 종속변수가 주

당 행정업무 처리시간인 경우에는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부장교사가 평교사

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저경력 교사일수록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 특성으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학교일수록, 교장이 

남자이면서 학력이 낮을수록, 교장이 교사의 연수를 장려하는 경향이 낮고 교

사들의 수업개선에 관심이 높을수록 교사들의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증가하였

다. 다음으로 <표 7>은 고교선택제가 단위학교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미

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으로 동료수업참관, 수업개

선협의회, 수업컨설팅, 교과교육연구회, 자생적 연구단체 연간 참여 횟수 및 수

업전문성 연수 참여 시간 범주를 살펴보았다. 위의 변수들은 <표 6>의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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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당 근로시간과 같은 연속 변수가 아니므로 1수준 분산이 이분산적

(heteroscedastic)이다. 따라서 각 1수준 단위(교사)마다 분산이 달라지므로 총 

분산에 대한 각 수준의 분산비율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하

지만 만약 관측 오차가 이론적인 오차분포를 정확히 이룰 때 1수준 분산의 척

도인수(Scale factor)가 1이 되게 된다(Hox, 2002).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1수준 

분산을 1이라고 가정하였고 결과해석에서는 2수준 분산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단위학교 교사들의 수업개선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선택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아질수록 대

부분의 수업개선활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교사의 수업 개선 활

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개선 활동 중 동료수업참관, 수업컨설팅, 

교과교육연구회 참여는 양의 값을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자

생적 연구단체 참여는 음의 값을 가졌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수업개선협의회 참여 횟수와 수업전문성 연수 참여 시간은 오히

려 학교선택 반영비율과 유의미한 부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개선협의회 참여의 경우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 증가할 때 exp(-0.0603)

≒0.94로 약 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0%가 되어 학교선택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임의배정의 경우보다 연간 수업개선협의회 참여 횟수가 exp(-0.603)≒0.55

로 약 45%가량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연수 참여의 

경우 역시 계수값이 (-)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교사

들의 연수 참여시간이 범주 7(연간 76시간 이상) 보다는 범주 1(미참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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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교선택제와 교사들의 주당 근무 시간 

변수
정규수업
준비시간

방과후수업
준비시간

정규수업
시간

방과후수업
시간

학생상담
시간

행정업무
처리시간

절편
7.712***

(1.300)
4.845***

(0.951)
17.612***

(0.554)
3.021***

(0.838)
2.108***

(0.432)
3.756***

(0.901)

 교사수준 변수

   교사성별
-0.107

(0.558)
-0.047

(0.439)
0.010

(0.325)
0.551*

(0.319)
-0.022

(0.326)
1.948***

(0.590)

교사학력
-0.030

(0.258)
0.054

(0.272)
-0.248*
(0.148)

0.007
(0.130)

0.027
(0.130)

0.429*
(0.230)

교사경력
0.002

(0.003)
-0.001

(0.001)
-0.006***

(0.002)
-0.005***

(0.002)
0.002**
(0.001)

-0.007***
(0.002)

담임여부
-0.522

(0.597)
0.294

(0.290)
0.106

(0.323)
0.654*

(0.358)
1.905***

(0.257)
1.031**
(0.540)

부장교사 여부
-1.650

(1.044)
0.948

(0.730)
-1.237**
(0.583)

1.725**
(0.756)

-0.322
(0.357)

5.489***
(1.274)

 단위학교수준 변수

학교선택     
반영비율

0.643
(1.687)

2.294**
(1.098)

-0.194
(1.047)

-0.483
(1.398)

0.000
(0.593)

2.880**
(1.189)

설립유형
0.247

(2.414)
-1.936

(1.355)
0.354

(0.833)
2.655

(1.784)
-1.693***

(0.664)
-2.354*
(1.357)

ln(총학생수)
2.180

(2.494)
-1.341

(1.932)
0.672

(1.156)
3.471**
(1.656)

-0.339
(0.756)

-1.872
(1.484)

ln(학생 1인당 
교육비)

-0.666
(2.159)

-0924
(1.137)

0.381
(0.653)

3.208**
(1.458)

-1.977***
(0.561)

-3.282***
(1.091)

무상급식대상
자 비율

2.189
(5.337)

-3.008
(3.526)

-2.805
(2.838)

5.271*
(3.210)

1.079
(1.806)

-3.873
(3.971)

ln(전체교원수)
-3.306**
(1.633)

0.146
(1.321)

0.866
(0.772)

-2.286*
(1.363)

-0.625
(0.612)

-1.714
(1.200)

학력향상중점
학교 여부

0.819
(0.830)

0.620
(0.796)

-0.028
(0.572)

-0.308
(0.594)

0.242
(0.352)

1.185
(0.917)

사교육없는 
학교 여부

0.226
(1.055)

-0.501
(0.724)

0.539
(0.402)

0.652
(0.594)

0.075
(0.225)

0.840
(0.683)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

0.019
(0.659)

-0.645
(0.418)

-0.776*
(0.434)

0.027
(0.532)

-0.782***
(0.272)

-0.126
(0.529)

교장성별
1.503

(0.999)
0.680

(0.507)
-0.439

(0.415)
-0.067

(0.653)
0.705**
(0.321)

1.377***
(0.532)

교장나이
-0.023

(0.053)
0.060

(0.038)
0.005

(0.027)
0.043

(0.050)
-0.009

(0.025)
-0.04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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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교선택제와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

변수
동료수업

참관
수업개선
협의회

수업컨설팅
교과교육
연구회

자생적
연구단체

수업전문성
연수

학교선택 
반영비율

0.188

(0.224)

-0.603**

(0.278)

0.523

(0.655)

0.327

(0.693)

-0.404

(0.491)

-1.460**

(0.679)

1수준분산
(척도인수)

1.0

2수준분산 0.038** 0.082*** 0.200* 0.625*** 0.470*** 0.459***

※ Note : 편의상 <표 7>에서는 주처치변수와 분산 비율만 표시하였으나 통제변수로 

교사 수준에서는 교사성별, 교사학력, 교사경력, 담임여부, 부장교사 여부가, 학교 수준

에서는 설립유형과 ln(총학생수), ln(학생 1인당 교육비), 무상급식대상자 비율, ln(전

체교원수), 학력향상중점학교 여부, 사교육없는 학교여부, 교과교실제 시행여부, 교장

성별, 교장나이, 교장학력,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정도 1,2,3과 교장과 교사들과의 관계 

1,2가 포함되었다. 전체 변수가 포함된 표는 부록의 <표 12>에 제시하였다.

교장학력
-0.292

(0.181)
-0.226**
(0.114)

0.013
(0.074)

-0.142
(0.089)

-0.072
(0.063)

-0.270***
(0.100)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1 

(교과연구회 
참여)

-0.301
(0.527)

-0.035
(0.469)

-0.054
(0.299)

0.400
(0.376)

0.177
(0.189)

0.336
(0.438)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2

(교사연수장려)

-0.588
(0.507)

-0.802**
(0.334)

-0.086
(0.247)

-0.680
(0.433)

-0.200
(0.193)

-0.907***
(0.330)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3

(교원평가강화)

-0.264
(0.576)

0.416
(0.331)

-0.267
(0.260)

0.205
(0.353)

-0.117
(0.180)

0.457
(0.363)

교장과 
교사관계1

(수업개선관심)

2.122***
(0.482)

1.104***
(0.311)

0.673**
(0.276)

-0.017
(0.377)

1.057***
(0.277)

1.768***
(0.400)

교장과 
교사관계2

(성취수준 향상 
최우선)

0.904*
(0.530)

0.426
(0.418)

0.198
(0.289)

0.545
(0.348)

0.391*
(0.216)

-0.052
(0.442)

1수준분산 21.248 11.460 7.790 5.586 6.001 22.312

2수준분산 2.411*** 0.904** 0.153 1.840*** 0.024 0.153

ICC(2수준분산/
총분산)

0.102 0.073 0.019 0.248 0.0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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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 재정

  다음의 <표 8> ~ <표 11>는 각각 학교선택제가 단위학교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 고교선택제와 단위학교 재정수입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들의 영향력

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국공립보다 사립의 경우, 총 학급수가 많은 경우 단위

학교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에는 무상급

식대상자 비율 및 교장의 나이와 유의미한 정적 연관성을 보였는데 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이 1% 증가할 때, 교장의 나이가 1세 높아질 때 약 20.4%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교선택제와 단위학교 재정 지출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량 

증가하였다.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 증가할 때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금액은 

약 7.8%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선택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경

우 임의배정의 경우에 비해 약 78%가량이나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금액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립보다는 국

공립에서, 교원수가 많을수록 특별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

러나 특별활동 외에 교과활동,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에 지출되는 금액에서는 학교선택 반영비율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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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의 재정 수입 (1)

변수 총 세입 교육경비보조금 경상운영비

절편
20.818*** -3.809 20.288***

(0.992) (17.864) (1.025)

학교선택 반영비율
0.109 -1.431 -0.100

(0.168) (3.021) (0.173)

설립유형
-1.083*** 1.172 -2.241***

(0.072) (1.301) (0.075)

ln(총학생수)
0.168 3.285 0.145

(0.202) (3.636) (0.209)

ln(전체교원수)
0.151 -3.178 0.020

(0.206) (3.714) (0.213)

총학급수
0.012** -0.038 0.014**

(0.006) (0.113) (0.006)

무상급식대상비율
0.308 20.423** 0.266

(0.523) (9.415) (0.540)

설립기간
-0.000 0.022 -0.002

(0.001) (0.026) (0.002)

교장성별
-0.119 -0.293 0.005

(0.083) (1.504) (0.086)

교장나이
-0.004 0.204** -0.001

(0.005) (0.099) (0.006)

학력향상중점학교
-0.078 -0.782 -0.115

(0.099) (1.784) (0.102)

사교육없는 학교
-0.023 -1.799 0.010

(0.096) (1.733) (0.099)

교과교실제
0.014 0.906 -0.047

(0.073) (1.314) (0.075)

N 56 56 56

Adj   0.888 0.032 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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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의 재정 수입 (2)

변수 목적사업비 교수학습활동비 학교발전기금

학교선택 반영비율
-0.086 0.130 1.675

(0.441) (0.203) (1.004)

N 56 56 56

Adj   0.508 0.837 0.284

※ Note : 편의상 주처치변수인 학교선택제 시행수준과 표본수 및 모형적합도만 표시

하였으나 통제변수로 설립유형, ln(총학생수), ln(전체교원수), 총학급수, 무상급식대상

비율, 설립기간, 교장성별, 교장나이, 학력향상중점학교 시행 여부, 사교육없는 학교 시

행 여부,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가 포함되었다. 전체 변수가 포함된 표는 부록의 <표 

1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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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의 재정 지출 (1)

변수 총 세출 교과활동 특별활동

절편
20.936*** 13.742*** 13.087***

(1.002) (4.215) (2.327)

학교선택 반영비율
0.122 -1.021 0.775**

(0.169) (0.713) (0.393)

설립유형
-1.116*** 0.097 0.389**

(0.073) (0.307) (0.169)

ln(총학생수)
0.141 0.868 -0.272

(0.204) (0.858) (0.474)

ln(전체교원수)
0.136 -0.664 0.982**

(0.208) (0.876) (0.484)

총학급수
0.014** -0.004 -0.002

(0.006) (0.027) (0.015)

무상급식대상비율
0.392 4.506** 1.522

(0.528) (2.221) (1.226)

설립기간
0.000 0.001 -0.001

(0.001) (0.006) (0.003)

교장성별
-0.130 0.677** 0.141

(0.084) (0.355) (0.196)

교장나이
-0.003 0.019 0.019

(0.006) (0.023) (0.013)

학력향상중점학교
-0.095 -0.588 -0.266

(0.100) (0.421) (0.232)

사교육없는 학교
-0.036 -0.252 0.056

(0.097) (0.409) (0.226)

교과교실제
0.008 0.147 0.101

(0.074) (0.310) (0.171)

N 56 56 56

Adj   0.890 0.030 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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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의 재정 지출 (2)

변수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선택 반영비율
1.504 3.610 -0.011 -3.373

(3.256) (5.806) (0.218) (3.820)

N 56 56 56 56

Adj   0.107 0.023 0.359 0.081

※ Note : 편의상 주처치변수인 학교선택제 시행수준과 표본수 및 모형적합도만 표시

하였으나 통제변수로 설립유형, ln(총학생수), ln(전체교원수), 총학급수, 무상급식대상비

율, 설립기간, 교장성별, 교장나이, 학력향상중점학교 시행 여부, 사교육없는 학교 시행 

여부,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가 포함되었다. 전체 변수가 포함된 표는 부록의 <표 14>에 

제시하였다.

3. 논의

 가.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 교사들의 노력

  첫째,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학교선택 반영비율과 교사의 

방과후수업 준비시간과 행정업무 처리시간은 유의미한 정적 연관성을 보였고 

정규수업 준비시간 및 정규수업시간, 방과후수업시간, 학생상담시간은 학교선

택 반영비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 증가할 때 방과후수업 준비시간은 13분가량 증가하고 행정업무 처리시간

은 28분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교사

의 방과후수업 준비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방과후수업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방

과후수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처럼 특기적성교육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교

과 보충․심화수업내지는 시험대비반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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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고교선택제 시행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 하여금 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집중 운영되는 방과후수업을 준비하는데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교선택제가 교사들의 방

과후수업 준비시간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

모가 학교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부모의 학력

과 소득이 높고,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교의 교육력을 중점적

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낮고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거주지와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Hastings et al, 2005; 김정숙·황여정, 2012). 이는 학교들이 학업성취수준 향상

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이전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교과 보충․심화수업 내지는 시험대비반의 성격으로 집

중 운영되는 방과후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드는 이유는 학교의 전

반적인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켜서 우수한 학생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이다. 김

정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이후 일선 고등

학교의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교사에게 야간자율학습과 집중적인 보충학습실시

를 통해 대학입시결과를 향상시키라는 압력이 고교선택제 시행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증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처리하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서정화·송광용·신철순(1995)은 순수한 교육활동 또는 관련 보조활

동이 아닌 업무를 잡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고 교수-학습활동을 저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며 해당 업무가 교

육 전문적이 아닌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일 경우 잡무로 판단할 수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는 학생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교수-학습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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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의 성격을 띤 것들이 대부분으로 잡무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사의 행정업무 처리시

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학교가 벌이는 

열띤 홍보 경쟁을 들 수 있다. 2010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 의

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홍보비 사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홍보비가 최대 6천 600여만원에 달하

는 학교도 있었으며 고교선택제 시행 이전에 비해 34배 이상 학교 홍보비가 

증가한 곳도 있었다(연합뉴스, 2010). 김정숙(2011)에 의하면 교사가 고교선택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학교 홍

보 업무의 증가(82.1%)’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로 홍보 활동을 나가

는 등 학교 홍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등학

교 교사에 따르면 학교홍보는 단순히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하여 좋은 학교로 인식되게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홍보활동 외에도 홍보자료에 들어갈 가시적인 실

적 쌓기 및 홍보 자료 제작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정규수업을 위한 준비나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상담 등 근본적인 교

육의 질 개선을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둘째, 학교선택 반영비율과 단위학교 교사들의 수업개선활동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수업개선활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교사의 수업개선활동 참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개선활동 중 동료수업참관, 수업컨설팅, 교과교육연구회 참여는 양의 값을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자생적 연구단체 참여는 음의 값을 

가졌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수업개선협의회 연간 참여 

횟수와 수업전문성 연수 참여 시간은 학교선택제 시행수준과 유의미한 부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개선협의회 참여의 경우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 증가할 때 exp(-0.0603)≒0.94로 약 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수업전문성 연수 참여의 경우 역시 계수값이 (-)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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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교사들의 연수 참여시간이 범주 7(연간 

76시간 이상) 보다는 범주 1(미참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학교선택가 교사들의 수업개선활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그 원인으로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의 방과후수업 준비시간 증가와 

행정업무 처리시간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교에서 근

무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방과후수업 준비시간과 행정업무처리시간이 증

가하였다면 반대급부로 교사가 다른 분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감

소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수업개선협의회 연간 참여 횟수와 수업전문성 연수 참여 시간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교선택제 시행이 본래 도입 취지와 달

리 학교로 하여금 더 우수한 학생을 끌어모으려는 노력을 하게 하면서 정작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는 소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 재정

 

 분석결과 고교선택제와 단위학교의 재정 수입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교선택제와 단위학교의 재정 지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학교선택제 시행수준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량 증

가하였다.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10% 증가할 때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금액은 약 

7.8%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선택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경우 임

의배정의 경우에 비해 약 78%가량이나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교과활동,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활동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부문에 지출되는 금액에서는 학교선택 반영비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아질수록 단위학교에서 

특별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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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벌이는 홍보 경쟁에서 특별활동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 시 필

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이인포(http://hinfo.sen.go.kr)라는 홈페이지

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들에 대한 정보들과 각 학교

에서 제작한 홍보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홍보에서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상급학교 진학성과와 특별활동이다. 각 학교들은 타학교

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해야 하므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점을 부

각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상급학교 진학성과나 학교 시설 개선과 달리 비교적 

단시간에 기획이 가능한 것이 특별활동이다. 이렇게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

별활동을 중점 홍보하는 활동은 자율형 고등학교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던 현상으로 2010년에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 서울시 성북구 소재 A 고등학교

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기타 수업과 검도 수업, 교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도입하였다. 전기에 학생 지원 및 선발이 이루어지고 이

후 충원이 되지 않는 자율형 고등학교의 특성상 특별활동에 대한 홍보가 성행

하였다.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후기 일반계 고등학

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홍보 

자료에서 집중 부각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교선

택제가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자 하는 고교특성화·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 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

서 홍보하는 특별활동을 살펴보면 학교마다 차별화되는 교육 철학에 근거하였

다기보다는 단순히 다양한 부서들을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별활동 부서를 

신설하여 수를 늘리는 것이 학교의 특성화·다양화를 실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한편 이렇게 다양하고 특성화된 특별활동을 시행할수록 교사들에게 더 많

은 행정업무가 부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A 고등학교 교사는 다양하고 특

성화된 특별활동을 추진하면서 학교 내부적으로는 강사를 충원하기가 어려워

져 외부 강사를 초빙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예산과 회계 및 강사 관리 업

무가 보태어져 행정업무 부담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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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교사들의 노력과 학교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본래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학

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검증한 뒤 최종적으로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대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선택 반영비율이 높을수록(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교

사의 방과후수업 준비시간과 행정업무 처리시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정규수업 준비시간 및 정규수업시간, 방과후수업시간, 학생상담시간은 학교선

택 반영비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교육의 질 제고는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정규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학생상

담 시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시험대비반의 형태로 운영되는 

방과후수업 준비시간과 교사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증가하였다. 

  둘째, 학교선택 반영비율과 교사들의 수업개선활동은 대부분 유의미한 연관

성이 없거나 일부―수업개선협의회 참여와 수업전문성 연수 참여―는 학교선

택 반영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였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인해 교사의 방과후수업 준비시간과 행정업무처리시간이 

증가하면서 수업개선활동에 할애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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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셋째, 고교선택제 시행과 단위학교 재정 수입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고 

학교선택제 시행수준이 높을수록 단위학교 재정 지출 중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액수만 상당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외 교과활동,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문의 지출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고교선택제가 고교특성화·고

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활동에 많은 비용

이 지출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은 각 학교별로 차별화된 교육철학에 

의한 것이기 보다 단순히 새로운 특별활동 부서를 신설하여 수를 늘리고 이를 

학교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2.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

이 기대하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즉, 고교선택제가 단위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학교들이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도록 노력하게 하기보다는 

더 많은 교육수요자 혹은 우수한 학생을 끌어모으기 위한 보여주기 식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교선택제가 예상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

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이 활용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관점을 학교선택제에 적용

하면 교육공급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므로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여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 교육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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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도행동주의 경제학에 의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와 감정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김왕준·오세희, 2012). 이에 따르면 교사가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나

타난 상황 변화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기대되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교육 매커니즘에서 학생은 투입 요소이자 산출물로서 학교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도 어느 정

도 한계가 존재하게 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이후에 더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들어오게 되어 학교 간 격차가 심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

기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된다. 

  셋째, 현재처럼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

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교 간 경쟁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미 학교가 위치한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면 학교선택제가 의

도한 학교 간 공정한 경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넷째, 학부모가 학교선택제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참여하더라도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학교선택제가 경쟁을 

통해 교육공급자들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면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

생과 학부모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중에서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거리

에 관계없이 진학하려는 상황이 되어야 학교 간의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선택제 시행 이전과 별 다를 것 없이 주거

지 인근의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교 선택 시 교사와 학교의 노력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학교의 전통이나 학생 구성을 주로 고려한다면 고교선택제가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더욱 분발하게끔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로 고교선택제 시행 첫 해 교육수요자들의 고교선택제도 참여 행태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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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준·정성수(2010)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육수요자들이 학교선택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교선택제가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학교 교

육의 질을 제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

려우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고교선택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고

교선택제가 도입 취지대로 바로 자리잡으려면 우선 교육수요자, 특히 학부모의 

학교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주거지와의 거리나 상급학교 진학

성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자녀가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

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정확하고 바른 정보에 근거하여 학교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하이인포 시스템에

서는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만 볼 수 있으나 재학생들의 만족도나 향상도

를 볼 수 있도록 개편된다면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

정숙·황여정(2012)에서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주거지 인근의 학교를 선택하

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학교선

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정책이나 할당제와 같은 장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고교선택제가 도입 취지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교육수

요자 측면에 대한 지원 외에도 교육수요자로부터 외면받는 열악한 학교를 위

한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패널티를 주기

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행·재정적 도움을 주어 공정

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단계층화집락추출을 통해 무작위추출된 표본들의 1차

년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규모가 크지 않고 횡단면 데

이터(Crossectional data)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패널 데이터 확보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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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게 될 경우 데이터가 제공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데이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인해 교사와 학교가 변화된 측면이 있을 수 있

다. 이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셋째, 학교와 교사가 고교선택제 시행 이후 학생 수 증감의 원인을 무엇으

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원 미달의 원인을 구조

적인 문제―명문대학 진학률이 높거나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이 곳은 그렇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적다―라고 바라본다

면 학교와 교사들은 지원 미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

는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사가 노력하도록 하는 인

센티브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학교선택제가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교선택제 도입 초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정책은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적 효과의 

양상이 단기적 효과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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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2> 고교선택제와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

변수
동료수업
참관

수업개선
협의회

수업
컨설팅

교과교육
연구회

자생적
연구
단체

수업
전문성
연수

절편
0.455***
(0.169)

0.295
(0.187)

-1.783***
(0.530)

-1.522***
(0.433)

-0.529
(0.429)

-0.078
(0.467)

 교사수준 변수

교사성별
-0.036

(0.068)
-0.038

(0.145)
0.624**
(0.305)

0.390
(0.249)

-0.041
(0.251)

-0.000
(0.317)

교사학력
0.054**
(0.023)

0.096***
(0.039)

0.161**
(0.085)

0.039
(0.069)

0.194**
(0.085)

-0.226***
(0.088)

교사경력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담임여부
0.078

(0.095)
0.152

(0.139)
-0.276

(0.256)
-0.471**
(0.202)

0.296*
(0.170)

-0.510***
(0.174)

부장교사 여부
0.016

(0.112)
0.181

(0.231)
0.616**
(0.267)

0.109
(0.319)

-0.532
(0.430)

0.084
(0.517)

 단위학교수준 변수

학교선택 
반영비율

0.188
(0.224)

-0.603**
(0.278)

0.523
(0.655)

0.327
(0.693)

-0.404
(0.491)

-1.460**
(0.679)

설립유형
-0.484*
(0.272)

-0.349
(0.348)

-0.029
(0.643)

1.157
(0.664)

0.715
(0.581)

0.004
(0.796)

ln(총학생수)
-0.448

(0.339)
-0.543

(0.414)
1.143

(0.832)
-0.616

(0.970)
-1.102

(0.814)
0.390

(1.047)

ln(학생 1인당 
교육비)

-0.452*
(0.250)

-0.285
(0.291)

0.482
(0530)

0.749
(0.638)

0.426
(0.497)

0.182
(0.735)

무상급식대상자 
비율

-0.552
(0.701)

-1.878**
(0.908)

-1.941
(1.953)

-4.580***
(1.826)

-6.979***
(1.689)

-0.096
(2.379)

ln(전체교원수)
-0.034

(0.291)
0.294

(0.322)
-0.308

(0.624)
1.271

(0.882)
1.995***
(0.711)

0.507
(0.858)

학력향상중점학교 
여부

0.146
(0.136)

0.191
(0.212)

0.063
(0.391)

-0.376
(0.350)

-0.184
(0.396)

-0.297
(0.435)

사교육없는 학교 
여부

0.364***
(0.135)

0.296*
(0.177)

-0.385
(0.280)

-0.333
(0.323)

-0.073
(0.295)

0.207
(0.364)

교과교실제 시행 
여부

0.291***
(0.117)

0.012
(0.118)

0.023
(0.299)

-0.446
(0.272)

-0.074
(0.263)

-0.331
(0.339)

교장성별
0.253**
(0.104)

0.070
(0.135)

0.088
(0.322)

-0.094
(0.305)

-0.441
(0.281)

-0.106
(0.294)

교장나이
0.007

(0.009)
-0.007

(0.010)
-0.012

(0.022)
-0.004

(0.024)
-0.015

(0.020)
-0.03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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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학력
-0.021

(0.021)
0.025

(0.029)
0.043

(0.059)
0.049

(0.054)
-0.004

(0.055)
0.006

(0.067)

교장의 
수업관련노력1

(교과연구회 참여)

0.103
(0.080)

0.208**
(0.092)

0.202
(0.231)

0.278
(0.223)

0.273
(0.207)

-0.228
(0.293)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2
(교사연수장려)

-0.169**
(0.078)

-0.114
(0.084)

-0.089
(0.144)

-0.124
(0.177)

0.007
(0.188)

-0.107
(0.197)

교장의 수업관련 
노력3

(교원평가강화)

0.119
(0.090)

0.226***
(0.083)

-0.111
(0.216)

0.033
(0.253)

0.013
(0.196)

-0.166
(0.228)

교장과 교사 관계1

(수업개선 관심)
0.122

(0.108)
-0.062

(0.105)
0.689***
(0.253)

0.486
(0.303)

0.122
(0.184)

-0.019
(0.255)

교장과 교사 관계2

(성취수준 향상 
최우선)

-0.140*
(0.074)

-0.142
(0.110)

-0.331
(0.214)

-0.157
(0.235)

0.007
(0.170)

-0.059
(0.237)

1수준분산
(척도인수)

1.00 1.00 1.00 1.00 1.00 1.00

2수준분산 0.038** 0.082*** 0.200* 0.625*** 0.47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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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의 재정 수입 (2)

변수 목적사업비 교수학습활동비 학교발전기금

절편
21.838*** 12.307*** 14.834***

(2.609) (1.199) (5.938)

학교선택
반영비율

-0.086 0.130 1.675

(0.441) (0.203) (1.004)

설립유형
-0.952*** -0.829*** 0.567

(0.190) (0.087) (0.432)

ln(총학생수)
0.382 0.276 -0.912

(0.531) (0.244) (1.209)

ln(전체교원수)
-0.496 0.073 1.337

(0.542) (0.249) (1.234)

총학급수
-0.002 0.027*** 0.025

(0.016) (0.008) (0.037)

무상급식대상비율
1.174 -1.112* -4.532*

(1.375) (0.632) (3.129)

설립기간
0.003 0.000 0.037***

(0.004) (0.002) (0.009)

교장성별
0.452** -0.080 0.699

(0.220) (0.101) (0.500)

교장나이
-0.031** -0.008 -0.007

(0.014) (0.007) (0.033)

학력향상중점학교
-0.425 -0.172 0.483

(0.261) (0.120) (0.593)

사교육없는 학교
0.317 -0.056 0.167

(0.253) (0.116) (0.576)

교과교실제
0.136 0.074 0.655*

(0.192) (0.088) (0.437)

N 56 56 56

Adj   0.508 0.837 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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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고교선택제와 단 학교의 재정 지출 (2)

변수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절편
15.320 59.490* 18.085*** 18.211

(19.253) (34.338) (1.291) (22.589)

학교선택
반영비율

1.504 3.610 -0.011 -3.373

(3.256) (5.806) (0.218) (3.820)

설립유형
2.467* 2.810 0.061 -3.304***

(1.402) (2.500) (0.094) (1.645)

ln(총학생수)
-7.938** -14.674** -0.124 5.449

(3.919) (6.989) (0.263) (4.598)

ln(전체교원수)
11.653*** 14.546** 0.430 -6.224

(4.003) (7.139) (0.268) (4.696)

총학급수
-0.031 -0.129 0.023*** -0.026

(0.121) (0.216) (0.008) (0.142)

무상급식대상비율
-17.948* -28.289* -0.397 7.526

(10.147) (18.098) (0.680) (11.906)

설립기간
0.025 -0.042 0.003 -0.005

(0.028) (0.051) (0.002) (0.033)

교장성별
-1.301 2.506 -0.160 2.618

(1.621) (2.891) (0.109) (1.902)

교장나이
0.142 0.003 -0.002 -0.163

(0.107) (0.190) (0.007) (0.125)

학력향상중점학교
2.182 -0.115 -0.113 -3.422

(1.923) (3.430) (0.129) (2.257)

사교육없는 학교
0.599 5.038* -0.127 1.957

(1.868) (3.331) (0.125) (2.192)

교과교실제
0.942 -2.201 0.016 0.826

(1.416) (2.525) (0.095) (1.661)

N 56 56 56 56

Adj   0.107 0.023 0.359 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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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te the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has been 

enforced across the board for five years from 2010, it is 

controversial until now.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is to guarantee the rights on education and rise 

the satisfaction of family improving the entire education quality 

through schoo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expanding the 

schools’ role on the social integration. There have been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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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tudies about the effects of school choice on sequel and 

demand side  like student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y are the results 

from school management and instructional activity, that another 

purpose of school choice is to enhance the education quality 

using competition among schools, Research about the process 

and supply side like school management and instructional 

activity is essential. In spite of that, few studies treated process 

and supply side. 

  So,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enhance education quality due to the 

competition among schools like proponents’ argument by 

analyzing the effects of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on the 

process and supply side.

  The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as follows.

  To start with, What are the effects of school choice policy on 

the teachers’ efforts? The result indicates that school choice 

policy doesn’t make teachers endeavor to rise education quality. 

In detail,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hoice policy and working hours regarded as essential to 

improve education quality although school choice policy increase 

working hours for administrative business and afterschool class 

preparation. Beside, teachers’ activities for improvement of 

teaching decrease as school choice policy is implemented.

Second, What are the effects of school choice polic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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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finance? The school accounting revenue doesn’t hav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chool choice policy. But certain 

part of the school accounting expenditure increase as school 

choice policy is implemented. In detail, only the cost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are used to promote school rise 

sharply.  

  In conclusion,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does not 

enhance education quality due to the competition among schools 

like proponents’ argument. Instead, it incite school to compete 

for show to get more choice from students and parents.

keywords : high school choice policy, competition, 

     education quality, teachers’ efforts, school finance 

Student Number : 2012-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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