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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지역내
고등학교들의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격차의 특성 및 변화의 경향을 밝히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유
형에 근거하여 각 지역을 유형화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특목고․자사고 설립,
신설 학교 설립 등 지역내 격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
로 유형별 격차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성적 자료
이다. 연도간에 동일한 척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학년도의 응시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화된 NCE점수로 변환하고, 학교 및 지역 수준의 종단적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2수준 내지 3수준의 위계적 선형모형
을 구성하고 학교 평균, 상위 20% 평균, 하위 20% 평균, 상하위 차이 점수,
학교내 표준편차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내의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크기 및 변화율을 검토하였다.
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인과 시간
의 흐름과 관계없는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투입되었다. 시간 종속적인
공변인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및 지역 특성이 변화하는 시점에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선발 방식, 남녀공학
여부, 응시자 수 등의 변인들은 학교 수준에서의 시간 종속적 변인으로 활용
되었고, 설립유형, 특목고 여부 등의 변인들은 학교 수준에서의 시간 독립적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단위 평준화 여부, 지역내 학교
수, 특목고․자사고 수 등의 변인들이 시간 종속적 변인으로 활용되었고, 도시
규모, 학원 수, 전세가격 등의 변인들이 시간 독립적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학
교 수준의 변인들은 교육통계 연보 및 학교공시정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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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수준의 변인들은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시군구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는 전국 수준에서 17년간의 수능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교교육
격차 변화의 주된 특징을 파악하고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군구내
로 분석 수준을 낮추어 시군구내 학교간․학교내 격차의 크기와 변화율을 분석
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시군구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는 학교간
격차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기준으로 지역의 격차 변화 유형을 분
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본문의 Ⅳ,Ⅴ,Ⅵ장에
서 각각 분석되었다.
먼저 전국 단위에서 나타나는 학력격차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능 자료에 대한 각 수준별 변량의 구성비를 매년 분석한 결과 학생간 변량
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학교간 변량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지역간 변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지역간 변량의 크기가 줄
어든 것은 시군구간의 차이보다는 시군구내에서의 학교간 혹은 학교내 차이
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일반고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의 성취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다. 학생선발 방식에 따라서
는 추첨배정 지역의 성적이 높았다. 특히 추첨배정 지역에서는 학교내 상위권
의 성적 향상으로 상하위권의 점수차가 커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위권의
성적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군구별로 분석 수준을 낮추어 살펴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
의 크기와 학교내 격차의 크기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은 거의 정반대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격차의 크기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준화 여부와 신
설학교 여부, 특목고 존재 여부 등이었다. 학교간 격차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커지고, 학교가 신설될수록 커졌으며, 특목고가 있는 지역에서 커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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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학교내 격차는 학교간 격차와는 반대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작아지
고, 특목고가 있는 지역에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설학교가 생
기는 경우에는 학교내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나 자사고, 신
설학교가 생겨나는 경우에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양축으로 삼아 이 기
준에 따라 지역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절반이 넘는 지역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
발 방식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는 상반
된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두 격차 모두
커지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줄어드
는 유형은 읍면지역의 일부 학교에 한정되어 있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역 변
인의 값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유형을 나타낸 지
역에서 대부분의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특별시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학교내 격차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우리 고교교육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변화는 지난 17년간 학교간 격차
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격차의 특징
이 상대적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두 격차
모두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 신설
학교의 하위권 편입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간
격차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지역내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하위권 학교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성적
이 높은 학교의 입시 성과에만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지역내에서 성적이
낮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내 격차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학교 내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겪는
이중적 박탈감을 들 수 있다. 특히 평준화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상위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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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만 높아지면서 하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평준화지역 하위
권 학생들에게는 특목고와의 격차에 더하여 학교내에서의 격차까지 이중적인
편견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학력격차, 학교간 격차, 학교내 격차, 지역 격차, 학생선발 방식,
특목고, 자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NCE 점수
학 번 : 2006-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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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연구는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역 내 고등학교들의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교교육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특성 및 그 변화의 경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이나 학교의 수준
에서 격차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격차 변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며, 이러한 변화 유형이 나타난 지역적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학생의 성적에 따른 배치와 관련하여 지역 내의 학
생 선발 방식과 변화 유형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 교육의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 격차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그 동안 다루어진 주요 쟁점은 주로 몇 가지에 한정되어 있었
다. 가장 오래전부터 시작된 격차에 대한 관심은 지역간 학력 격차에 관련한
것이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김기석 외, 2010; 박성호, 2011),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1950, 60년대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
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이성수 외, 1962; 김형립 외, 1974). 이러한 연
구들은 전국적 규모의 학력평가 점수를 근거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
차를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는 연구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 최근에 지역간 격차를 다룬 연구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역간
교육 여건의 차이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간 학력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김영철, 2003; 하봉운, 2005; 강상진, 2010).
초기 격차 연구의 관심이 지역간 격차에 있었다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학교간 격차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
이 그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5․31교육개혁안은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으
로부터 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학교나 교사
등 교육공급자가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관의 전환을 제시하였다(신현석, 1996). 특히 여기에서 제시된 ‘초․중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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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운영’과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은 학교
간 격차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강상진,
2010). 학생의 학교 선택 범위를 넓혀주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의 설립이 장
려되었고,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설립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러
한 정책 취지는 특성에 맞게 고교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하겠다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
교들이 교육내용의 특성화보다는 입시 성적 극대화와 우수 학생 유치에 치중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김주아, 2009).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이 광역단위의 사전 선발권을 갖는 학교들의 성적이 일반고에 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김성식,
2009), 학교 유형에 따른 격차의 문제는 지역간 격차와는 또 다른 영역으로
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 지역간 격차나 학교간 격차가 다루어지는 맥락은 지역간의 평균 차
이를 비교하거나 학교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
되어 왔다. 지역의 수준을 시도로 할 것인지, 도시규모로 할 것인지 등에 따
라 다른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은 변하
지 않는다. 학교 유형에 따른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성적
평균 비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성적 평균 비교 등 학교의 특성을 기준으
로 한 집단의 평균 차이 검증을 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간의 차이만을 격차로 분석하는 경우 전체적인 격차의
실태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각 세부집단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역간 격차만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지역내 다양
한 학교간․학생간에 벌어지는 격차의 정보가 사장된다는 것이다. 만약 대도시
지역의 성적이 읍면지역보다 높다고 했을 때, 대도시에도 다양한 성적의 학교
들이 존재하며, 읍면지역에도 다양한 성적의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
과된다. 심지어 대도시 평균과 읍면지역 평균의 격차보다도 읍면지역내 학교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읍면지역내 특정 학교
내에서 학생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도시 지역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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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권 학교가 받는 지역내 차별의 문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격차 분석
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하고자 하는 격차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격차의 의미는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격차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격차 비교의 기준점을 시군구 단위로 축소
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시군구 단위는 지역적 특성이 시도 단위에 비해 동질
적인 실제적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선택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국단위 선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지역으로 교육적 목적의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
체적으로 본인 출신 중학교의 시군구 테두리를 벗어나는 선택은 소수에 그친
다고 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에 대한 분석은 각 성적대의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가능한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로 진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시군구 단위의 분석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학교별 성적이나 향상도에 가
려진 지역의 격차 문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교과부를 중심
으로 수능 자료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때 발표되는 사례들은 특정한 학교나 지역의 성공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학교가 지역의 점수 향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역내 성적 하위권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의 존재로 인해 명문고의
높은 성적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지역의 대푯값이나 학교의
대푯값만 보고될 경우 지역내 학교간 격차 변화의 움직임이 가려지면서 지역
내 현실을 올바로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할 경
우에는 지역내 학교간 차이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분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학생의 선택 단위에 가
장 유사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市) 지역 중 규모가 커서 여러 개의
일반구로 분구가 된 경우를 각각의 시군구 단위로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시
군구 단위로만 분석을 실시할 경우 경기도 성남시가 하나의 단위가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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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를 개별적인 단위로 분석할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
구 각각이 분석 단위로 포함되게 된다. 이처럼 일반구로 분구가 이루어진 도
시들은 실제로 각 구 단위로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는 등 차이를 보이기 때문
에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일반구 단위까지를 지역 구분
의 최소 범위로 사용하였다.
학교간 격차의 개념에서도 조금은 다른 분석 기준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연
구에서 학교간 격차에 관한 연구는 보통 전국 단위에서 학교의 유형이나 공
사립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하고 학교 특성에
따른 격차의 크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특목고와 일반
고의 학력 격차 분석을 시도하는 식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간 격차
를 학교 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군구 내
에 존재하는 학교들 간의 평균 점수의 표준편차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특
정 지역내에서 학교의 평균 점수들이 분포하는 변산도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
이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선발 학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리적 인근
성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의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의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이나 추첨의
방식을 통해 진학하고 있다. 이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이 다
른 지역보다 몇 점이 높은지 혹은 특목고의 점수가 일반고보다 몇 점이나 높
은지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내 학교들의 성적 차이가 어떻게 분포
하고 있으며, 이 학교에 진학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
을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격차를 조명하는 작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개념은 지역간 격차를 통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간 격차가 지역 성적의
높고 낮음과 무관한, 지역 내 학교 평균값들의 분포에 대한 통계치가 되기 때
문이다. 만약 두 지역간의 평균 점수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역내
학교 평균 분포의 경향이 동일하다면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는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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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다. 이런 학교간 격차의 개념이 줄 수 있는 해석상의 의미는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 내에서 학생의 성적에 따른 학교 선호가 달라지는 모습을 포
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지역내 학교의 신설이나 폐교, 선발방식의 변
화 등 지역 수준 변인에 따른 학교간 격차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정된
지자체의 교육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어서 학교간 격차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위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1)를 보면 이러한 걱정이 단순히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기남, 2011). 상위권 학생들의 입
시 성과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판단하는 뿌리깊은 관행이 남아있는 한
평균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자원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의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명확해지는 경우, 비선호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
로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심리학적 문제도 결코 무
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시군구내에서의 학교간 격차는 학교내 격차와 함께 고려할 때 그 특
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내 격차가 큰 경우 학교 평균은
크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나타나는 격차
가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선발과정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성
적대의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내 격차가 커지고 학교간 격차
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동질적인 학생들이 한 학
교에 모이게 되어 학교내 격차가 작아지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학교간 격
1)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내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은 학
업 성적이 높은 몇 개교를 선정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이며,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조건으로 고등학교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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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커지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군구내에서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
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내 격차
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는다.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내 격차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학교내 학생구성상의 변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격차
변화의 조합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하나
의 연구과제가 된다. 앞에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던 것
처럼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도 특정한 조건에서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는 시군구내에서 각 학교별 표
준편차의 평균으로 표현된다. 즉, 지역내의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 성적
의 변산도를 평균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것이다. 지역내의 학교들이 얼마나 학
생간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격차 변화의 연구에서 학교내 격차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내 격차는 학생의 개인 배경에 의한 것으로서 학교
교육을 통해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학생 선발 방식 등의 요인에 따라 학교내 격차의 분포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지역 수준에서도 나
타나고, 학교간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학교내의 학생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학교효과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히려 성취도
차이의 많은 부분은 학교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Coleman et
al., 1966). 국제 학력평가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학생간
차이에 의한 변량의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내 격차의
중요성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Martin, 2000).
지금까지 학교내 격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학교
내 격차가 대부분 기존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한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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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큰 영향력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인
식은 학교무용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효과 연구의 최근
경향은 학교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단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교교
육을 통한 평등의 추구가 새로운 학교 연구의 관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성식, 2006). 이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내 격차는 학생의 계층간 차이를 완
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통적인 학교효과 연구의 관점에서
격차의 문제는 학생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배경요인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재
생산되는 부분을 다루어왔고, 그 차이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기제를 탐색하
는 데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학교내 격차는 이처럼 계층의 차이에 의한 부
분보다는 선발효과나 교육효과에 의한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에서 언급하는 학교내 격차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격차 문제를 다룬 대부분
의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의 성적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 연구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을 가르는 데 가정배경의 영향
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층의 차이와 성적의 차이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
만, 두 관점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경
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이라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기존 연구의
관심이었다면, 이 연구의 관심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나 단위 학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차이가 해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관심사항이
되는 것이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차이가 변화한다는 것은 상위권의 성적 변화 경향
과 하위권의 성적 변화 경향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학교에는 매년 다른 학생이 입학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발효과와 교육
효과가 중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위권의 성적이 올라갔다면 이것은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많이 선발한 선발효과이거나, 상위권에 대한 교육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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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교육효과일 것이다. 반대로 하위권의 성적이 내려갔다면 이것은 학교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 선발효과이거나, 하위권에 대한 교육이 실
패한 교육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 즉 학교의 교육력은 연
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학교내 격차의 큰 변화가 나타
났다면 교육효과보다는 선발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
의 구성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으며, 교장의 지도성에 따른 변화도 그것이 학
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으
로 성취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조직이 보수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의 교육적 조건들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하위권 격차의 변화는 교육효과보다는 선발효과로 해석할 여지가 더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런 측면에서 학교내 격차는 학생 선발 방식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상적으로 평준화된 지역의 학교라면 학교내 격차는 전체
모집단의 분포에 준하여 크게 나타날 것이다.3) 반대로 경쟁선발을 하는 지역
의 학교라면 학교내의 동질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내 격차는
비교적 작을 것이다. 사전 선발을 하는 특목고의 경우에도 역시 학교내 격차
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내 격차 자체는 학생
선발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가 변화한다면 이것은 관심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의 선호도 변화나 지역 변수의 개입에 의해 학생
구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
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만약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즉, 사회경제적

2) 본문에서 분석을 통해 밝히겠지만, 학교의 성적이 한 두해 사이에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경우
는 선발방식을 변경하거나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3) 이론적으로는 상위권 점수 90점, 하위권 점수 10점이 되어 80점의 편차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학교별 편차 점수를 평균해보면 대략 40점 정도의 상하위권 편차가 나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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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학교들 간에 학교내 격차의 변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이것은 완전 추첨이 아닌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
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내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성적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나타나는 지역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본다는 점과 더불어 이 연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장기적인 시계
열적 변화 추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사용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 수능) 자료는 1995학년도에서부터 2011학년도까지 17년 동안의 자료가
사용되었다4). 우리나라의 교육연구 현실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흔치 않았다. 국가에서 성취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
면서 연구자들이 분석에 활용할 자료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역간 학력
격차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공개적으로 잘 알
려지지 않았던 데에는 정보를 개방하지 않고 관련 연구 결과의 공개를 막았
던 우리나라 교육 연구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능
자료를 비롯한 각종 성취도 자료가 공개되고 패널 데이터가 생산되면서 학력
격차 연구는 더 실증적인 연구와 논증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자료
의 공개는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격차의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김양분 외, 2009c).
장기간 시계열 자료 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교육정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
다. 따라서 1~2년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위험이 따른
다.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아야만 비로소 정책의 효과를 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7년 간의 수능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대략 그 기간 동안 한국 중등 교육에서 나타난
지역내 격차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수능 최초 실시는 1994학년도였지만 이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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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도 시계열 자료의 장점이다. 오랜 기
간의 자료를 가지고 변화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짧은 기간의 진폭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보여줄 수 있다. 동일한 학생에 대한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나
지역 수준에서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지역 차원에서의 변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계열 자료를 활용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수능자료는 학생 수준에서는 자료가 연계되지 않지만
학교나 지역 수준에서는 훌륭한 시계열 자료가 될 수 있다.
격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격차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격차의 크기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격차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격차의 정도
와 변화 양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격차의 정도와 변화 양상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관찰된다면 그 원인을 탐구해 볼 필요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학생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학생 집
단 간의 격차가 만들어진다면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희망을 품을 수 없
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이 낮고 읍면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낮은 것
은 이러한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
인들을 다양하게 탐구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여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물론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학교교육의 변화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격차의 흐름을 관찰하고 격차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것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
이 될 수 있다.
격차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격차의 크기 보다는
격차의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격차의 절대적인 크기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학교 교육을 통해 그 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그것만으
로도 학교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
교의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문제일 것이다. 격차의 변화는 서로 다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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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변화 기울기의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집단의 변화율이 어떻
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또한 특정한 요인이 집단의 변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간에 따른 차이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격차의 크기는 물론 격차의 변화 양상에도 관
심을 기울일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가 갖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유사종단자료로서 시계열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격차의
변화를 드러내고 그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매우 단순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반계 고등학교에서 학력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을 첨가함으로써 격차를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 나타나는 학력격차를,
‘시군구 수준’의 생활 밀착형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7년에 이르는 ‘장기간’
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라는 ‘다양한 지표’를 만
들어서 ‘변화의 경향’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단위 격
차 변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각 시군구를 유형화함으로써 전국적인 경향과 지
역적인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 나타나는 학력격차의 양상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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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검토
1. 학력격차와 격차 변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나 지역에서 학력격차의 존재는 불가피한 측
면이 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점수를 보이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학생들의 학력
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변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다
양한 계층간 지역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1960년대에 수행된 연구를 통해서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심
각한 수준임을 드러낸 바 있었다(이성수 외, 1962; 김형립 외, 1974).
학력격차가 처음에 다루어지던 맥락은 주로 도농간의 학력격차와 관련한 부
분이었다. 도농간의 학력격차는 지금까지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격차의 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었지만(권
균 외, 1973; 박성호, 2011), 그 원인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수준의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효과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최근에 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격차의 연구주제는 학교간 격차에 관련
한 것이다. 특정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격차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연구의 관심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차이가 존재한다
는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김양분 외, 2009c; 김양분 외, 2010; 신혜숙 외,
2011a). 성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관한 한은 여학생의 성
적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의 성별로 보자면 남학교나 여학교가
남녀공학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시 지역의 학
교가 가장 높고 읍면지역의 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
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은 것 역시 콜만보고서 이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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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학생 성별 구성의 차이, 학교 소재지의
차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등은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차이의 범
주들이다.5)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차이나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
의 차이도 다양하게 다루어진다(Coleman et al., 1966; 김기석 외 2004). 어
떤 변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
찰되는 결과는 집단간의 차이는 분명 실재한다는 것이다.
격차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격차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다루어진 변수는 지역의 규모이다. 대도시
와 중소도시, 특히 읍면지역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경근, 2005; 강영혜 외, 2005). 지역의 규모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는
집단내의 차이에 대해서는 학생 구성상의 특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룬 연구들을 통해 그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학생 구성상의 특
징은 학생의 성적에 따른 분포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내 격차와 동일한 개념
은 아니지만 변산도를 나타내는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 효
과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콜만보고서(Coleman et al., 1966)에서부터 학생
구성상의 특징은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가정배경의 영향을 넘어서
는 학교의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 이 보고서에서 그나마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학생 구성에 따른 효과였다.
콜만보고서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학교에 따라서 어떻
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학교
간의 차이가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밖으로 나타났다. 학생간에 나타나는 성적의 차이는 거의 대부분
가정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간의 차이가 가정배경
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학생이 학교에 입

5) 외국의 사례에서는 인종에 따른 차이도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지만,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맥
락에서는 인종의 차이는 크게 문제되는 변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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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기 전 가지고 있던 격차가 학교를 통해서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의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또 한가지 콜만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것은 학생집단의 구성에 따라 학생의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동급생 중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에서의 주요한 결과와 함께 해석해 보면, 학생간의 차이는 대
부분 가정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며, 학교와 관련한 변수 중에 그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의 가정배경이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학
생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학교 성적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후의 수많은 학교효과 연구들을 통해서도 콜만보고서의 학교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뒤집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과연 학교가 학생의 선발 및 재
배치 이외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다른 관점
에서 응답을 시도해왔다. 그것은 가정배경에 따른 학생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전제한 이후, 나머지 변량 중에서 학교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차이들을 발견해가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정배경의 영
향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
는 콜만과 그의 다른 동료들이 1982년에 수행한 가톨릭계 사립학교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Coleman et al., 1982). 이 연구에서 콜만과 그 동료들
은 가톨릭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보다 높은 성취도가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도 더 적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어떤 학교 특성에 따라서 학생 집단이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격차의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입학
이전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 혹은 학교
의 노력에 따라서 격차의 크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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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 특성에 따라 격차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들은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Jencks와 Brown은 고등학교의 질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의 수준이 학교간보다
는 학교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학교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뿐만 아니라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양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Jencks & Brown, 1975). Bidwell과 Kasarda는 이
러한 투입-산출 모형에 의한 학교효과 추정은 학교의 자원들이 모든 학생들
에게 동일하게 활용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학교효과를 산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학교(School)와 학교내 과정(Schooling)을 개념적으로 구분
하여 학생들의 경험 즉 학교 내에서의 ‘과정’에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학교효과 연구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이 동질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비판한다. 학생마다 자원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연구에 고려해 넣어야만 제대로 된 학교 효과
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학생들의 차별적인 경험을 고려함
으로써 학교효과 연구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성기선, 1998).
기존의 학교 효과 연구들에서는 학교간 격차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학교내에서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학교의 효과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학교내 격차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경험이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차별적인 학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데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 간의 차이보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Averch et al., 1972; Heyns, 1974; Bidwell & Carsada, 1980). 학교의 특
성이나 노력에 따라서 이러한 격차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Hanushek, 1972; Smith 1972, Jencks & Brown,
1975; Bidwell & Kasarda, 1980). Jencks와 Brown은 고등학교의 질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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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의 수준이
학교간보다는 학교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학교간의 차
이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뿐만 아니라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양상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Jencks & Brown, 1975). Bidwell과
Kasarda는 이러한 투입-산출 모형에 의한 학교효과 추정은 학교의 자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활용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학교효과를
산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학교(School)와 학교내 과정(Schooling)을 개념
적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경험 즉 학교 내에서의 ‘과정’에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학교효과 연구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이 동질
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비판한다. 학생마다 자원이나 시설에 대
한 접근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연구에 고려해 넣어야만 제대로
된 학교 효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학생들의 차별적인 경
험을 고려함으로써 학교효과 연구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성기선, 1998).
Alexander와 그의 동료들은 계열화를 통한 교육과정 분화를 연구하면서 학
생간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Alexander, 1976, 1978). 진학계
열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고급의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아울러 학교와 부모의
높은 관심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Gamoran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열 배치와 교육과정 선택을 통한 학교
내 경험 차이의 효과를 보고하였다(Gamoran, 1987). Kilgore(1991)의 연구
나 Hallinan(1992)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차별적인 경험과 학교의 조직구조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학교는 그 자체로도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업
성취에 대한 개인의 차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의 많
은 부분이 학생의 개인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조직의 차이
에 따른 학생의 차별적인 경험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학생이
라도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학업성취
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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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 격차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연구들은 학생
구성의 분포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
다. Namboodiri와 동료들의 연구(1993)는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학교효과 연구가 학교의 중심경향치를 탐구하
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중심경향치는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그것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면 학교의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가 상이한 방향으
로 변화하는 경우에 중심경향치로서의 평균만 검토한다면 자칫 아무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학교 효
과의 또다른 측면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적 층위에 따라서
학생들을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내 변화의
양상을 보다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Kim과

그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2004)에서는

우리나라의

TIMSS-R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내 변량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자료는 1999학년도에 수집된 TIMSS-R 수학 성적으로 중학
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대상이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취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학생간의 변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취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동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학교내 격차
가 작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생간의 변량을 활용하여 학교내 학생 분포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경험적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 효과를 설명하는 변인이 학교 평균을 넘어서서 더욱
다양화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그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절대적인 성취 수준의 향상과 학생간 성취도 격차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등의
관점에서 격차 변화가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김기석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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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격차 관련 변인
1) 특목고, 자사고 등 사전선발 학교와 학력격차
특정 학교의 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아졌다고 할 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기존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입학했기 때문에 나
타난 선발효과일 수도 있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
진 학력증진효과일 수도 있다. 선발효과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상승된 점
수가 아니라 어떤 학생을 모집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학교 점수의 변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학생 개인의 차원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학교
교육의 영향력이 아닌 부분으로서 학교 입학 전의 사전 성취도를 의미하는
셈이 된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은 선발효과라고 할 수 있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입학
하여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을 학력증진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목
고나 자사고 등 사전선발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높은 성취수준에 대해서는 과
연 어디까지가 선발에 의한 효과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의 효과인지에 대한 의
문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학력격차는 학교의 선발효과와 중요한 관련을 갖
는다. 특목고가 보이는 높은 성적이 학교의 교육에 의한 효과인지, 우수한 학
생이 입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목고의 높은 성적이 단순히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었다면, 특목고를 비롯한 입시명문고에 진학하기만 하면 성
적이 올라가고 입시에서 성공할 것이라 기대하는 학부모의 믿음은 근거가 없
는 것이 된다. 더욱이 특목고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다른 학교들보다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선발효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발효과를 학력증진효과로부터 완벽히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학교효과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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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Coleman과 동료들의 연구(1982)에서 사립학교의 효과가 있다는 분
석 결과에 대해서, 학생 선발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Coleman et al.,
1982; Alexander & Pallas, 1983). 이와 같이 최종 시점의 점수만을 사용하
는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학교의 학생 선발 효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
교 효과를 엄밀하게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전 성취도를 통제하는
것이다(김성식, 2006). 학생의 성적에 대하여 사전에 지니고 있던 점수를 기
준으로 그것에 더해 진 상승분만을 학교의 효과로 간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시점 간에 나타난 점수의 상승분만을 효과로 분석해내
는 모형을 부가가치 모형(Value Added Model)이라고 부른다(김양분 외,
2009b). 바꿔 말하면 학교를 통해 얻은 부가가치인 점수의 상승분은 학교의
학력증진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어떤 수준의 학생이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는 최종적인 학교의 성적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사전 성취도를 변수로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종 성적에 미치는 사전 성취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성기선, 1998). 사전 성취도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의 사회․경
제․문화적 배경이 이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양분 외,
2009c). 그러므로 특목고와 같은 유독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교의 효과
와 관련해서는 선발효과의 분리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된다.
성기선(2003)은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효과 분석을 통해서 소위 8학군이라
고 불리우는 입시명문고가 모여 있는 학군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8학군의 입시명문고들은 특목고는 아니지만, 특목고에서 나타나는 고학력이라
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 성적
에 대해서는 특목고에 대한 분석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학생의 가정 배경과 같은 주요 변수들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
력의 크기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1학년 당시의 학업성취도를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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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제함으로써 8학군이 갖는 선발효과의 크기를 다른 학군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8학군이 가지고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한 교육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 성취도의 평
균과 3학년 성취도의 평균은 8학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성
적의 차이 점수인 향상 점수에 있어서는 11개 학군 중에서 3위로 나타났다.
이것은 8학군의 효과가 학군이나 소속 학교의 학력증진효과라기보다는 선발
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영혜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특목고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비교하였다. 분
석 결과 외국어고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이 약 13.4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학생의 가정배경을 통제해 줄 경우 이 점수 차이는 모두 사라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특목고 학생들의 높은 성적이 모두 가정 배경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성식(2009)은 수능 성적과 대학 진학에 대한 특목고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의 사전 성취도는 2학년 성적이 사용되었다. 2학년 성적을 비
롯하여, 학생 특성 등을 통제할 경우 일반고와 특목고의 점수 차이는 55.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변량으로 볼 때에도 학교간 변량의
77.3%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특목고가 보여주는 높은 성
적의 대부분이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던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른
높은 사전 성취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기석 외(2009)의 연구에서는 특목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
만, 하나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고교 1학년 때의 출발시점 성적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 집단에
서는 특목고에 다니는 것과 일반고에 다니는 것의 성적 향상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출발시점을 통계적으로 통제할 경우 특목고가 갖
는 학력증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병철, 박소영(2010)의 연구에서는 외국어고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들은 특히 외고 학생들의 높은 성취수준이 과연 ‘선발효과’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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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특목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사전 성취도를 통제한 이후 외고 학생들의 성적은 언어영역에서
는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졌으며, 외국어영역과 수리영역에서는 약 절반 정도
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영역인 외국어영역에 대
하여 약 50%정도의 ‘선발효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특목고나 자사고 등 사전 선발을
통한 소위 입시명문고의 성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학력증진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연구가 이른바
입시명문고(8학군 학교, 특목고)들의 평균적인 학업성취가 높다는 점은 드러
냈다. 결국 이들의 성적이 타학교와 비교해서 높은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입
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학생 구성 상의 차이에 원인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목고 및 자사고의 존재 여부는 학교간 격차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
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평준화 여부와 학력격차
학생 구성 변화에 따른 학교의 선발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지역의 학생선발 방식, 즉 평준화 여부를 들 수 있다. 경쟁선발을 실시하느냐
추첨배정을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생 구성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경쟁선발에서는 학교에서 선택권을 갖게 되고 성적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 위주의 학생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첨
배정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상위권 학생 위주의 학생 구성이 불가능하다.
임의적으로 배정되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추첨배정의 원칙이기 때문이
다.
국내에서 학생선발 방식에 관련한 논의는 평준화 논쟁을 중심으로 하여 다
루어졌다. 평준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한 논
증과 반박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중에서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논문들을
위주로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학생선발 방식이 학생들의 성취도와 격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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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에 도입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4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 오래 된 만큼 지역에 따라
도입과 해제가 교차되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찬·반 논쟁의 역사도 정리
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평준화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하향평준화’가 실
재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준화를 시행함으로 인해 학생 구성이 이
질화되고 이에 따라 우수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향평준
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평준화 반대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하향평준화라
는 말을 격차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학교내 격차를 크게 하고, 학교간 격차
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간의 격차가 사라지면서 성적이 높은 학교
들이 성적이 일반적인 학교가 되는 현상을 하향평준화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평준화로 인해 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평준화 실시 초기에서부터 제기되
었다. 이러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자 하향평준화 논쟁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1970년대부터 다수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의 결론은 학생들의 성적
이 하향평준화 되었다고 볼만한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김윤태 외 1978, 1979; 김병성 외 1984; 김영철 외 1995, 성기선, 강태중,
2001; 성기선, 2003). 김윤태 외(1978)의 연구에서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
화 지역의 비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영철 외(199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입학성적과 3학년의 성취도 점수의
변화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
론 상위권 점수에 있어서는 비평준화 지역의 점수가 약간 높은 상승률을 보
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평준화 논쟁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 자료는 2001년에 성기선,
강태중(2001)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업성취
도가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적집단별로 나누
어 보았을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은 평준화 고등학교의 성적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평준화 고등학교의 성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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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고등학교들의 전
반적인 성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한다는 결과
는 이후 평준화 반대론자들에 의해 하향평준화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되기
도 하였다(성기선, 2002). 이러한 측면에서 평준화 여부는 학생의 성적이 상
위권인지 하위권인지에 따라 성적의 향상률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학교
내 격차의 변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이 연구에 근거하여 평준
화 지역의 상위권 성적은 다소 떨어지고 중하위권 성적은 향상된다면 전반적
인 학교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석 외(2005)의 종단적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목고, 평준화고, 비
평준화고의 순서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평준화 실시 여부가 전체적인 학교의 변화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가정 배경이나 학생 개인의 특성이지 평준화 여부와 같은 제도적
인 요인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평준화 연구들은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성적을 향상시키는가 혹
은 하락시키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격차의 맥
락에서 평준화 논쟁을 다시 보면, 학생선발 방식의 차이점이 격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평준화 실시 여부는 학생 구성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격차의 기본적인 크기를 변화시키게 된다. 당연히 평
준화 적용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준화 여부에 따른 격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높다는 결과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의 성
적을 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각 지역의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 점수 등을 통해 학생
집단 구성의 차이에 따른 학력격차 변화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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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볼 부분은 능력에 따른 집단 편성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다. 능력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모아놓았을 때 성적이 어떻게 달
라지는가 하는 부분은 평준화로 인한 학생 성취의 변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른 집단 편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동질적인 학생들
을 모아서 수업할 경우 수업의 효과성이 높아지게 되며, 모든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동질적 구성 집단에서 더 높다고 주장한다(Hallinan, 1994). 그러나
동질적 학습집단 편성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위
권 학생들에게는 미약한 효과가 나타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Kulik & Kulik, 1987; Pallas et al., 1994; Datnow &
Cooper, 2002). 능력별 학습집단 편성의 효과는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목고를 비롯한 소위 입시명문고의 효과를 이
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육의 형평성보다 교육의 수월
성에 방점을 찍는 사람이라면 능력별 편성에 따른 동질집단 형성이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게 될 것이다.
반대로 교육의 형평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능력별 편성에 따른 동질집단 편
성이 가져오는 차별적인 효과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능력별 편성에 따라
서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 집
단 간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Hoffer, 1992; Oakes, 1994). 특히
소수 집단이나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학습집단에 배정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에서 학교내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Gamoran & Mare, 1989; Oakes, 1990).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
목고나 자사고의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준화 정책의 실시가 개별 학교에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다양한
배경, 특히 학업 성적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완전한 추첨
배정을 실시할 경우 지역 이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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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최상위권의 학생과 최하위권의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배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비평준화 지역에서라면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
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학교 선택은 선택권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상위권의 학생들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소위
말하는 ‘입시명문고’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성적에 따른 학교간 서
열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평준화 실시 지역에서는 다양한 성적
의 학생들이 비교적 고르게 섞여 이질적인 집단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준화·비평준화 논쟁을 비롯
하여 입시명문고에 진학하려는 과도한 열망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특목고, 자사고를 위시한 소위 입시명문고에 진학하기 위
한 노력은 제도적 효과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불리함을 감안하더라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것
은 여기에만 진학하면 명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험적인 믿음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준화를 해제하자고 하는 주장의 근거에는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교에서 그들만을 위한 교육적 자원의 선택과 집
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에 편승하여 더욱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물론,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의 자존감 하락 등 반교
육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
한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의 문제로서 더 깊이 있는 논
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시군구 수준에서의 학력격차
앞서 살펴본 지역내 사전선발 학교의 존재나 평준화 여부처럼 격차를 획기
적으로 바꾸는 변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는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있다. 지역 격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진 것은 도시 규모에 대한 연구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간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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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격차는 많은 연구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김경근,
2005; 강영혜 외, 2005). 대도시의 성적이 가장 높으며, 읍면지역의 성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규모에 대한 연구의 초기 형태는 도농간 격차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초기에는 읍면지역의 뒤쳐진 교육여건이 학력격
차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계층 분화와 지
리적 분화가 연동되면서 나타나는 계층의 문제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최은영, 2004). 이전에는 자연적인 구분으로 받아들여졌던 ‘지역’이 특정
계급의 이해를 위해 전략적으로 동원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
받기 시작하면서, 계층과 지역을 매개로 한 교육격차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손준종, 2004).
이제 지역간 격차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역을 나누어 비교하
는 문제를 넘어서, 거주지 분화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학
력격차를 탐구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행정구역을 나누어 놓
은 시․도 수준의 광역 단위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지리적 분화가 도시
와 농촌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라는 구분
을 통해 밝혀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더욱 세분화된 지역 수준의 변수를 통해
서 변화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최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지
역을 선정하여 두 자치구 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와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하봉운(200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각 행정구 간의
경제력이나 재정자립도 등의 차이에 따라 각종의 교육 여건에서 차이가 나타
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수능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서보
억(2010)의 연구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특정 행정구의 성적이
뚜렷하게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남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 김성식(201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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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학교 수준의 종단적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지역 수준에서 수능
점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대도시이면서 대졸인
구 비율이 높은 비교적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수능 점수가 높
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시군구 단위는 학생의 성적과 관련하여 별개의 분석 단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층에 따른 거주지의 분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격차 분석은 기존의 도시규모나 시도 단위 분
석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분석 단위가 시군구로 좁혀지게 되면, 시도 단위에서 사용하기
에 어려웠던 다양한 변수의 사용이 추가로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지역 격차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관련된 변인, 인구
변동에 관련된 변인, 교육에 직접 관련된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집
값(전세가), 소득 수준, 대졸자 인구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이 변수들은 일반
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자주 사용되는 변인들로 시군구 단위에서도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변동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인
구수, 특정연령대 인구 비율, 전입 및 전출자 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는 특히 전입 및 전출자 수 변수가 교육적 목적의 이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으로는 특목고․자사고
수, 사설학원수 등의 변수가 주로 사용되었다(최은영, 2004; 하봉운, 2005;
강태중, 2007; 김성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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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학교간 격차와 학교
내 격차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학교 수준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여
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특히 학생선발 방식과 학교내 격차 변화의 관계를 밝
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연구문제의 형태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성적에서 나타나는 17년간의 격차 변화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격차의 수준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
의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서 격차의 변화 추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에서는 먼저 학력격차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수능 성적의 전체
적인 분포 경향과 간단한 집단간 차이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집단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제시하고, 모형 분석을 통하여 원
인을 탐색할 것이다.
둘째,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및 학교내 격차의 크기와 변화율은 어떻게 나
타나는가? 시군구 차원에서 어떠한 특성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는
가?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의 크기와 변화율을 계산하고 이 값이
가장 작거나 큰 지역의 특징을 검토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내 격차의 크기와
변화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토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군구내 격차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모형을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셋째,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을 가지고 각
지역을 구분할 경우 이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각 유형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앞에서 살펴본 격차 변화의 유형 두 가지를 X축과 Y축으로 삼아 사분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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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격차 변화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도를 그려본다.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지역, 학교간 격차는 커지지만 학교내 격차는 작아지는
지역,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작아지는 지역, 학교간 격차는 작아
지지만 학교내 격차는 커지는 지역으로 각 지역을 구분해 본다. 이들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지역 수준 변수값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199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대학수
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전수자료이다.6)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실시
된 것은 1994학년도부터인데, 이 때에는 한 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회 치
러졌고 학생들은 그 중에서 높은 점수를 택해서 대학입학 전형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시험간의 난이도 실패로 인해 2회 실시 제도는 1년 만에
폐지되었고, 1995학년도부터는 1회 실시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
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도 1994학
년도의 자료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5학년도에서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본적인 분석 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이 시기 중에서 2008학년도의 자료는 분석에서 누락되어 있다. 왜
냐하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능등급제의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원점수나 표준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등급만 표시되어

6)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분석 연구 공모』에 ‘교육 정책(입시정책)에 따른 지역 간, 학교
간 학력 격차의 수준과 변화 분석’이라는 자유과제로 응모하여 자료를 수령하고 분석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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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등급만으로도 분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연도와의 비교를 주된 관심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2008학년도 자
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그래프나 표에서 2008학년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별로 영역 구
분의 명칭은 소폭의 변화가 있지만, 가장 폭넓게 구분하자면 언어영역, 수리
영역, 탐구영역, 외국어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영역 점수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학교 효과 연구에
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대상 교과목은 수학 점수이다. 수학교과목은 과정 내
위계가 확실하고 누적적인 학습 결손에 의한 차이가 명백하여 학생의 학습능
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에 있어서 수학(수리영역) 점수를 장기간 일
관되게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학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도 계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
어진 학생들은 배우는 영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문제를 가지고 시
험을 치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점수를 동일한 연도내에서도 비교하
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 들어서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응시 교과목을 택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
다. 2005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영역 선택과목이 “수리 가”형
과 “수리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이전의 인문계, 자
연계의 구분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은 “수리 나”형을 선택한
다. 그러나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 가”와 “수리 나” 중에서 본인이 유형을 선
택한다. 주요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서는 “수리 가” 점수를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수리 가”를 응시하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은
계열과 상관없이 보다 부담이 적은 “수리 나”를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
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위권 절단이나 하위권 절단이 나타나는 자료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5학년도 이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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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수리영역의 점수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특정 구간의 변화를 관찰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당 계열만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
다. 그러나 수학능력시험 전 시기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
탐구영역은 역시 인문계 고등학교내 계열간의 선택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
에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에 활
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계열을 분리하여 시험을 치르지도 않으며, 학생들이
편포하지도 않는 언어영역이나 외국어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학생들에 대하여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들의 언어영역 점수와 외국어영역 점
수의 상관은 .797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언어영역과 수리영역간의 상
관 .615, 외국어영역과 수리영역간의 상관 .653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영역과 언어영역간에는 어떤 점수를 활용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어보다는
영어에 학생들의 학습이 집중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차이를 드러낼 줄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어영역 점수를 선택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의 자료로는 교육통계연보 자료와 교육정보공시자료
를 함께 활용하였다. 학교의 설립별 구분, 남녀공학 여부, 계열구분 등의 자료
는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추첨배정과 경쟁선발에 대해서는 각 시
도교육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내에도 경쟁선발 학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 경쟁선발인지, 추첨배정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변
수를 구성하였다. 다만 분석에 따라서 지역 수준에서 평준화 지역을 구분할
경우에는 지역내에서 일부 지역이라도 평준화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를 평준
화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각 지역은 지속적 평준화 지역, 평준화 전
환 지역, 비평준화 전환 지역, 지속적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특목고
나 자율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전환하였다.7) 자율
7) 지방에 있는 일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아니다. 이
학교는 전문계열 학교이던 당시에 외국어를 특성화하기 위해 학교 이름을 외국어 고등학교
로 바꾼 이후 인문계열로 전환한 학교이다. 이런 경우를 특목고로 분류해서 분석을 진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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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경우 현재 활용되는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2002년부터 지정되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하였
다. 최근에 늘어난 자율고들은 2009년을 그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수
학능력시험 자료는 2012학년도 자료에서부터 산출될 수 있다. 자율고 전환,
계열 전환,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여러 자료와 학교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비
교하여 해당 전환 이전과 이후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자료에 입력하였다. 교육
통계연보 자료와 교육정보공시자료는 학교 소재지 시군구 확인, 계열 전환 확
인, 특수목적고 확인, 학교별 학생수 확인 등에 활용하였다.
시군구 지역 단위의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주로 사용되었
다. 시군구별 인구, 학력별 인구, 연령대별 인구, 전입자수, 연령대별 전입자수
등의 자료들이 지역 단위 변수로 활용되었다. Ⅶ장의 논의 부분에서 지역내
우수 학교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서울대 합격자수는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한 1999학년도 및 2011학년도의 고등학교별
서울대 입학생수 자료가 활용되었다.
이상에서 활용된 모든 자료들은 수학능력시험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임
의 부여한 학교별 ID와 지역별 ID를 기초로 하여 통합적으로 정리되었다. 특
히 수학능력시험 자료에서는 학교의 ID가 제공되지 않고 학교명이 직접 제공
되는데, 매년 학교이름의 표기 방식이 달라서 연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
다. 이처럼 학교이름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는 학교들을 ID를 기준으로 정리하
고 학교별 연혁을 추적하는 과정을 거쳐 동일학교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학
교이름이 연도별 수학능력시험 자료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명을 변경한 경우가 있을 수 있
고, 수학능력시험 제공 자료 상에서 교명표기법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타 지역에 동일한 학교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료 연결에 문제가

특목고의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는 특목고로 지정을
받았으나 학교에서 지정을 취소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름에
‘외국어’가 포함되어있다는 것만으로 외국어고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과학’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과학의 경우에는 특성화고의 경우 주로 ‘생명과학’고등학교로 이름짓는
것으로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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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도 있다.
첫째로 학교가 교명을 변경한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연혁을 확
인하여 동일학교임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해당 학교가 A고등학교에서 B고등
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아이디에 의해서 같은 학교로 분석 자료
에 입력할 수 있으며, 바뀐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교명으로 수학능력
시험 자료에 기재되는 시점을 학교명 변화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둘째로 수학
능력시험 자료에서 표기 방식이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약칭을
빈번히 사용하는 여자고등학교나 전문계열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A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 어떤 해에는 ‘A여자상업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
지만, 어떤 해에는 ‘A여상고’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A여자상고’ 혹은 ‘A여
자상업고’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또한 가능한 교명 조합의 수
를 모두 검토하여 동일한 학교임을 확인한 후 ID를 붙여 연결시켰다. 셋째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은 경우였다. 예를 들어, ‘중앙’, ‘제일’, ‘대
성’ 등의 교명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학교의 공
식명칭 앞에 해당 시도명을 붙여놓을 경우 중복되는 학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최소한 동일 시도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가진 학교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료 생성 과정에서는 학교명 앞에 지역이 붙어있는 형태를
고유학교명으로 삼아 ID를 부여하고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및 학교 평균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
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졸업생의 자료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졸업생의 성
적은 해당 학교의 교육 결과에 수험생활 기간의 경험이 더해져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자료의 특성상 1995학년도와 1996학년도 자료에서는
재수생의 응시 지역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아닌 학생의 응시 시험지
역으로 되어 있어서 명확한 소재지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분류상으로는 일반계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성화고(전
문계, 실업계)를 제외한 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특목고도 보통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계로 분류된다.8) 단, 예술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 등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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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이외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특목고와 마이스터고9)는 제외하였고, 과
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자료를 통해 의미있는 변화율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점 이상의
자료가 관찰되어야 하며, 3시점 이상의 자료가 관찰되어야 비로소 변화를 모
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자료에서는 안정적인 추정을 위하여 연도별 응시
인원이 10명 미만인 학교 자료는 제외하였으며10), 최소한 3개 년도 이상의
값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의 수치는 제외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2007년 이후에 신설된 학교는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
험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분석 자료의 특성
여기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가 갖는 분석 자료로서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와 사용상의 제한점, 해석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사
전 정보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학생들의 능력모수치에 가장 가까운 시험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를 것이라는 가정이 합리적으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능력에 가장 가까운 점수라고 볼 수 있다. 주
지하다시피 각종 학업성취도 검사 등에 있어서 학생들의 일부는 큰 긴장감
없이 성실하지 않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교간 차이, 학교내 차이, 지역간 차이를 드러내줄 신뢰
로운 자료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8)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들을 일반고등학교라고 부른다.
9) 마이스터고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였지만, 2010년 고등학교 구분 범주가 바뀌면서 특목고
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마이스터고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 본 연구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학교내 상위 20%, 하위 20%의 범주와 관련하여 특정 학
년도에 10명 이상이 응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만 각 상하위 20%의 범주내에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례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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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기가 되는 고등교육 진학을 결정짓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검사가 된다. 따라서 진점수에 가까운 학생들의 능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시기적인 장점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교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시기 상의 문제점을 조
금씩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전수조사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
도 평가의 경우, 시행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시행 시기가 7월이기 때문
에 해당 점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당 학생의 성취도
점수는 지금까지 누적된 학습 경험과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시험을 응시하기
까지의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지냈던 1년 4
개월 남짓의 시간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보통의 학교 효과 연구에서 사용하는 점수들이
측정되는 시기 이후로부터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까지
의 기간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성취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등교육 전체가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고 있
는 우리 나라의 특성 상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김성식, 2006). 따라서 수학능력시험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갖는 장점은
시기상 초중등교육 전(全)단계의 효과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 입시에 전형 요소로 활용되는 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특성 상 고
등학교 졸업 이후의 학생의 사회적 지위획득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일
수록 명망있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분화는 더 높은 사
회경제적 지위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학능력시험 점수는
계층 분화나 지역 분화와 관련지어 높은 설명력을 가질 개연성이 크고 교육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적 효용이 가장 높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수조사 자료라는 점이다.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해당 학령기 학생
대부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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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여타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굳이 응시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모든 학생
들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전수조사 자료의 성격에 가장 들어맞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대한 학교의 피드백이 민감하다는 것이
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점수의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입시에 잘 활용하면 그만이지 그 점수를 기반으로 자신의 학습
방법을 점검하거나 다른 변화를 줄 이유가 없는 최종 결과점수인 것이다. 자
신의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아마도 재수생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수학능력시험점수는 이후의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준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능을 치른 해당 학교 고
3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면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학업성취
강화 방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명문대 진학자 수 등을 공개하
고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수학능력점수 활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입시명문고로 평가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학교가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는 학교 및 지역 수준에서의 학력의 변
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
구하고 활용 상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는 자료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의 장점에 따르면
수학능력시험 점수는 학생의 사회적 지위 획득과 관련되며, 지역 사회의 고등
학교에 대한 평판에도 민감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자료 분석 및 결과 발표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격차에 관한 발표는 발표 자체가 차별을 지속적
으로 강화시키거나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학교가 서울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낸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 밝혀지면 해당 학교는 지
역 사회에서 신흥 명문고로 이름이 나게 되고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몰려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문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역내에 명문고를 육성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37 -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의 난점 중 하나는 현재 공개된 자료의
상태로는 추가적인 변수 구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공개된 대학수학능력
시험 자료에는 각 영역별 점수, 변환 지표, 등급 등의 성적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거의 없다. 주어진 정보는 학생의 소속 학교와 학교 소속지역, 응시지
역, 성별이 전부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
발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노력을 더하여 자료를 별도로 가공하거
나, 다른 공개된 자료를 붙이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학년도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 학교명을
추적하여 연결하고, 학교명이 변화된 학교를 찾아내 연결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학교 수준의 종단자료로 변환할 수 있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를 드러내는 과목 중
선택과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
면,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모든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학입시전형이 자율화되었으며, 2005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체를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5학년도 이후의 성적은 이전과는 달리 전체 학생의 성적이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영역에 응시한 학생들의 점수만 나타나게 된다. 이
러한 자율화의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는 외국어영역에 대해서도 A형과 B형의 선택이 가
능한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개편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 경향에 따른
성적의 변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분석 모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학교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약점으
로 작용한다. 학생 수준에서의 효과를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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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효과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
학수학능력시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십분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수준의 종단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내의 학교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지역 수준의 종단자료를 구성하
였다. 어차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재수생을 제외한다면 학생 개인의 반복측정
이 가능한 검사는 아니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서의 종단 연구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은 매년 학교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학교 수준
의 변화를 포착하는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매년 일정한 학교
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성된 코호트자료가 되는 셈이다. 따
라서 여기에서 분석되는 자료의 최소단위는 학생의 성적이 아닌 해당 학교의
특정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평균이 된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및 지역의 점수가 매년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그 변화
에 지역이나 학교 수준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모형으로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3가지의 위계적 선형모형
이 사용되었다. 이 모형들 각각을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각 모형의 분석에는 SPSS 19.0과 HLM 6.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모형Ⅰ: 각 수준간 변량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3수준 모형

모형Ⅰ은 Ⅳ장의 전국 단위 격차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형으로서, 학생
수준이 1수준, 학교 수준이 2수준, 지역 수준이 3수준의 층위를 구성하게 된
다. 이 모형에서는 특정한 학년도에 산출된 학생들의 개별적인 NCE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변량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는 무조건부 모형을 구성하였
다. 따라서 3수준의 기본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각 학년도의 수능 자료에 대하여 16회(2008학년도 제외) 반복 실시하
여 매학년도 변화하는 수준별 분산의 크기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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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수준(학생 수준)
        ,   ∼    

2-수준(학교 수준)
       ,  ∼    

3-수준(지역 수준)
       ,   ∼     

모형Ⅱ: 학교별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3수준 변화 모형

이 모형은 Ⅳ장에서 기본적인 학교별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분석 모형이다. 위계적 선형모형의 다양한 활용방법 중에서 성장모형이
라고 불리는 형태를 활용하여 학교의 전체 연도 평균 성적과 변화율을 동시
에 추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학교 수준의 연도별 평
균 점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상의 필요에 따라 학교별 상위 20% 평균
점수, 학교별 하위 20% 평균 점수, 학교별 상하위권 차이 점수 등이 다양하
게 투입되었다.
이 모형에서는 학교 수준의 시간 변화가 1수준, 학교 수준의 시간과 무관한
변인이 2수준, 지역의 변인이 3수준으로 모형화된다. 결국 학교 수준에서 나
타나는 변화를 학교 및 지역 수준의 변인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수준(학교의 시간 변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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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준(학교 수준)
       ․    ,  ∼      
       ․    ,  ∼      
       ,  ∼      

3-수준(지역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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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형은 시간에 따른 학교 수준 종속변인 값의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
된다. 먼저 1수준 모형을 살펴보면, 1995학년도의 학교 평균 점수를 초기 점
수로 하여 연도의 변화에 따른 학교 점수의 변화율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는  지역  학교의 시점  (연도)에서의 학교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는  지
역  학교의 1995학년도 점수를 나타내며,  는  지역  학교의 연도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추정치가 2수준 모형
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 수준의 변
인   를 투입하여 해당 변인의 학교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
다. 예를 들어   가 평준화 여부 변수로서 경쟁선발이

0, 추첨배정이 1이

라면 이 변인의 계수는 추첨배정 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 점수의 변화량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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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모형에서는   변인이 투입되어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학교 수준
시간 불변 변인의 효과를 검토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설립 유형 변인만 투입
되었기 때문에  변인의 계수인   와   는 각각 설립유형이 초기치와 변
화율에 미치는 효과가 된다. 연도를 제외한 1수준 시간 변화 변인에 대해서는
모두 고정효과로 간주하였다.
3수준 모형에서는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지역 수준 변인들의 영향을 검
토하는 모형이 된다.    변수는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더미변인으로서 지역규모가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모형Ⅲ: 지역별 격차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2수준 변화 모형

이 모형은 Ⅴ장에서 지역별 격차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지역 변인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 모형이다. 지역별 격차 점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1수준에서 모형화되고, 시간의 변화와 무관한 지역별 변인이 2수
준에서 모형화된다. 지역 수준에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변인을 1수준에
투입하여 지역내 격차 점수의 크기와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 점수가 사용되었다. 지역 수준의 격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의 공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수준(지역의 시간 변화 수준)


             



 

․    

,   ∼    

2-수준(지역 수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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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위의 모형은 시간에 따른 지역 수준 종속변인 값의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
된다. 먼저 1수준 모형을 살펴보면, 1995학년도의 지역 평균 격차 점수를 초
기 점수로 하여 연도의 변화에 따른 격차 점수의 변화율을 모형화하는 것이
다.   는  지역의 시점  (연도)에서의 평균 격차 점수를 의미한다.  는  지
역의 1995학년도 격차 점수를 나타내며,  는  지역의 격차 점수의 연도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추정치가 2수준
모형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 수준
의 변인   가 1수준에 공변인으로 투입되어 해당 변인의 지역내 격차 변화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가 지역내 학교수 변인이
라고 한다면,  는 지역내에서 학교수가 하나 늘어날 때 나타나는 평균적인
지역 격차의 변화를 의미하는 계수가 된다.
2수준 모형에서는 학원수와 전세가격 변인이 투입되어 지역내 격차의 초기
치와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게 된다. 1수준의 변인에 대한 2수준 변수
의 효과는 모두 고정효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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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구성
(1) 종속변인

학력격차를 논의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학교 수준의 유사종단적 자료가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에는 학생 수준의 변수가 거의 없다. 따라
서 학생 수준을 감안한 분석을 실시하기에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이다보니 학생 수준에서 오랜 기간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 수
준의 점수와 지역 수준의 통합된 점수를 분석 단위로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점수에 대한
정상분포변환점수(Normal Curve equivalent: 이하 NCE 점수)이다. 이 점수
는 학생들의 관찰점수를 정상분포곡선을 이용하여 동간척도로 변환하여 사용
하는 점수로서, 시험 응시 모집단에 대하여 정규화 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평
균 50점 표준편차 21.06의 표준점수로 전환한 점수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실제 학생들의 학력의 향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NCE 점수의 변화는 동일한 응시연도 이내에서는 두
점수 간의 위치 혹은 등위의 차이를 나타내고, 2개 이상의 응시연도간에는 특
정 집단의 상대적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NCE 점수가 자주 활용되는 이유는 척
도로서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장점은 척도를 구
성하는 방법이 손쉽다는 것이다. 응시 모집단에 대하여 정규화점수를 구한 후
평균 50, 표준편차 21.06의 표준점수로 만드는 과정은 동등화 이론에 대한
별도의 이해가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동간
척도로서 점수간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해당 점수가 동간척도(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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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로 구성되기 때문에 동간척도가 갖는 다양한 속성을 모두 공유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CE 점수는 다양한 연
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최길찬, 2005).
따라서 그 한계점을 명확히 한다면, 연구 목적에 맞게 NCE 점수를 종단자
료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NCE 점수와 일반 척도점수를 활용하여
모의자료 실험 연구를 활용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두 점수 각각을 활용한
모형으로 계산한 학교효과 추정치를 통해 구해진 학교 순위의 서열상관계수
는 .95이상으로 나타나 NCE 점수를 사용하는 것과 일반 척도점수를 활용하
는 것이 학교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Goldschmidt, Choi, & Martinez, 2003; 최길찬, 2005; 김기석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내 학교간․학교내 격차의 변
화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NCE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만약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
용이 개별적인 학생의 성장이라면 NCE 점수의 사용은 다소 큰 문제를 내포
하게 된다. 동일한 학생의 응시 성적이 아닌 자료를 동등화 과정 없이 표준화
만 시켜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관심 사항은 학생 개인 성적의 성장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학교 성적의 변화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차원의 변화에 있다.11)
따라서 NCE 점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연구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서열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화 점수 계산과 표준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점수를 변환한 후 최극단
에 있는 점수들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계산을 실시해보

11) 위계적 선형모형에서의 성장모형은 대부분 학생 수준을 시간의 수준에 놓기 때문에 ‘성장
(grow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동일한 학생 개인의 시간에
따른 성장과정을 모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 수준의 점수를 시
간의 수준에 놓기 때문에 다소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서 ‘변화(chang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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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규화된 점수이기 때문에 99점을 넘는 점수와 1점에 못미치는 점수가 각
각 1%씩 나오게 된다. NCE 점수가 1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는 1로 조정하
였고, 99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우는 99로 조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의 각 분석에서는 이처럼 산출된 NCE 점수가 학생 수준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및 지역 수준의 점수로 통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도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실태를 제시하는 기초 분석에서는 학생
수준의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이후에 활용되는 학교 및 지역 변수와의
영향 점검에서는 학교 수준 NCE 점수와 이들을 연도별로 평균하거나 표준편
차를 구한 지역 수준 NCE 점수를 기초 단위로 활용하였다.
특정 학교의 연도별 평균 점수 각각을 최소 분석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학교
의 연도에 따른 변화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은 평준화와
관련한 분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기존의 분석방법에서는 학생의 성장을 모
형화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 수준의 유사종단 자료를 가지고 보면 평준화
시행 이후 학교별 평균 점수의 변화를 직관적인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자료는 지역내 학교간 격차 및 변화를 보여
주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Ⅲ-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자료의 연도별 전체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석 과정에서 설명하겠지만, 전문계고 제외 및
재수생 성적의 영향으로 평균 50점에서 약간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엄밀히 보면 수능 실시 초기와 최근에 와서 약간의 상승이 나
타나면서 3차항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차항이나 3차항에 대
한 모형 검토 결과 선형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해석상의 의미 부여를 위해서 선형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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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도에 따른 연구대상 전체 평균 추이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연구문제 검토를 위하
여 다양한 종속변수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학교내 상위 20% 평균 점수, 학교
내 중위 60% 평균 점수, 학교내 하위 20% 평균 점수 등으로 학교내 학생들
의 그룹에 따라 점수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변수들의 영향은 다른지
등을 검토한다. 만약 특정 변수가 전체 평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상위 20% 평균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변수는 상위권 학생
들의 특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위 20% 평
균 점수와 하위 20% 평균 점수를 동일한 그래프에 시계열적으로 그려보면
시간에 따른 학교내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된 차이 점수는 학교
내 격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 별도의 종속변인으로 투입되
었다. 이 차이 점수가 갖는 의미는 말그대로 학교내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차이 점수이다. 즉, 학교내 격차를 의미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상위권과 하위권 평균의 차이 점수는 응시 인원이 작은 경우
다소 불안정한 값이 산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해의 응시생이 20명인 경
우 상․하위권의 평균 점수는 각각 2명의 평균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
고 변산도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연도 동일 학교내 학
생 점수의 표준 편차를 학교별로 계산하여 학교내 격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시군구내에서 학교내 격차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표준편차 점수를 활용한 학
교내 격차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47 -

학문 분야의 특성 상 교육학 분야 이외에 격차 연구를 많이 실시하는 분야
로는 경제학을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소득에 따른 차이나 불평등은 오랜 관
심 주제였다. 이에 따라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에 대한 개발도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
는 지수로 지니계수, 십분위계수, 오분위계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수들
은 소득을 기준으로 균등분포에서 벗어나는 비율을 모형화하거나, 하위 소득
자 소득에 대비한 상위 소득자 소득의 비율로 불균등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하는 격차의 개념은 오분위계수의 개념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점수를 오등분한 후 최하위 그룹(하위 20%)의 점수에 대비한 최상위 그룹(상
위 20%)의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응용하되 오분위계수에서처럼 비율을 활용
하지 않고 집단간의 차이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비율을 활용할 경
우에는 분모에 해당하는 하위 20%의 점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위 20%의 점수가 최하점으로 1점이 나오게 된다면, 오분위계수는 수
십점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오분위계수를 구해보면 전체 평균이
3.05점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학교는 1.5에서 1.7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점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실제로 학교내 하위 20%가 1점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을 확인할 개념으로 차이 점수를 선정하였다. 집단간 평균
차를 이용한 차이 점수를 활용하는 것의 장점은 해석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점이다. 특정 변수에 따라 상하위 집단간 점수의 차이가 몇 점 정도 커지는지
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하위권 차이 점수를 종
속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교내 격차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
로 사용되는 차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NCE 점수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교의 점수는 서
열 변수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럴 때의 차이 점수는 다소 독특한 의미를 갖
게 된다. 차이 점수가 크다는 것은 학교내 학생 성적 분포의 폭이 상대적으로

- 48 -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장과 Ⅵ장에서 수행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분석에서는
각 시군구의 학교간 격차 및 학교내 격차의 연도별 수치가 종속변인으로 활
용되었다. 이후에 모형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역 수준의 시간에
따른 공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수준의 지역 수준 변화 모형을 설정
한 것이다. 이때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는 특정 시군구내에 있는 각 학교의 평
균점수들의 표준편차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각 학교의 평균이 얼마나 지
역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있는지의 변산도를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로 변수
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는 특정 시군구내에 있는 각 학
교의 표준편차들의 평균값으로 역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각 학교별 변산
도인 표준편차가 시군구 전체에서 어느 정도 값을 갖는지를 변수화한 것이다.

(2) 독립변인

학교 수준 독립변인

학교 수준의 독립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구의 목
적에 따라 시간의 변화를 1수준에서 모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은 1수준에 투입하여 연도간 점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변인들은 2수준에 투입하여 학교
간 평균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1수준(시간모형)의 시간 의존적 변인(Time Dependent Variable)으로는 학
생선발방식과 남녀공학, 응시생수가 있다. 이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
간과 무관하게 단일한 값으로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199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 기간
동안 학생선발방식과 남녀공학 변수에 있어서 변화를 겪은 학교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매년도 달라
지는 값으로 코딩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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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생선발방식12)은 매년 해당 학교에서 추첨배정을 실시하는 경우 1
로, 경쟁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평준화 지역을 예로 들자면,
교육감이 학생선발 권한을 갖는 경우가 추첨배정이고, 개별 학교장이 선발권
한을 갖는 경우가 경쟁선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수준 학
생성장모형에서는 1수준에서 학생의 초기 성취도를 통제하고, 2수준에서 학생
의 배경 변인을 투입하며, 3수준에서 학교 변인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는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모형Ⅱ]에서는 1수준이 학교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된다. 상위 수준인 2수준에서는 학교의 특성에 따른 효과가 모형
화되며, 3수준에서는 학교 소재지역의 지역 변인을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 1수준에는 매년 학교 평균점수가 시간에 따라 모형화되므로 학교 수준에
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을 투입하여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의 학생선발방법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학생선발방식이 분석되는 방식은 평준화 실시 지역과 평준화 미실
시 지역으로 나누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모형은 평준화 정책이 갖는
지역별 속성을 지역 수준에 반영한다는 면에서는 타당하지만, 평준화 시행 여
부가 지역 내에서도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
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평준화를 실시한 지역인 경상북도 포항시에는 일
반구인 남구와 북구를 통틀어 18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포항시의 평준화 전형 학군에 포함된 고등학교는 총 12개의 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즉, 6개의 학교는 포항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평준화 적용의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지역 학교를 평준화 실시지역으로 간주하
는 방식은 실제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13) 아래의 <표 Ⅲ-1>은

12) 보통은 평준화 변수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 변수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 변수가 사용되는 맥락은 조금 독특하다.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학생선발방법이
바뀌는 변수로 모형화 된다.
13) 2006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실시한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에는 김해시내 읍면지역을 제외
한 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5개 일반계고 중에서 11개 고등
학교에만 추첨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들어 시군구
단위의 평준화 실시에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특이한 경향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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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평준화 실시가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나타낸 표이
다.

<표 Ⅲ-1> 연도별 고교평준화 적용 및 해제 지역
연도

적용 지역

1974

서울, 부산

1975

대구, 인천, 광주

1979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980

창원

1981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1995

－
－
－

2000

군산, 익산, 울산

2002

고양, 부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성남(분당)

2005

목포, 순천, 여수

2006

김해

2008

포항

1990
1991

해제 지역

비고

－
－
－
－
－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 후
제주시 일원으로 적용 한정

군산, 목포, 안동
춘천, 원주, 이리(익산)
천안

－
－
－
－
－

성남시 분당구 지역만 적용

김해시 장유면 제외

* 2008 교육통계자료집에서 재구성

만약 지역 단위로 평준화 변수를 투입할 경우에는 평준화가 실시된 지역의
모든 학교의 성적의 변화-실제 선발 과정에서의 적용 여부를 무시하고-를 분
석하게 된다. 물론 주변의 평준화 실시는 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미적용 학교
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의미를 갖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차원에서 경쟁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추
첨배정학교로 분석되는 방식은 실제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또
한 이처럼 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특수목적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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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나 특수지고등학교처럼 일반고와는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독특한 학교
일 경우가 많아서 전체 성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더욱 세심
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변수의 투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학교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선발방식 변
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하면 경쟁선발에서 추첨선발로 바뀔 경우 예상되는 평
균적인 학교점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준화 실시 여부는 지역
에 따라서 적용과 해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점수를 검토
하는 데 있어서 평준화를 최종 상태만을 의미하는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현
실과 다른 모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는 1995학년도부터 2011학년
도까지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검토가 가능한 대상은 1995년에
평준화가 해제된 천안 지역과, 2000년 이후 평준화가 적용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 지역의 경우 1995년에 평준화가 해제되고 비평준화 입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들이 3학년이 되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것은
1997년 11월이므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부터 비평준화 입학생
들의 점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평준화가 새로 적용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행연
도보다 3년 후의 자료가 해당 입학생들의 분석 대상 점수가 된다.
위의 평준화 변수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의 남녀공학 여부도 변화가능한 것
으로 모형화하였다. 실제로 남학교나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14) 학교 수준에서
투입되는 남녀공학 여부 변인은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
는 것이라면, 학교의 시간 수준에 투입된 변화하는 남녀공학 여부 변인은 공
학과 별학의 변화가 있었던 학교의 점수 변화율을 추정하는 변수가 되며, 이
러한 모형은 남녀공학 여부에 변화가 있었던 학교의 특성을 모형화할 수 있
14) 남학교가 여학교가 되거나, 여학교가 남학교가 되는 경우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구성 전체가 완전히 새로 구성되
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학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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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역시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시생수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로 투입되었다. 응시생수
는 연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개별학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모두 설
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학교의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능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도 개입되어 있다.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든 영역의 시
험을 치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별로 계열별로 필요한 영역의 성적만 요구
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학생의 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연도별 학교 수능 응시생의 수도 다소 변화의 폭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교 수준의 시간 독립적인 변인(Time Independent Variable)들
이 2수준 투입 변수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변수로는 먼저 학교의 설립
유형을 들 수 있다.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의 설립유형이
국공립학교인 경우는 0으로, 사립학교인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이 변수는
국공립학교에 대비한 사립학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목고 변수는 특목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를 0으로 코딩하였다. 특목고는 지정된 이후 다른 학교로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로 투입하였다.15)

지역(시군구)수준 독립변인

지역 수준의 독립변인을 다루기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군
구의 개념에 대하여 밝혀둘 필요가 있다.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
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230개이다. 그러나 실제로 생
활권을 같이하는 구(區)단위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일반구이다. 경기도
15) 2011학년도에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의 학생 선발권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고의 지위를 반납하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특수목적고로서 외국어고등학교 시절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분석되기 때문
에 특목고(외국어고)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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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와 같이 자치시 산하에 존재하는 구
(區)를 일반구라고 부른다. 즉, 일반구란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자치시(市) 내
에 두는 것으로 자치구로서의 시군구보다는 편제상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시군구는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구분이라기보
다는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구 각각을 시
군구 단위로 포함하였다. 현재 전국의 12개 시(市)에 33개의 일반구가 존재하
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서 총 시군구는 251개가
된다16). 이 중에서 수능 분석자료 내에 사례수가 잡히지 않는 4개 시군구17)
와, 1개의 학교밖에 없는 14개 시군구18)를 제외한 233개의 시군구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에서 제외한 18개의 시군구 모두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최소한 2개 이상
의 학교가 있어야만 본 연구의 주된 탐구 문제인 학교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Ⅳ장의 학교 수준 분석이 이루어지는 [모형Ⅰ]에서는 지역규모가 독립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지역규모는 각 시군구를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
면지역으로 구분한 변인이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한 더미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각각이 읍면지역에 비
해서 얼마나 큰 변화를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
게 더미변인을 구성한 것은 읍면지역의 평균적인 점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크게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Ⅴ장의 지역 수준 분석이 이루어지는 [모형Ⅱ]에서는 지역 수준의

16) 경기도 수원시를 예로 들면, 자치구로서의 시군구는 수원시 1개이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속 일반구를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여 볼 경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
구, 수원시 팔달구의 4개로 늘어나게 된다.
17)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임실군, 경상북도 울릉군의 4개 시군구이다. 이
지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생 수가 매년 10명에
미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양양군, 충청북도 음성군․증평군․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무주군․진안군, 전라남도 구례군․장성군, 경상북도 고령군․영덕군, 경상남도 의령군․함양군의
14개 시군구이다. 해당 시군구내 학교의 수가 1개밖에 되지 않는 배경은 위의 각주 3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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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과 고정적인 변인으로 나뉘어 각 수준에
투입되었다. 먼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으로 투입된 지역 수준의 변인은
지역단위 평준화 여부와 학교수, 특목고․자사고 수 등을 들 수 있다. 지역단위
평준화 여부는 앞에서 학교별로 산출한 추첨배정 여부에 기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내의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 단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인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만약 지역 내의 일부 지역이라
도 평준화를 실시하는 경우는 평준화 실시로 코딩하였다. 완전 경쟁선발 지역
인 경우는 0으로, 평준화 선발 지역인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지역별로 통합
한 대신에 연도별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1수준의 공변인으로 투입하였
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평준화를 실시한 울산시내 시군구의 경우에 실제 평
준화 선발 입학생이 수능 시험을 치른 2003학년도 자료에서부터는 1로 코딩
되어 있고, 그 이전의 자료는 0으로 코딩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수는 말그대로 해당 학년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학교의 수를 의미
한다. 그러나 이 학교 수는 지역내 존재하는 모든 학교의 수와 동일하지 않
다. 왜냐하면 분석 자료에서 전문계고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자료
구성에서 최소 3년의 시점을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7년 이후 신설 학교가 제외되어 있으며, 학교별 통합 과정에서의 안정성
을 위해 연도별로 10명 미만이 응시한 학교의 사례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학
생 규모가 아주 작은 학교가 제외되어 있을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변인을 명
명하자면, 2006년 이전에 생겨난 학교로서 연도별 수능 응시생이 10명을 넘
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인이 갖는 특징은 단순한 학교의 수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이 변인을
지역 수준에 투입한다면 그것은 지역의 규모를 대치하는 정도의 변인으로 기
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변인을 연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모형화하면, 지
역 내에 학교가 하나 생겨날 때마다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가 전환된다. 이 연구의 [모형Ⅲ] 분석에서는 이 변인을 지역 수준의 시간에
따른 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신생 학교의 출현에 따른 지역내 격차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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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수 변인은 특정 지역의 해당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목고나 자사고의 숫자를 나타내는 변인이다. 지역내 특목고나 자사고의 개
수가 투입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지역내 학교수 변인과 마찬가지로 이 변인
역시 1수준의 시간 변화 변인으로 투입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이
변인의 계수가 갖는 의미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신설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종
속변인 값의 변화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수준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고정적인 변인으로는 학
원수 변인과 전세가격 변인이 포함되었다. 학원수 변인은 특정 지역에 존재하
는 사설학원수를 조사한 값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 변인은 1999학년도 이
후 거의 매년도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시간에 따른 변인으로
모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도에 따른 변화율을 검토해 본 결과 지역별로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도별 학원수 값을 평균
한 값을 지역의 학원수 변인으로 계산하여 투입하였다. 이 변인은 해당 지역
의 교육열을 의미하는 변인으로도 해석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교육
환경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세가격 변인은 2011년 1사분기를 기준으로 한 지역의 전세가격을 의미하
는 변인이다. 이 변인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기 위한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존에 지역의 경제적 배경을 통제하는 변인으로 주로 사용
하던 값은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변인은 그 특성상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
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출이 늘어난 경우 재정자립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히 알고 있는 부유한 지역
구들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반
해 전세가격은 실제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
다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매매가가 아닌 전세가를 선택
한 것은 전세가격 상승의 일정 부분을 교육적 이동의 수요가 채우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은 경제적 배경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지
만, 좋은 학교들을 기반으로 전입생이 몰려드는 지역이기도 한 것이다. 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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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지역별로 1㎡당 몇 만원의 전세가가 산출되는지를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자료에서 확보하였다.
끝으로 Ⅵ장의 분산분석에 사용된 지역 변인들은 가용한 모든 변인을 투입
하여 차이를 검토해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모든 변인들이
지역 수준으로 통합되어 투입되었다. 추가로 검토한 변인만 소개하면 재정자
립도, 인구수, 14세이하 유입인구수, 2년제 대학졸업이상 인구수 등이 분산분
석에서 추가로 사용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값이 현실과 다르게 산
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지표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데에는 훌륭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인구수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연도별로 구하여 평균한 값이다. 인구수를
그대로 투입할 경우 지표의 해석이 불편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단위를 1천
명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14세이하 유입인구수는 교육적 이동이 잦은 지
역을 확인하기 위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통
계에서는 연령대별로 각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와 빠져나가는 인구를 조사하
고 있는데, 이 중 1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수를 나타낸 변인이다.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세에서 14세까지의 학생들은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비학생들이 된다.
2년제 대학졸업이상 인구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학
력수준 변인이다. 2년제 대학졸업이상 인구는 2년제 졸업자 및 4년제 졸업자
와 대학원 졸업자의 수를 합쳐서 산출되는 값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전체 인
구 중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구를 제외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은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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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변인들의 기초통계값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외국어영역점수

18,297

50.37

12.99

10.51

96.72

상위20%점수

18,297

72.24

13.39

26.26

99.00

하위20%점수

18,297

29.67

13.65

1.00

90.16

상하위 차이점수

18,297

42.57

7.53

8.84

72.79

학교간 격차

233

7.67

4.29

0.90

25.55

학교간 격차 변화

233

0.18

0.62

-0.93

6.01

학교내 격차

233

15.13

1.28

11.25

19.79

학교내 격차 변화

233

0.11

0.13

-0.24

0.51

학교수준변인

(시간종속)

학생선발방식

18,297

0.47

0.50

0.00

1.00

남녀공학여부

18,297

0.57

0.49

0.00

1.00

응시자수

18,297

354.30

189.08

10.00

1,381.00

학교수준변인

(시간독립)

설립유형

1,368

0.45

0.50

0.00

1.00

특목고

1,368

0.03

0.18

0.00

1.00

지역수준변인

(시간종속)

지역평준화여부

3,728

0.40

0.49

0.00

1.00

학교수

3,728

4.90

3.18

0.00

17.00

특목고․자사고 수

3,728

0.16

0.39

0.00

3.00

지역수준변인

(시간독립)

특별시

233

0.11

0.31

0.00

1.00

광역시

233

0.19

0.39

0.00

1.00

중소도시

233

0.33

0.47

0.00

1.00

학원수

233

256.61

205.41

4.36

1,258.32

전세가격(만원)

233

104.33

59.96

29.00

347.00

종속변인(학교)

종속변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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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국 수준 학력격차의 추이
이 장에서는 집단별 평균비교를 통해 전국 단위에서의 전체적인 학력격차의
추이를 살펴보고, 다양한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격차를 다루던 방식으로 수능 자료를
재분석해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시군구
내의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이다. 하지만 이 값들의 크기와 변화를 제대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
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개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격
차를 검토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먼저 각 수준의 변량 비교를 통하여 전체
적인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각 학교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시계열 자료 그래프를 활용하여 격차의 변화를
검토하고 각각의 변수를 다층 모형에 투입하여 어떤 변수의 영향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인지 탐색해본다.

1. 수준별 변량 변화
학생성적 변량은 지역, 학교, 학생의 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매년 각
수준의 변량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토해보면 학생들의 수능 점수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 어느 수준에서 주
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변량의 크기를 수준별로 나누
어 보는 것은 격차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수준에서의 변량이 늘어나고 있다면 해당 수준에서의
변수에 의해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학생 수준의 격차가 커진다면 그것은 모종의 변수에 의해 학교내 학생간
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교 수준의 격차
가 커진다면 그것은 학교간 상이한 특정 변수에 의해 학교간의 차이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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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수행할 분석은 본 연구의 대상 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가지
고 매년 각 수준별 변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특정 시기에 각 수준의 변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 모형에서 설명한 [모형Ⅰ]의 3수준 모형
을 가지고 학생 수준을 1수준, 학교 수준을 2수준, 시군구 수준을 3수준으로
구성하여 변량의 크기와 비율을 추정하였다. 자료의 특성상 학생 수준의 자료
는 종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모형을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각 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16회의 무조건부 모형을 구성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Ⅳ-1>, <표 Ⅳ-2>와 같다.
<표 Ⅳ-1> 각 수준별 변량의 변화 추이
학년도

학생간 변량

학교간 변량

시군구간 변량

총변량

1995

261.072

103.089

81.099

445.360

1996

231.911

95.616

69.112

396.639

1997

228.847

97.286

65.366

391.498

1998
1999

214.599
216.647

99.236
103.514

70.326
63.663

384.162
383.824

2000

222.063

114.718

56.279

393.061

2001

223.897

118.060

58.760

400.708

2002
2003

235.429
236.244

118.316
116.174

45.214
45.527

398.960
397.944

2004

229.661

121.534

51.699

402.895

2005

272.118

108.027

43.726

423.871

2006
2007

286.427
283.313

106.989
113.458

38.503
42.137

431.919
438.908

2009

295.020

104.098

33.076

432.193

2010

286.991

110.655

31.880

429.526

2011

284.700

117.008

32.735

4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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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각 수준별 변량 비율의 변화 추이
학생간 변량

학교간 변량

시군구간 변량

총변량

1995

비율(%)
58.6

비율(%)
23.1

비율(%)
18.2

비율(%)
100.0

1996

58.5

24.1

17.4

100.0

1997

58.5

24.8

16.7

100.0

1998
1999

55.9
56.4

25.8
27.0

18.3
16.6

100.0
100.0

2000

56.5

29.2

14.3

100.0

2001

55.9

29.5

14.7

100.0

2002
2003

59.0
59.4

29.7
29.2

11.3
11.4

100.0
100.0

2004

57.0

30.2

12.8

100.0

2005

64.2

25.5

10.3

100.0

2006
2007

66.3
64.5

24.8
25.9

8.9
9.6

100.0
100.0

2009

68.3

24.1

7.7

100.0

2010

66.8

25.8

7.4

100.0

2011

65.5

26.9

7.5

100.0

학년도

학생 수준의 변량은 1995학년도에는 58.6%였으며 2004학년도에 이르기까
지 최저 55.9%에서 최고 59.4%까지의 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2005학년도에는 학생 수준의 변량이 64.2%로 크게 늘어났으며, 그 이
후로는 최저 64.2%에서 최고 68.3%까지의 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학생 수준의 변량은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
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수준에서의 변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각 비율을 동일한 그래프에 나타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Ⅳ-1]
은 전체 변량에서 각 수준의 변량의 차지하는 비율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
낸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각 수준 변량의 변화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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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각 수준별 변량 비율의 변화 추이
위 [그림 Ⅳ-1]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학생간 변량 비율의 증가와 시
군구간 변량 비율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학생간 변량의 증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시군구간 변량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1995학년도에 시군구간 변량의 비율은 18.2%였지만, 2010학년도에는 7.4%
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시군구간 차이 보다는 시군구
내에서의 학교간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이며, 또한 학교간 차이보다는 학교내
의 학생간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간 차이는 2005학년도 이
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학교내에서의 학생간의 차이는 학교내 격차의 개
념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학교내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비율이 아닌 실제 변량의 크기를 보아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의 <표 Ⅳ-1>에서 살펴보면, 학생간 변량은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증
가하였으며 시군구간 변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
교간 변량은 2004학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
학년도에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여 이전의
변량에 가깝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 2009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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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학생간 변량의 크기가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에 학교간 변량의
크기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고, 학교간 격차는 지역내에
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내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지역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간의 차이보다는 학교간
차이나 학교내 차이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목고나 자사
고 유치를 비롯한 고교유형 다양화 정책을 통해 여러 지역에 학업성적이 우
수한 학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지역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루어질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실시해 볼 것이다. 동일 지역내에 우수한 학교와 다소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
가 공존하기 때문에 학교간 격차는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각 학교
내에서 학생들간의 점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논문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시군구내 격
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군구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고 있는 것은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다른 격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격차 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전히 해명되어야 할 것은 2005
학년도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변량 변화 추이의 급격한 변화이다. 2005학년도
에 일어난 학생 수준 변량 비율의 증가는 가설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의 평준
화 실시가 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2
학년도부터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지역을 대상으로 추첨배정 방식으로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식을 전환하였다.
추첨배정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상식적으로 학교내 격차가 커질 수밖
에 없다. 추첨배정 이전에는 비교적 학교간의 서열화가 공고하고 비슷한 성적
의 학생들이 비슷한 학교로 진학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내 격차가 작게 나타
나게 된다. 그러나 추첨배정을 실시하게 되면 한 학교내에 성적이 높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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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성적이 낮은 학생까지 고르게 배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본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이 당시 경기도 지역에서 72개의 일반계 고
등학교가 경쟁선발에서 추첨배정 방식으로 학생선발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
학교들의 차이 점수는 2004학년도 33.6점에서 2005학년도 48.2점으로 14.6
점이 증가했다. 결국 이들이 전체 차이 점수에 기여한 부분은 72×14.6
=1,051.2 점인데, 이것을 2005학년도 전체 학교의 수 1,187로 나누어 보면
전체 차이 점수 증가분 중에서 0.89점이 경기도 지역 평준화 전환의 효과로
설명되는 셈이다.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사이의 차이 점수 변화를 보면
(뒷부분의 [그림 Ⅳ-6] 참조), 40.5에서 43.8점으로 3.3점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3.3점 중에서 0.89점은 경기도 지역의 많은 학교가 추첨배정으로 전
환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 점수의 확대라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의 추첨배정 전환 효과는 경기도 지역에서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는 용이하지만 전국단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비단 경기도에서만 나
타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Ⅳ-2]는 각 연도별로 16개 시도
의 차이 점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Ⅳ-2] 16개 시도 차이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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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Ⅳ-2]에 따르면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사이에는 경기도(B)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모두에서 차이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다 세밀히 확인해보기 위하여 각 연도간 차이 점수의 시도별 변화를 계산
해보면 아래의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시도별 연도간 차이 점수 변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증가
1996 -3.1 -2.4 -1.8 -1.4 -2.2 -1.8 -2.1 -3.1 -2.3 -0.3 -4.6 -0.8 -3.8 -2.4 -1.9 -4.0 0
1997 0.5 -0.6 -1.0 -1.2 -1.1 -1.1 1.4 -0.4 0.4 1.5 -4.1 -2.6 0.6 -1.2 -1.3 1.2 6
1998 -1.7 -1.9 -0.8 -0.6 0.9 -0.7 -2.6 -1.3 -1.6 -1.7 0.7 -1.7 -1.8 -1.2 -2.2 -1.1 2
1999 -0.2 0.0 -0.3 -0.9 0.5 0.5 0.3 1.0 1.0 0.2 -0.8 -0.2 -0.3 1.8 -0.1 -0.6 8
2000 -0.3 -0.5 1.9 1.1 0.5 1.3 1.8 0.3 0.9 -1.2 1.9 0.1 1.2 0.7 -0.6 0.4 12
2001 0.3 -0.7 0.0 -0.2 1.3 0.4 0.2 1.3 0.5 -0.4 0.8 1.5 -0.6 1.7 1.2 1.7 11
2002 0.0 1.2 1.2 0.3 0.8 -0.2 0.1 0.2 2.0 1.3 0.4 0.4 0.9 -0.9 1.1 0.6 13
2003 0.6 -0.5 -0.7 -1.7 -0.2 0.5 0.4 -1.3 0.4 13.8 -0.9 0.3 -0.7 0.5 -1.8 -0.7 7
2004 0.4 -1.2 0.6 -0.4 -0.8 -0.3 -0.1 -0.8 0.1 -4.0 0.0 -1.5 0.7 1.8 -0.4 -0.8 5
2005 0.0 8.2 3.3 2.7 2.2 2.7 2.2 2.7 2.4 5.7 2.4 1.3 0.6 2.7 2.1 4.2 15
2006 1.9 1.2 -0.1 1.9 0.9 1.2 1.8 0.8 1.2 -1.4 2.4 1.0 0.3 -0.7 1.5 2.0 13
2007 1.5 -0.5 0.8 -0.4 -0.5 1.5 -0.1 -0.8 0.4 -1.2 0.3 0.1 1.1 -1.1 -0.4 0.1 8
2009 1.0 2.0 0.1 1.0 0.3 -0.9 1.7 -0.3 1.9 -0.2 1.1 5.3 0.4 -0.7 1.4 0.4 12
2010 -1.4 -1.5 -1.7 -1.9 -0.4 -0.1 0.9 0.8 -0.7 0.7 -1.4 -1.1 -0.3 -2.1 -1.6 -0.5 3
2011 0.2 0.0 1.2 0.4 0.1 0.5 1.5 -0.5 -0.4 0.3 0.5 -1.0 1.1 1.2 -0.5 -1.1 11
위의 <표 Ⅳ-3>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시도별로 차이 점수가 얼마
나 늘어났는지를 비교해보기 위한 표이다. 예를 들어 A시도 1996년의 값인
-3.1은 A시도의 1996학년도 차이 점수에서 1995학년도 차이 점수를 뺀 값
을 의미한다. 이 값이 (+)일 경우 차이 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이 값
이 (-)일 경우 차이 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오른편의 ‘증
가’는 16개 시도 중 해당 연도에 차이 점수가 늘어난 지역의 수를 의미한다.
2005학년도에는 A시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차이 점수의 증가가 두드러
지며, 증가의 절대값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큰 편이다. A시도의 경우도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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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2005학년도의 차이 점수 확대가 단순히 경기도의 변화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
는 점이다. 물론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대규모 추첨배정 전환이
가져온 효과도 약 1/4정도 되지만, 다른 모든 지역에서 차이 점수를 확대시킨
별도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수능이나 대입 제도와 관련하여 2005학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능에
서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부터는 학생
들이 필요한 영역의 시험만 치르고 그 성적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외국어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규모나 성적이 변화를 보였을 가
능성이 있다. 응시생 규모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 자료에 나타난 외국
어영역 응시자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 일반계고 외국어영역 응시자 수 변화 추이
[그림 Ⅳ-3]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응시자 수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다
른 연도, 예를 들어 2002학년도나 2003학년도의 응시자 수 감소에 비해 급
격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응시자 수의 급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라면 2002학년도나 2003학년도에도 차이 점수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에는 차이 점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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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응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2010학년도에도
차이 점수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응시생의 규모가 아니라 성적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전국적으로 수능 점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2005학년도에 나타나는 특
징이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의 <표 Ⅳ-4>는 17년 동
안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능 점수 변화표이다. 일단 제도의 변화에 따
라 2005학년도 응시자수가 줄어들었으며, 그 안에서의 결측치도 상당히 많아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 재학생 수능 점수의 기초 통계값

학년도 응시자수
1995 485,653
1996 518,434
1997 537,710
1998 604,621
1999 614,613
2000 622,631
2001 596,123
2002 532,857
2003 470,739
2004 454,386
2005 408,007
2006 389,883
2007 394,066
2009 421,058
2010 495,208
2011 499,885

결측
300
354
680
441
869
1,381
2,131
26,881
31,757
30,566
26,725
36,644
9,793

평균
51.4
51.7
51.7
51.0
49.9
49.4
48.9
48.0
47.7
47.4
47.4
47.5
47.7
48.1
48.2
47.9

표준
편차
21.2
20.7
20.5
20.5
20.5
20.7
20.6
20.3
20.1
20.0
20.3
20.4
20.6
20.6
20.5
20.5

왜도
-.109
-.110
-.101
-.095
-.033
.005
.003
.041
.035
.026
.053
.073
.073
.058
.054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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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412
-.349
-.315
-.294
-.300
-.292
-.321
-.266
-.239
-.236
-.253
-.266
-.281
-.311
-.298
-.317

백분위 백분위 백분위 백분위
20 40 60 80
33.0 46.7 57.7 69.9
33.8 47.1 57.9 69.3
34.4 47.0 57.7 69.3
33.0 46.2 56.7 68.3
32.6 44.8 55.5 67.5
31.8 44.1 54.7 67.1
31.1 43.8 54.4 66.1
30.9 42.6 53.2 64.9
30.2 43.1 52.9 64.2
30.3 42.5 52.3 64.5
29.7 42.3 52.9 64.1
30.5 42.0 52.7 64.9
30.4 42.1 52.7 65.5
30.9 42.4 53.6 66.3
31.4 42.8 53.4 65.3
30.5 42.7 53.3 65.1

여기에서 흥미로운 지표는 왜도(Skewness)의 변화이다. 왜도란 자료가 중
심축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의미한다. 만약 왜도가 양수라
면 우측으로 꼬리가 긴 정적 편포라고 할 수 있고, 음수라면 좌측으로 꼬리가
긴 부적 편포라고 할 수 있다. 왜도가 0에 가깝다면 양측의 분포가 거의 대칭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계고 재학생들의 수능 성적 분
포에서 왜도가 1996학년도의 -.110에서 2006학년도의 .073까지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다. 왜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적 편포의 방향으로 분포가 변화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능 실시 초기에는 일반계고 재학생들의 수능 점수
가 상위권이 비교적 많은 부적 편포였지만, 갈수록 하위권이 비교적 많은 정
적 편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 시점(위의 <표 Ⅳ-4>에서 음영처리된 부분)
은 대학 입시나 수능 제도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라는 데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1999학년도는 특목고에 대한 비교내신제가 폐지된 시기이
다. ‘자퇴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특목고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생들
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고 시도했던 때이다. 수
능 성적은 높지만 내신 성적이 불리했던 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을 응
시하게 되면서 이들의 높은 점수는 일반계고 재학생의 점수를 전반적으로 하
락시켰다. 1997학년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던 백분위80의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 이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위 20%에 해당하는 재수생
이나 검정고시 출신들이 늘어나면서 일반계고 재학생의 상위 20% 커트라인
이 낮아진 것이다.
2002학년도는 전형방식이 현재와 같이 다양해지고 특별전형이 늘어나는 등
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일단 학생들은 전과목에 응시하도록
했지만 입시 전형에서는 대학의 자율로 특정 영역만 결정하여 반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005학년도는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도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응시할 수 있도
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결국 이 시기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즉 입시에 필
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수능을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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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결과적으로 성적이 높은 재수생의 증가를 가져왔고, 결국 전체 응시생
중에서 재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성식 외,
2012).
이들 재수생은 성적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만 선택적
으로 응시할 수 있는 수능 제도하에서 반수생(半修生)19)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과목만 선택하여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학생
들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도 다른 과목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교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성적이 높은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학생들 중에서 중위권
이나 하위권 학생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상위권 학생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그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하위권의 점수는 낮아지고 상위권의 점수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차이 점수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Ⅳ-4]는 졸업생(재수생)의 성적을 졸업예정자(재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한 그
림이다.

[그림 Ⅳ-4] 졸업예정자(재학생)와 졸업생(재수생)의 성적 비교
19) 일단 대학에 입학한 다음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휴학을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여 대입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이르는 표현으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
만, 이미 대학가나 입시학원가 등에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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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학년도를 기점으로 재수생의 성적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능 영역의 선
택적 반영이 가능해진 2002학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05학년도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재수생의 높은 성적은 지속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 따라서 하위권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차이 점수가 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2005학년도 이후 재수생의 성적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05학년도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재수생의 성적에 의한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차이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요인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른 격차의 변화 추이
1) 학교내 격차의 전국 단위 변화 추이
이번에는 전국 수준에서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른 격차의 크기와 변화 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시군구 단위의 격차 변화를 살펴
보기에 앞서서 전국 수준에서 각 학교의 성적이 어떠한 분포와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수준의 격차들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내 격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 학교의 상
위 20%의 평균 점수와 하위 20%의 평균 점수, 나머지 중위권 60%의 평균
점수를 통하여 격차의 변화 움직임을 검토해보았다.20) 다음의 [그림 Ⅳ-5]는
상위권 및 중위권, 하위권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아울러 다음의

20) 일반적으로 상위권이나 하위권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상위 20%, 하위 20%
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를 학교별로 구하거나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학교간 차이를 밝히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학교내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학교별 상위 20%, 하위 20%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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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은 상위 20%의 평균 점수와 하위 20%의 평균 점수의 차이 점수
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추이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Ⅳ-5] 상․중․하위권 점수 변화 추이

[그림 Ⅳ-6] 차이 점수 변화 추이
[그림 Ⅳ-5]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변화 추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를 한 그래프에 담는 과정에서 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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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지 않았을 뿐, 흐름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상위권과 하위권의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
난다는 것이다. 2004학년도까지는 상위권과 하위권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
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는 상위권이 상승하는데도
하위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결국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커지
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Ⅳ-6]에 제시된 차이 점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이러한 흐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1995학년도만 43.6으로 비교적 큰 편이었을 뿐, 39.4에서
41.3사이의 분포를 보이던 차이 점수는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43.8로 커졌
으며, 그 이후로도 전반적으로 차이가 커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위
의 [그림 Ⅳ-3]을 보면, 매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2005학년도 이후
상위권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2005학년도 이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2005학년도가 기점이 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를 중
심으로 많은 수의 학교들이 추첨배정 방식으로 전환한 것, 입시 제도의 변화
및 수능 영역 선택권의 강화에 따른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의 높은 성적 획
득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집단간 평균 변화 추이
다음으로는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른 격차 변화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한
다. 각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의 평균 성적 비교를 통해서 해당 특성이 학교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집단별로 학교내 상위
20%와 하위 20%의 점수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학교내 격차의 집단별 특성
2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 상 이러한 점수의 하락은 실제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
는 것으로 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상대적인 점수 변화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
문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졸업생(재수생 등)의 성적과 전문계 고등학교 학
생들의 성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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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규모에 따른 격차 변화
여기에서의 지역규모는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구분을 의미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학생의 성적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전히
통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도시 중에서는 일산이나 성남과 같이 대
도시 이상의 학업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도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러한 변수를 임의적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구
역상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들을 지역규모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먼저
최하행정단위가 읍면지역에 속하는 학교들을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중소
도시나 심지어 광역시 산하에 있는 읍면 단위들을 읍면지역으로 구분하기 위
하여 먼저 구분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최하행정단위가 동으로 구분되는 지
역 중에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소속 학교들을 의미하고, 광역시는 6대 광역
시 소속 학교들을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도(道)단위의 시(市)지역 소속 학교들
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 Ⅳ-7]은 이렇게 구분된 지역규모에 따른 학교간
격차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Ⅳ-7] 지역규모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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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Ⅳ-7]을 보면 광역시 지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특별시, 중소도
시, 읍면지역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읍면지역의 성취도는 순위를 비교하
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도시와도 평균 10점 정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읍면지역의 성취도 수준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
준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광역시와 특별시, 중소도시의 점수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순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세 지역간의
차이는 거의 없어져서 50점 정도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규모별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
차이 점수의 경향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Ⅳ-8]은 지역규모에
따른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변화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의 [그
림 Ⅳ-7]에서 보았던 읍면지역 학교들의 큰 점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
지만, 그 차이는 하위권 학생들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다.

[그림 Ⅳ-8] 지역규모에 따른 상하위권 점수 변화 추이
결국 읍면지역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평균점수
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읍면지역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인
근 대도시로 공부를 하러 떠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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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상위권 성적에서 광역시와 거의 동일하던 서울특별
시의 점수가 2007학년도 이후 가장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특별시의
하위권 학생들은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하위권 학생들보다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내에서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하
위권 성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상위권의 성적 차이 때문에 평균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각 지역규모별로 차이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Ⅳ-9]는 각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점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그림 Ⅳ-9]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점수 변화 추이
전반적으로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차이 점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차이 점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광역시 지역의 차이 점수가 컸으며, 중소도시의 읍면
지역의 차이 점수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그림 Ⅳ-8]과 관련
지어 해석해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계속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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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점수도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도 광역시 상위
권 학생들의 높은 점수가 두 지역간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가져왔다. 중소도
시의 차이 점수가 2005학년도에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경기도 지역에서
의 추첨배정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 유형에 따른 격차 변화
여기에서의 학교 유형이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에 따른 구분을 의미한다.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보다는 상당히 높은 성
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은 평준화 실시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첨배정 방식이 아닌 경쟁선발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보
다 결정적으로는 광역단위의 학생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2) 이러한 조건
은 이 학교들이 전국 단위의 혹은 최소한 시도 단위의 우수한 학생들을 사전
에 유치함으로써 높은 성적을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23) 다음의 [그림 Ⅳ
-10]은 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교의 성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
는 그림이다.24)

22) 물론 모든 자사고들이 광역단위 선발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 단위의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들은 전국의 성적 우수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거의 특목고에 육박하는 점수를 보이
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평준화 지역내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3) 이러한 측면은 최근 들어 자사고 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심지어 2011학년도에는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다시 일반고로 전환
하는 사례도 서울에서 발생하였다. 결국 성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고등학교들이 가장 신경
을 쓰는 부분은 광역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24) 여기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지정연도가 2009년 이
후이기 때문에 2011학년도까지의 수능자료에 있어서 자율형사립고 지정 이후 입학생의 성
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9년 지정학교의 경우에 2010학년도에 자율선발에 의한
신입생을 받게 되었고, 이들의 성적은 201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아직 자율
고의 성적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자율형사립고들은 대략 2002학년도
부터 시작되었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참여하였던 학교들의 성적이 된다. 이들 시범운영
학교들은 모두 2009학년도 이후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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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학교유형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
[그림 Ⅳ-10]을 보면 일반고가 가장 밑에 평균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는 가
운데,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립형사립고부터 시작된 자율형사립고들은 특목고 보다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특목고는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
었다. 가장 점수가 높았던 특목고는 국제고등학교였으며, 외국어고등학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
지만,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의 점수가 하락하는 현상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본 연구의 대상이 외국어영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일 가능성이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대학별로 모든 영역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학입학전형이 개정되었으며, 200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부터는 학생이 필요한 영역만 응시해도 가능한 형태로 응시 형
태가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공계열이
나 자연계열로 진학할 경우, 외국어영역 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
25) 현재 기준의 자율형사립고의 성적을 비교한다면 특목고보다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들은 광역단위 선발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일반고에 비
해서 뚜렷하게 높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자
립형사립고였던 자율형사립고들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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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응시생수도 줄어들고 성적도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주아(2009)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고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26) 말하자면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서 외국어영역 시험을
굳이 치를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과학고의 경우 2학년 과정을 마친 후 진학하는 학생이 많다는 특징이다. 2학
년 과정으로 졸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과학기술대학으로의 진학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본 자료에서 누락되는
셈이 된다. 과학고등학교에서 외국어 영역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오히려 독
특한 유형의 학생들인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도 꾸준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
적도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성
적의 향상도 가능하지만, 일부 지방의 외국어고등학교들의 성적이 낮은 것이
전체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고등학교
는 2000년대 후반에 그 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27) 특이한 점은 다음의 [그림 Ⅳ-11]에 제시되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별 수능 점수 변화이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동일한 특목
고임에도 불구하고 통념과는 달리 집단내 학교간 성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다. 하위권에 있는 3개의 외국어고등학교는 성적만 놓고 보자면 일반고보다도
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특목고와 관련한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특
목고들간의 편차를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그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6) 외고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이 25~30%라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과학고의 특성은 나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7)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포함된 국제고등학교 데이터는 경기도의 청심국제고등학교와 부산광
역시의 부산국제고등학교 두 학교에 불과하다. 이외의 국제고등학교들은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세 번의 수능시험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제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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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외국어고등학교 학교별 점수 변화 추이
다음으로는 학교유형별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
차이 점수의 경향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Ⅳ-12]는 학교유형에
따른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변화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12] 학교유형별 상하위권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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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사고의 상위 20% 학생들의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의 하위 20% 학생들의 점수는 80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2005학년도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6학년도에는 64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학년도에는 70.2점까
지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들의 변화와 일반고 상위 20%의 변화를 보면 두 그
래프가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사고가 처음 생겼을 당시 이들은 일
반고와는 학생 구성이 완전히 다른 학교였다. 자사고의 하위 20%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고 상위 20%의 평균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최상위권
에서 선발된 학생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6학년도부터는 자사고
의 하위 20% 학생들의 성적이 일반고 상위 20% 학생들의 성적을 밑돌기 시
작했다. 이것은 자사고 내에서 학교내 격차가 2006학년도를 중심으로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2005학년도부터 시작된 일반고 상위
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학생들의
점수가 떨어진 것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하위권도 성적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2011학년도에
는 일반고 상위 20%의 성적(70.4)에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
국 자사고는 광역단위 선발을 통해 최상위권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
고, 일반고와는 확연히 다른 성적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율고 정책과 관련하여 2009학년도 이전에 지정된 자율고에 한하여 전국단
위 모집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정책은 이들 자사고를 전국단위의 입시명문고
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상위 20%의 성적이 상당히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 20%의 성적은 일반고 상위 20%의 성적
보다는 항상 낮았다. 특목고 역시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
발해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전국단위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고에
비해서는 점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도 초기에는 전국단위 모
집이 가능하였지만 2000년대 중후반 전국적으로 특목고가 많아지면서, 시도
단위의 광역단위 선발로 전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8) 특목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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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권 격차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의 그림을 통해
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위권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
게 되고 상하위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광역
단위 선발 학교들의 점수는 하위권이라고는 해도 일반고의 상위권에 준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 선
발 학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각 학교유형별로 차이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Ⅳ-13]은 각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 점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그림 Ⅳ-13] 학교유형별 차이 점수 변화 추이
일반고의 차이 점수는 약 40점 정도로 유지되다가 2005학년도 이후 45점
정도로 커졌고 그 이후로도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목고는 1995학년
도에는 25.6점에 불과했던 차이가 점점 커져서 2007학년도에는 38.5점까지
이르렀다. 그 이후로는 다시 차이가 줄어들면서 2011학년도의 차이 점수는
33.3점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이보다 차이 점수가 더 적었다. 2000학년도
에 22.7점이었던 차이 점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에
28) 단, 거주지 시도 내에 동일한 유형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 한하여 타
시도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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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승하여 34.6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1학
년도의 차이 점수는 28.8점으로 나타났다.29)
차이 점수가 작다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이 비교적 동질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고의 차이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은 학생들의 구성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사고의 경우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에만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하락으로 차이 점수가
커졌을 뿐, 대부분의 기간 중에 차이 점수가 지속적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앞의 [그림 Ⅳ-12]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권은 거의 100점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적 향상이 불가능하다. 결국 하위권의 성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차이 점수가 작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점점 더 몰려간다는 것이다. 학교
유형에 따른 계층화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목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이한 것은 특목고의 경우 1998학년도에
서부터 2007학년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차이 점수가 확대되는 경
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목고의 수가 2000년대 초중반에 확대된 것
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목고의 경우에도 상위권은 100점에 이르
는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이 불가능하다. 역시 하위권의 점수가
학교내 격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특목고의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는 지속
적으로 하락하다가 2007학년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7학년도 이후 가장 최근의 경향을 요약해보자면,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반면,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교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일반고
등학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은 차이 점수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자사고나 특목
고의 차이 점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들 학교
29) 그러나 자사고의 자료는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2005학년도까
지의 자료에서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한 곳에 불과하다. 2006학년도가 되어서야 세 학
교가 더해졌다. 2006학년도에 나타난 자사고의 학교내 차이 점수 급상승은 이들 세 학교의
(기존 자사고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차이 점수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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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고에 대한 성적 우위가 점점 강화되고 점점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
되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고의 입장에서 볼 때, 최상위권 학생
들은 자사고나 특목고로 빠져나간 이후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나마 남아있
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학생들을 위한
차별적인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입시명문고로서의 명성을 얻고 싶은 일
반고의 입장에서는 일견 학교의 생존이 걸려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도 있는 것이다.
특히 특목고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처럼 사전 선발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의
수는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수능 응시자 기준으로 1995학년도의 특목고(과
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한정)는 25개였지만, 2000학년도 기준으로는 33개
교로 늘어났고, 2005학년도 기준으로는 37개교로 늘어났으며, 2011학년도에
는 54개의 특목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16년 만에 특목고의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아래 [그림 Ⅳ-14]는 특목고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Ⅳ-14] 응시학년도 기준 특목고 수 변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유치해야 지역이 살아난다거
나, 명문고를 육성해야 지역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더 이상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특정 학교가 광역단위 사전 선발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모두

- 83 -

데려가고, 서울대를 수십명씩 보내는 세칭 ‘명문고’가 있어야만 우리 지역에도
‘인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 학교 내의 하위권
의 점수가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은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
은 그야말로 ‘선발’된 학생들이었다면, 지금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은 그 수
도 늘어났고 일반고로 진학할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두 흡수해가는 ‘신흥명문
고군(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역내의 학교간 격차 및 학교내 격
차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격차 변화
여기에서는 학교가 남녀공학인지 남녀별학인지에 따라 격차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남녀별학의 경우에는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누어 그 차이를 살펴보았
다. 다음의 [그림 Ⅳ-15]는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학교간 격차의 변화를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Ⅳ-15]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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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고, 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
적이 높았다. 여학교와 남학교의 차이는 약 2~3점 정도에서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고, 남녀공학 학교와 남녀별학 학교의 차이는 조금씩 좁혀들고 있다. 다
음으로 이들의 학교내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집단 별로 상위권과 하위
권의 점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Ⅳ-16]과 같다.

[그림 Ⅳ-16]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상하위권 점수 변화 추이
결과를 살펴 보면, 상위권과 하위권에 상관없이 남녀공학 학교들의 성적이
남녀별학 학교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공학 학교들은
2005학년도 이후 상위권의 성적이 높아지면서 하위권과의 격차를 많이 벌리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남학교와 여학교의 비교에서
관찰된다. 상위권에서는 남학교와 여학교의 성적이 거의 차이가 없지만, 하위
권에서는 여학교의 성적이 확실히 높았다. 이것은 여학교의 경우 하위권 학생
들이라고 해도 성적에 관심을 갖지만, 남학교의 경우 하위권 학생들은 큰 관
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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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Ⅳ-17]은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차이 점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차이 점수의 변화는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남학교의
차이 점수가 일관되게 높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남학교
의 하위권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Ⅳ-17]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차이 점수 변화 추이

(4) 설립 유형에 따른 격차 변화
이번에는 학교의 설립 유형에 따른 학교간 격차 및 학교내 격차의 변화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학교의 설립 유형에는 국립, 공립, 사립의 범주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학교간 격차를 검토해 보면 다음의 [그림 Ⅳ-1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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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설립 유형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
결과를 보면, 국립학교들이 성적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사립학교, 그
다음이 공립학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목고 중에는 국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높은 성적에는 특목고의 효과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Ⅳ-19]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합쳐서 국․공
립학교 범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렇게 구분을 바꾸어서 분석해 보면 사립학
교가 조금씩 성적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역시 국립학교의 성
적이 높긴 하지만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Ⅳ-19] 설립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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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교의 상위권과 하위권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Ⅳ
-20]과 같다. 설립 유형에 따른 상하위권 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패턴
상의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다만 하위권의 점수에 있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차이가 이전에 비해 약간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Ⅳ-20] 설립 유형에 따른 상하위권 점수 변화 추이

[그림 Ⅳ-21]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 점수 변화 추이
위의 [그림 Ⅳ-21]은 하위권 점수의 하락이 차이 점수의 확대로 나타나지
는 않는지 차이 점수를 통해 살펴본 그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차이 점수의
확대는 모든 설립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립학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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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등락의 변화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국립학교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만을
놓고 보면, 둘 간의 차이 점수의 차이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가 평균적으로 2점 정도 차이 점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차이가 한 해도 빠
짐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작은 차이지만
사립학교에서 학교내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격차 변화
학생선발 방식은 추첨배정을 실시하는지, 경쟁선발을 실시하는지의 여부로
나누어진다.30) 학생선발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지역 변수로 활용된다. 하지만
앞의 변수 설명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준화 실시 지역내에서도 적용의 예외가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선발 방식으로 변수화하였고 학교 수준의 변수
로 검토하였다. 먼저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학교간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의
[그림 Ⅳ-22]와 같다.
결과를 살펴 보면, 추첨배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의 점수가 경쟁선
발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의 점수보다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
는 1995학년도에는 4.9점이었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학
년도 기준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8.1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추첨
배정 학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쟁선발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규
모의 효과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배정 지역의 성적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이다.

30) 추첨배정 학생선발 방식은 학교가 선발권을 갖지 않고 교육청에서 선발권을 갖기 때문에
교육감 선발 전형이라고도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평준화’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준화 실시 지역에서도 추첨 배정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선발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경쟁선발 방식은 보통 학교에서 선발권을
갖기 때문에 학교장 선발 전형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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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점수 변화 추이
다음으로 각 집단의 상하위권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Ⅳ
-23]과 같다. 전반적인 하향 추세 속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모두 경쟁
선발 학교와 추첨배정 학교간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권을 보면 추첨배정과 경쟁선발의 차이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추첨배정으로 입학하는 학교와 경쟁선발로 입학하는
학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떤 학
교를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큰 차
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경쟁선발 지역이라면 어차피 하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정해져 있으며, 추첨배정 지역이라고 해도 상위권 학
생들이 많고 학업강조가 심한 고등학교를 택하여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미달되는 학교를 택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상위권의 경우 추첨배정과 경쟁선발간의 차이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추첨배정 지역의 점수가 10점 내외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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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상하위권 점수 변화 추이
다음으로 이들의 차이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Ⅳ-24]와 같다. 추첨배정 학
교들의 학교내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학년도에는 4.9점
만큼 더 큰 차이가 났지만, 2011학년도에는 8.1점만큼 차이 점수가 벌어진
것이 주목할만한 점이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 점수가 조금씩 커지
고 있으며, 특히 추첨배정 지역에서 차이 점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4]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차이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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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학교내 격차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선발 방식
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컸다. 설립유형과 남녀공학 여부는 위의 두 변인
에 비해서 학교내 격차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목고나 자사고와 같이 사전 선발을 하는 학교들은 일반고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차이 점수를 보였다. 특히 2007학년도 이후 특목고와 자사고의 차이 점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확연하다. 이것은 일반고의 비교적 큰 차이 점수
가 점점 커지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특목고와 자사고
는 학생선발 방식으로 보자면 경쟁선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때문에 발생하
는 학생선발 방식의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선발 학교들은 점점
학교내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점점 학교내 격차가 커
지고 있다.
이 점은 이후에 살펴볼 지역내 격차에 관련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
정 지역내에 특목고가 설치되거나 자사고가 지정될 경우 지역의 평균적인 성
적은 향상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학교가 지역내에 생겨나는
것이 지역내 격차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학교내 격차가 작은
선발된 집단으로서의 특수한 학교가 지역 내에 생겨나면 지역내에서의 학교
간 격차가 커지면서 성적이 낮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내 상위권의 성적이 더욱 향상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는데, 일반고에서의 학교내 격차 확대가 일반고에 다니는 하위권 학생
들에게 이중적인 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과 비교
하여 낙오된 집단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학교내에서의 격차도 지속
적으로 커진다면 이러한 차별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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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른 격차 변화 모형 분석
이번에는 앞에서 비교해 본 여러 가지 학교 특성 변인들을 연구모형에 투입
하여 학교 특성에 따른 수능 점수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체적인
점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사전 검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모형에서 제시한 학교 수준 변화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Ⅳ-5>는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모형Ⅱ]의 분석 모형에 별도의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의 구조를 분석한 기초 모형과 시간종속적인 학
교 수준 변인을 투입한 모형, 시간독립적인 학교 및 지역 수준 변인을 투입한
모형을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31)
학교평균에 대한 1995학년도 초기치의 평균은 50.919였고 연도 변화에 따
른 평균 변화율은 -0.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50.919에서 시작하여
16년 동안 학교 점수가 평균적으로 0.416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모형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 수준의 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투
입한 네 변인 모두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 특목고
로 전환한 경우 33.875점의 점수 향상이 있었다. 남학교나 여학교에서 남녀
공학으로 전환한 경우 2.407점의 점수 하락이 있었다. 학생선발방식을 경쟁선
발에서 추첨배정으로 바꾼 경우 2.873점 정도의 성적 향상이 있었다. 응시자
수는 학교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응시자수가 1명 늘
어날수록 0.018점 정도의 성적 향상이 있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 변
인 모두 점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절에서 살펴보
았던 변인들의 영향이 다층모형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31) 보통의 위계적 선형모형에서는 말그대로 아무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을 Null-Model이
라고 하여 기본 모형으로 삼지만, 성장모형에서는 연도 변수를 투입한 상태가 기본 모형이
된다. 연도 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Null-Model을 통해 산출된 값은 연도간 순서가 반영되지
않은 뒤섞인 분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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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학교 평균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학교변수
(시간종속)

학교변수
(시간독립)

초기치 

50.919***

41.728***

43.957***

특별시 

2.327

광역시 

7.091***

중소도시 

0.812

설립유형 
변화율 

-2.583***
-0.416***

-0.349***

-0.529***

특별시 

-0.317**

광역시 

-0.205*

중소도시 

0.134

설립유형 

0.284***

특목고전환 

33.875**

33.416***

남녀공학전환 

-2.407***

-2.247***

선발방식전환 

2.873**

2.692**

응시자수 

0.018***

0.018***

11.384

9.122

8.924

초기치

129.590***

83.217***

79.643***

변화율

0.354***

0.345***

0.320***

초기치

79.536***

23.406***

17.910***

변화율

0.131***

0.070***

0.067***

초기치

38.0

22.0

18.4

변화율

27.0

16.8

17.3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3수준

집단내 상관

- 94 -

다음으로 시간과 독립적인 학교 및 지역 변인으로 설립유형과 도시규모를
투입하였을 때 기존 시간의존적 변인들의 효과는 크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
계적 유의도가 바뀌지는 않았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초기치가 2.583점 낮았
지만 변화율은 0.284점 높았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사립학교의 점수가 높
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읍면지역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곳은 광역시 지역으로 초기치에서 7.091점의 차이를 보였다. 변화율에 대해서
는 특별시 지역이 읍면지역보다 0.317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
지역 또한 읍면지역보다 0.205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지역은
일반 읍면지역보다 초기치는 높았지만 갈수록 점수 하락의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던대로 특목고나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들은 일반고에 비해서 점수가
매우 높았고, 선발방식을 추첨배정으로 전환한 지역들 또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들은 점수가 낮아졌다.
본 모형과 같이 학교 및 지역 수준의 변인을 통제해준 모형으로 초기치에
대한 학교 수준 변량의 38.5%[(129.590-79.643)/129.590]를 설명할 수 있
었다. 또한 위의 학교 수준 변인 투입 모형을 통해 초기치에 대한 지역 수준
변량의 77.5%[(79.536-17.910)/79.536]를 설명할 수 있었다. 변화율에 대해
서는 학교 수준 변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지역 수준 변량에서
는 48.9%[(0.131-0.067)/0.131]를 설명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와 설립유형
변인을 통해 지역수준 변화율을 절반 가량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광
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화율의 감소가 지역 수준에서의 변화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점수 변화에 대한 모형 분석을
통하여 상하위권 격차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한다. 결과는 다음의 <표 Ⅳ
-6>과 <표 Ⅳ-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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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학교 상위 20%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학교변수
(시간종속)

학교변수
(시간독립)

초기치 

70.534***

61.902***

63.978***

특별시 

3.532*

광역시 

5.724***

중소도시 

0.228

설립유형 
변화율 

-1.994*
-0.202***

-0.201***

-0.341***

특별시 

-0.112

광역시 

-0.230**

중소도시 

0.080

설립유형 

0.240***

특목고전환 

29.474**

28.842***

남녀공학전환 

-2.078***

-1.857**

선발방식전환 

7.167***

6.905***

응시자수 

0.015***

0.014***

11.128

9.413

9.288

초기치

123.821***

88.613***

86.258***

변화율

0.355***

0.336***

0.318***

초기치

90.035***

20.893***

17.186***

변화율

0.138***

0.068***

0.069***

초기치

42.1

19.1

16.6

변화율

28.0

16.8

17.8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3수준

집단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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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학교 하위 20%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초기치 

31.625***

학교변수
(시간종속)
21.249***

학교변수
(시간독립)
23.864***

특별시 

1.363

광역시 

8.654***

중소도시 

2.341

설립유형 
변화율 

-3.308***
-0.536***

-0.399***

-0.649***

특별시 

-0.659***

광역시 

-0.200*

중소도시 

0.149

설립유형 

0.353***

특목고전환 

36.481**

36.186***

남녀공학전환 

-3.153***

2.999***

선발방식전환 

-0.811

-0.925

응시자수 

0.023***

0.023***

12.281

9.516

9.263

초기치

150.812***

90.549***

85.802***

변화율

0.381***

0.391***

0.356***

초기치

84.936***

31.196***

20.491***

변화율

0.180***

0.109***

0.075***

초기치

36.0

25.6

19.3

변화율

32.1

21.8

17.4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3수준

집단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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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전체 성적에 대한 분석의 결
과를 비교해 보면, 일단 상위권은 전체 성적에 대한 분석 결과와 계수의 방향
이나 유의도의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
난 내용은 상위권에 대한 분석에서 특별시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반면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온 것 뿐이다. 특별시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은 읍면지역에 비해서 초기
점수가 높았지만 상위권의 점수가 하락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특별시 지역의 상위권 성적은 읍면지역 학생들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시에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면 결국 상위권
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전체 성적의 움직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권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주된 변화는 학생선발 방
식의 효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성적이나 상위권에서는 학생선발 방식이
경쟁선발에서 추첨배정으로 변경될 경우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하위권에서는 경쟁선발에서 추첨배정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에 계수의
방향이 음수로 바뀌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권 학생들은 선호학교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의지대로 갈 수 없는 학생
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발방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선발방식의 문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 점수를 분석한 모형을 살펴본다. 다음
의 <표 Ⅳ-8>을 보면, 차이 점수는 평균적으로 0.337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여러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다면 기본적으로 학교내 격
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목고나 자사고로 전환하는 경우에 차이 점
수가 7.379점 정도 작아지며, 학생선발 방식이 추첨배정 방식으로 전환될 경
우 차이 점수가 8.016만큼 커지는 것이 관찰된다. 학교의 남녀공학 여부는 상
하위권의 차이 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응시자수가 1명 많은 학교
일수록 차이 점수는 0.005점 정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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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차이 점수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학교변수
(시간종속)

학교변수
(시간독립)

초기치 

39.084***

38.989***

38.053***

특별시 

0.339

광역시 

-4.039***

중소도시 

-1.530

설립유형 
변화율 

0.866**
0.337***

0.231***

0.348***

특별시 

0.587***

광역시 

-0.019

중소도시 

-0.094

설립유형 

-0.107***

특목고전환 

-7.565**

-7.379***

남녀공학전환 

0.068

0.026

선발방식전환 

7.997***

8.016***

응시자수 

-0.006***

-0.005***

5.309

3.954

3.888

초기치

28.188***

15.634***

15.117***

변화율

0.135***

0.120***

0.117***

초기치

14.960***

9.849***

7.224***

변화율

0.109***

0.060***

0.037***

초기치

34.7

38.6

32.3

변화율

44.7

33.3

24.0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3수준

집단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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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변화와 무관한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사
립학교일수록 차이 점수의 초기치가 크고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립학교들은 최초에는 차이 점수가 컸지만 점점 그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특별시 지역은 읍면지역과 비교했을 때 차이 점수의 초기치는 차이가 없었지
만 변화율은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시 지역에서 상위권과 하위
권간의 점수 차이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 차이 점수의 초
기치는 읍면지역에 비해 작았지만, 변화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학력 변화의 추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간 격차는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면서 소폭 증가하고 있었고, 학교내 격차는 점차로 늘어나고 있었다. 지
역간 격차의 변량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에 보
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내 격차는 모형 분석을 통해서도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력 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
존의 학교간 격차에 대한 분석에 못지 않게 미시적인 부분에서 학교내 격차
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수 경쟁선발 학교들은 일반고에 비해 상하위권
격차가 작았고 최근에 와서는 더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
득점자 위주의 동질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고들은
차이 점수가 비교적 컸으며 점점 차이 점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내 격차의 확대는 추첨배정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권
의 경우는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추첨배정 지역 중에서
도 특별시 지역의 상위권 성적 향상이 변화율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분석의 수준을 낮추
어서 분석을 실시한다.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전체적인 학력 변화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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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군구내에서의 학교간․학교내 격차 추이 분석
이 절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를 살펴
보도록 한다. 시군구 단위는 실제 유사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비슷한 사회․경제․지리적 배경을 갖춘 학생들이 거주하는 단위로 볼 수 있다.
만약 해당 시군구가 평준화 실시 지역이라면 학생들은 대부분 동일 시군구내
에서 배치되며, 평준화 실시 지역이 아니라도 학생들의 선택은 대부분 동일
시군구 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군구내에서의 학교간․학교내 격차의 추이를 분석하는 일은 전국 단위
에서 격차를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크기
시군구내에서의 학교간 격차는 동일 시군구내 여러 학교들의 평균점수들에
서 계산되는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다. 특정 연도에 해당 시군구내에 학교
가 1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일정한 학교간 격차 점수가 계산될 수 있
다. 이렇게 산출된 학교간 격차 점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해당 시군구내 학교
간 격차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Ⅴ-1>은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의 연도별 평균값을 요약한
것이고, [그림 Ⅴ-1]은 각 시군구별 학교간 격차 점수를 가장 작은 지역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격차의 변화를 검토하기에 앞서 격차의 크
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 통계치를 평균한 값을 비교하였다. 233개 시군
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의 평균값은 7.67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0.90이었고,
최댓값은 25.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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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의 요약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33

7.67

4.29

0.90

25백분위 50백분위 75백분위
4.14

7.11

11.04

최댓값
25.55

[그림 Ⅴ-1] 시군구별 학교간 격차 점수(오름차순)
위의 [그림 Ⅴ-1]을 기반으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가 매우 작거나 매우
큰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간 격차 점수를 지역
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가 다음의 <표 Ⅴ-2>에 제시되어 있다. 시군구내 학
교간 격차가 가장 작은 다섯 지역과 가장 큰 다섯 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
으며,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학교간 격차의 특징을 보여주기에 적절하
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간에 별도로 순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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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 순위
순위

시도

시군구

학교간 격차 점수 평균

1

강원

A-1

0.90

2

부산

A-2

1.11

3

충남

A-3

1.23

4

울산

A-4

1.23

5

서울

A-5

1.39

…

…

…

…

221

경북

A-221

14.57

…

…

…

…

229

충북

A-229

17.34

230

충남

A-230

17.36

231

강원

A-231

18.40

232

전남

A-232

19.85

233

경기

A-233

25.5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크기는 지역별로 상이하
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 A-1지역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 Ⅴ-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내에 있는 2개의 학교가 거의 유
사한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간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격차가 적었던 A-2지역이나 A-3지역 역시 지역내에 있는 2개의
학교가 거의 유사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최상위에 있던 지역 중에서 이
들 세 지역은 학교수가 워낙 적은 상태에서 두 학교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
지 않으면서 학교간 격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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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A-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3개 이상의 학교가 있으면서 가장 작은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를 보인
시군구는 A-4지역으로 연도별 평균이 1.23이었다. 아래의 [그림 Ⅴ-3]에서
볼 수 있듯이, A-4지역의 경우는 4개 학교의 점수 차이가 1점도 채 되지 않
았다. A-4지역에 있는 4개의 학교들은 모두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 이후에 생
겨난 학교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생겨난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명문고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신설될 경우 학교별로 비슷한 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간 격차가 1.39에 불과한 A-5지역도 이
와 비슷한 경우로 역시 4개의 학교들이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Ⅴ-3] A-4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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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학교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A-233지역은 지역내에 국제고등
학교가 생기면서 기존의 학교와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경우에 속한다. A-233지
역의 학교간 격차 점수는 25.55에 달한다. 특목고가 지역에 생겨날 경우 기존
의 학교와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면서 지역의 학교간 격차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A-233지역의 사례는 국제고가 생기기 전에 하나의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간 격차가 산출되지 않다가 2009학년도부터 점수가 산출
되기 시작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Ⅴ-4] A-233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두 번째로 학교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A-232지역으로 19.85
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Ⅴ-5]를 보면 A-232지역의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나타나는 학교간 서열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7개의 학교가 보여주는 성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상위 2개교와 중위권 2개
교, 하위권 3개교가 거의 완벽하게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에서 최상위 2개교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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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A-232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다음으로 학교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A-231지역의 경우는 A-233지
역과 마찬가지로 자사고의 영향으로 학교간 격차가 커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A-230지역이 17.36으로 높게 나타났다. A-230지역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자율형 학교들이 있어서 학교간 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결
국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경우는 지역내에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명문고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여기에 더하여 다른 나머지 학교들도 서열화되어 있거나
계층화되어 있을 경우에 학교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역내에 특목고나 자사고,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등이 없는 지역으로서
가장 학교간 격차가 큰 지역으로는 A-221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학교
간 격차 점수가 14.57로 나타나 일반고로만 이루어진 지역 중에서 가장 학교
간 격차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Ⅴ-6]에서 볼 수 있듯이
A-221지역은 최상위권 학교에서부터 최하위권 학교까지 4개 정도의 그룹으
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내부에서는 순위가 바뀌기도 하지만
다른 그룹과의 차이는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고착된 서열화가
큰 학교간 격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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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A-22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가 작은 지역의 특징은 학교수가 적은 지역에 특목고
와 같은 우수 학교가 생겨나는 경우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신설고등학교가 생
겨서 학교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기 이전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간 격차가 큰 지역의 특징은 지역내 학교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거나 완전한 서열화는 아니더라도 2~4개 정도의 성적집단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
지금까지 각 시군구 중에서 학교간 격차가 비교적 작거나 큰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교는 학교간 격차의 변화 양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간 격차의 평균값으로서 크기에 대한 정보만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간 격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간 격차 점수의 연도별
평균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연도에 따른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을 구하여 학교간 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학교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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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질 경우 학교간 격차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Ⅴ-3>은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의 변화율에 대한 요약통계
치이고, [그림 Ⅴ-7]은 각 시군구별 학교간 격차 점수의 변화를 가장 작은
지역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의 평
균변화율은 0.1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아 학교간 격차가 약간씩 커지고 있
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최솟값은 -0.93이었고, 최댓값은 6.01이었다.

<표 Ⅴ-3>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 변화율의 요약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33

0.18

0.62

-0.93

25백분위 50백분위 75백분위
-0.08

0.09

0.31

최댓값
6.01

[그림 Ⅴ-7] 시군구별 학교간 격차 점수 변화율(오름차순)
다음의 [그림 Ⅴ-8]은 각 학년도별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의 평균값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커지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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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격차 점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울기는 앞의 <표 Ⅴ-3>
에 제시한대로 0.18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Ⅴ-8] 연도별 시군구 학교간 격차 점수
위의 [그림 Ⅴ-7]과 [그림 Ⅴ-8]을 기반으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변화
율이 매우 작거나 매우 큰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
교간 격차 점수를 지역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가 다음의 <표 Ⅴ-4>에 제시
되어 있다. 역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가장 작은 다섯 지역과 가
장 큰 다섯 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학교
간 격차 변화의 특징을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
간에 별도로 순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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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점수 변화율 순위
순위

시도

시군구

학교간 격차 점수 변화율

1

경기

B-1

-0.93

2

울산

B-2

-0.92

3

대전

B-3

-0.77

4

대전

B-4

-0.75

5

경기

B-5

-0.72

…

…

…

…

8

강원

B-8

-0.54

…

…

…

…

10

경기

B-10

-0.49

…

…

…

…

225

경기

B-225

1.23

…

…

…

…

227

충남

B-227

1.34

…

…

…

…

229

강원

B-229

1.56

230

경기

B-230

1.80

231

경기

B-231

2.58

232

경기

B-232

3.53

233

경북

B-233

6.01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 B-1지역의 경우는 2005학
년도부터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기존에 30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던 2개 학교
의 점수가 거의 유사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간 격
차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은 학교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지표이다. 다음의 [그림 Ⅴ-9]를 보면 2005학년도 이후 두 학교의 격차
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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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B-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B-1지역의 뒤를 이어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난 B-2
에서 B-5까지의 지역들은 모두 수능 시기 중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거나 주
변 지역의 학교들을 평준화 적용 지역으로 가담시킨 지속적 평준화 지역에
해당한다. 아래의 [그림 Ⅴ-10]에서 B-2지역의 사례는 평준화 정책이 실시
된 이후 대도시 내에서 학교간 격차가 거의 사라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 평준화 실시 이전 학교간 격차가 크게는 40점까지 나타났지만, 평준
화 실시 이후에는 학교간 격차가 10점 안쪽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B-2지역의
학교간 격차 변화율은 -0.92이다.

[그림 Ⅴ-10] B-2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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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3지역과 B-4지역은 각각 -0.77과 -0.75의 학교간 격차 변화
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그림 Ⅴ-11]을 보면, 이들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게 된 데에는 주변 지역의 경쟁선발 학교들을 평준화 지역으로 끌어들
인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Ⅴ-11] B-3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수능 17년의 기간을 통해서 학교간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을 필두로 한 평준화 전환 지역이 많았고, 주변 인접지역의 학교를 평준
화 지역으로 포함시킨 광역시 외곽의 시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대부
분의 평준화 지속 지역 및 평준화 전환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준화 지역 중에서 가장 학교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지역은 B-8지역으로서 -0.54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그
림 Ⅴ-12]를 보면, B-8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작고 성적이 비교적 낮았
던 학교 한 곳이 학생수가 더욱 줄어들면서 수능 응시 인원이 거의 없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수가 매우 작은 학교들이 사라지
는 경우 학교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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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B-8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비평준화 지역 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율 감소를 보이고 있는 곳은 B-10지
역이다. 다음의 [그림 Ⅴ-13]을 보면 이 지역은 점수차가 크던 2개의 학교가
시간이 갈수록 성적이 비슷해지고 있다. 특히 점수가 낮던 학교의 성적이 높
아지면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2개 학교의 성적 격차가 많이 좁혀지자 새로 생긴 제3의 학교의 성적도
이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Ⅴ-13] B-10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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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큰 지역으로는 B-233지역이 6.0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는 최근 신설된 학교가 기존 학교보
다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개 학교가 존재했
던 기간이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격차의 변화율이 크다고 보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변화율이 큰 지역은 B-232지역이다. 다음의 [그림 Ⅴ-14]를
보면, B-232지역은 기존의 학교가 가장 낮은 성적을 보이는 가운데 2006학
년도와 2007학년도에 첫 수능을 응시한 신설교의 성적이 조금 높아지면서 차
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생긴 학교가 지역의 명문교로 자
리매김하면서 높은 성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학교간 격차를 크게 한 결
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학교는 오랫동안 낮은 성적을 유
지해왔고, 지역 개발 이후 다른 학교들이 생겨난 다음에도 그러한 차이는 극
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B-231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설 학교의 성
적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학교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그림 Ⅴ-14] B-232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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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7지역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신설학교의 성적이 낮아지면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Ⅴ-15]를 보면, 기존의 학
교가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던 학교였기 때문에 신설 학교는 그보다
실력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신설학교가 수능
시험을 응시하기 시작한 2009학년도 자료에서부터 기존 학교의 성적이 상승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5] B-227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B-225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비평준화 지역이었
지만, 학교가 새로 생길 때마다 기존의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면서 신설되는 학교마다 최하위권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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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B-225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보여주는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작은 지역의 특징은 대부분 수능 실시 시기
중에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평준화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존
재하던 학교들간의 성적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간 격차를 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큰 지역의 특징은 대
부분 지역내에 성적이 높거나 낮은 신설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신설학교
가 해당 지역에서의 보통 정도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즉 기존의 학교간 표준
편차 이내로 들어온다면 학교가 하나 늘었다고 해서 학교간 격차가 늘어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그림에 따르면, 신설학교는 기존 학교들
보다 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특목고나 자
사고와 같은 높은 성적의 학교가 아닌 한 신설학교는 지역내 최하위의 위치
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 명문고가 있는 경우 신설
학교는 명문고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가 되기 쉬우며, 기존의 지
역 명문고가 없는 경우는 신설 학교의 성적이 높아지며 새로운 명문고로 자
리매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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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의 크기
다음으로는 시군구내의 학교내 격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군구내에서 학
교내 격차는 학교내 학생들의 표준편차 점수의 지역 평균을 활용하였다. 각
학교별 학생 점수의 표준편차를 평균한 값이 해당 연도 해당 지역의 학교내
격차 점수가 되는 것이다. 앞의 장에서 학교내 격차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
던 학교내 차이 점수가 상위 20% 학생들의 평균과 하위 20% 학생들의 평균
의 차이라는 단순한 거리의 개념이라면 표준편차 점수는 그 사이에 분포한
모든 학생들의 값의 정보를 포함하여 분포의 형태를 추리하게 해주는 변산도
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료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정규화된 점수
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활용할 경우 대체적인 분포를 알아내기가 더욱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표 Ⅴ-5>는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의 연도별 평균값을 요약한 것이
고, [그림 Ⅴ-17]은 각 시군구별 학교내 격차 점수를 가장 작은 지역부터 오
름차순으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233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평균값은
15.13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11.25였고, 최댓값은 19.79였다.
<표 Ⅴ-5>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 점수의 요약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33

15.13

1.28

11.25

25백분위 50백분위 75백분위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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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15.97

최댓값
19.79

[그림 Ⅴ-17] 시군구별 학교내 격차(오름차순)
<표 Ⅴ-6>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 점수 순위
순서

시도

시군구

학교내 격차 점수 평균

1

전북

C-1

11.25

2

충북

C-2

11.87

3

경기

C-3

12.51

4

충북

C-4

12.52

5

부산

C-5

12.76

…

…

…

…

66

부산

C-66

14.34

…

…

…

…

229

서울

C-229

17.61

230

경북

C-230

17.86

231

서울

C-231

18.68

232

서울

C-232

19.24

233

서울

C-233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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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Ⅴ-17]을 보면 학교내 격차가 가장 큰 지역 3곳 정도는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내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 3곳 정도 역시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특징적인 학교내 격차를 보여주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먼저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가장 작은 C-1지역은 11.25의 학교
내 격차 점수를 보였다. 이 지역에는 1개의 학교만이 있었다가 2009학년도부
터 2개의 학교가 되었다. 기존의 학교도 학교내 격차가 작은 편이었지만, 신
설 학교가 그보다 더 작은 학교내 격차를 보이면서 지역의 학교내 격차가 더
작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학교내 격차 점수가 작았던 시군구는 C-2
지역으로 학교내 격차 점수는 11.87점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학교는 과
학고등학교인 a학교이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과학고등학교의 외국어영역 성
적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수능 실시 초기에
는 과학고등학교의 성적이 높고 학교내 격차도 작았지만, 갈수록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생겨나고 평균점수도 낮아지면서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학년도부터 본인의 입학지원단위에서 요구하는 영역만 응시
할 수 있도록 수능과 대학입시제도가 변경되면서부터는 과학고등학교의 외국
어영역 응시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8] C-2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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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C-2지역 학교별 상하위권 점수 변화
위의 [그림 Ⅴ-19]를 보면, b학교의 전체적인 성적이 상승하고 특히 하위
권의 성적이 높아지면서 학교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
어 이 학교의 하위 20% 평균은 지역내 다른 학교인 c학교의 상위20% 평균
보다도 높다. 그만큼 완벽하게 두 학교의 차이가 벌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인 C-4지역의 경우도 7개의 학교들의 차이 점수가 큰 차이없
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그림 Ⅴ-20]을 보면 역시 학교간 서
열화가 공고하게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2개의 학교들이 각 그
룹을 이루어 약 10점대씩 차이를 두고 서열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계
층 구조에 따라 학생들이 성적대별로 분포하면서 동질적인 학생 구성이 이루
어지고 학교내 격차가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열화된 지역에
서는 굳이 상위권과 하위권의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학교내 격차가 작으리
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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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0] C-4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평준화 실시 지역 중에서는 C-5지역의 학교내 격차 점수가 12.76점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일반고 2개와 특목고 2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특목고 효과에 의해 학교내 격차 점수가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
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이 실제로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 점수가 적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평준화 실시 여부가 학
교내 격차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이 지속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했던 지역 중에서 가장
학교내 격차 점수가 작았던 지역은 C-66지역으로 14.34점의 학교내 격차 점
수를 보였다. 이것은 233개 시군구 중에서 66번째로 작은 학교내 격차 점수
이다. 학교내 격차 점수의 전체 평균이 15.13이므로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에
서 학교내 격차 점수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내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학교내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C-233지역으로 19.79점의 학교내 격차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지역내 학교들의 상하위권 평균 점수의 격
차는 55.77점에 이르러, 학교내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그림 Ⅴ-17]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내 격차 점수가 가
장 높은 세 시군구의 점수는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았다. 학교내 격차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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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은 세 시군구는 소위 “강남 3구”로 알려진 지역들이다. 평준화 지
역이라면 당연히 학교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독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라면 단지 학생 선발 방식만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 실태만 제
시하기로 하고 자세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Ⅴ-21]을 통해 C-233지역의 사례를 보면, 수능 초기 평균
18점 정도였던 학교내 격차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5학년도 이후로는 21~22점에 해당하는 학교내 격차 점수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Ⅴ-21] C-233지역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그림 Ⅴ-22] C-233지역 학교별 상하위권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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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Ⅴ-22]에서 볼 수 있듯이 C-233지역은 수능실시 초기부터 학
교내 상하위권의 차이가 50점 정도로 매우 큰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러한 차이가 더 커져서 60점에 가까울 정도로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상하위
권을 나누어보면 상위권의 점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하위권
의 점수는 10점 가까이 떨어진 것을 알 있다. 재수생의 강세로 인해 전체적으
로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비추
어보면 C-233지역의 학생들은 하위권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상위
권의 경우 상당한 성적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거의 90점으로 나타나 여느 특목고에 비교해도 모자람
이 없는 점수다. 즉,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기반으로 높은 평균성적을
유지하면서 학교내 격차가 매우 커지는 경우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위권의 성적 향상이 대부분의 서울시 소속 시군구
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앞의 <표 Ⅴ-6>에서 학교내 격차 점수가 가장 컸
던 5개 지역 중에서 4곳이 서울시의 시군구들이었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서 보면 학교내 격차 점수가 가장 컸던 30개의 시군구중에서 19개가 서울시
의 자치구들이다. 서울시의 소위 “강남 3구”에서 나타나는 큰 학교내 격차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 지역의 학교내 격차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
고,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의 학교내 격차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C-230지
역을 들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Ⅴ-23]을 보면, 이 지역은 학교내 격차 점수
도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Ⅴ-24]를
보면, 이 지역의 3개의 학교들은 순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선발지역이긴 하지만 마치 평준화 지역처럼 학교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고 학교내에서의 편차만 잘 드러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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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3] C-230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그림 Ⅴ-24] C-230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가 작은 지역의 특징은 비평준화지역으로서 학교간 서
열화가 강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가
큰 지역의 특징은 주로 서울지역의 시군구들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
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분포한다는 점이었다. 이들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에 버금가는 점수를 보여주면서 학교내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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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
지금까지 각 시군구 중에서 학교내 격차가 비교적 작거나 큰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학교간 격차에서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비교는 학교내 격차의 변화 양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내 격차의 평
균값으로서 크기에 대한 정보만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내 격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내 격차의 연도별 평균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연도에 따른 학교내 격차의 변화
율을 구하여 학교내 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학교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며, 반대
로 음의 값을 가질 경우 학교내 격차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Ⅴ-7>은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에 대한 요약통계치이고, [그림
Ⅴ-25]는 시군구별로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의 평균적인 변화율은 0.11로 나타나 전체
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내 격차가 약간씩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솟값은 -0.24였고, 최댓값은 0.51이었다.
<표 Ⅴ-7>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율의 요약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33

0.11

0.13

-0.24

25백분위 50백분위 75백분위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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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0.20

최댓값
0.51

[그림 Ⅴ-25] 시군구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율(오름차순)
<표 Ⅴ-8>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율 순위
순위

시도

시군구

학교간 격차 점수 변화율

1

전북

D-1

-0.24

2

충남

D-2

-0.22

3

인천

D-3

-0.19

4

경기

D-4

-0.17

5

전북

D-5

-0.17

…

…

…

…

34

부산

D-34

-0.03

…

…

…

…

226

경기

D-226

0.36

…

…

…

…

229

경기

D-229

0.42

230

경기

D-230

0.43

231

울산

D-231

0.48

232

울산

D-232

0.50

233

경기

D-233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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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Ⅴ-26]은 각 학년도별로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 점수의 평균
값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커지는 것을 그림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
교내 격차 점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면 약간의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학년도까지는 학교내 격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2005학년도부터는 학교내 격차의 전반적인 크기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의 기울기는 앞의 <표 Ⅴ-7>에 제시한대
로 0.11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Ⅴ-26] 연도별 시군구 학교내 격차 점수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 D-1지역의 경우는 비평
준화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면서 점점 학교별로 동질화되어 가는 전형
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림 Ⅴ-27]을 보면 이 지역의 학교별 성
적은 수능 초기에는 학교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점점 차이가 벌어지면서
최근에는 완전히 두 집단으로 양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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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7] D-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아래 [그림 Ⅴ-28]에서 학교내 격차 점수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
서 20점 아래의 낮은 학교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교내
격차 점수가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d학교는 전체적인 성적이
매우 낮아지면서 학교내 격차도 아주 작아지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앞의 다른
도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평준화 지역내에서 학교간 서열화가 공고해지면
학교내 편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림 Ⅴ-28] D-1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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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들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지역내 학교간의 서열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평준화 지역 중에서 학교내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지역은 D-34
지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기는 하지만 외국어고와
자사고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들 경쟁선발 학교의 영향으로 격차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Ⅴ-29]를 보면 이 두 학교의 점수가
특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Ⅴ-29] D-34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만약 [그림 Ⅴ-30]에서 차이 점수가 매우 작은 2개의 학교를 제외한다면
육안으로 보아도 이 지역의 학교내 차이 점수는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시군구 단위로 보게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의 평균
이 시군구 전체의 평균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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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0] D-34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 위
하여 전체 시군구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를 모두 제외한 통계치를 계산하여 비
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상의 특목고는 49개이고 자사고는 4개
이다. 이들 53개교를 제외한 이후 시군구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의 <표 Ⅴ-9>와 같다. 사례수가 하나 줄어든 것은 경기도 가평군의 사례가
사라진 결과이다.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는 국제고를 제외하면 학교가 하나밖
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격차를 계산할 수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표 Ⅴ-9>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는 역시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학교간 격차의 크기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의 존재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관계수가 낮았던 것
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시군구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생겨남에 따라 주변 학교를 비롯한 시군구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
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모두 포
함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다만 시군구 개별 사례에 있어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에 의해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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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특목고․자사고 포함 여부에 따른 격차 비교
학교간격차
특목고
자사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5백분위
50백분위
75백분위
최댓값
상관계수

학교간격차
변화율

학교내격차

학교내격차
변화율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233

232

233

232

233

232

233

232

7.67
6.78
4.29
3.85
0.90
0.90
4.14
3.46
7.11
6.00
11.04 9.50
25.55 17.22
.846**

0.18
0.13
0.62
0.59
-0.93 -1.12
-0.08 -0.08
0.09
0.08
0.31
0.25
6.01
6.01
.896**

41.81 42.11
3.74
3.83
30.79 30.79
39.22 39.41
41.87 42.02
44.32 44.63
55.77 55.77
.974**

0.32
0.32
0.39
0.39
-0.71 -0.71
0.05
0.06
0.30
0.30
0.58
0.57
1.46
1.46
.962**

다음으로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 큰 지역들은 모두 수능 실시 기간 중에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D-232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Ⅴ-31]과 같다.

[그림 Ⅴ-31] D-232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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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 아니면서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율이 가장 컸던 지
역은 D-226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율은 0.36이었다.
지역내 각 학교들의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Ⅴ-32]
와 같다.

[그림 Ⅴ-32] D-226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이 지역은 기존의 학교는 학교내 격차 점수가 낮은 편이었지만, 신설된 학
교들의 학교내 격차 점수가 높아지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학교내 격차 점수의
변화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다음의 [그림 Ⅴ-33]을 보면 이 지역은 신생학교
의 성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도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학교가 지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가장 성적이 높은 두 개의 학교가 우수 학생
을 끌어가면서 학교내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다른 학
교들이 마치 평준화 지역처럼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비율로는
학교내 격차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에도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적도 높아지고 학교내 격차도 커지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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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3] D-226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 변화율이 작은 지역의 특징은 학교간 서열화가 명확
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설학교가 생겨나면서 서열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학교내 격차 변화율이 큰 지역의 특징은 평준화 전환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
러한 특성은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변화 특징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시군구내에서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는 상보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크기 및 변화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간 격차가 큰 지역은 주로 특목고나 자사고가
존재하는 지역이었다. 지역내에 이런 학교가 존재할 경우 다른 학교와의 큰
점수 차이를 바탕으로 학교간 격차를 크게 만든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간 서열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각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계층을 이루기 때문에 학교간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
다.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작은 지역, 즉 학교간 격차의 크기가 점점 작아
지는 지역은 대부분 수능 실시 기간 중에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었다. 아니
면 대전광역시처럼 인접 지역의 학교들을 광역시의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편
입시킨 경우에 학교간 격차의 크기가 작아지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비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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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B-10지역의 예처럼 성적이 가장 낮았던 학교의 점수가 향상되어
다른 학교들과 비슷해질 경우에 학교간 격차의 크기가 감소했다. 학교간 격차
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지역으로서 신설 학교가 생겨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학교가 생겨나면서 기존의 학교가 명문고로 도약하기도
하고 비선호학교로 전락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학교의 서열이 강화되
면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보인다.
학교내 격차가 작은 지역은 지역내 학교간의 서열화나 그룹화가 이루어져서
동질 집단으로 학교가 구성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
에서는 학교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더라
도 지역내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 경우는 비교적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작았다. 학교내 격차가 큰 경우는 주로 서울시의 시군구들이었고, 특히 ‘강남3
구’의 학교내 격차가 가장 컸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하위권의 점수 하
락 속에서도 상위권의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 작은 지역, 즉 학교내 격차가 점
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은 학교간 서열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이거나 신생 학
교와 기존 학교의 차이가 커지는 지역이었다. 학교내 격차가 점점 커지는 지
역은 당연하게도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들이었다. 혹은 D-226지역의 사례처럼
신도시 개발로 신설학교가 많아진 경우 이들 간의 성적이 비슷해지면 평준화
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 학교내 격차가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
기도 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5. 시군구내 격차 변화 모형 분석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군구내 학교간․학교내 격차의 크기와 변
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형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도록 한다. 시군구
내 격차의 크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격차의 크기와 변화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장의 [모형Ⅲ]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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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학교간․학교내 격차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시군구의 시간에 따른 변
화를 1수준, 시군구를 2수준으로 하는 2수준 모형을 통하여 시군구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1수준에서 시군구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모형화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변화하는 공변인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1수준에 투입될 지역 수준의 시간에 따른 변인은 지역의 평준화 여부, 학교
수, 특목고수 등이 사용되었다. 이 변인들은 앞의 분석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다. 학교수 변인은 지역내 학교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생학교가 생겨났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형에 투
입하였다. 2수준에 투입될 지역 수준의 변인으로는 학원수와 전세가격이 포함
되었다. 학원수는 해당 지역의 교육열과 사교육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이
고, 전세가격은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투입하였다.

1) 학교간 격차 분석 모형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의 <표 Ⅴ-10>과 같다. 학교간 격차의 초기치는 6.657점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1995학년도의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의 평균을 의미하는 값이 된다. 다
음으로 변화율을 보면 0.112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5학년도에 시군구내 학
교간 격차의 평균이 6.657점이었고, 매년 0.112점 정도씩 학교간 격차가 커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 지역 변인으로서 시간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변인들을 투입해보
면, 초기치와 변화율의 추정값이 약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준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학교간 격차가 4.847점 정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
준화로 전환하게 되면 학교들의 점수가 인위적으로 비슷해지기 때문에 학교
간 격차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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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학교간 격차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지역변수
(시간종속)

지역변수
(시간독립)

초기치 

6.657***

6.083***

5.226***

학원수 

0.211

전세가 

0.103

변화율 

0.112***

0.060**

0.127**

학원수 

-0.046**

전세가 

-0.047

평준화 

-4.847***

-4.868***

학교수 

0.438***

0.485***

특목고 

4.784***

4.803***

4.325

3.731

3.729

초기치

23.750***

16.105***

15.985***

변화율

0.123***

0.109***

0.105***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다음으로 학교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학교간 격차는 0.438점 정도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지역 내에 신설학교가 생길 때
마다 지역내의 학교간 격차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지역 내에 신설학교가 생긴
다고 해서 학교간 격차가 꼭 커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설 학교가 기존 학
교들의 평균에 가까운 성적을 보인다면 학교간 격차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
러나 분석 결과와 같이 신설 학교가 생길 때마다 학교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신설학교의 성적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지역별 그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설 학교가
생겨나는 경우 이 학교는 기존 학교보다 성적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
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신설학교는 학부모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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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선호학교가 될 확
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이 학교가 성적이 좋은 학교
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은
기존의 명문고를 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설 학교가 어떤 성적을 보이
는가에 따라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신설에 있어서 해당 학교가 비선호학교가 되지 않도록 지역의 여건을 잘 살
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에 독립적인 지역 수준 변인을 투입한 최종 모형의 결과를 보면, 기존
계수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 투입한 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수가 많은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원수가 많을수록 학교간 차이가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학원수가 많다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수가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사교육을 비
롯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
는 학생수가 많고 인구가 밀집한 교육열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간 차
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겨나는 경우의 학교간 격차는 4.784점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목고나 자사고의 성적이 일반고와 비교할 때 워낙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적이 특별히 높은 학
교가 지역내에 생겨나는 경우 학교간 격차가 커지게 되고, 성적이 낮은 학교
의 학생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목고․자사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산의 변화를 보면, 이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를 투입하여 초기치 분산의
32.7%[(23.750-15.985)/23.750]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었고, 변화율 분산의
14.6%[(0.123-0.105)/0.123]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상위 20%와 하위 20%를 대상으로 한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상위권 분석의 경우는, 각 학교내 상위 20% 학
생들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지역별로 표준편차를 계산한 값이다. 하위권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표 Ⅴ-11>과 <표 Ⅴ-12>는 각각 상위권과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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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학교간 격차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Ⅴ-11> 학교간 상위권 격차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지역변수
(시간종속)

지역변수
(시간독립)

초기치 

6.673***

6.205***

5.243***

학원수 

0.168

전세가 

0.069

변화율 

0.125***

0.087**

0.200***

학원수 

-0.043**

전세가 

-0.009

평준화 

-5.943***

-5.789***

학교수 

0.549***

0.638***

특목고 

2.702***

2.718***

5.400

4.830

4.820

초기치

23.044***

18.547***

18.553***

변화율

0.107***

0.102***

0.097***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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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학교간 하위권 격차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지역변수
(시간종속)

지역변수
(시간독립)

초기치 

7.683***

6.875***

6.117***

학원수 

0.206

전세가 

0.022

변화율 

0.046

-0.018

0.026

학원수 

-0.055**

전세가 

-0.090†

평준화 

-4.033***

-4.107***

학교수 

0.397***

0.448***

특목고 

6.065***

6.081***

5.479

4.792

4.791

초기치

26.511***

16.230***

16.116***

변화율

0.155***

0.132***

0.125***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먼저 <표 Ⅴ-11>을 보면, 상위권의 학교간 격차는 전체 학교간 격차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수의 차이만 약간 나타났을 뿐, 계수의 방향이나
유의도가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상위권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은 전체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경우 전체 학교간 격차 변화율은 0.127이었지만 상위권 학교간 격차 변화율
은 0.20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적인 학교간 격차의 증가와 더불어, 각
학교내 상위권 학생들간의 점수 차이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내에서 학교간 상위권 학생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상위권 학생들이 특
정한 학교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
은 물론이고, 평준화 지역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의 학교 선택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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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분산의 변화를 보면, 이 모형에서 사용한 변인을 투입하여 상위권 격차 초
기치의 19.5%[(23.044-18.553)/23.044]를 설명할 수 있었고, 변화율의
9.3%[(0.107-0.097)/0.107]를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표 Ⅴ-12>에서 하위권의 학교간 격차는 전체의 경향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권의 학교간 격차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값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지역내 학교간에 하위권의
성적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내에서 학교에 대한 실질적
인 선택권을 가진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별 상관이 없으며,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기도 어려운 하위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특별한 선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변
인을 투입한 모형에서 보면, 하위권의 경우도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가
적으며, 특목고가 생겨날 경우 특목고의 하위권은 보통 학교의 상위권 성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위권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권의 학교간 격차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 변인들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원수가 많고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하위권 학교간 격차의 변화가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구수가 많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은 학생
들의 전반적인 성적이 높기 때문에 하위권이라 해도 지역내 학교들 간에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그림 Ⅴ-34]는 지역규모에 따
라 하위권의 학교간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그림이다. 인구수가 많
고 학원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위권의 학교간 격차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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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4] 지역규모별 하위권 학교간 격차 변화
위의 [그림 Ⅴ-34]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읍면지역의 하위권 학교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는 중소도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읍면지역의 전반적인 성적이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읍면지역에서 하
위권의 점수가 높은 학교가 생겨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지역으로는 지역내에 국제고와 같은 학교가 생겨난 경우이거
나, 특정 학교에 상위권 학생이 몰리기 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중에
서 특정 학교에 상위권 학생이 몰려드는 사례는 다음의 [그림 Ⅴ-35]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Ⅴ-35] C-2지역 학교별 상하위권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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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실시 초기부터 C-2지역에서 가장 성적이 높았던 a학교는 과학고이다.
갈수록 영어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수능 자료에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b학교는 국립고등학교로서 기숙사를 짓는 등 지역
의 우수 학생을 잡아두기 위한 노력을 보이면서 주변 평준화 지역의 우수 학
생들까지 몰려들어 성적의 급격한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학교의 하위권
성적은 c학교의 상위권 성적을 상회한다. c학교의 하위권 성적이 떨어지는 것
을 보면 하위권 학생들이 이 학교로 편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2011학년도 수능에서 전국에서 가장 성적 향상도가 높았던 지역
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어 영역의 경우 전년 대비 6.2점이 향상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 향상율을 보여주었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 지역이 새로
운 학군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기사화하였다.32) 전체적인 성적이 높아진 것은
충분히 격려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내 격차의 문제에서 바
라본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발전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최하위권
에 있는 학교에 성적이 낮은 학생이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성적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성적이 낮은 학교에도 지자체의 교육자원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을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역내의 차별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2) 학교내 격차 분석 모형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의 <표 Ⅴ-13>과 같다. 학교내 격차의 초기치는 13.940점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1995학년도의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의 평균을 의미하는 값이 된다. 다
음으로 변화율을 보면 0.135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5학년도에 시군구내 학
교내 격차의 평균이 13.940점이었고, 매년 0.135점 정도씩 학교내 격차가 커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에서 학교간 격차와 마찬가지로 학교내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32) 연합뉴스 2011.3.30일자. “○○군 고교 수능성적 향상 ‘전국 최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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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학교내 격차 분석 모형
고정효과

기본모형

지역변수
(시간종속)

지역변수
(시간독립)

초기치 

13.940***

12.867***

13.773***

학원수 

-0.303***

전세가 

-0.346

변화율 

0.135***

0.120***

0.026

학원수 

0.000

전세가 

0.085***

평준화 

2.055***

1.980***

학교수 

0.102

0.165*

특목고 

-0.907***

-0.950***

2.158

2.061

2.061

초기치

6.267***

6.249***

5.629***

변화율

0.035***

0.031***

0.028***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이 모형에 지역 변인으로서 시간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변인들을 투입해보
면, 초기치와 변화율의 추정값이 약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준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학교내 격차가 2.055점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
화로 전환하게 되면 학교간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내 격차는 커지기 마
련이다. 특목고가 생겨날 경우에는 학교내 격차가 0.907점 정도 줄어드는 것
을 볼 수 있다. 특목고 자체의 학교내 격차가 워낙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지역내에 학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학교내 격차의 변화는 보이
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든 지역 변인을 투입한 최종 모형을 살펴보면,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세가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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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가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을 상쇄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 증가가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전반적인 학교내 격차의 증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
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학교내 격차의 증가가 크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림 Ⅳ-9]를 보면, 1995학년도에는 지역규모에 따른 학
교내 격차의 크기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특별시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학교내 격차가 커지고, 특히 특별시에서 학교내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지역간 학교내 격차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별시나 광역시
등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별 상위권 학생과 하
위권 학생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수의 증가에 따라서도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설학교가 생겨남에 따라 학교내 격차도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는 것이다. 즉, 신설학교의 대부분이 학교내 격차가 컸다는 것으로, 신설학교
가 설치된 지역 대부분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평준화 지역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분산의 변화를 보면, 이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를 투입하여 초기치 분산의
10.2%[(6.267-5.629)/6.267]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었고, 변화율 분산의
20.0%[(0.035-0.028)/0.035]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및 학교내 격차의 변화 추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군구내에서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평준화로 학생선발 방식을 바꾼 지역에서 학
교간 격차가 줄어들고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신설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지역내에서 하위권의 위치를 차
지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간의 서열화가 강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
는 커지고 학교내 격차가 작아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평준화 지
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평준화 지역에서도 특목고나 자사고의 존
재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144 -

VI. 격차 변화 양상에 따른 지역 유형 분류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특성들을 활용하
여 시군구의 유형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특성지표
(학교간 격차, 학교간 격차 변화율, 학교내 격차, 학교내 격차 변화율)의 값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시군구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준값은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다. 격차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17년이라는 수능 실시
기간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에는 변화율이 보다 적절한 지표이기 때문이
다. 또한 격차의 크기는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 기준점이 다소 임의적
인 반면에 격차의 변화율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격차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변화율이 양수라면 해당 격차가 커
지고 있는 것이며 변화율이 음수라면 해당 격차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학교간 격차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두 개의 축
으로 하여 233개 시군구를 배치하면 네 개의 사분면 상에 지역들을 위치시킬
수 있다. 지역내 학교간 격차의 증감과 학교내 격차의 증감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격차 변화 특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간 격차 변화
율을 Y축으로 삼고,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X축으로 삼아서 사분면상에 나타
내보면 다음의 [그림 Ⅵ-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Ⅰ사분면의
지역들은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지역이고, Ⅱ사분면의
지역들은 학교간 격차는 늘어나지만 학교내 격차는 줄어드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Ⅲ사분면의 지역들은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감소하는 지역이고, Ⅳ사분면의 지역들은 학교간 격차는 감소하지만 학교내
격차는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들 각각의 사분
면에 배치된 지역들을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로 부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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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격차변화

학교내
격차변화

[그림 Ⅵ-1] 시군구별 학교간․학교내 격차 변화 사분면표

위 [그림 Ⅵ-1]과 같이 분포된 지역들을 사분면 상에서 보면 각각의 지역
에 따라 배치되는 사분면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사분면에
분포된 지역의 수를 보면, 유형Ⅰ에 117개(50.2%), 유형Ⅱ에 34개(14.6%),
유형Ⅲ에 7개(3.0%), 유형Ⅳ에 75개(32.2%)지역이 분포되어 있다. 절반이 넘
는 지역에서 유형Ⅰ의 격차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유형Ⅰ과 정확히 반대의 성격을 갖는 유형Ⅲ에는 7개의 지역밖에 분포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경향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수능
17년 시기동안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두 종류의 격차가 모두 줄어든 지역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은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
의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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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특성 변인에 따른 변화 유형 분류
지역 특성 변인에 따라 각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규모와 평준화 여부, 특목고․자사고 존재 여부
등의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Ⅵ-1>은 지역규모와 평
준화 여부, 특목고․자사고 존재 여부 등의 변인에 대한 각 유형별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Ⅵ-1> 지역 변인에 따른 유형별 분포
구분
특별시
광역시
지역규모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준화
지속
평준화
전환
비평준화
전환
비평준화
지속

평준화
여부

특목고

없음

자사고

있음
계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

전체

20
80.0%
22
50.0%
36
46.2%
39
45.3%
51
62.2%
7
26.9%
1
50.0%
58
47.2%
94
50.5%
23
48.9%
117
50.2%

0
0.0%
2
4.5%
12
15.4%
20
23.3%
4
4.9%
0
0.0%
0
0.0%
30
24.4%
27
14.5%
7
14.9%
34
14.6%

0
0.0%
1
2.3%
1
1.3%
5
5.8%
1
1.2%
0
0.0%
1
50.0%
5
4.1%
7
3.8%
0
0.0%
7
3.0%

5
20.0%
19
43.2%
29
37.2%
22
25.6%
26
31.7%
19
73.1%
0
0.0%
30
24.4%
58
31.2%
17
36.2%
75
32.2%

25
100.0%
44
100.0%
78
100.0%
86
100.0%
82
100.0%
26
100.0%
2
100.0%
123
100.0%
186
100.0%
47
100.0%
2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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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규모에 따른 격차 변화 유형 분류
지역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지역규모를 막론하고 유형Ⅰ의 학교가 가
장 많았다. 다만 유형Ⅱ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유형Ⅱ학
교의 비율이 조금씩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Ⅱ학교들은 유형Ⅰ과 마찬
가지로 학교간 격차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학교내 격차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평준화가 실시되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
이 많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학교내 격차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Ⅰ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사례를 중
심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Ⅵ-2]는 지역규모에 따른 유형의 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학교간
격차변화

학교간
격차변화

학교내
격차변화

학교내
격차변화

특별시

광역시

학교간
격차변화

학교간
격차변화

학교내
격차변화

중소도시

학교내
격차변화

읍면지역

[그림 Ⅵ-2] 지역규모에 따른 유형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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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시군구들 중 80%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증가
하는 유형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는 학교간 격차는 감소하
고 학교내 격차는 증가하는 유형Ⅳ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특별
시내 모든 시군구들은 최소한 학교내 격차만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Ⅵ-3]은 학교간 격차가 감소
하고 있는 5개 시군구의 학교간 격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Ⅵ-3] 서울시 시군구중 유형Ⅳ 해당 지역의 학교간 격차 변화
E-1지역와 E-4지역은 학교간 격차의 절대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구에
속한다. 다음의 [그림 Ⅵ-4]를 보면 E-1지역에 있는 4개의 학교는 수능 평균
성적 차이가 10점 이내에 속할 정도로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의 평균적인 성적이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학교간 격
차의 크기가 작은 것을 그저 좋은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든 유형이 되기 때문이다.

- 149 -

[그림 Ⅵ-4] E-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4지역에는 7개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학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학교와 가장 낮은 점수의 학교간의 차이가 7.8점에 불과할 정도
로 비슷한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평균 성적도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1998학년도까지 다른 학교와 10점 이상의 차
이를 보이던 낙후한 학교가 존재했으나, 이 학교가 1999학년도부터 다른 학
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물론 이 학교
는 최근까지도 지역내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성적은 아니다. 결국 한 학교도 성적이 떨어지
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Ⅵ-5] E-4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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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Ⅵ-6]을 보면 E-2지역의 경우는 수능 실시 초기 학교간 격
차가 매우 컸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격차 감소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적이 낮았던 2개의 학교가 1996학년도와 1998학년도를 기점으로 다
른 학교와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심
지어 이 두 학교는 2011학년도 현재 이 지역의 17개 학교 중 최상위권의 성
적을 거두고 있다. 기존의 성적이 낮았던 학교를 특정한 계기를 기점으로 대
폭 개선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만든 것이 지역내의 학교간 격차를 줄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학교들의 성공 요인을 추가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이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학교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림 Ⅵ-6] E-2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3지역과 E-5지역의 학교간 격차 감소는 지역내 과학고등학교의 성적 감
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3지역의 과학고등학교는 2011학년도를 기준
으로 지역 내의 일반고등학교보다도 낮은 성적을 보였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
명했듯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에 영어성적이 중요해지지 않으면서 나
타나는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를

- 151 -

제외하면 다른 학교들의 격차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
학고등학교를 제외한 후 나머지 학교들간의 학교간 격차를 계산해보면 변화
율이 양의 값으로 전환된다(두 지역 모두 0.03). 비록 절대값이 작아서 학교
간 격차가 커지는 경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특목고 때문에 학교간
격차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별시 지역의 예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역내에서 성적이 매우 높던 특
목고나 성적이 매우 낮았던 낙후된 학교가 성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학교내
격차가 감소하는 경우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경우는 다소
예외로 하더라도, 지역내 낙후했던 학교를 다른 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학교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지역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유형Ⅰ이 50.0%를 차지했고, 유형Ⅳ가 43.2%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는 특별시와 비슷한 분포의 유형을 보이지만, 유형Ⅰ에
집중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유형이 관찰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유형Ⅰ과 유형Ⅳ의 공통점은 학교내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므로 광역시에
서도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관
찰된다.
학교간 격차는 커지지만 학교내 격차는 줄어드는 유형Ⅱ에 포함된 지역은
부산시의 F-1지역과 F-2지역이었다. F-2지역의 경우는 2006학년도부터 자
립형사립고 학생이 수능시험을 응시한 결과가 반영되어 학교간 격차가 급격
하게 커지고 학교내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F-1지역은 지역 내 국
공립 고등학교 한 곳의 성적이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여 조금씩 떨어지기 시
작하면서 학교간 격차가 미세하게 커지고 있었다. 학교내 격차가 줄어드는 현
상은 -0.001로 아주 미세한 수준이어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즉, 이 지역들은 자사고가 생겨나거나 점수가 떨어지는 학교가 생겨나
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줄어드는 유형Ⅲ에 포함된 지역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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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F-3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e학교가 최근에 성적이 다소 향상되면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 학교는 성적향상률 전국 100대 학교에 선정되는 등 학교의 자구 노력을
통해 다른 학교의 성적을 따라잡고 있다. 학교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평준
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간의 서열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7] F-3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중소도시 중에서는 유형Ⅰ의 학교가 44.9%, 유형Ⅳ의 학교가 37.2%, 유형
Ⅱ의 학교가 4.5%, 유형Ⅲ의 학교가 1.3%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도 유형
Ⅰ과 유형Ⅳ가 82.1%를 차지해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Ⅱ에 속하는 학교들의 특징은 비평준화 선발이 지속되
면서 지역내 학교간 서열화가 공고해진 경우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아래 [그
림 Ⅵ-8]의 F-4지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 성적의 차이
가 학교별로 확연한 경우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지망하기 때문에
학교간 차이는 커지고, 반대로 학교내 차이는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
이다. 유형Ⅱ의 사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내 학교 서열
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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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F-4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읍면지역에서는 유형Ⅱ에 속하는 지역이 유형Ⅳ에 속하는 지역보다도 많았
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형Ⅱ의 경우는 위의 중소도시 F-4지역
에서 보는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도시의 규모에 따라 학교의 수가
조금 적게 나타날 뿐이었다.
다른 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비교적 출현 비율이 높은 유형Ⅲ의 지역들은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줄어드는 지역이다. 이러한 읍면지역은 총
5곳이 있었다.
읍면지역 중 유형Ⅲ으로 나타난 G-1지역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은 최하위 학교였던 a학교의 성적이 높아지는 것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Ⅵ-9]를 보면 순서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학교의 성적이 다른
학교와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권 성적의 소폭 상승
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능 자료를 전 시기로 보면 앞의 [그림 Ⅲ-1]에
서 본 것처럼 상위권의 유지와 하위권의 하락으로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G-1지역은 상위권의 소폭 하락과 하위권의 소폭 상승
으로 학교내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G-2지역의 경우에도 이
와 비슷하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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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9] G-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나머지 세 지역은 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지역내 소규모 학교의 수
능 응시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G-3지역의
경우는 3개의 지역내 학교가 있었지만 그 중 한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서 수
능 응시생이 거의 줄어듦에 따라 학교가 2개인 셈이 되어 학교간 격차가 줄
어든 경우에 해당한다. 학교내 격차는 큰 변화가 없이 절대값이 작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G-4지역과 G-5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
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수능 성적 그래프상에 연속된 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학교, 즉 학생수가 매우 적어서 한 해 수능 응시생수가 10명 미만이 되는 경
우가 발생하는 소규모 학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 평준화 여부에 따른 격차 변화 유형 분류
다음으로는 지역 단위의 평준화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분류한 결과
를 살펴보기로 한다.33) <표 Ⅵ-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준화 지속 지역에
33)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만 평준화를 적용하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분
석에서는 지역을 최소 분석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몇몇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준화 선
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평준화 지역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김해시의 경우 장유면
은 평준화 제외 대상이지만, 분석자료상 김해시는 평준화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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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62.2%의 지역들이 유형Ⅰ로 분류되었고, 31.7%의 지역들이 유형Ⅳ로
분류되었다. 두 유형을 합해보면 93.9%의 평준화 지속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
의 크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준화가 지속된 지역에서는 추첨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내 격차가 크게 변화하기 어렵다. 추첨 배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생 성적 분포의 폭이 넓고 학교내 격차의 절대적 크기가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교내 학생간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말미에서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 Ⅵ
-10]은 평준화 여부에 따른 변화 유형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평준화 지속

비평준화 지속

선발방식 전환 지역 중
좌측 155, 156번 사례는
비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임.
그 외는 평준화 전환 지역임.

전환한 지역
[그림 Ⅵ-10] 평준화 여부에 따른 유형 분포 비교

- 156 -

평준화 지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형Ⅱ로 분류된 시군구는 4곳이 있다.
이 중에서 두 곳은 앞의 광역시 분석에서 살펴본 F-1지역과 F-2지역이었다.
자사고가 생겨나거나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가 생겨나면서 유형Ⅱ로
분류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두 지역들은 광역시에 편입되어 있는
주변 읍면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해당 광역시의 외곽에
군단위로 존재하다가 광역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학교와 교류가 적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
준화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는 학교별로 달성군내 거주자를 10~20% 우선 선
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은 정원에 대해서는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첨배정을 실시한다. 인천시 옹진군은 강화군, 영종지역과 함께 시교육청 차
원에서 특수지로 분류되어 별도의 선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대구시 달
성군과 비슷한 선발과정을 거친다. 결국 이들 지역은 평준화가 지속된 지역이
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평준화 지역이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평준화 지속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유형Ⅲ으로 나타난 지역은 한 곳이 있는
데, 이미 앞의 광역시 중 유일한 유형Ⅲ이 나타난 지역으로 검토하였다. 결론
적으로 평준화가 지속된 지역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형Ⅱ나 유형Ⅲ의 학
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수능 실시 이후 평준화가 지
속적으로 실시되었던 지역에서는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
어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평준화 지역이었다가 수능 실시 기간 중에 평준화로 전환한 지
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 중에서는 유형Ⅳ인 지역
이 71.4%, 유형Ⅰ인 지역이 28.6%로 나타났다.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유형Ⅱ나 유형Ⅲ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평준화로 전환하게 되면 비평준화
일 때보다 학교간 격차가 작아지고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
이기 때문에 유형Ⅳ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다.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평준화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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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유형Ⅰ의 지역들이다. 여기에는 7개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 중에서 5곳은 지역 내 외국어고의 신설에 따른 유형
변화였다. 이 지역들은 평준화로 전환되었지만 해당 지역에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어고가 신설되면서 학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남은 두 지역 중 H-1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Ⅵ-11]과 같다.
2003학년도 응시생부터 적용된 평준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교의 점수가 비
슷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학교가 평준화 전환을 실시한 지 2년만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고 별도의 경쟁선발을 실시하게 되면서 다른 학교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결국 이 학교의 성적에 의해서
H-1지역의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사고 지정에 따라
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Ⅵ-11] H-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또다른 유형Ⅰ지역인 H-2지역은 인접 시군구에 비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
로 최근까지도 학교가 1개에 불과했던 지역이었다. 최근에 1개 학교가 새로
생겨나면서 학교간 격차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결국
평준화 전환 지역 중에서 유형Ⅳ가 아니라 유형Ⅰ로 나타난 지역을 살펴보면
모두 특목고가 생겼거나 자사고가 생긴 지역, 혹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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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학교의 수가 적었다가 최근에 늘어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로 전환할 경우 유형Ⅳ로 진행하게 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가 지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교간 격차도 함께 커지게 되면서 유형Ⅰ의
변화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설치는 명분상 평준
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준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학교간 격차 감소
의 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준
화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평준화를 기저에서 잠식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평준화 지역이었다가 수능 실시 기간 중에 비평준화로 전환한 지
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기간 중 비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은 충청
남도 천안시가 유일하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일반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천안시 H-3지역과 H-4지역 두 곳이 비평준화 전환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 이 중에서 H-3지역은 유형Ⅰ로 나타났고, H-4지역은 유형Ⅲ으로 나
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평준화 전환 지역이 대체적으로 유형Ⅳ의 변화 유형을
보인 것에 비추어 보면, 비평준화 전환 지역은 그와 반대로 유형Ⅱ의 변화 유
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두 지역 모두 유형Ⅱ의 변화가 아니라
유형Ⅰ과 유형Ⅲ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먼저 유형Ⅰ로 나타난 H-3지
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Ⅵ-12]와 같다.

[그림 Ⅵ-12] H-3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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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995년에 평준화를 해제했으므로 1998학년도의 성적부터가 비평
준화 선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된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1998년도를 기점
으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학교간 격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위권 학교들을 기준으로 1995학년도에는
모든 학교들이 7점 이내의 차이에 모여 있었지만, 가장 차이가 컸던 2007학
년도의 경우에는 20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평준화 시절
에도 별도 선발을 했던 하위권 학교들은 두 학교간에 성적이 비슷하게 나타
나고 있지만,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과의 평균적이 차이가 갈수록 벌어짐에 따
라 학교간 격차 확대에 일조하고 있었다. 학교내 격차의 부분은 아래 [그림
Ⅵ-13]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5학년도에서 2009학년도까지 높은 학교내
격차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
학년도부터는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적인 모형처럼 학교내 격차가 점점 줄어
들고 있었다. 이후 몇 년 간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비평준화 지역의 특성을 갖춰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유형을 분
류한 그림에서 보자면 유형Ⅳ에서 시작하여 유형Ⅰ을 거쳐 유형Ⅱ로 옮겨가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Ⅵ-13] H-3지역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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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래 [그림 Ⅵ-14]에서 H-4지역의 사례를 보면, 1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던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2005학년도까지는 학교간 차이가
계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학년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교가
생겨나면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점수가 낮았던 기존의 a학
교가 최근 3년 동안 높은 성적 향상을 보이면서 다른 학교와의 차이가 줄어
들었고 이에 따라 학교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학교내 격차는 단일
학교이던 시절의 높은 격차가 원인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학년도 이후 비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학교내 격차가 다소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적 분포를 놓고 추
측해보면, a학교의 상위권 성적이 간헐적으로 높아지면서 학교내 격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하위권 성적이 더 밑으로 내려갈 여지가 없기 때문
에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변화할 수 있는 학
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14] H-4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이 지역 격차 변화의 특징은 최하위에 머물던 학교의 성적이 변화하기 시작
하면서 비평준화 지역임에도 성적이 고착화되지 않고 변동이 심한 구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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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간 격차의 문제는 학교에 대한 평판이 지
역 사회내에서 고착화됨에 따라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특정 학교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거나,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학교의 평판은 좋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가게 된다. 반대로 특정 학
교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 학습환경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난다
면 그 학교는 지역내 기피학교가 되어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을 피하게 되고
성적이 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해당 학교 이
전 입학생들의 성적이 만들어낸 평판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수준을 변화시
키고 학교의 성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천안시 서북구의 사례
는 하위권 학교의 성적 향상을 통해 지역내의 학교간 격차를 줄여가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비평준화 지속 지역의 유형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
평준화 지속 지역에서는 네 가지의 유형이 모두 관찰되었다. 유형Ⅰ인 지역이
43.1%로 가장 많았고, 유형Ⅱ인 지역이 28.5%, 유형Ⅳ인 지역이 24.4%, 유
형Ⅲ인 지역이 4.1%로 나타났다. 평준화와 같은 정책적 제약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학교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격차 변화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유형Ⅰ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비평준화지역이라고 해
도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평준화 지역인만큼 학교간 격차의 확대는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학교내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비평준화 지속 지역 중에서 이렇게 유형Ⅰ의 변화 유형을 보여주는 지역 중
에서 대표적인 지역으로 J-1지역을 들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Ⅵ-15]는 J-1
지역의 학교별 평균성적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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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5] J-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그림 Ⅵ-15]를 보면, b학교의 성적이 유달리 높고 70점에 가까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학교들은 30~40점 대에서 거의 비
슷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평준화 지역에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겨났을 때의 그림과 유사하다. 지역내의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최상위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
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우선 고려사항이 될 가
능성이 높고, 따라서 성적 분포가 비교적 무선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b학교의 성적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2009학년도 이후 나머지 학교들의
순위가 거의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학교내 성적 분포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높은 성적의 학교 때문에 학
교간의 격차도 커지고 나머지 학교들의 무선적 분포에 의해 학교내의 격차도
비교적 커지면서 유형Ⅰ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특별히 성적이
낮은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평준화 지속 지역에서 특별히 높거나 낮은 성적을 보이는 학교가 없는 경
우에도 유형Ⅰ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J-2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학교별 성적은 다음의 [그림 Ⅵ-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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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6] J-2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그림 Ⅵ-16]을 보면 비평준화 지역의 전형적인 구조로 보인다. 학교간
격차가 커지리라는 것은 그림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
간 서열화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학교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이 지역의 학교내 격차를 학교
별로 나누어 본 다음의 [그림 Ⅵ-17]에서 얻을 수 있다. 성적으로는 지속적
으로 중위권을 유지했던 a학교의 학교내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세 개의 학교가 완벽하게 구분된 서열화를 이루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영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Ⅵ-17] J-2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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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Ⅵ-18]을 보면 a학교의 성적이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가장 성적이 높은 b학교
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가장 성적이
낮은 c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학생 성적 분포가 상당히 폭넓
게 나타나는 학교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
는데, 그것은 a학교는 남학교이고 b학교는 여학교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
았던 것처럼 남학교의 경우 학교내 격차가 여학교나 남녀공학 학교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뚜렷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a학교의 성적이 이렇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교간 성
적이 구성될 경우 c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경우는 지역 내에서 좋은 여학
교를 가지 못한 낙오 학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림 Ⅵ-18] J-2지역 학교별 상하위권 점수 변화
종합해보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유형Ⅰ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특별히
성적이 높거나 낮은 학교가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서열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중간 위치의 학교가 학생 성적 분포의 범위가 커지면서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평준화 지속 지역에서 유형Ⅱ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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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유형Ⅱ는 학교간 격차가 커지고 학교내 격차가 작아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비평준화 지속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음의 [그림 Ⅵ-19]는 J-3지역의 사례로서 13개나 되는 지역내 학교들의 서
열화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몇몇 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그룹간 순위가 거의 한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도와 비교해보면 상위권 2개 학교와 하위권 4개 학교로 구분되어 있
던 단순한 양극화 상태였지만 학교수가 늘어나고 점점 성적 차이가 미세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서열화 구조를 갖추게 되
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고 학교내 격차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비평준화 지역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림 Ⅵ-19] J-3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다음으로는 비평준화가 지속된 지역에서 유형Ⅳ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를 살
펴보도록 한다. 비평준화가 지속된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가 작아지고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마치 평준화 전환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다소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Ⅵ-20]은 J-4지역의 학교
별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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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0] J-4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강원도 홍천군은 높은 성적을 거두던 2개 학교와 낮은 성적을 거두던 2개
학교간의 차이가 점점 사라지면서 거의 비슷한 점수대로 묶이기 시작했다.
2011학년도의 성적만 놓고 보면 평준화 지역보다도 더 평준화된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는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Ⅵ-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권 학생들
의 점수는 유지되었던 반면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학교내 격차가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
는지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는 한 이 자료만을
가지고는 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Ⅵ-21] J-4지역 상하위권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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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비평준화 지속 지역에서 변화의 유형이 유형Ⅲ으로 분류된 지역은
앞에서 읍면지역에서 유형Ⅲ으로 분류된 지역 다섯 곳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다.

3) 특목고․자사고 존재 여부에 따른 격차 변화 유형 분류
이번에는 지역내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형 변화
의 양상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표 Ⅵ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지역내에 존재하는가의 여
부는 유형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 유형별 비
율이 특목고․자사고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
문이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유형Ⅲ이 없다는 것 정도가 차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고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
를 두기는 어렵다.
특목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일정한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 경우 유형Ⅲ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관찰되고 있었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유형Ⅳ로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검토이다. 앞의 여러 분석에
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 성적이 특별히 높은 학교가 지역내에 존재할 경우 학
교간 격차가 커지고 학교내 격차는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인 바 있었
다. 즉, 유형Ⅱ의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들이 존재하는 지역이면서도 역으로 학교간 격차가 작아지고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내에 특목고․자사고가 있으면서도 유형Ⅳ로 분류된 시군구는 총 17곳이
다. 이 중에서 외국어고가 포함된 지역은 6곳이 있고, 과학고가 포함된 지역
은 12곳이 있으며, 한 지역에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모두 있는 시군구도 1곳
이 있었다. 과학고가 있는 지역 12곳은 과학고의 성적 하락으로 독특한 유형
변화를 보인 지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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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Ⅵ-22]는 과학고가 있는 시군구 중에서 K-1지역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성적이 가장 높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학교가 바로 지역내
과학고이다. 이 지역은 과학고의 성적이 떨어지면서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었
고, 다음의 [그림 Ⅵ-23]에서 보듯이 학교내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평준화 지속 지역 혹은 평준화 전환 지역에 과학고가 있는 경
우에는 과학고의 영어 성적 변화에 따른 독특한 유형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
로 보인다. 과학고가 소재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그림 Ⅵ-22] K-1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그림 Ⅵ-23] K-1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 169 -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사례로 나눌 수 있다. 먼
저 K-2지역과 K-3지역의 경우는 외고의 효과를 상쇄할만한 더 큰 효과가 존
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광역시 외곽 지역의 학교가 나중
에 평준화 선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치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로 전환된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존재로 인해
수능 실시 초기의 지역 학교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의 [그림 Ⅵ-24]는 K-2지역의 변
화 경향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Ⅵ-24] K-2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다음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17년의 장기간
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K-3지역과 K-4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Ⅵ-25]를 보면, 이 지역의 외국
어고등학교는 본 연구의 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3회밖에 시험을 치르지 않았
다. 따라서 아직 외국어고등학교의 존재가 전체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
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두 지역 모두 수능 실시 기간 중 평
준화로 전환된 지역이기 때문에 평준화 전환의 효과가 큰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직 몇 년 되지 않은 특목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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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5] K-3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K-5지역의 경우는 특목고가 2개나 있지만 유형Ⅳ로 분류된 지역이다. 그
이유를 다음의 [그림 Ⅵ-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들 중에서 g학교는
외국어고이고, f학교는 과학고이다. 이 지역의 특목고들은 갈수록 성적이 떨어
지고 있다. 과학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어고의 경우에도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연하다. 오히려 초기에는 특목고와 큰 격차를 보이던 학교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지면서 특목고의 성적을 많이 따라잡았고, 이에 따라 학교간 격
차가 작아지고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Ⅵ-26] K-5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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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지역의 경우는 평준화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특목고가 있었지만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보다도 성적이 낮았다. [그림 Ⅵ-27]을 보면, 외국어
고인 c학교가 평준화 전환 이전에는 성적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전환
이후 성적이 상승하여 최근에는 월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평준화 이전 학
교간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특목고의 점수가 높아졌어도 전체적으로는
학교간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Ⅵ-27] K-6지역 학교별 점수 변화
다음의 [그림 Ⅵ-28]을 보면, 평준화 이전 학교내 격차가 워낙 적은 수준
이었기 때문에 특목고의 학교내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
체적으로는 학교내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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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8] K-6지역 학교별 학교내 격차 점수 변화

정리해보면, 특목고나 자사고가 지역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형Ⅳ로
분류되는 지역의 특성은 과학고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이거나, 아직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적인 격차 변화에서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존재할 경우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것
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형Ⅰ이나 유형Ⅱ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학교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유형Ⅳ로 나타나는 것으로 풀
이된다.

2. 변화 유형별 특성 분석
이 절에서는 위에서 분류된 네 가지의 변화 유형별로 각 집단의 특성을 수
리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 아래의 <표 Ⅵ-2>는 격차 변화 유형을 기준으
로 하여 각각의 지역 수준 변인값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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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지역 수준 변인에 대한 격차 변화 유형별 분산분석 결과
변인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

전체

F

특목고․자사고 소재

0.205

0.235

0.000

0.240

0.215

0.673

학원수

279.7

160.5

171.3

272.2

256.6

3.637 *

전세가

116.1

74.1

59.7

103.9

104.3

6.057 ***

재정자립도

37.3

27.6

27.9

36.9

35.4

2.871 *

인구수(천명)

224.0

131.9

145.4

213.1

204.7

4.364 **

14세이하유입인구수

1345.9

735.2

769.9

1137.4

1172.4

3.787 *

2년제대학졸업이상

0.221

0.162

0.148

0.233

0.214

4.012 **

학교간격차

6.869

9.634

6.743

8.105

7.667

4.258 **

학교간격차변화

0.365

0.528

-0.137

-0.235

0.181

25.027 ***

학교간격차(상위20)

6.850

9.599

7.298

8.223

7.706

4.483 **

학교간격차변화(상위20)

0.267

0.518

0.002

-0.179

0.152

37.567 ***

학교간격차(하위20)

7.517

9.980

7.052

8.538

8.191

3.030 *

학교간격차변화(하위20)

0.324

0.379

-0.231

-0.305

0.113

16.352 ***

학교내격차

15.278

14.705

15.050

15.096

15.129

1.821

학교내격차변화

0.136

-0.080

-0.069

0.184

0.114

68.076 ***

먼저 특목고․자사고가 지역내에 있는지는 유형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
았다. 이 변인은 지역내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을 코
딩한 변인이다. 유형3에만 특목고․자사고가 없었을 뿐 나머지 유형에서는 특
목고․자사고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산분석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수에서는 유형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유형Ⅰ의 학원수 평균은 279.7이
었고 유형Ⅳ의 학원수 평균은 272.2로 나타나 이 두 유형의 지역에서 학원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학원수는 유형Ⅲ의 171.3이나 유형Ⅱ
의 160.5에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분산분석결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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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Ⅰ과 유형Ⅳ의 공통점
은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차이가 큰 지역이라는 점
이다.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상위권의 성적 유지에 의해서 학교
내 격차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고득점 상위권이 모여 있는 학원가 밀집 지역
에서 학교내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면, C-233지역이 1258.6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C-231
지역이 972.0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가장 큰 지역구였다는 것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지역의 전세가격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의 전세가격은 2010년도
1사분기 기준 지역내 평균 전세가격으로 1㎡당 몇 만원의 전세가를 보이는지
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가장 전세가격이 높았던 지역은 유형Ⅰ로 116.1만원이
었고, 유형Ⅳ가 10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Ⅱ는 74.1만원, 유형Ⅲ은
59.7만원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이 갖는 의미는 전세 수요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관
련 지수에서 전세가격은 직업이나 교육적 이동 수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난다. 즉,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기보다는 직장의 순환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몇 년간 머물기 위한 수요가 반영되는 지수인 것이다. 앞에서
학원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형Ⅰ과 유형Ⅳ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앞서다보니 전세가격에서도 이들 지역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격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세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역 10곳 중 서울지역이 9곳을 차지해 서울특별시의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
이 반영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인구수, 14세 이하 유입인구수, 2년제이상
대학 졸업자수 등의 모든 지수에서 유형Ⅰ과 유형Ⅳ는 높고, 유형Ⅱ와 유형Ⅲ
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간의 변인들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나 광역시가 중심이 된 유형Ⅰ이나 유형Ⅳ 지역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양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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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격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Ⅱ지역에서 학교간 격차의 크기는 가
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Ⅱ지역은 학교간 격차의 변화도 가장 컸다. 결
국 유형Ⅱ지역은 학교간 격차의 절대적인 크기도 크고 변화율도 가장 큰 지
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Ⅲ지역은 학교간 격차의 크기가 가장 작았
고, 변화율도 가장 낮았다. 즉, 이 지역은 학교간 격차의 절대적인 크기도 작
고 그 크기가 점점 줄어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간 격차 중에서 상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만을 가지고 학교간
격차를 계산한 내용과 비교해보면, 유형에 따른 상하위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형Ⅲ에서는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음수이지만 상위권의 학교간 격
차 변화율은 양수로 나타났다. 즉, 유형Ⅲ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학교간 격차
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위권에서만큼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기숙형고 지원 사업 등 읍면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지원
이 강화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하위권의 학교간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하위권 학생들이 지역내에 고
르게 분포되지 않고 일정한 학교에 모여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형Ⅱ
의 지역에서는 하위권의 격차 변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처럼 특정한
성적이 낮은 학교가 생겨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Ⅱ의 지역
에서는 상위권의 격차 변화 점수도 높아서 상위권이 모여드는 학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가장 큰 지역은 유형Ⅰ지역이었고, 가장 작은 지역은
유형Ⅱ지역이었다. 물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교내 격차의 변화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유형Ⅰ지역은 학교내 격차의 절대적인 크기도 비교적 크고 격
차도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고, 유형Ⅱ지역은 학교내 격차의 절대적인 크기도
비교적 작으며 격차도 점점 작아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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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논의 및 결론
1. 논의
앞 장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
력격차 변화 특성을 통해 연구 차원에서 혹은 정책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
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아울러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고등학교 성적 분포 상에
서 나타나는 격차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검토해보는 것이었다.
여러 수준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결론은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방향, 즉 유형Ⅰ의 방향으로 격차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선발 유형에 따라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
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간 격차가 줄
어드는 대신 학교내 격차가 커지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간 격차가 커지
는 대신 학교내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우
리나라 시군구의 절반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별히 높은 성적을 보이는 학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준화 지
역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겨나면 학교간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유형Ⅰ로의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겨나면 이들
이 기존 최상위권 학교의 위치를 대체하게 되고, 나머지 학교들의 성적이 비
슷하게 수렴하면서 학교내 격차가 비교적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유형Ⅰ로
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성적의 수준이 다른 학
교가 지역내에 생겨나는 현상은 지역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 177 -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신설 학교의 성적 격차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분석
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설 학교가 생겨나는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에
서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새로 생겨나는 학교
의 성적이 기존의 학교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신설 학교가 특목
고나 자사고라면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 않
은 경우라면 대부분 지역 내의 하위권 학교로 편입되어 가는 경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설학교 설립에 있어서 기존 학교의 성적이나 지역내 사회경제
적 배경 등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간 격차 변화 유형을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
림 Ⅶ-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순한 도식화는 말그대로 단순화의 위험
성이 있지만 그만큼 간명하게 유형을 보여주고 논의를 수월하게 해주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림 Ⅶ-1] 격차 변화 유형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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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에 가장 영향이 큰 변인은 학생선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선발 방식에 따라서 격차 변화의 유형의 큰 틀이 결
정되지만, 여기에 특목고나 자사고, 저학력을 보이는 신설고가 투입될 경우
두 격차가 모두 커지는 방향으로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나
타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격차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특정한 방향
이 무조건 좋고 특정한 방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두 방향 모두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교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전반적인 지역내 학교의 서열화 현상을
초래한다. 모든 학교가 한 줄로 서는 완벽한 서열화는 아닐지라도 몇 개의 성
적군으로 나누어지는 학교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고
등학교들간의 학력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교가 서
열화되면서 하위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지
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강상진, 2010).
본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지역이나 학교의 선발 방식
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차피 실질적인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의 성적에 맞는 곳을 찾아서 큰 지역적 이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지역내에서 학교간 격차가 커질 경우 하위권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학교에 대한 평판은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성적이 낮은 학
생들이 모이면서 학교의 성적은 더 낮아지고, 평판이 안 좋아지면서 지속적으
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모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져 소위 말하는 지역내
기피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학교간 격차의 문
제는 개별적인 학교의 각성이나 자구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명문고를 찾아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드는 현
상과 정확히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내의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로 상위권의 학교에 맞추어져

- 179 -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성적이 낮은 학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났으며, 어떠한 노력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발달을 가져왔는지에 대
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상위권 학
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명문대에 몇 명이나 합격했는지의 문제이다. 우리가
명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보면 전체적인 대학 진학률이 아니라 명
문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명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위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의 평등성보다는 수월성을 더 강조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일에 지역 사회가 발벗고 나
서는 기현상을 불러왔다. 교육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수학
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명문대를 보내는 것이 교육력의 제고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서울대에 1명을 입학시킬 때마다
해당 고등학교에 1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김기남, 2011).
본래 장학금이란 가정 환경 등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
해 지원되어야 하지만, 이런 지원금은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포상금이나
인센티브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내 명문고를 선정하여 집중 육
성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명문대 입시 결과가 핵심이 될 수밖
에 없는 선정의 기준도 문제지만, 지역내 고등학교들의 명문대 입학률을 해당
지역의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또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교
육풍토는 분명 사회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처럼 일반계 고등학교를 학생들의 점수를 통해 판단하는 시선은 평준화와
관련해서도 드러난다. 다음의 [그림 Ⅶ-2]는 수능 실시 기간 중 평준화로 전
환한 광역자치단체 L시의 학교별 점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평준화 이전에는
지역내 학교들이 거의 완전한 서열을 이루었지만, 평준화를 실시한 이후
2003학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학교의 평균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로 줄어들
었다. 평준화 이전 상위권에 있던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평준화가 적용된 이
후 성적이 급락했지만, 반대로 평준화 이전 하위권에 있던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평준화가 적용된 이후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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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 L시의 학교별 점수 변화 추이

[그림 Ⅶ-3] L시의 최상위 3개 학교 점수 변화 추이

[그림 Ⅶ-4] L시의 최하위 3개 학교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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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을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상위권 학교의 입장에서만
평준화를 바라보는 반쪽짜리 시선인 셈이다. 지역내에서 서울대 진학자수가
가장 많았던 3개 학교의 성적만을 떼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앞의 [그림 Ⅶ
-3]과 같다.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이었던 3개 학교의 성적만을 떼어서 그래프
를 그려 보면 앞의 [그림 Ⅶ-4]와 같다. 우리의 시선이 [그림 Ⅶ-3]에 머물
러 있는 한 [그림 Ⅶ-4]에서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와 학교 성적의 향상은 눈
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꼭 평준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위권 학교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하위권 학교의 상승으로 지역내 학교간 격
차의 변화를 가져온 몇몇 사례가 발견되었다. 특별히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가
나타날 경우 지역내의 격차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학교가 다른 학교와 비
슷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는 데에는 해당 학교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널리 알리고 학교와 학생들에
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학교간 격차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내 격차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학
교내에서의 격차 확대에 따른 하위권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들 수
있다. 학교가 서열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하위권 고등학교의 문제도 심각하지
만, 앞으로는 학교내 격차 확대에서 비롯되는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자존감 문
제도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위 ‘강남 3구’에서 학
교내 격차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강남 3구 지역은 평준화 선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내 격차
가 기본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들 지역의 학교내 격차는 다른 평준화 지역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큰 격차의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평준화 지
역 상위권 학교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분명히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들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상위
권 학생의 성적은 여느 특목고와 차이가 없는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반
면에 하위권의 성적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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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극도로 커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
나 자사고에 대한 선택을 통해 별도의 ‘입시명문고군(群)’으로 편입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가 일반고등학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에서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불가피한 하위
권의 유입을 감내해야 하는 평준화 지역 학교들에게 상위권 학생을 잘 선발
하고 이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것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광역 단위의 사전 선발을 통해 최상위권 학생들을
모두 선발해 간 이후 남은 학생들을 두고 벌이는 일반고들간의 학생 유치전
략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적 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평
준화 지역임에도 상하위권의 격차가 큰 유형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평준화 지역 학교에서 양극단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자칫 교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세심한 배
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학
교 입장에서는 수업 운영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차별적인 교육 자원의 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이런 양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학교
는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동
일 학교내 차별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대학
입시 결과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내에서 상위
권 학생 중심, 명문대 입학 가능 학생 중심의 차별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김기남, 2011). 이것은 학교간 격차에 의한 비선호학교의 어려움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평준화 지역의 학교선택 가능성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선택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은 주로 상위권의 학생들이다. 이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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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교에 몰려가고, 해당 학교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
로 평준화 지역 입시명문고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추첨배정
의 당초 취지에 다소 어긋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
인다. 상위권 학생들이 입시명문고에 지원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 학교
에 몰려들고, 이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을 제공하며, 이들이 명문대에 다수 진학함으로써 입시명문고로서의 평판이
강화되는 형태로 입시명문고의 순환 고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학교 선택제 실시 후 일선 고등학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나 환경 개선 등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 우수학생 유치전
이었다. 대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역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입학 설명회를
갖거나 중학교 교사들에게 접촉하여 우수 학생의 학교 지원을 부탁하는 등의
일은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노력을 통해서
학생의 성적을 높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그 효과가 보장되어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수 학
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교의 성적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일이
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학생의 향상도가 아니라 높은 성적
에 관심을 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받아들여질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맹목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교를 찾고, 입학을 위해서 거주지 이동
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입시명문고의 효과가 고득
점 학생들의 유입에 의한 효과라면 이것은 학생 구성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 뿐 해당 학교의 효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입시명문고의 효과가
학교교육의 효과로서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해당 학교 중하위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과연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있
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교육자원의 분배를 차별화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현상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상위권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하여 성적이 낮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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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남게된 일반고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
는 것이다. 평준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움직임은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격차 확대였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이미 열패감을 맛보고 있
는 학생들이 또다시 학교내에서의 차별에 노출되면서 끊임없이 계층화되고
차별화되는 것이다. 일반고에 다니는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에 관한 이중적 차
별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명문대 입학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쇄신되어야 하겠지만, 평준화 정책의 취지를 근저에서부터
잠식하고 있는 학교선택제는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엄밀한 의미
에서 완전 추첨배정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는 특목고, 자율고 등의 학교를 중심으로 경쟁에 의한 사전 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첨배정 대상인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최대 5순위에 이르는 우선순위 지망을 허용하고 있
다34). 이러한 정책은 평준화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
적에 의한 것으로 현재 모든 평준화 실시 지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 선택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선호학교와 비선
호학교가 나타나며, 우수학생이 몰리는 학교에서는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현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선택의 문제는 이처럼 지역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학교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간 경쟁의 유일한 기준이 대학입시 성적이라면 이것은

34)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1단계에서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20%(중부학군은 예외로 60%)를
지망순위별로 추첨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지망순위, 학교 수용 인원, 통학 편의와 같은 수
용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별 모집정원의 40%를 선발한다.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들을 통합
학교군 내에서 추첨 배정한다. 해당 학교 지망자수가 정원의 20%에 미치지 않는 한, 학교별
로 20%의 지망학생 배정이 가능한 것이다. 2단계의 일반학교군 선발까지 감안한다면 인기
가 좋은 학교의 경우 60% 정도의 학생이 해당 학교 지망자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외 다른 지역에서도 단일 학교에 대한 지원 추첨 단계를 두거나, 여러 학교에 대한 순위별
지망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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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따른 한줄 세우기에 다름아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서열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준화 지역에서도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이탈로 인한 그룹화된
서열화 진행이 관찰되고 있었다. 평준화 지역에서도 완전 추첨 배정을 실시하
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위
권 일부 학생에게만 선택권 행사가 가능한 학교선택 방식은 평준화를 보완하
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평준화 선발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면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서울시의 강남 3구 이외에도 지
방의 광역시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강남 3구는
물론이려니와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유성구와 같은 소위 ‘신흥 교육특구’로
유명한 지역들이 타지역과는 다른 수준의 학교내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
이다. 이들 지역은 전체적인 성적이 높으면서도 학교내 격차가 매우 큰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모델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거주지 분화를 토
대로 하여 우수 학생이 모이고 명문고가 생겨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최은
영, 2004; 성열관, 2005). 이러한 지역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조짐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요약 및 제언
이 절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
한다. 이어서 연구 수행 중에 드러난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며, 추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도록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지역내
고등학교들의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격차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변
인을 탐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학생선발 방식과 특목고․자사고
설립 등 지역내 격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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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성적 자료를 학교 수준의 종단적 자료로 구축하고, 학교 평균, 상위
20% 평균, 하위 20% 평균, 상하위 차이 점수, 학교내 표준편차 등의 여러 가
지 지표를 구성하여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된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17년의 수능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교교육 격차 변화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종류의 격차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어떠한 격차이며 각각의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서 격차의 변화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시군구내의 학교간 격
차의 크기와 변화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한 시군구내의 학교내 격차의
크기와 변화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군구 차원에서 어떠한 특성의 변화가
이와 같은 학교간․학교내 격차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셋째,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변화율과 시군구내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가지고 각 지역을 어떤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각 유형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각 질문에 대해서는 본문의 Ⅳ,Ⅴ,Ⅵ장에서 분석되었다.
Ⅳ장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나타나는 학력격차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먼저 수능 자료에 대한 각 수준별 변량의 구성비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매년 별도의 3수준 모형(학생-학교-지역)으로 구성하여 변량의 비율을 분석
해본 결과 학생간 변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학교간 변량은 비슷한 수
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지역간 변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이에 따라 총변량에서 학생간 변량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초 58.6%에
서 65.5%까지 늘어났다. 이것은 학생간 차이에 의한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5학년도를 기점으로 학생
수준 분산의 비율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경기도 지역의 대규모 평준화
전환과 재수생 및 전문계고 학생들의 성적 변화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
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간 변량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시군구간의 차이보다는
시군구내에서의 학교간 혹은 학교내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
다. 그러므로 격차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학교내 격차를 중심으로 자료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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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서 집단간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
규모, 학교 유형, 남녀공학 여부, 설립 유형, 학생선발 방식의 다섯가지 변인
을 중심으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낮은 성취
수준을 재확인하였고 특별시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상을 발
견하였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수 경쟁선발 학교
의 성적이 일반고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학교들은 고득점자 위주의 동질
적 구성으로 학교내 격차가 매우 작았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는 남녀공학
학교의 점수가 약간 낮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설립 유형에 따라
서는 사립학교의 점수가 약간 높았지만 이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생 선발 방식에 따라서는 추첨배정 지역의 점수가 높았다. 특히 추첨배정
지역에서는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위권의 성적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추첨배정 지역 상위권 학생들의 성
적 향상이 학교내 격차를 크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다.
Ⅴ장에서는 시군구별로 분석 수준을 낮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교간 격
차를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학교별 평균 점수의 표준편차로, 학교내 격차를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학교별 표준편차 점수의 평균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
고, 각각의 크기와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격차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큰 지역
을 선별하여 지역내 학교간 성적의 비교를 통해 격차 형성의 원인을 탐색하
였다. 마찬가지로 격차의 변화율이 매우 작거나 큰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간 격차의 크기가 작은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신설된 학교들이 비슷한
성적을 보이는 경우에 나타났다. 반대로 학교간 격차의 크기가 큰 지역은 특
목고나 자사고가 설치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작은
지역은 주로 평준화 전환지역이었다. 평준화로 전환하면서 학교간 격차의 감
소가 두드러진 것이다. 반대로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이 큰 지역은 신설학교가
지역내 하위권으로 편입되는 지역이었다. 새로 생긴 학교가 특별히 높거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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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적을 보임에 따라 학교간 격차의 변화가 생겨났다.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작은 지역은 비평준화가 지속되어 지역내의 학교간
서열화가 공고한 지역에 해당했다. 반대로 학교내 격차의 크기가 큰 지역은
주로 서울지역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위 ‘강남 3구’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
다.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 작은 지역은 주로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에서 신
설학교가 있는 경우에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지역내 서열화 현상이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작게 만들었다. 반대로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이 큰 지
역은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은 거의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격차 크기 및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평
준화 여부와 신설학교 여부, 특목고 존재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간 격차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커지고, 학교가 신설될수록
커졌으며, 특목고가 있는 지역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간
격차를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하위권의 경우에는 격차 변
화의 통계적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의 하위권 학생들은 학교
를 막론하고 변화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내 격차는 학교간
격차와는 반대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작아지고, 특목고가 있는 지역에서 작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설학교가 생기는 경우에는 학교내 격차도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나 자사고, 신설학교가 생겨나는 경우에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Ⅵ장에서는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절반이 넘는 지역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유형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고 학교
내 격차가 커지는 유형Ⅳ,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간 격차가 커지고 학교내
격차는 작아지는 유형Ⅱ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유형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형Ⅲ은 읍면지역의 일부 학교에 한정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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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모에 따라 나누어 보면, 특별시 지역은 80%의 지역이 유형Ⅰ로 나타
났고 나머지 20%는 유형Ⅳ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학교내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역시 지역도 유형Ⅰ이 50.0%로 가장 많았지만, 유형
Ⅳ의 비중도 43.2%로 비교적 높았다. 중소도시에서는 유형Ⅰ이 46.2%로 가
장 많은 가운데 각 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중소도
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유형Ⅲ인 지역이 5.8%로 조금 더 많았다는 특
징을 보여주었다.
평준화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면, 평준화 지속 지역에서는 유형Ⅰ이 62.2%
로 가장 많았고 유형Ⅳ가 31.7%로 나타났다.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유
형Ⅳ가 73.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준화로 전환할 경우 학교내 격차가 작
아지고 학교내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은 두 곳에 불과했는데 한 지
역은 유형Ⅰ로, 다른 한 지역은 유형Ⅲ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평준화 전환
지역은 사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평준화 지속 지역에서는 유형Ⅰ이 47.2%로 가장 많았고 유형Ⅱ와 유형Ⅳ가
각각 24.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지에 따라서는 두 집단 간의 분포 유형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특목고․자사고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모두 유형Ⅰ이 가장 많
았고, 유형Ⅳ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국어 영역 점수에 대한 과학고의 응시율 저하를 들 수 있
으며, 특목고의 증가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맥락에
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특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더라도 유형Ⅳ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각 유형에 따라 지역 변인의 값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유형Ⅰ과 유형
Ⅳ지역에서 대부분의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이 대부분 특별
시나 광역시이기 때문에 나타난 지역규모의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유형Ⅲ 지
역은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줄어드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도
상위권 학생에 대한 학교간 격차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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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에서도 기숙형고 등 성적이 우수한 학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이유
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리 고교교육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변화는 지난 17년간 학교간 격차와 학
교내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격차의 특징이 상
대적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두 격차 모두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 신설 학교의
하위권 편입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간 격차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지역내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하
위권 학교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
선은 성적이 높은 학교의 입시 성과에만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지역내에
서 성적이 낮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내 격차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학교 내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겪
는 이중적 박탈감을 들 수 있다. 특히 평준화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상위권의
성적만 높아지면서 하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평준화지역 하
위권 학생들에게는 특목고와의 격차에 더하여 학교내에서의 격차까지 이중적
인 편견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군구 단위에서 발생하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고교교육에서 드러나는 차별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미있는 발견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들이 주의 깊게 받아들여지고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된다면 수능 점수를 활용한 학력격차 연구는 학교 효
과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단 자료가 아니라 ‘유
사’ 종단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성장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해
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야만 실험집단의 변동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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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료에서는 학생의 변화에는 관심
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수준에서 종단 자료의 형태를 갖추도록 ‘유사’ 종단
자료를 구축하였다. 매년 다른 학생들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의 특
성상 종단적 자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러나 성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의 형태를 사용하여 학생 수준에서의 성
장을 모형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능 자료와 여타의 성
취도 평가 자료들을 연계함으로써 종단적 자료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시계열 자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추정된 값들은 학
교의 ‘효과’로 언급되기 보다는 변화의 ‘경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낸 학교별 점수의 초기치나 변화율은 학교의 교육
효과와 학생 구성에 따른 선발 효과를 엄격히 분리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갖는다. 학생의 점수는 선발에 의한 효과도 있고 학교가 갖는 효과도 있
으며, 그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효과의 복합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학생 구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 효과 연구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변화 경향을 탐색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셋째,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가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가정되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학교
내 격차의 확대와 관련하여 상위권 위주의 교육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유추할 뿐 구체적인 분석으로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여기에는
입시명문고의 차별적인 교육활동이 공식적인 변수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명문대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정보 공시에 나타내는 학교는 없으며, 그럴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
에서는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변수화할 방법에 대
하여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인터뷰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그 의미
를 명확히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을 분석단위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학생의 다양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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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
석 방법은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개별 학교나 학생
의 성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통합의 과정
에서 지역내 학교수의 편차에 따른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해석상 주
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전체적인 경향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독특한
정서가 포착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특성
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석
에 녹아 있지 못하다. 물론 관련 주제에 비추어 대표적인 성격을 보이는 지역
들을 선택하여 경향을 보여주고 동일한 변화의 양상을 찾아내고는 있지만, 모
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코 동일한 공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특정 지역의 독특한 역사가 개입되어서 특정 학교의 성적이 높거나 낮
을 수 있으며, 지리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지어는 개인적 요인
까지도 학교의 선호와 비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이루어
지는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맥락에 기반하여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추후 연구에서는 격차의 개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격차의 개념을 시군구 단위로 한정하고, 학교간 격
차와 학교내 격차의 개념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하위권 차
이 점수나 학교별 평균의 표준편차, 학교별 표준편차의 평균 등 다양한 지표
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지표가 다양화될수록 학력격차와 관련한 현
실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격차 지표가 꾸준히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격차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던 각 학교 특성을
개별 학교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목고나
자사고 간에도 내부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들
간의 내적인 분화를 연구한다면 전체적인 격차 변화의 모습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신설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설 학교들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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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를 계획하여 신설학교들이 주변의 학교들과 비슷한 성적을 갖
추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변화의 요인을 살펴본다면 정책적으로도 훌륭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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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rend Change in the Academic Gap
among General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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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thesis is aim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gaps and the trends of change in secondary education and explore their
causes by analyzing the changes in student grades across high schools in
districts over a period of 17 years. Based on the change type of a gap in
a school and among schools, each district has been categorized and the
aspects of change in the gap have been considered with the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gaps in a district such as the way of selecting
stud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new high schools as the center.
The data used in the present research are the CS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nglish grades. In order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across the years with the same index, the grades
were converted into standardized NCE scores and were reorganized as
longitudinal data at the school and district levels. Depending on the
research questions, a hierarchical linear model in Level 2 or Level 3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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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nd the size of gaps and the rate of change in a school and among
schools across districts were examined using various indices such as the
overall grade point average of a school, the overall grade point average
of the schools in the highest 20%, the overall grade point average of
schools in the lowest 20%, and standard deviations in a school. Th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model were divided into covariates, which
change over time, and variables, which do not change over time, then
were applied to each level. As the time dependent covariates were
included in the model, it enabled direct assumptions of the effects when
the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districts was taking
place. Variables such as the way of selecting students, the availability of
co-education and the number of applicants were used as time dependent
variables while variables such as the establishment type, the availability
of special purpose schools were used as time independent variable. At the
district level, variable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district equalization
policy, the number of school within a district and the number of special
purpose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schools were used as time
dependent variables while variables such as the size of a district, the
number of private academies and the rent were used as time independent
variables. And as for the variables at the school level, the educational
statistics yearbooks and the school information discloser data were used,
and the district data offer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as the district-level variables.
The main content of this research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t is to investigat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the
gaps in Korea’s secondary education, which were shown in the CSAT
data over a period of 17 years, and find their causes. Second, by
lowering the level of analysis for districts, the size of gaps and th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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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ange within a school and among schools we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district, which brought on such change, were
examined. Third, the types of gaps among the districts were categori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rate
of change among schools and within a school. The above contents were
analyzed in Chapter IV, V and VI, respectively.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of a gap in the level of education was
examined across districts. According to the annual result analysis of a
level distribution ratio of the CSAT data, the student variance wa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variance among schools was fluctuating
mildly. The variance among districts was on the decline. The decreased
variance among districts indicates that the gap among schools within a
district is greater than the gap among districts.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cts and schools, the gap caused by the school type
was the most noticeabl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general high schools. And within a district, the performance level in a
rural area was lower than other areas. With regard to the way of
selecting students, the grade point average of a district with lottery
allocation was high. In particular, within the area with lottery allocation,
a widening gap among students in the upper second class was very
noticeable due to the grade improvement of students at the top. However,
the grades of students in the lower ranks did not vary much with
different districts.
With lowering the analysis level for districts, it seemed that within a
district the grade gaps in a school and among schools were both
widening. However, the rate of change in the gap among schools showed
the features that were almost the opposite of those of the rate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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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gap within a school. Variables that affect the size of a gap and
the change are equalization policy, the availability of new high schools
and the existence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The gap among
schools was seen to become wider in a non-equalization district with
many new high schools and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And the gap
within a school was, unlike the gap among schools, was seen to become
narrower in a non-equalization district and a district with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Nonetheless, the gap widens when there were new schools
in the district. When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or general high schools are newly established in a district,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gap among schools and the gap in a school
both become wide.
Based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gap within a school and the range
of change in the gap among schools, district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and more than a half of the districts were found to fall under the
type, where both the gaps in a school and among schools widens.
Considering the different way of selecting students, it was expected that
change in the gap within a school would go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change in the gap among schools, yet in practice there were an
overwhelming number of districts with the type where both the gaps
were widening. A type where both the gaps within a school and among
schools were narrowing was limited to few schools in a rural area.
According to the result analysis of the district variables by type, the
district type with a widening gap in a school was found to have mostly
sound numerical valu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etropolitan
cities with good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gap among schools widens.
Based on the above result analysis, the following discussion ensued.
First, the change in the gap in Korea’s secondary education for las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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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was directed towards widening the gap among schools as well as
the gap within a school. Unlike the expectat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gaps would be relative and be at opposite ends, the two gaps
were widening in most cases. One could say that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the transfer of students in the lower ranks into new high schools caused
such gaps.
Second, the problem of the widening gap among schools could be a
bias against the students in lower ranked schools, due to the school
rankings in a district. We tend to focus on the university admission
result of schools with good grades. Hence, we need to take more interest
in the low-ranked schools and their students in a district.
Third, the problem caused by the widening gap in a school can make
the students in the lower ranks feel double deprivation. Especially, in a
standardized school district, as the grades of students at the top become
higher, the gap among them and the students in the lower ranks widens.
In this case, there may be a problem of double prejudice against the
students in the lower ranks in a equalization district with an addition of
the gap among them and those of a special purpos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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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of selecting students,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NC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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