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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난 17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분석을 통하여, 고등
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선택제의 도입이후에 학교 간 및 학교 내의 학
력격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변동 추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서 수원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1979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실시해왔고 1996학년도에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어
전후의 학력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평준화정책과 수원시 일반고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학교 간 학력변화
를 통해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에 학교 간 학력변동 추세를 살펴보았다. 셋
째, 학교 내 학력변화를 통해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에 학교 간 및 학교 내
의 학력변동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통계자
료 분석 및 문헌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고 진학수요의 감소 및 일반고 진학수요의 증가로 인해 수
원시의 일반고 학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과거에 전문계고 진학에 해
당하는 학력의 학생들이 현재는 일반계고로 진학하면서 일반고 학력 변화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낮은 학력의 학생유입은 학교 내의
학력격차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쳐서 학교 간에 학력격차가 더 뚜렷해졌을
것이다.
둘째, 학교선택제의 도입 이후에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신설된 학교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신설된 학교에 대한 정보 부
족으로 지원을 기피해서 기존고와 신설고에 대한 학력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선택제의 도입 이후에 학교 간의 학력격차는 증가했고 이는
서열화로 이어졌다. 선호학교는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고 비선호학교는 정
원 미달로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교 간 입학생의 학력 차이가 나타났고 이
-

i

-

는 학교의 학력격차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학입시에 있어서
내신성적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
면서 학교 서열화 현상을 촉진시켰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학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학교선택제의 도입이후에
하위권의 학력 하락이 커지면서 학교 내 학력격차의 증가를 야기했다. 학
교들은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학교 명성을 높여 궁
극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일반고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유입되는 가운데서 이러한 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지원은 하
위권 학력을 더 하락시켜 학교 내에서 학력격차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평준화 지역에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 내 격차와 학
교 간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학교선택제가 도입되고 나
서 학교와 학생의 특정한 반응은 학교 간 학력격차를 다시 증가시킨 것이
다. 즉 학생은 학력이 높은 학교 혹은 본인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
며 학교는 학생들의 선호학교가 되기 위해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
인 교육지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의 차별적인 교
육지원이 학력이 낮은 학생의 일반고 유입과 맞물려 하위권 학력이 더 하
락하게 된다. 그 결과 학교 간 학력격차와 학교 내 학력격차가 동시에 발
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 중에서 수원시만 보았기 때문에
학력격차의 변동에 대한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다른 지역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간의 비교를 하면 학교선택제와 학력변동과
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학교선택제, 선지원후추첨제도, 학력격차, 고교 평준화정책,
일반고등학교, 수원시
학 번 : 2009-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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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들이 존재하며 학교마다 고유
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
혁’ 이전과 이후에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학교교육의 내
실화라는 큰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현정 외, 2009).
특히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는 학교 자율화 정책 및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여 학교 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서 공교육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강영혜, 2011). 그 결과 교육과
정 자율화가 실시되면서 단위학교별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
이 자유로워졌고, 자율학교의 도입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서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유형들이 복잡
해지고 다양화되면서 혼란이 오자 학교구분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2010년부
터 고등학교 유형을 네 가지 -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 로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여기서 일반고등학교
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후기중
등학교이며, 2011학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진학자 중의 약 73%가 진학하
고 있다. 일반고 내에서도 다양한 학교 특성화 정책과 교육과정 자율화 정
책으로 학교마다 고유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요구하는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
이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학교교육이 나아가야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성적지상주의로 일원화된 사회가치를 중요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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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며 학벌로 인해 직업세계가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겪고 있다(강
영혜, 2011). 특히 고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 간의 시설, 교원, 학생 배정의
평준화를 근간으로 삼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해체하면서 교육기회의
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하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
선 방안으로 1973년 입안되어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시행되었다. 평
준화 정책은 연합고사에 의해 고등학교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학군별
로 추첨배정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 간 학생, 교원, 시설 및 재정을 평준화
시킨다는 내용이었다(김성식, 1999). ‘학교 간의 교육 여건을 평준화 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교육적 목
표를 제시했으며, 정책을 도입할 때 실제 명칭은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
배정 입시제도’(이하 고교 추첨배정제도)였다(김윤태 외, 1977). 고교 추첨
배정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학교 간 교육 여건과 학력의 평준화
였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새로운 입시제도의 결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입 과열과외 해소,
학연주위와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 및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기존의 명문고를
필두로 한 학교 간 차이가 학교 내 학생 집단 간, 지역 간, 공·사립 간 차
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김성식, 1999).
고교 평준화정책의 도입 당시 목적은 학교 간 교육 및 학력격차1)의 해
소에 있었다. 학생·교원·시설에 있어서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력격
1) 교육격차는 개인 간, 학교 간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의 차원에서 발생하
는 차이이며 맥락에 따라서 교육 불평등을 시사하기도 한다(류방란, 김성식, 2007). 이와 비
슷하게 하봉운(2005)은 교육격차를 교육에 대한 투입, 과정, 산출의 세 가지 수준에서 나누
었다. 투입요인으로는 교육의 기회와 여건 등이, 과정요인에는 학습습관, 학습지도, 학교분
위기 등이, 산출요인에는 학업성적, 자아개념 등을 보았다. 성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학력
격차는 교육의 결과 혹은 산출에 해당하므로 교육격차라는 용어의 정의 안에 학력격차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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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한 심각한 학교 서열화를 해소를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중학생
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덜어주고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평준화시켜 누
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일반고 정원수만큼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우선 선발한 후,
근거리를 고려한 추첨이나 무작위추첨을 통해서 각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
였다. 결과적으로 학교 간 학력 분포가 이전과 달리 비교적 균등하게 되었
다.
고교 평준화정책을 도입해서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줄어들었으나 1995
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교육수요자의 학습선택권을 존중을 위해서 학
교선택제 및 학교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정책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학교
간에 학력격차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1996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선택제
인 선지원후추첨제도를 실시한 결과 학교 간에 입학생의 입학성적 및 재학
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발
생한 출발점 격차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며, 추첨을 통해서 비선
호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가 되
고 있다(강영혜 외, 2011)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교 자율화 및 특성화 정책을 대학진학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면서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를 가속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진학에 유리한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 선호학교에 대한 학생의 집중 지원으로 인한 비선
호학교 결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8b). 김성열
외(2009)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이하 평준화 지역) 내
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지역과 학교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교 추첨배정제도가 학교들 간의 교육 및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택제가 도입
되면서 선호학교 및 비선호학교로 발생하면서 학교 간의 학력격차가 나타
나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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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학교 간에 학력격차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
고 일정정도 학교 간 학력격차는 학교 간에 긍정적인 경쟁관계를 유도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입학생의 학력 차이를 최소화하여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
작해야한다. 그러나 입학생부터 학교 간 학력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학교의 학력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격차가 고착화되어서 학
교들 사이에 학력에 따른 위계질서가 정해지면 다음 입학생들은 학교를 선
택할 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학
교를 지원할 때 통학여건 다음으로 내신성적관리와 대학진학결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강영혜, 2011). 이를 통해서 선지원후추첨제도를 도입 이
후에 학교 간의 학력격차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이나 학교의 학력을 중요한 지원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할지라도 학교 간 입학생들의 학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학교 간의 불균등한 입학생의 성적 분포는 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유발
하고 이것이 강화되면 학교 서열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내에
서 성적에 의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변별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러한 사실을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을 한다. 결과적으로 ‘선호학교 → 학생
지원 쏠림 → 상위권 학생 배정 → 우수한 학력 성취 → 선호학교 유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 배정에서부터 학교 간
학력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들 사이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교육
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결국에는 추첨배정을 실시함에도 불구
하고 학교 간에 학력을 따른 학교 서열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학군 간, 학교 간 효과의 차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며(신혜련, 2006), 나아가 이러한 차이를 해
소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준화 지역인 수원시를 선
정하고 이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간 학력격차 및 그 변화에 대해서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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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학력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는 수원시 일반고 학생들의
17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이하 수능 점수)이다. 여기서 학교의 효과
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학교의 도
움으로 인한 학력 성장은 자료의 특징상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능
점수 자료는 매년 학생들이 동일하지 않으나, 개별 학교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 학교의 정보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누적된 학교 수준의 종단
자료이다(김성식, 2011). 따라서 수능점수를 통해서 학생 수준이 아닌 학교
수준에서 학교 간 학력 및 학교 내 학생들의 학력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
펴볼 수 있다. 분석할 자료는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전수 자료이기 때문
에 실제 학력격차의 실태를 사실에 가장 가깝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논문은 지난 17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분석을 통하
여,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선택제의 도입이후에 학교 간 및 학교 내의 학력
의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변동 추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1) 학교선택제(School choice)
학교선택제(School choice)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 흥미,
요구 등을 반영하여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을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는 교육수요자들의 선택
을 받기 위해서 학교 간에 경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
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선택제의 도입배경을 보면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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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학교 간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개혁 방안으로 학
교선택제를 고려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수월성 운동과
1988년에 단행된 영국의 교육개혁법 제정은 학교선택제 등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에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김경근, 2002).
학교선택제가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배경에는 신우파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다. 신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란 시장의 효율성과 자유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
로 삼는 사조로서,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가치인 시장 경제적 논리가 민간 기업경영은
물론 다른 많은 국가 기관의 운영에까지 파급효과를 주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혜와 보호, 규제로 대변되는 공교육 체제를 자
유경쟁, 선택을 근간으로 재구조화 하려는 노력이 많은 나라의 교육개혁안
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곽영우 외, 1998)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제의 도입은 고교 평준화정책의 공과와
맞물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며 신자유주의가 우리나
라의 교육개혁에 적용되면서 확대되었다(윤진영, 2011). 고교 평준화정책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등과 같은 순기능도 하였지만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추구를 어렵게 하고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
권을 박탈하는 등의 역기능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김경근, 2002). 특히
이 제도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어렵게 해서 전반적으로 학력을 떨어뜨린
다는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의 실
시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자유주의의 흐름이라는 시대적 적합성을
지니기 위한 보완책으로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자율성’, ‘형평성’, ‘다양한 학교유형’, ‘비용-수익의 효과성’
등의 상충되는 개념과 함께 논의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선택의 정책적 논
쟁이 지속되어져 왔다. 1974년 ‘학교 간 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2) 박세훈(1998). 학교선택제와 그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p.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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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과외 감소’를 목적으로 등장했던 고교평준화 정책은 평등논리로 정당
성을 확보한 가운데서 사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율성, 학교선택권의 논리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부딪혀 정책 실현이 조심스러
웠다(이주호·홍성창,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권에 관한 다양한
논쟁 속에서 1982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평준화 정책 보완책으로 과학고
가 확충되고 외국어고가 신설되었으며, 1998년 5. 31 교육개혁안에 근거하
여 자율학교 시범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
년에는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단전입금
과 학생납입금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립형 사립고)가 소개
되었다. 더욱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선거공약에서 교육정책에 시장중심
논리를 적용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겠다는 교육개혁의지를 밝힌 바
있다(김수경·김주영, 2009).
학교선택제에 관한 선행연구물들을 보면 학교선택제가 교육의 다양성
및 질의 제고보다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
다. 김경근(2002)은 학교선택제가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소외계층 학
생들에게 많은 교육적 선택의 범위를 부여하려 했으나 오히려 기존의 교육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선택제가 학교 체계의 다양성으로 이어
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때 입
시라는 도구적 목적에 초점을 둔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선택제가
교육평등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적 제약 때문에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오정란(2007)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시장이론과 불평등 재
생산론에 비추어 한국의 학교선택제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쟁점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였다. 학교선택권이 적용되고 있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는
학생선발권의 보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
지만,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을 위한 학교보다는 명문대학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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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위한 준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학교선택체제
의 다양화, 특성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다양성과 공정성은 결여되
어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선발경쟁의 성격
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발과정에서 학부모의 문화자본 영향력 증대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지영(2011)은 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선지원후추첨제도를
제한된 학교선택제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선택제는
공급자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나 부모의 문화자본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못해서 교
육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고 이는 나아가서 계층의 고착화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선택제는 다양화, 자율
성, 수월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입시라는 획일화된 교육요
구로 인하여 학력에 따른 학교 간의 위계적인 관계가 생기고 있다. 또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배경에 따른 차이로 인해 선택에
제한이 나타나면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시와 학업성취도라는 획일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학생
의 학교선택권은 곧 학교의 학생선발권으로 전이되기 쉽다. 김용(2012)은
학교선택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지만 종국에는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역설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영국의 자유 등록제(open enrollment)의 경험
을 예로 들고 있다.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특정 학교에
학생들의 선택이 집중되고, 학교는 독자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자
가운데 입학생을 선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상
황에 놓은 학교들을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일만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게
되면서 학생의 선택이 학교의 선택으로 이양되는 묘한 역설을 낳는다고 말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선택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로 볼
수있다. 첫째, 외국은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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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었다면 우리나라는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어 왔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선택제는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개선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본 및 문화자본에 의해서 그 기회가 제안될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학교선택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교선택제에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선지원후추첨제도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평준화 지역에 학교선택제인 선지원
후추첨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발표한 120개의 교
육개혁과제는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개혁의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그
방향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있었다(문용린,
2000). 이에 따라서 중등학교 학생 선발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 평준화 지
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선택권 문제가 제기되었다(교육
개혁위원회, 1995). 이에 따라 그동안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학군 내에서 일부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추첨배정하는 선(복수)지원후추첨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
가를 받았으나(교육개혁위원회, 1998a), 특정 선호학교에 대한 학생의 집중
지원으로 발생한 비선호학교의 결원의 충원의 문제, 원거리 통학생의 증가,
강제배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선택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 학교 간
시설·교원·교통여건 등 격차 해소방안 추진,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등의
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8b).
선지원후추첨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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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시행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효율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박세훈(1998)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 경영체제 확립, 다
양한 학교의 육성, 교통편의 제공, 학교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통한 공평
한 선택의 기회가 확립되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교
육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여러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김영
철 외(1998)는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허용한다면 당연
히 그 선택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수
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까지도 일관된 의견들이 나타나는데 강영혜
(2011)는 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신화(2012)는 평준
화 지역에서 학교선택권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단위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수요
자의 정보탐색 및 정보판단 능력 함양이 중요하다고 했다.
선지원후추첨제도의 시행한 결과에 관해서는 주로 배정방식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신경석(2005)은 선지원후추첨제도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권이 학교교육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제도를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
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장치라고 했다.
그러나 외국 연구물들을 보면 학교선택제가 학교 간의 학업성취의 제고
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학교 간에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의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Gewirtz, 1996; Ball, Bowe, & Gewirtz 1995; Glatter, Woods, & Bagley,
1997)3).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간 학력의 격차의 해소를 위해 도입
된 선지원후추첨제도로 인해 또다시 선호학교 및 기피학교가 뚜렷해지고
학교 간 격차를 형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영홍 외, 2002; 이주
호, 2006; 김미숙, 2006; 김성열 외, 2009; 한대동 외, 2010; 강영혜 외,
3) 한대동, 오경희(2010). 고교평준화 지역에서의 학교선호도와 학교 질의 관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학교와 기피학교 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p.3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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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그러나 선지원후추첨제도가 학교 간의 교육 및 학력 격차의 증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정영홍
외(2002)는 부산광역시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
행하면서 평준화 정책과 선지원 배정 비율은 배타적으로 작용하며 선지원
배정 비율을 늘릴수록 학교 간 학력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
라서 추첨배정지역에서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목고 도입과 같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
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후기 중등교육단계에서 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 특목고, 자
율형공립고를 제외한 자율학교, 특성화고에서는 경쟁선발을 통한 학교선택
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에 대해서는 선지원후
추첨제도라는 선택과 추첨이 절충된 제한적인 학교선택제가 채택되고 있
다. 경쟁선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력과 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온전한 학교선택제가 이루어진
다. 그러나 선지원후추첨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추첨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은 주로 외국에 학교선
택제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제
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 발달
에 영향을 준 고교 평준화제도와 선지원후추첨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제도와 학력과의 관계를 살펴서 우리나라 고유의 학교선택제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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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고교 평준화정책을 실시하는 수원시의 수능 점수를 통해서
학교선택제인 선지원후추첨제 도입 이후에 일반고등학교의 학력에 대한 학
교 간 격차와 학교 내 격차의 변동추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
교선택제 도입이 학교 학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수원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1995학년도부터 2011학년
도의 수원시 일반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분석하였다. 수원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979년부터 평준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된 가운데 자료의 기간 중에 학교선택제가 도입
되어서 전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1996학년도부터 학교선택제를 실시하고, 2002학년도부터 학군
이 2개의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학군 내 배정과 구역 내 배정4)의 2단계의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두 번의 배정방식 변화는 수원시
학교 간 학력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위해 제기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고교 평준화정책과 수원시 일반고의 교육 현황
- 우리나라와 수원시의 고교 평준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수원시 일반고의 현황은 어떠한가?
나. 학교선택제 도입과 학교 간 학력격차 변동 추세
- 학교 간 학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연도별 학교 간 학력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4) 학생들의 진학학교 배정은 학교 내 배정과 구역 내 배정으로 나누어진다. 학군 내 배정
은 수원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구역 내 배정은 수원지역을 2개 구역으
로 나누어 중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 구역 내의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것이다. 구역 내
배정은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단점은 있으나,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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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의 위계에 따른 학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 학교선택제 도입과 학교 내 학력격차 변동 추세
- 학교 내 학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연도별 학교 내 상하위권의 학력격차의 추세는 어떠한가?
- 수원시 상하위권학력의 각 학교 내 분포비율은 어떠한가?

1) 통계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한 1995학년도부
터 2011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 전수 자료이다.5) 외
국어 영역의 점수를 분석한 이유는 수리영역 및 탐구영역은 계열별로 과목
이 상이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1995학년도 기준으로 수
원시 일반고의 언어 성적과 외국어 성적은 학생 수준에서는 .67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17년 간 학교성적 수준에서는 거의 일치에 가까운
.966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두 영역 중 어떤 영역을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에 임의로 외국어 영역을 선택하였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학교명이 직접 제공되었는데 매년 학교명의 표기방
식이 상이하고 학교명 전환, 폐교 및 개교학교, 학교의 계열 전환 등이 이
루어져서 시계열적으로 동일학교의 성적을 추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
구자가 임의로 학교별 ID를 부여하여 시계열적으로 동일학교를 연결시키
는 작업을 별도로 하였다.
연도별 비교를 위해서 외국어 영역 점수를 정상분포변환점수(Normal
Curve Equivalent: 이하 NCE 점수)로 전환하였다. 이 점수는 학생들의 점
수를 정상분포곡선을 이용하여 동간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점수로 시험
응시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화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평균 50점, 표준편차
21.06점의 표준점수로 전환한 점수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학생들의 학력
5) 2008학년도의 자료는 점수가 아닌 등급만 제공되어 다른 학년도와 비교가 어렵기 때문
에 이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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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연도별 학교의 학력 향상은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NCE점수의 변화는 동일한 응시연도 이내에서 두 점수 간
의 위치 혹은 등위의 차이를 나타내고, 2개 이상의 응시연도 간에는 특정
집단의 상대적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연도별 학교의 학력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
업생의 성적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졸업생들은 별도의 수험생활을 거치
기 때문에 해당 학년도 학교의 학력 결과로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추첨배
정방식을 하는 지역에서의 일반고 학력 변화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
반계고에서 특목고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수원시 일반고 학교 및 학생 수능 점수를 연
도별, 시기별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2
가지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학교 서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Spearman의 서열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연도별 학교 분산성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일련의 작업들을 위해서 연구팀이 조성되어서 점수 변환 및 전국
의 고등학교별 연혁을 추적해서 학교별·지역별 ID를 부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연구자 역시 연구팀의 일원으로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져서 영광이었으며 다른 연구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이 연구가 불
가했을 것이므로 참여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린다.

2) 문헌 연구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평준화 정책과 수원시 교육을 알아보
기 위해서 문헌연구도 병행하였다. 평준화 정책의 시행배경 및 변화의 과
정을 고찰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물 및 과거 신문기사를 분석
하였다. 수원시 교육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한 경기교육
사 및 2012학년도 학생배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 정보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경기통계연보자료, 학교공시정보를 사용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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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학생배정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평준화 지역에서의 학
생배정방식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수능 성적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일 자료로 분석한 다른 연
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서 개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활용 분
석 심포지엄의 2009, 2010년 그리고 2011년의 연구물들이다.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여러 연구물들을 비교·검토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 및 변
인선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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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교 평준화정책과 수원시 일반고 현황
1. 고교 평준화정책과 학생선발 및 배정방식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
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추첨배정제도와 각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
하는 선발입시제도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성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일반
고 정원만큼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학
교장이 성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경쟁 입시 방식이다. 특히 전자는
1974년에 고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
게 될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배정방식이기도 하다.
고교 평준화정책의 시행 배경 및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9년에 도
입한 ‘중학교 무시험 추첨입학제’로 인해 중학교 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고
등학교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2년 문교부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발족하고 고교입시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해서 이듬해 2월 28일 「고등학교·대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인문계고(현재 일반고)를 학군제, 과
정별 지원, 추첨배정으로 선발한다는 고교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이었다. 주요
기본방향은 중학교 교육정상화 촉진, 학생·교원·시설 등에 있어서 고등학교
의 완전 평준화,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지방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의 균
등한 발전, 입시 준비 해소로 인한 부담 경감, 학생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
하고 농촌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당시 고
교 입시제도 개선의 목표가 과열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에 필수적
인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1999, 김성식).
고교 평준화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처음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문교부는 1973년 6월 최종입시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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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은 고등학교는 인문, 실업, 특수학교로 구분하여 인문계 학교
는 학군제 채택, 시도별 연합고사에 의해서 추첨으로 배정하며 후기에 실
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제외한 실업계 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별 선발고
사로 전기에 실시하며 합격자는 후기 인문계 고교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
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차제도를 운영해서 선발범위를
전국단위로 하고 전기에 선발하게 했다. 연합고사의 출제범위는 중학교 3
개년 출제를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치중하기로 결정
했다.
1974년 1월 서울과 부산은 최종적으로 학군을 확정하고 2월에 선발고사
에서 합격한 예비배정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배정하였다. 서울의 경우, 당
시에 일류학교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반경 4키로 범
위 내 지역에 1개 공동학군을 두고 그 밖의 지역을 방사선식 교통망에 따
라 5개의 일반학군으로 나누었다(동아일보, 1974. 1. 25). 공동학군을 설정
이유는 일류학교에 대한 명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러한 학교가 일반학군
에 포함되면 해당학군의 거주자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진학과 관련한 사회
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배정자는 공동학
공동학군이나 출신 중학교가 속해있는 일반학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배정
되었다. 그러나 공동학군 진학을 포기하는 지원자들은 일반학군에 우선 배
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일류학교에 대한 진학열을 누그러뜨리고 이 제도
의 우선 원칙인 근거리 학교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시행 첫해에 공동학군 진학을 포기한 학생은 전체의 10%정도에 불과
하였다(동아일보, 1974. 2. 14). 이를 통해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동학
군에 포진되어 있던 일류학교의 진학 희망이 대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 역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중간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정하고 그 양쪽
의 나머지 지역을 동부와 서부 2개 학군으로 나누었다. 서울과 달리 일반
학군에 대한 우선배정은 없었으며 컴퓨터를 통한 추첨 배정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추첨장에 나가 수동식 추첨기를 돌려서 학교를 배정받았다(동아일
보, 1974.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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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정책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는 대도시 5개 지
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선발 및 배정방식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여건의 개선은 미비했
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간 평준화에 대한 어려움, 학교 내
의 학생 개인차로 인한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성적의 하향평준화, 사
학의 자율성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1975년 이후에 잠시 보류되었다.
그러나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확대 실시되면
서 1979년 7개 지역, 1980년 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방의 중소
도시에 이 제도가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의 진학 희망자와 고교 수용능력간
의 불균형 및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간의 수용능력 불균형 등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부터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
게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에 시행된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은 고교 평준화정책에 큰 변
화를 가져온다. 학습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던 고교 평준화정책을 개선하여
학생 선발방식에 있어서 ‘선(복수)지원-후추첨제도(이하 선지원후추첨제
도)’를 도입한 것이다. 당시 평준화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던 무작위 추첨배
정 방식은 학생의 학교 선택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학습집단의 이질
화로 수업 능률을 저하시키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시켰다는 측면에
서 고교 평준화정책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고교 평준화 정
책의 전제로 제시된 교원, 시설, 재정 측면에서의 학교 간 평준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교 평준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학교 간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정책의 타당성을 약화시
킨 원인이 되었다(김영철 외, 1995). 따라서 고교 평준화정책은 시행 30년
이 지나면서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졌고 결국에는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도입된 선지원후추첨제도는 1996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평준화 지역에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근거리 통학원칙이
무너지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속한 시행으로 학부모 및 교육감
-

18

-

의 반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서울, 부산 및 경기도는 일부 고등학교에 한해
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7학년
도는 서울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전면 실시하였다.
1994년 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고입 전형 실시권이 각 시도교육감에 이양
되어서 1998학년도부터는 지역별로 다양한 고입 전형 방법을 실시하고 있
다(이일용, 2003). 따라서 199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시·도 교육청은 지
역의 교육여건, 통학거리,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선지원후추첨제도’를 지
역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학년도 기준으로 충청
남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30개의 도시에서 고교 평준화 정
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배정 및 지원방식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부록>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고교 평준화정책은 중등교육의 팽창으로 인해 불거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과잉경쟁 및 일류학교의 위계에 따른 학교 서열화로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종식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첨배정제도는 당장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으며,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및 사회구성원들
의 합의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제도가 도입된 지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
는 오늘날까지도 이 제도를 둘러싼 소위 ‘평준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
정이다.

2. 수원시 고등학교 교육 현황
1) 수원시의 고교추첨배정제도
수원시는 1979학년도부터 평준화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여러 가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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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인해서 보류되었던 정책이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확대 시행되면서 문교부는 도청 소재지
중심의 7개 도시를 포함시키면서(박부권, 2002). 당시 경기도 도청 소재지
였던 수원시도 해당된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는 고교 학생 배정에 있어서
일종의 무작위추첨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ㄹ자형 방식’ 을 도입하였
다6). 고교 평준화정책이 도입될 당시의 수원시는 단일학군으로 남학교 3개
교, 여학교 3개교 총 6개교의 일반고가 있었다. 이 ‘ㄹ자형 방식’은 1996학
년도에 선지원후추첨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일반고 입학생의 배정방식으
로 사용되었다.
수원시는 1996학년도에 학교선택제인 선지원후추첨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7) 도입 당시 수원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 및 권선지구, 매탄지구,
율전지구 등 신도시 택지 개발에 따른 도시 팽창 및 복잡화, 교통 체증, 고
교수 증가8)는 배정받는 고교에 따른 통학 여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배
정민원이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듬해에는 성남지역과 함께 선지원후추첨제
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학생, 학부모에게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학
군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선지
원부터 추첨 배정함으로써 통학이 불편한 원거리 고교에 가급적 배정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추첨 과정에 거주지 정보는 배제하였는데 수원
시는 동일학군 내에 도심과 낙후 지역에 따른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하고,
중·고교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거주지 기준으로 근거리 고교 배정제도를
적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낙후 지역 거주 학
생들은 통학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심
6) 경기도교육청(2003). 경기교육사(上). 경기도 교육청. p.553-556.
7) 당시 경기도에서 수원과 성남지역 일부에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선지원후추
첨제도 도입 첫해인 1996학년도는 수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개교에 한해서만 선지
원을 할 수 있었다.
8) 년 기존 개교 수원고 수원여고 수성고 영복여고 영신고 유신고에서 효원고
권선고 창현고 영생고 동원고 동우여고 등 개교 개교의 증가로 총 개교로 확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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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그래서 거주지 기준 근거리 배
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거주지에 의한 심각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희망
하는 고교에 순서를 정하여 지원하게 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 하였다(‘경기도 고교 평준화지역 배정 방법 개선 연구’ 수원지역 공청회
토론문, 2011).
선지원후추첨제도의 구체적인 추첨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고등학교에
1순위 지원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지원자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해당 고등학교장이 추첨한 기점9)과 해당 고등학교운영위
원장이 추첨한 간격 수10)를 적용하여 추첨한다. 즉 학교기점을 지원자 수
로 나눈 나머지를 출발점으로 하고 학생의 수험번호대로 간격 수를 적용하
여 추첨배정한다.11) 1순위 지원자로 채우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2순위 지
원자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2순위 지원자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3순
위 지원자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하며, 학군 내
배정하며, 학군 내 배정은 5지원, 구역 내 배정은 끝지원까지 배정하는 방
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
보다 적을 경우 추첨을 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을 배정한다(경기
도교육청, 2011).
2002학년도부터 경기도의 4개 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지역들에 대한 고교입시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 수원시는 대
규모 택지개발로 영통 신도시 등이 발달되는 등 도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 8개교12)가 새로 설립된 상태였다. 따라서 기존
9) 기점이란 지원자수가 정원을 초과한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2500~3000사이에서 추첨을 통
해 선택한 하나의 숫자를 말한다.
10) 간격수란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선택한 7~30사이의 숫자를 말한다.
11) ‘을’고등학교의 추첨 기점이 2,903, 1지망한 자가 100명일 경우, ‘을’고등학교의 1지망자
를 배정하기 위한 출발점은 세 번째이다(‘2,903 ÷ 100’의 나머지 수 ‘3’).
12) 수원시 일반고의 확대는 영통 지역의 발달과 영향이 깊다. 이 당시 신설고 8개교 중에
서 3개교-영덕고,청명고,태장고-가 1998학년도에 이 지역에 동시에 개교한다. 2003년 이 지
-

21

-

의 단일학군 내 배정방식으로 원거리에 배정받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통
학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군을 2개 구역으로 분리하는
복수 구역설치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방안은 학교의 학생 수용률 및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장안구와 권선구 북부 및 팔달구와 권선구 남부로 기존
학군을 수원북부와 남부의 2개 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분리와 동시에
2단계 배정방식을 채택하였는데 1단계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학
군 내 배정으로 학생들의 지원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하는 것이다. 2단
계는 근거리 통학에 유리한 구역 내 배정으로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구역 내 지원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하는 것이다. 1단
계 배정에서는 학군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5순위까지 지원하고, 2단계
배정에서는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전체 고등학교를 순위별로 지원
해야 한다.
2002학년도 학군 분리를 시행한 첫 해에는 수원시가 오랫동안 단일 학
군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1단계 배정 비율을 경기도 타 고교추첨배정지역
(40~50%)보다 다소 높은 70%로 정하였다. 그러나 2002학년도 입학생 배정
결과 수원의 팔달구-권선구 남부 구역의 경우 입학생수가 고교 정원을 크
게 웃돌아 타 구역으로 원거리 배정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통학 불편을 야
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2003학년도부터 1단계 배정 비율을 7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하고 학군 내 배정 및 구역 내 배정의 비율을 각각
50%로 정하였다. 또한 1단계 배정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구역 내 학생 정
원수를 늘리더라도 무조건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다(동아일보, 2002. 7. 3). 2003학년도 일반고 학생선발
및 배정방안은 2012학년도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3).
역이 팔달구에서 분리되어 영통구가 설치되면서 2008학년도까지 3개교-망포고, 매원고, 매
탄고-가 더 신설되었다. 1998학년도 이전에 이 지역에 단 1개교-효원고-가 있었던 것을 감
안하면 영통 지역의 발달로 1998학년도 이후에 총 6개교가 일반고가 증가했다. 현재 영통
구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교육의 중심지이자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통하고 있으
며, ‘2015 수원교육발전 지원 프로젝트’에 의하면 수원시는 이 지역을 교육특구로 발전시키
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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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토대로 수원시의 고교 평준화정책에 있어서 배정방식 변화
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ㄹ자형 방식’으로 무작
위추첨배정 시기이며 1979학년도부터 1995학년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선지원후추첨제도’ 시기로 1996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이다. 세 번째
시기는 ‘선지원후추첨 및 2단계 배정제도’ 시기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며 학군 및 구역 내 배정으로 총 2단계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배정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학생 선발방식의 변화도 있었다. 1997학년도
까지는 선발고사 시험만으로 선발하였으나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
신성적이 선발 전형에 포함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졌다. 1998학년도는 선
발고사 200점에 내신성적 100점, 1999학년도는 선발고사성적과 내신성적을
각각 100점, 2000학년도부터는 내신성적 200점에 선발고사성적 100점을 합
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경기교육사, 2001).14) 2013학년도부터 선발고
사가 폐지되면서 내신성적만으로 일반고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의 일반고 입학생 배정 및 선발방식 변화를 <표Ⅱ
-1> 에 제시하였다.

13) 2012학년도 현재 수원학군 중에서 영신여고와 수원여고는 학군 내 배정을 80%로 하며,
수원 학군에서 2개 구역에 걸쳐 있는 5개 중학교(고색중, 삼일중, 매향중, 창용중, 동성중)의
일부 학생들은 출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도시 팽창과 교통 여건변
화로 인해 기존의 구역 적용이 불리한 몇몇 학교에는 배정 비율을 조정해주며, 거주지와
출신 중학교 소재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 배정결
과에 따라서 배정 비율 및 출신 구역에 대한 약간의 조정을 주면서 실시하고 있다.
14) 1997학년도까지는 남녀 정원수에 맞춰 각각 선발하였으나, 성별로 합격선이 달라지면서
성차별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8학년도는 남녀 합격선을 구분하지 않고 전
체 정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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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수원시의 일반고 학생 배정 및 선발방식 변화
학년도

’79~‘95

‘96 ‘97

‘98

‘99

’01~현재

‘13

‘ㄹ자형’
추첨배정
배정

선지원후추첨제도
선지원후추첨 및
2단계 배정제도
남녀 각각 선발

선발
선발고사성적

남녀 함께 선발(남녀 합격선 구분 없어짐)
선발
(200)
+내신
(100)

선발
(100)
+ 내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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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100) +
내신(200)

내신성적
(예정)

2) 수원시 고등학교 교육 현황 및 17년 간 변화

[그림Ⅱ-1] 수원시 학군현황
* 출처: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http://satp.goe.go.kr/pt/bj/ggpt_c02_s0.jsp

[그림Ⅱ-1]을 통해 2012학년도 기준으로 수원지역에는 일반고 28개교가
2개 구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구역인 수원북부에는
13개교가 2구역인 수원남부에는 15개교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학교 성별,
설립별 구체적인 현황은 <표Ⅱ-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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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2012학년도 수원시 일반고 현황
고등학교
연도

2012
학년도

공학/남/녀

계

1구역

2구역

남녀공학

20(1)

9(1)

11

남학교

4(3)

2(1)

2(2)

여학교

4(4)

2(2)

2(2)

계

28(8)

13(4)

15(4)

※ ( )안은 사립학교 수.
※ 출처 : [2012학년도] 경기도교육청(2011).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2012학년도 학생배정방안.
pp.69. 재구성.

2012학년도 현재 수원시는 구역마다 학교 성별과 설립별로 고르게 분포
되어 있다. 이는 구역 내 학교를 배정 할 때 구역에 따른 불리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성별로 1,2구역 각각 남녀 2개교씩 있으며,
학교 설립별로 각 구역에 사립학교 4개교씩 있다. 특징적인 것은 사립학교
중에서 남녀공학 1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남학교 혹은 여학교라는
점이다.

-

26

-

<표Ⅱ-3> 수원시 연도별 학교 수 개황
년도

‘92

‘95

‘96

‘97

‘98

‘99

‘01

‘02

‘04

‘05

‘06

‘08

특수
고

1

2

2

2

2

2

2

3

3

3

4

4

공립
일반
고

3

3

4

5

8

10

11

12

14

15

15

17

권선

효원

영덕
청명
태장

장안
화홍

수일

대평

조원
천천

매탄

공립
신설
학교

망포
매원

사립
일반
고

8

8

8

8

8

8

8

8

8

8

8

8

공립
전문
계고

1

2

2

2

2

2

3

3

3

3

3

3

사립
전문
계고

4

5

5

5

5

5

5

5

5

5

5

5

총계

17

20

21

22

25

27

29

31

33

34

35

37

※ 특수고는 1995학년도에 경기체육고, 2006년도 수원외국어고가 설립됨. 2002년에 설립된 대안학
교 경기대명고는 학교장 선발전형학교로 이 표에서는 편의상 특수고로 분류함.
※ 전문계고는 공립고로는 1996년 수원하이텍고(2011학년도부터 특목고로 분류)와 2001년 팔달공
업고가 설립되고 사립고로는 1995년 수원한일전산여고가 설립됨.

<표Ⅱ-3>은 수원시의 연도별 학교 개황을 제시하고 있다. 1995학년도
수능응시생들의 고교 입학년도인 1992학년도에는 특수고 1개교-경기과학
고-, 공립일반고 3개고-수성고, 수원여고, 효원고-, 사립일반고 8개교-동우
여고, 동원고, 수원고, 영복여고, 영생고, 영신여고, 유신고, 창현고-, 공립전
문계고가 1개교-수원농생명과학고-, 사립전문계고 4개교-매향여자정보고,
삼일공고, 삼일상고, 수원공고-로 총 17개교가 있었다. 2011학년도 수능 응
시생들의 고교 입학년도인 2008학년도 당시에는 특수고 4개교, 공립일반고
17개교, 사립일반고 8개교, 공립전문계고 3개교, 사립전문계고 5개교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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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교가 있었다. 특수고로는 경기과학고, 경기체고, 수원외국어고가 있으
며 학교장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안학교인 경기 대명고등학교를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특수고로 분류하였다.
17년 간 학교 수는 17개교에서 37개교로 총 20개교가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공립일반고 14개교, 특수고 2개교, 대안학교 1개교, 공립전문계고 2개
교, 사립전문계고 1개교가 증설되었다. 증설된 20개교 중에 특수고와 대안
학교를 포함한 일반계고 학교가 17개교인 반면 전문계고는 3개교에 불과하
였다. 특히 사립일반고는 단 한 곳도 증설되지 않은 반면에 공립일반고가
14개교나 증설되었다는 것은 수원시의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일반
고 진학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년 간 계열별 고등학교 진학자 수와 진학률을 통해 17년 간 수
원시의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교 진학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진학
자 수는 계열별로 전문계고와 일반고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15).
[그림Ⅱ-2]에서 일반고 진학자 수는 전국단위 선발학교인 특수목적고(과
고, 외고, 체고)와 대안학교의 진학자 수를 제외한 고교 추첨배정제도로 선
발된 학생 수이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이들 학교의 경우 진학자
의 대부분을 수원시의 중학교 졸업생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2학년도부터 2008년의 17년간 일반고와 전문계고의 진학자 수와 진학률
은 다음 그림과 같다.

15) 2011학년도까지 수원시에는 자율학교는 없었으며, 2012학년도에 고색고가 신설되면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자율학교에 처음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2008학년도까지 수원
시의 일반고 진학자 수는 일반계고에서 특목고(경기과고, 경기체고, 수원외고)와 대안학교
(경기 대명고)를 제외한 학생들의 진학자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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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 수원시 고교 계열별 진학자 수
일반고의 진학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문계고 진학자 수는
1995년도 이래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고 진학자 수가 1992년
6319명에서 2009년 14269명으로 약 2.26배 증가한 것에 비해, 전문계고 진
학자 수는 1992년 2369명에서 2008명 3853명으로 약 1.6배 증가에 그친 것
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해방이후 팽창되어서 1980년 중후반에 보
편화 단계에 도달해서 1990년대부터는 취학률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
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취학연령(만 15-17세)의 인구수가 감소
하고 있다(송혜정 외, 2002). 그러나 이와 다르게 수원시는 1992년 이래로
고등학교 진학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고 진학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나 전문계고 진학자 수는 1996년 이래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
등학교 보편화 단계에서 진학자 수의 증감은 인구 수 증감에 영향을 받으
므로 수원시의 진학자 수의 증가는 인구 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인구수는 증가하였지만 전문계고 진학자 수는 크게 변화가 없
는 것은 전문계고 진학 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각 계열별
진학률을 통해서 수원시의 학생들의 진학 요구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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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 수원시 일반고 및 전문계고 진학률
[그림Ⅱ-3]은 수원시 일반고 및 전문계고 진학률을 비교한 것이다. 계열
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17년 간 일반고는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문계고는 하
락하는 추세이다. 일반고는 1992년에 약 65.0%에서 2008년 77.3%으로 약
12.3%정도 상승하였고, 1995년과 2000년에 진학률이 약간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문계고는 1995년 약 24.4%에서
2008년 약 20.9%으로 약 3.5%정도 하락했으며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
락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서 지난 17년 동안 전문계고의 진학 수요가 감
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고 진학률과 그 해에 전문
계고 진학률이 배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9년 수원시에 평준화 정책을 도
입된 이후 약 34년 동안 일반고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경쟁선발이 아닌 추
첨배정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인근 학교
의 강제 배정을 기본요소로 했으나(2007, 한국교육개발원), ‘5.31 교육개혁’
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의 학습 선택권이 존중되기 시작되고 도시의 팽창으
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이 정책을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17년 간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1996학년도부터 학교선택제인 선지원후추첨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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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2002학년도에는 복수구역을 설치로 근거리
학교 배정을 유도하는 2단계 배정방식이 도입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의 교육현황에서 특징적인 점은 고등학교 진학자 수 및 일반고
진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도
시의 팽창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일반고 진학 수요의 증가로 일
반고의 진학자 수와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계고는 진학자
수는 약간 증가했지만 진학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고는 14개교나 설립되었으나 전문계고는 단 3개교만 설립되었다는 것을 보
아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전문계고보다 일반고로의 진학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 장의 내용을 고려해서 17년 간 수
원시의 일반고의 학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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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 간 학력격차
고등학교 입학생의 학력 차이는 학교 간의 학력의 질적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어떤 학생이 배정되는 가에 따라서 학교의 학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는 지난 17년 간 고등학교 진학생은 증가하
나 전문계고 진학률은 감소하면서 과거에 전문계고 진학 수요가 일반고로
흡수되면서 일반고의 학력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17년
간 수원시의 학력 추세와 배정방식에 따른 학교 간 학력 변동 추세를 살펴
볼 것이다.

1. 17년 간 일반고등학교 간 학력 추세
199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연도별 수능 점수의 평균(이하 수능 점
수)을 통해 17년간 수원시의 일반계고 학력 추이를 살펴보았다. 수능 점수
를 정규 점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연도별 수능 점수의 비교가 가능하다. 제
공된 자료는 2010학년도까지 학교 구분을 전문계와 일반계로 하고 있으나
2011학년도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제공하였으나 시계열적
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학교 유형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정비 이전의 일
반계고와 전문계고로 다시 구분하였다. 그래서 2011학년도는 일반고, 특목
고, 자율고를 일반계고로, 특성화고 및 특목고 중에서 마이스터고를 전문계
고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일반계고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가 포함
된 것이며, 일반고는 일반계고에서 특목고와 자율고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
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다음 그림은 전국의 일반계고의 수능 점수와 비
교를 통해서 수원시의 학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의 취지에 맞춰
서 전국과 수원시의 일반고만 비교하는 것이 좋으나, 전국의 대안학교 및
자율학교는 학교 이름만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과 비교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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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와 자율고가 포함된 일반계고 성적을 비교하였다.

[그림Ⅲ-1] 17년 간 전국과 수원시 일반계고 수능 점수
※ 전국 점수에는 수원시 점수 포함되어 있음.

[그림Ⅲ-1]는 17년 간 전국과 수원시의 일반계고 수능 점수를 비교한 것
이다. 수원시와 전국의 일반계고 수능 점수 모두 2011학년도로 갈수록 하락
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원시 점수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1995
학년도에 비해 2011학년도의 전국 점수는 4.39점이 떨어졌으나 수원시 점수
는 무려 14.45점이 떨어졌다. 또한 전국과 수원시의 학력격차도 점점 좁아지
는데 1995학년도 수원시 점수는 64.97으로 전국 점수에 비해 13.4점이나 높
았지만 2011학년도는 불과 3.34점 밖에 높지 않다. 게다가 수원시 점수만 보
면 2000학년도 이후부터 평균이 60점 아래로 떨어진다. 따라서 지난 17년 간
일반계고의 전국과 수원시의 점수가 함께 떨어지나 수원시의 하락폭이 더
크면서 전국과 수원시의 점수 격차가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과 수원시 일반계고 수능 점수 모두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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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졸업생들의 성적이나 전문계고 성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선 졸업생들의 성적이 높으면 졸업예정자들의 성적이 상
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여기서 졸업생이란 재수생이상을 일컫는 말이며
이들은 대체로 졸업예정자들보다 성적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 ‘재수생 강
세’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재학생보다 재수생들의 수능 성적에서
우세를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1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삼수생들은 같은
학교 재학생보다 상위권 점수대 진입률이 평균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동아일보. 2011. 4. 2). 또한 전문계고 진학률이 낮아지면서 전문계
고 진학할 학생들이 일반고로 진학하면서 일반고의 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계고의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전문계고 진학에 해당하는
학력의 학생들이 현재는 일반계고로 진학하면서 일반고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계고 진학률이 낮아지고 일반고 진학률은 높아
진 것이 결과적으로 수원시의 일반고 학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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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17년 간 수원시 일반고 점수
[그림Ⅲ-2]는 17년 간 수원시 일반고 학교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7년 간 일반고 점수의 추이를 보면 1999학년도까지는 비교적 적은 점수의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2000학년도부터 2003학년까지 학교 간 점수의 격차
가 점점 늘어나고 2003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늘어난 격차를 유지하는
있는 경향이다. 1995학년도를 보면 가장 점수가 높은 C고는 63.74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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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낮은 H고는 60.74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6점에 불과하
다. 그러나 2011학년도를 보면 가장 점수가 높은 K고는 58.88점, 가장 점수
가 낮은 R고는 38.77점이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무려 20.11점이나
된다. 이를 통해서 수원시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학력격
차가 점점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도별 각 학교별 수능 점수 및 연도별 수능 점수의 평균을 <표Ⅲ-1>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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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17년 간 수원시 일반고 수능 점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9

‘10

‘11

A 62.52 63.81 63.67 64.16 62.93 65.15 58.74 54.28 51.89 53.35 55.40 58.40 58.85 58.41 59.17 58.83
B 64.95 61.98 60.15 63.04 59.73 59.23 57.94 53.28 50.91 53.44 52.65 53.95 52.04 55.74 56.83 55.43
C 66.74 64.79 64.01 69.03 64.64 65.69 66.43 59.77 60.63 60.55 61.71 59.43 60.24 58.97 58.44 58.73
D 62.24 58.98 60.62 60.94 58.11 58.56 55.25 46.26 48.74 46.01 45.02 46.48 44.96 48.72 45.53 47.59
E 61.60 61.08 63.08 63.22 58.65 61.99 59.62 56.52 52.14 53.78 53.53 54.72 53.77 52.50 54.46 53.07
F 62.12 63.09 60.46 65.41 62.73 61.22 59.68 56.16 56.90 56.34 55.07 57.14 56.97 54.90 56.96 55.31
G 61.44 62.92 57.38 61.08 56.78 54.23 54.61 45.60 45.87 50.98 47.01 47.02 49.37 46.10 48.56 44.21
H 60.74 61.49 59.24 65.01 63.07 63.38 59.05 52.75 52.34 51.30 50.24 49.02 47.33 47.72 50.13 50.89
I 63.04 60.21 61.27 62.70 59.16 56.23 54.58 47.86 48.36 50.14 48.74 53.81 55.10 54.51 55.24 54.68
J 60.79 61.40 60.73 62.77 64.54 63.67 62.17 55.65 55.75 55.80 54.47 54.67 53.09 55.95 58.60 54.74
K 63.14 62.76 61.53 64.96 62.53 62.77 62.95 62.73 58.89 58.50 58.43 57.82 57.36 57.34 59.15 58.88
L

59.93 60.88 57.53 53.25 58.45 59.29 58.34 58.48 58.26 59.31 56.24 53.53

M

40.82 59.48 44.87 47.72 47.27 41.97 47.02 46.12 38.49 43.69 38.96

N

35.80 50.46 53.17 54.34 48.72 50.28 49.99 54.58 55.46 56.19

O

40.89 50.13 51.58 52.38 50.53 46.72 47.79 49.40 49.01 49.23

P

36.94 51.01 53.34 53.32 49.37 47.85 47.92 49.46 50.50 48.37

Q

48.87 46.08 48.48 47.92 52.43 47.70 50.36 47.20 44.87

R

45.63 41.82 45.76 40.40 43.08 42.41 40.27 42.61 38.77

S

55.32 53.75 52.22 52.52 53.20 52.53 51.21

T

45.60 49.25 47.91 54.33 51.13 49.27

U

48.57 40.99 47.68 44.39

V

48.48 47.31 42.90 41.65

W

40.90 44.92 46.49

X

47.27

Y

43.29

E 62.66 62.05 61.10 63.85 61.07 59.52 55.10 51.95 51.92 52.97 50.94 51.99 51.22 50.85 51.61 49.83
N

11

11

11

11

12

13

16

18

18

19

20

20

22

※ 음영 표시된 학교는 1구역에 속하며 나머지 학교는 2구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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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기존고와 신설고 17년 간 수능 점수
오래된 학교와 신설된 학교의 수능 점수의 비교를 통해서 학력변동 추
세를 살펴볼 것이다. 1995학년도 수능시험 이전부터 기존에 존재해왔던 학
교를 ‘기존고’로 정의하고, 지난 17년 사이에 매년 새로 설립된 학교를 ‘신
설고’라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고와 신설고를 분류해
서 보는 이유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세칭 명문학교이며 학력이 높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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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 평준화지역에서 신설고가 설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것이므로 신설고와 기존고를 분류
해서 학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Ⅲ-3]은 기
존고와 신설고의 17년 간 수능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옅은 추세선이 기존
고의 점수를 나타내고 짙은 추세선이 신설고의 점수를 나타낸다. 옅은 추
세선은 짙은 추세선보다 높은 학력을 유지하고 있고, 짙은 추세선은 진입
할 때부터 낮은 점수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
간 격차에서 기존고가 신설고보다 학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학년도에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록한 학교가 2011
학년도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신설고가 추
세선에 진입할 때 하위권으로 진입해서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1학
년 기준으로 하위 10개 학교 중에 무려 8개교가 신설고로 나타난다. 그러
나 이러한 기존고와 신설고의 학력격차 유형을 거스르는 몇몇 학교도 발견
된다. 2001년 가장 낮은 점수로 추세선에 진입한 N고의 2011학년도 점수는
상위 4위를 기록한다. 그 상승폭이 무려 20.39점이다. 반면에 기존고임에도
불구하고 2011학년도에 하위권에 머무르는 D고와 G고가 있으며 1995학년
도에 비해서 각각 14.6점과 17.2점이 하락했다.
공립고와 사립고를 비교하면 설립유형에 따른 학력의 특징을 알 수 있
다. 수원시는 사립고 8개교 모두가 1995학년도부터 시험을 응시한 기존고
에 해당한다. 그래서 앞서 기존고가 신설고에 비해 학력이 높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마찬가지로 사립고가 공립고보다 학력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립 기존고 중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력이 두드러지게
낮아진 D고와 G고의 특징을 파악해서 설립유형이 학력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D고는 구한말 구국운동으로 세워졌으며 공·사립을
통틀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며, G고는 1990년 초반에 생긴 기독교
학교이다. 특히 D고의 경우에는 역사적 전통이 오래된 사립학교의 학업성
취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김영화 외, 2007)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설립유형보다 학교의 학력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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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학교들의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 등과 같은 질적인 접근을 하여 학력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밝
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선지원후추첨제 및 2단계 배정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수
능성적이 나타나는 2005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1구역과 2구역의 수능
평균 점수 비교이다.

[그림Ⅲ-4] 구역별 수능 평균 점수
2005학년도는 복수구역이 설치되면서 학군 내 배정과 구역 내 배정을
하는 2단계 배정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처음 나타나는 해이다. 새
로 도입된 구역 내 배정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
내에 있는 전체학교에 대해서 희망순위별로 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구
역 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역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림Ⅲ-4]의 구역별 수능 평균 점수를 보면 1구역과 2구역의 수능 평균
점수가 비슷한 편이다. 2009학년도까지는 1구역이 다소 높았으나 그 이후
에는 2구역이 더 높으나 점수 격차의 최댓값은 1.8점에 불과함으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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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학력격차는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각 구역별 학교들의 점수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림Ⅲ-5] 구역별 학교 수능 점수
[그림Ⅲ-5]는 구역별로 학교 수능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두 구역 모두
구역 내에서는 학교 간 학력격차가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며 구역별로 각각
상위권 성적 학교에서부터 하위권 성적 학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006-2007학년도의 1구역의 하위권성적 학교가 2구역보다 다소 높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구역에 따른 학력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역 내에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구별되고 있는 것은 특징적
이다. 복수구역이 설치된 2005학년도부터 최근까지 구역별로 상위권 혹은
하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학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학
군의 분리 기준이 행정구역이 아닌 학교의 수용인원, 교통 및 지리적 여건,
선호학교 균형분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흥주 외, 2001), 학군의 분리
이전에도 선호학교 및 비선호학교가 있었으나 정원의 50%를 구역 내에서
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구역별로 이러한 학교가 뚜렷하게 변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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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학교 간 분산에 미치는 변인
연도별 표준편차는 학교 간 분산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표준편차는 분
포의 분산성 혹은 그 값들에서의 개인차 정도를 나타내는 한 가지 지수이
다(박종배, 1999). 따라서 표준편차는 개별학교 점수가 전체학교 점수의 평
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것이 증가할수록 학교 간의 점
수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Ⅲ-2>를 보면 표준편차는 학교선택제
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2000학년도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1999학년도의 2.5에서 2000학년도 6.3으로 상승한 것이다. 사실 학교선
택제가 처음 도입된 해는 1996학년도이지만 첫해에는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단 2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1999학년도 표준편차는 'ㄹ
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의 표준편차와 비슷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
으로 시작된 1997학년도 입학생들의 수능점수인 2000학년도의 표준편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3.8이나 상승한 것은 배정방식이 학교 간 분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선택제인 선지원후추첨제도를 실시로 배정
된 입학생의 학교 간 학력이 이질화되면서 학교 수능 점수의 표준편차를
증가시킨 것이다. 반면에 복수구역 설치로 2단계 배정이 처음 시작된 2002
학년도 입학생의 수능점수인 2005학년도의 표준편차를 보면 이전년도에 비
해서 1.3점 높아졌으나 이 정도의 상승값은 다른 학년도 사이에도 보이기
때문에 복수구역 설치가 연도별 학교 간 분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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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연도별 학교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9

‘10

‘11

평균 62.66 62.05 61.10 63.85 61.07 59.52 55.10 51.95 51.92 52.97 50.94 51.99 51.22 50.85 51.61 49.83
표준
편차

1.7

1.6

1.9

2.2

2.5

6.3

8.8

4.9

4.9

4.1

5.4

4.7

4.8

6.1

5.4

5.9

학교
수

11

11

11

11

12

13

16

18

18

19

20

20

22

23

23

25

학교 간 분산성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연도별 신설고 수이다. 신설고 수의 증가는 학교 수
의 순간증가율을 의미하는데 순간적으로 학교의 수가 많아지면서 분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신설고의 수능 성적은 기존의 학
교보다 학력이 낮은 경향이 크기 때문에 분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두 번째 요인은 학교 수이다. 앞서 학교 수가 적을수록 표준편차의 값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 수의 증가가 분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교 수의 증가가 학교 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배정방식이다. 수원시는 17년 간
2번의 배정방식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1996학년도에 기존의 'ㄹ자
방식'추첨제도에서 학교선택제가 들어오면서 선지원후추첨제도로 변화하였
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2학년도에 복수구역이 설치되면서 2단
계 배정방식이 도입되었다. 선지원후추첨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1997학년도로 설정한다면 배정방식에 있어서 1999학년도 점수까지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 2004학년도 점수까지의 선지원후추첨제도 배정시
기, 그 이후 현재까지는 선지원후추첨 및 2단계제도 배정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인인 연도별 표준편차와 독립변인인 신설고와 응시학
교 및 배정방식(선지원후추첨제도, 2단계 배정)에 대한 기초통계값은 <표
Ⅲ-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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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변인들의 기초통계값
변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6

1.6

8.8

4.45

2.01

종속변인
연도별
표준편차
독립변인
신설고 수

16

0

3

.87

.957

응시학교 수

16

11

25

17.06

4.973

선지원후추첨

16

0

1

.31

.479

2단계 배정

16

0

1

.38

.500

위에 지시한 변인들이 연도별 편차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주로 두 가지 목
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첫째는 다른 독립변인들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고
특정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는 동시에 종속변인을 가장 잘 예측하는 독립변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연도별 학교 분산성 정도을
설명하는 표준편차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인을 밝히려고 한다.
모형은 총 2개로 구성하였다. 모형1은 학교 수의 변화가 학교 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설고 수와 응시학교 수를 독립변인으
로 투입하였다. 그래서 학교 수의 증가와 신설고 수의 증가가 학교 분산성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모형2는 학교 수의 증가와 신설고
수를 통제하고도 배정방식 변화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
다. 이를 위해서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를 참조집단으로 해서 더미
코딩을 만들어서 투입하였다. 여기서 네 가지 변인을 모두 투입해서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으나, 2단계 배정시기와 응시학교 수의 두 변인사이에 높
은 상관이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2단계로 배정하는
시기는 가장 최근의 시기이고 자연스럽게 응시학교 수가 가장 많은 시기이
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적으로 모형2에서
는 응시학교 수를 제외하고 신설고 수 변인과 배정방식을 더미코딩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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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넣어서 신설고 수를 통제하고 나서도 배정방식의 변화가 표준편차
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모형1,2의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l

모형 1: 
      
(   신설고 수   응시학교 수 )
모형 2: 
        
(   신설고 수   선지원후추첨 














l

























 단계 배정

)

<표Ⅲ-4> 모형 1(신설고 수, 응시학교 수)
모형 1

B

SD

유의확률

상수

.526

1.227

.675

신설고 수

1.103*

.384

응시학교 수

.173*

.074

* : p < 0.05

** : p < 0.01

Tolerance

VIF

.013

.866

1.154

.036

.866

1.154



.624

*** : p < 0.001

위의 <표Ⅲ-4>를 보면 응시학교 수를 통제하고도 신설고가 1개교 증가
할 때마다 표준편차가 1.103 증가하였다. 또한 신설고 수를 통제하고 응시
학교 수가 1개교 증가할 때 표준편차가 .173 증가하였으며 모두 신뢰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VIF값은 1.154로 나타나서 신설고
와 응시학교 변인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  값이 .624로 종속변인의 총 설명량을 100%라고 했을 때 두 독립변
인으로 종속변인의 약 62.4%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신설고 수와
응시학교 수 모두 학교 분산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신설고 수 변인이 학교
분산성을 더 많이 설명한다. 그 이유는 수능 점수가 처음 나타난 학교들이
기존에 있던 학교들에 비해 점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상치(outlier)
가 되어서 분산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림Ⅲ-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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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와 신설고의 연도별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보면 처음 진입한 학교의
수능 점수는 기존의 학교들에 비해서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설고의 수능 점수가 낮은 이유는 학력과 같은 학교정
보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이 기피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상위권 학력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꺼려해서 정원이 미달되고 그
겨로가 지원자가 전원 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학교 학력이 낮아질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도별 증가된 신설고와 시기별 배정방식을 독립변인으로 넣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Ⅲ-5>에 제시하였다.
<표Ⅲ-5> 모형 2(신설고 수, 배정방식)
모형 2

B

SD

유의확률

상수

1.838

.429

.001

신설고 수

.712*

.300

선지원후추첨

2.966**

2단계 배정

2.834**

* : p < 0.05

** : p < 0.01

Tolerance

VIF

.035

.727

1.375

.701

.001

.535

1.870

.623

.001

.619

1.615



.822

*** : p < 0.001

<표Ⅲ-5>는 학교 분산성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이다. 신설고 수,
배정방식 변인이 각각 신뢰수준 0.5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값은 2를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큰 영향을 끼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값은 .822로 종속변인의 총 설명량을 100%라
고 했을 때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의 약 82.2%정도를 설명한다.
신설고 수를 통제하고 나서도 배정방식 요인이 학교 분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단일학군 시기의 회귀계수는 2.966, 복수구역
시기의 회귀계수는 2.834이다. 따라서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보다 단
일학군과 복수구역 시기에 학교 분산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며 단일학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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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복수구역 시기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배정방식이 학교 간 학력격차에 영향을 준 이유를 몇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에는 학생들을 릴레이식 배정을 해서
학교 간 학력 분포가 비교적 균등해진다. 그러나 선지원후추첨제도가 도입
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ㄹ자 방식'
추첨제도 배정시기보다 학교별 입학생의 학력이 차이가 나고 따라서 학교
분산성이 커지게 된다. 지역 내에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뚜렷하다면
학생들은 지원은 선호학교로 몰리게 되고 지원이 몰리면 우수 학력의 학생
의 지원할 확률도 높아진다. 또한 비선호학교의 경우는 정원 미달로 지원
한 학생이 전원 배정될 경우 학력 분포가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
근에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
을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력이
높은 학교에 진학을 원하거나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서 본인의 성적에 맞는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경향이 커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복수구역 시기가 단일학군 시기보다 회귀계수가 다소 적지만 그 차이가 미
미하다. 따라서 근거리 배정에 도움이 되는 복수구역을 설치해서 정원
50%를 구역 내로 강제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분산성을 줄이는데 영
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3. 학교 서열화 현상
17년 간 수원시의 일반고 수능 점수에 대한 학교 분산성이 증가를 통해
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한 시점이 아닌 시계열적으로 보았을 때 학력에 순위를 부여해
서 각 학교들이 전년도와 비슷한 순위를 유지한다면 학력으로 따른 학교
서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성적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나타나고 학교 간 학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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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면 이러한 인식이 매년 입학생들의 학교지원에 영향을 미쳐서 지
역사회 내에서 학교 간의 서열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서열화 현상이 존재하고 이것이 고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
열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서열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접년도 학교 성적의 순위사이의 서열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Ⅲ-6>과 같다. 학교 서열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점수의
차이보다는 학교 간의 학력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Spearman의 서열상관
계수인  (rho)를 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접년도간의 학교 순위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학년도의 A학교 상대적 위치
와 1997학년도 동일한 A학교 상대적 위치가 비슷한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학교에 대한 인접년도 간 분석이므로 두 인접년도
함께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제외되었다. 서열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
음과 같다.


 
=  
    



Ÿ



Ÿ

  해당 년도 사례수
  학교 가  년도와    년도에서 받은 순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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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수능 점수의 연도간 서열상관계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9

‘10

‘96 0.309
‘97 0.509 0.209
‘98 0.209 .664* 0.345
‘99 0.073 0.473 0.364 .718*
‘00 0.091 0.473 .609* .691* .881**
‘01 0.127 0.445 0.473 .745** .734** .665*
‘02 0.345

0.4

.655* .727* 0.552 .764** .709**

‘03 0.173 0.455 0.445 .836** .713** .753** 0.476 .831**
‘04 0.309 0.582 0.455 .755** 0.573 .637* 0.497 .862** .907**
‘05 0.418 .691* .673* .791** .664* .769** .618* .917** .843** .904**
‘06 0.482 .682* .764** .745** 0.573 .692** .606* .829** .719** .804** .863**
‘07 0.573 .645* .782** .627* 0.483 .604* 0.456 .756** .680** .819** .875** .917**
‘09 .645* 0.536 .736** 0.509 0.559 .637* 0.382 .785** .736** .835** .823** .902** .833**
‘10 0.391 0.555

0.6

0.509 .678* .747** 0.494 .845** .750** .821** .859** .874** .867** .927**

‘11 .664* 0.564 .609* 0.591 .580* .670* 0.391 .806** .717** .770** .803** .818** .805** .905** .955**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Ⅲ-6>는 수능 점수에 따른 학교 순위의 연도간 서열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진한색의 칸은 인접년도 간 상관계수이며 이
값이 높을수록 인접년도 사이에서는 학교 간의 상대적 위치인 순위 변동이
적다는 것이다. 표의 내용을 보면 1995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의 상관
계수는 낮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지 않는데 이 시기는 'ㄹ자 방식'추첨
제도 배정시기와도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1999학년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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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이전의 인접년도인 1997-1998년도의 상관계수에 비해서 2배로 커지
고 동시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1997
학년도의 학교 순위와 1998학년도는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르
지만 1998학년도 학교 순위와 1999학년도 학교 순위는 선형관계를 가질 정
도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1999학년도는 선지원후추첨제도가 도입된 첫 해
이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2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범실
시에도 불구하고 이전년도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
교를 지원할 때 기존의 학교 순위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2011학년도까지 인접년도 간의 상관계수는 해석상의 표현16)을 참고하면 상
관이 있고 대부분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게 나
타난다.
서열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부터 연도별 학교 순위
의 변동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접년도뿐만 아닌 2002학년
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상호간의 모든 학년도에 대한 상관계수는 .6 이상
을 유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 간에 순위 변동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신설고가 계속해서 설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학교들이 기존에 갖고 있
는 학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선택제
이후부터 학력이 높은 학교는 계속해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학력이 낮은
학교는 계속해서 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해가 거듭되어도
각 학교들이 본교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서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16) 상관계수의 해석의 보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윤영선(2000). 상관분석. 교육과학사)
상관계수 범위
.00 .20
.20- .40
.40- .60
.60- .80
.80- 1.00

상관관계의 언어적 표현
상관이 거의 없다.
상관이 낮다.
상관이 있다.
상관이 높다.
상관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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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후추첨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 간의 입학생들의 학력에 있어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선호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고
자연스럽게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지원할 확률이 커지지만 비선호학
교에 대해서는 정원에 미달하는 지원자 수로 인해서 추첨 없이 지원자 정
원이 배정되면서 학교 간의 입학생들의 학력이 이질화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교육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선호학교는 고등학교 단계
에서는 입시명문학교일 것이다. 즉 학생들을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낼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잘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내
는 능력’을 일단 획득하면, 그 이후로는 선지원후추첨제도를 통해서 학력이
높은 학생들을 배정받게 되면서 높은 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다른 평준화 지역과 다르게 100% 학생의 지원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 간의 학력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
성이 크다.
이러한 선지원후추첨제도 아래에서의 나타나는 학교 간의 차이는 공정
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선발방식에서는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을 통해서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첨배정방식에서는 성적이
온전히 반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적과 추첨에 따라서 학교에
배정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첨은 그 결과가 고르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루어져야만 모두에게 공정한 것이다.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는 가운
데서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받는다면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
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와 서열화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 서열화의 또 다른 문제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보이지 않는 입시
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알려진 학교 서열화의 기준에 따라서 본인
의 성적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상위권 학교로 지원하게 되고 성적이 낮은 학생은 하위권 학교로 지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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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시의 중학교 교사들은 진학을 지도할 때 학교 선
택 기준을 통학여건 다음으로 내신성적관리, 대학진학결과 순으로 중요하
게 여기고 있었다(강영혜, 2011). 따라서 추첨배정일지라도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하고 진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학교 내
내 보이지 않는 입시를 위해 성적 관리에 힘써야 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부
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수원시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간 학력격차 변화 및 그 특징
을 살펴보았다. 첫째, 17년 간 수원시 일반고의 학력 추이는 전국에 비해서
그 하락폭이 더 크다. 수원시의 전문계고 진학률 감소로 인한 일반고 진학
률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재수생의 성적 강세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
째, 설립유형이나 구역에 따른 학교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5학년도 이전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학교(기존고)가 신설고보다 학력이
대체로 높은 학력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 분산성
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학교분산성에 영향을 준 변인은 신설고 수의
증가와 배정방식의 변화였으며, 그 중에서 배정방식에 있어서 학교선택제
인 선지원후추첨제 도입 이후에 학교분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신설고 수를 통제하고 나서도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에 학교
분산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에 학교
서열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열상관분석을 통해서 인접년도 간 학
교 순위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내신성적
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면서 이로
인해 입학당시부터 차이가 난 학교 간의 학력은 수능점수로까지 이어졌고
해가 거듭될수록 학교 간의 순위 변동이 적어지면서 학교 서열화가 현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장에서는 17년 간 수원시 학교 간 격차의 특징과 학교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Ⅳ장에서는 17년 간 수원시 일반고등학교
내 격차 변화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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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 내 학력격차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학교 간 차이보다는 학교 내
차이가 전체 모집단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성식(1999)의 연구에서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학교 간에 존재하
는 차이를 학교 내, 지역 간 또는 공사립학교 간으로 변화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에 최근에 학교선택제가 도입되고 나서 학교 간
의 학력격차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김학한(2011)은
2010학년도에 서울시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후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교 간에 입학생들의 성적차이가 나면서 학교 서열화가 가
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과 하위권인 학생이 선
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각각 집중되는 양상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는 평준
화 지역에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학교 간 학력격차 현상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1996학년도부터 학교선택제인 선지원후추
첨제도를 도입하고, 2002학년도에 복수구역이 설치되면서 2단계 배정으로
변경한 수원시의 경우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간 학력 및 학교 내 학
생들의 학력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학교
내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통해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고 나서 학교의 학력
변화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힐 것이다.

1. 배정시기별 학교 점수 분포
학교별로 학교 내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능 자료의 최근 학년도 및
배정방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세 시기를 별도로 선정하여 각 시기별 학교
내 점수를 상자도표(box plot)으로 나타내었다. 상자도표는 집단 내에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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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주는데 용이하다.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
기인 1995학년도, 선지원후추첨제도가 적용된 시기인 2000학년도, 복수 구
역이 설치되어 선지원후추첨 및 2단계제도를 적용한 2006학년도 그리고 최
근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1학년도를 살펴볼 대표학년도로 선정하였
다. 여기서 선지원후추첨제도의 도입으로 처음 입학한 학생의 수능 점수는
1999학년에 나타나나 첫 해에는 시범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2000학년도를
볼 것이다. 또한 복수구역이 처음 설치된 해는 2002학년도였으나 학군 내
배정을 70%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이듬해부터 현재의 방식인
50%을 채택했기 때문에 2003학년도 입학생의 수능 점수인 2006학년도를
볼 것이다.
따라서 1995학년도는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 2000학년도는 선지
원후추첨제도 배정시기, 2006학년도는 선지원후추첨 및 2단계제도 배정시
기 그리고 최근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1학년도로 총 4개년의 학교 내
점수 분포를 각각 상자도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시기별 학교 내 성적 분포
확인 및 학교 간의 비교도 가능하며 4개 도표를 시계열적으로의 변화 양상
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에서 상자도표의 연한 직사각형의 윗변은 75백분
위 값, 진한 직사각형의 아랫변은 25백분위 값, 두 직사각형이 만나는 변은
중앙값이며 상자의 높이는 사분위간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로 학교
의 중앙 50%학생들의 성적분포를 설명한다.
상자 도표의 최고점, 최저점, 상자의 높이인 사분위간 범위를 통해서 학
교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전체 수능 응시생 점수를 NCE값을 산출했기 때
문에 학교 내에서 99점과 1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수능 점수 전체를 기준으
로 학력이 가장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수원시의 개별학교 내에서 발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분위간 범위가 클수록 학교 내 75백분위와 25백
분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점수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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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2011학년도 학교별 수능 점수 분포
[그림Ⅳ-1]은 최근 수능자료인 2011학년도 학교별 점수분포를 상자도표
로 나타낸 것이다. Ⅲ장에서 언급한대로 학교 간 격차가 눈에 띄게 나타난
다. 우선 학교 간의 중앙값을 비교해보면 최대 20점이나 차이가 난다. 중앙
값이 가장 높은 A고는 58.89점으로 가장 낮은 R고의 37.33점과 무려 21.56
점 차이가 난다. 또한 R고의 75백분위 값은 A고의 중앙값보다도 낮게 나
타나면서 학교 간의 학력격차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중앙값을 55점 이상,
50점 이상 55점 미만, 50점 미만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분류하면
55점 이상인 학교는 8개교, 50점 이상 55점 미안인 학교는 10개교, 50점 미
만인 학교는 7개교가 나온다. 따라서 중앙값을 가지고 상위권 학교군, 중위
권 학교군, 하위권 학교군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분
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상위권 학교는 75백분위 값과 25백
분위 값이 모두 높게 형성되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하위권 학교는 75백분위 및 25백분위 값도 낮고 최고점도 나타나지
않아 학력이 낮은 경향으로 보인다. 75백분위 값이 가장 높은 A, C, I, K
고 중에서 A, C, K고는 사분위간 범위가 20점 전후에 있어서 학교 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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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중에서 I고는 25점을 넘을 정도로 학교 내 격
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학력이 높은 학교가 반드시 학교 내 격차가 적은 것
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생긴 U, V, W, X, Y고
의 경우 사분위간 범위가 25점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서 신설고일수록 학교
내에서 학력격차가 큰 편이다.
이렇게 2011학년도의 학교 내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중앙값을 통해서
상위권 학교, 중위권 학교, 하위권 학교로 그룹화 할 수 있으며 상위권 학
교가 75백분위와 25백분위 값 모두 높으나 하위권 학교는 75백분위와 25백
분위 값 모두 낮게 나타난다. 학력이 높은 학교가 학교 내 격차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나 신설고일수록 학교 내 격차가 큰 편으로 확인된다.

1)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

[그림Ⅳ-2] 1995학년도 학교별 수능 점수 분포
[그림Ⅳ-2]는 'ㄹ자 방식'추첨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점수인 1995
학년도 학교별 점수분포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2011학년도는 모든
학교에서 최저점은 나타나고 최고점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1995학년도
는 이와 반대 현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학교에서 최고점 99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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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최저점은 11개교 중에서 5개교에서만 나타난다. 중앙값은 모든
학교가 60점 초반에 형성되어 있어서 학교별 상자도표의 위치가 나란한 편
이다. 중앙값이 높은 학교일수록 75백분위 값은 높으며 학교 간 비슷하게
나타난다. 사분위간 범위가 가장 좁은 학교는 E고로 17.74점이며, 가장 넓
은 학교는 I고가 21.45점이고 대부분 20점대 전후로 학교 간에 비슷한 범
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최고점이 발견되고 2011
학년도에 비해서 중앙값도 높으며 모든 학교가 비슷한 중앙값을 가지는 것
으로 보아서 모든 학교의 학력이 2011학년도에 비해서 높으며 학교 간 차
이도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매년 평균 50을 가져야하는 NCE점수를
고려할 때 일반고 재학생의 학력이 재수생에 비해서 학력이 높았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선지원후추첨제도 시기

[그림Ⅳ-3] 2000학년도 학교별 수능 점수 분포
[그림Ⅳ-3]은 학교선택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7학년도의 입학생들의
수능점수인 2000학년도 학교별 점수분포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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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학년도에 비해서 학교 간에 중앙값이 차이가 나면서 상자도표가 나란
히 배열되지 않는다. 중앙값은 가장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점수차이가
약 24.5점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로 신설고인 M고
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이다. 1995학년도에 모든 학교의
중앙값이 60점을 넘겼던 것에 비해 2000학년도에는 13개교 중에서 8개교만
이 60점을 넘기고 있다. M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최고점 99점을 가
지고 있으며 13개교 중에서 7개교에 최저점 1점이 나타난다. 사분위간 범
위가 가장 좁은 학교는 M고로 11.11점이며 가장 넓은 학교는 D고가 20.91
점으로 학교마다 사분위간 범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신설고인
M고의 경우 각 사분위값이 다른 학교들보다 20점 이상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력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현저히 낮
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내 격차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다. 이
시기는 1995학년도에 비해서 학교 간 학력격차의 약간 증가하였으나 점수
를 기분으로 학교군을 나눌 정도는 아니나 신설고가 매우 낮은 점수로 진
입하면서 학력이 낮은 학교가 변별되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선지원후추첨 및 2단계제도 배정시기
[그림Ⅳ-4]는 2006학년도 학교별 수능 점수 분포로 선지원후추첨에서 학
군 내 배정과 구역 내 배정의 2단계로 배정받은 학생들의 학교별 점수 분
포이다. 2000학년도에 비해서 학교 간에 중앙값이 다르면서 상자 위치가
고르지 못하다. 중앙값이 60점이 넘는 학교가 단 1개교도 없을 정도로 전
반적인 학력이 하락하였으며, 중앙값이 가장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차
이는 약 16.05점 정도로 학교 간 격차도 늘어났다. 중앙값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변별되기 시작하는데 중앙값이 55점이 이상인 학교가 5개교,
50점 이상인 학교가 6개교, 50점 이하가 9개교로 나타난다. 사분위간 범위
를 보면 가장 좁은 학교는 A고로 17.91점이며 가장 넓은 학교는 I고로
26.74점으로 2000학년도에 비해 각 학교의 사분위간 범위도 넓어져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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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학년도는 전체 20개교 중에서 최
고점 99점이 발견되지 않는 학교가 3개교, 최저점 1점이 발견되는 학교는
무려 12개교로 나타날 정도로 학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C, L고의 경우는 3
사분위 값이 70전후로 형성될 정도로 학력이 높은 학교로 나타난다.

[그림Ⅳ-4] 2006학년도 학교별 수능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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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 1995, 2000, 2006, 2011학년도 학교별 수능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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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는 4개년도 상자도표를 빠른 시간순서대로 나열해서 비교한
그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 간에 중앙값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사분위
간 범위도 점점 넓어지면서 학교 간 격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1995학년도는 중앙값이 비슷하였으나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인 2000학
년도부터 신설고의 중앙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면서 학력이 낮은 학교가 나
타난다. 2006학년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력이 높은 학교들도 나타나면
서 학력이 높고 낮은 학교 모두 변별된다. 2011학년도는 중앙값을 세 구간
으로 나누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학교군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며 학교 서열화 현상이 보인다. 이를 통해 ‘ㄹ자 방
식’추첨제도 배정시기인 1995학년도에는 학교 간 학력격차가 크게 드러나
지 않았지만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로 갈수록 학교 간 학력격차와 학교
내의 학력격차도 함께 늘어나면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점점
뚜렷이 변별되고 있었다. 특히, 신설고라는 물리적 변화로 인해서 학력이
높은 학교보다 학력이 낮은 학교가 먼저 변별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신설
고에 대한 학력 정보의 부재로 학교를 지원을 꺼려하면서 설립 초기에는
입학생들의 학력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내 최고점과 최저점이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고 재학생의 학력 이
재수생들보다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1995학년도에 모든 학교에서 최
고점이 발견되지만, 2011학년도에 모든 학교에서 최고점이 아닌 최저점이
발견되면서 수원시 일반고 학력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재수생들의 학력이 재학생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Ⅱ장에서 보았듯이 전문계고 진학률이 낮아지
고 일반고 진학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전문계고에 진학할 성적의 학
생이 일반고로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일반고 재학생 학력이 낮아졌기 때
문이다. 반면에 재수생은 학력 향상을 기대하는 선택적 수험생이기 때문에
갈수록 학력이 높은 학생들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계고 진학률이
낮아지고 일반고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재수생에 비해서 일반고
재학생의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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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별 상/하위 20%점수의 ‘차이점수’
앞 절에서는 상자도표를 통해서 학교 내의 성적분포를 배정시기별로 살
펴보고 학교 내 격차 및 학교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각 학교의 학교 내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점수와 그 차이를 통해
서 학교 내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림Ⅳ-6] 17년 간 학교별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의 ‘차이점수’
[그림Ⅳ-6]은 지난 17년 간 각 학교별로 상위 20%의 평균 점수에서 하
위 20%의 평균 점수를 차감한 것이며 이를 ‘차이점수’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차이점수’는 학교 내 상위권 학력과 하위권 학력의 차이를 보여주며
점수가 커질수록 학교 내 격차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학교선택제가 본격
적으로 도입되는 2000학년도 이전까지는 그래프는 비슷한 점수대에서 고저
를 반복하다가 그 이후 2004학년도의 일시적 감소현상을 제외하고는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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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5학년도 ‘차이점수’의 최고점은 D고로
47.38점이었고 최저점은 A고로 37.82점이었으나, 2011학년도 ‘차이점수’의
최고점은 O고로 55.15점이며 최저점은 A고로 40.84점으로 지난 17년 간 모
든 학교에서 학교 내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차이점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7년
간 ‘차이점수’가 계속해서 낮았던 A와 F고가 여자고등학교라는 점이다. 여
학교라서 나타나는 특징이 학교 내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이 높다. 둘째, 학교 학력이 높은 학교가 반드시 학교 내 격차가 적은
것은 아니다. 앞에서 17년 내내 상위권 학력이었던 C고의 경우 2001학년도
부터 2004학년도까지 높은 ‘차이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학교
의 학력이 높다고 학교 내 모든 학생의 학력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하위
20%점수를 각각 [그림Ⅳ-7]와 [그림Ⅳ-8]에 제시하였다.

[그림Ⅳ-7] 17년 간 학교별 상위 20%의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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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17년 간 학교별 하위 20%의 평균 점수
[그림Ⅳ-7]과 [그림 Ⅳ-8]을 통해서 17년간 상위 20%점수와 하위 20%
점수를 비교할 수 있다. 지난 17년 간 전체적으로 상하위권 점수 모두 하
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위권보다 하위권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상위 20%점수보다 하위 20%점수에서 학교 간의 최고점과 최저점
의 차이가 더 크다. 따라서 학교 내 및 학교 간 격차가 커진 이유는 상하
위권모두에서 나타나나 그 중에서 하위권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볼 수 있
다. 특징적인 점은 2000-2001학년도에 새로 진입한 M, N, O, P학교의 점
수의 경우 상위 20%점수에서 기존 학교들에 비해서 10~20점정도 낮게 나
타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신설고의 경우에는 처음 수능점수에 진입할
때 학력이 낮은 주된 이유를 하위권보다는 상위권점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확인된 ‘차이점수’가 낮은 학교인 A와 F고를 자세하게 살펴보았
다. 상하위 20%점수를 살펴보면 하위 20%점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교인 A와 F고는 지난 17년 간 상위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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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중상위권에 해당되나 하위 20%점수에서는 줄곧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여학교의 학교 내 격차가 적은 이유 중 하
나는 하위권 학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기 때문이며 이것은 여학교의 학
력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Ⅳ-9] 17년 간 연도별 상하위 20%점수 및 '차이점수'
[그림Ⅳ-9]는 17년 간 학교별 상하위 20%의 점수와 ‘차이점수’를 연도별
로 평균을 내서 나타낸 것이며, 표식이 없는 선은 ‘차이점수’의 연도별 평
균을 나타낸다. 학교선택제가 도입한 후인 2001학년도부터 ‘차이점수’가 점
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하위 20%성적에 있어서는 상위
20%의 성적은 학교선택제 도입이후에 잠깐 하락하고 나서는 계속 그 상태
를 유지하지만 하위 20%의 성적은 학교선택제 도입이후부터 꾸준히 하락
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 학교 내 학력격차의 증가 및 전반적인 학력의
하락현상은 상위권 점수의 하락보다 하위권 점수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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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년 간 수원시의 상하위 20%점수 및 그 ‘차이점수’의 추이를 종
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교에서 ‘차이점수’는 증
가하면서 학교 내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상하위권
점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하위권의 하락폭이 더 컸고 이는 ‘차이점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신설고가 처음 수능점수를 나타나는 경우에 상위권
점수에서 기존고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설고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상하위권 학생의 점수가 모두 낮은 가운데서 특히 상위권 점수가 다른 학
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17년 간
‘차이점수’가 줄곧 적었던 2개 학교는 모두 여자고등학교였다. 이들 학교는
하위권 학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게 유지해서 학교 내 격차가 적게 나타
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하위권 학력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정도 유지되는 여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수원시 상/하위 10%학력의 학교별 분포 비율
앞 절에서는 학교 내 상하위권의 평균 점수를 통해 학교 간의 상하위권
학력의 정도는 알 수 있었으나 학력이 높은 학생 혹은 낮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역의 상하위권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특정학교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해당년도 수원시의
상하위 10%학력의 학생을 추출하고 이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몇 명 있는
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확인된 학생 수를 당시 해당 학교의 수능시험의 응
시인원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별로 몇%의 학생
이 수원시 전체의 상하위 10%학력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1절의 상자
도표를 제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 시기별 특징 및 시계열적인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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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교 간 격차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Ⅵ-10] 2011학년도 학교별 상하위 10%학력의 학생 비율
[그림Ⅵ-10]은 2011학년도 각 구역별 학교별 상하위 10%학력의 학생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하위 10%학력의 비율이 높은 학교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하여 각 구역별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왼쪽 막대는 하위
10%학력의 학생의 학교 내 비율(이하 하위 10%비율)이고, 오른쪽 막대는
상위 10%학력의 학생의 학교 내 비율(이하 상위 10%비율)이다. Ⅲ장에서
밝혔던 수능 점수가 낮은 학교와 위의 그림에서 하위 10%비율이 높은 학
교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위 10%비율이 높은 M, V, R, Y의 4개
교가 2011학년도의 수능 점수가 가장 낮은 학교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마
찬가지로 상위 10%비율이 높은 상위 4개 학교 K, I, C, A고는 수능 점수
가 가장 높은 4개 학교 K, A, C, N고와 비교하면 1개교를 제외하고 동일
하다. 구역별로 하위 10%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정렬한 결과 하위 10%비
율이 높은 학교가 대체로 상위 10%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
다. 상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인 A고는 그 비율이 하위 10%비율의
약 7.6배이며, 하위 10%비율이 높은 학교인 M고는 그 비율이 상위 10%비
율의 약 7.2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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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상위 10%비율이 하위 10%비율보다 높은 학교는 수능 점
수도 대체로 높으며, 대부분 기존고들이 이러한 학력 성취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비율이 하위 10%비율보다 높은 학교는 12개교로 이 중에서 9개
교는 1995학년도부터 존재했던 기존고이다. 그리고 나머지 3개교는 1995학
년도에 이후에 설립된 신설고 L, N, S고이다. 신설고 3개교 중에서 상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N고는 Ⅲ장에서 설명했듯이 지난 17년 간 전체 학
교에서 학력 향상을 가장 크게 보여준 학교이다.
각 구역별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고르게 발견된다. 상위
10%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6개 학교 A, B, C, I, K, N고 중에서 A, B, C고
는 1구역에 속하고 I, K, N고는 2구역에 속하는 학교이다. 마찬가지로 하
위 10%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M, R, U, V, X, Y고 중에서 M, U, V고는 1
구역에, R, X, Y고는 2구역에 속하는 학교이다. 학교 정원의 50%를 구역
내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변
별된다. 2011학년도 수원시에서 상위 10%의 비율이 가장 높은 3개교 중에
서 2개교가 영통구에 속해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영통구는 현재 수원의
교육특구17)로 지정되어있는 곳이다.
따라서 2011학년도는 구역 내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변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 하위
10%성적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 수능 점수는 낮고 상위 10%비율이 높을수
록 학교 수능 점수는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상위
10%비율과 하위 10%비율이 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변별되었는데 높은 학교는 대부분 기존고로 확인된다. 수원시
전체 상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와 하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각 구역에 3개씩 고르게 분포되어서 구역 간의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17) 수원시청. 2012년 수원도시관리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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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ㄹ자 방식'추첨제도 배정시기

[그림Ⅵ-11] 1995학년도 학교별 상하위 10%학력의 학생 비율
[그림Ⅵ-11]은 1995학년도 학교별 상하위 10%비율을 현재 구역에 따라
서 임의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2011학년도와 다르게 하위 10%비율이 가
장 높은 G, D고가 상위 10%비율이 반드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다. 다만 상위 10%비율이 높은 B, C고는 하위 10%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나는 것은 발견된다. 학교 내에서 상위 10%비율과 하위 10%의 비율의 차
이도 그리 크지 않다. 하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G고는 1.5배이고 상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C고는 그 비율이 하위 10%비율 2.3배이며 C고가 그
나마 상하위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학교이다. 이 시기는 ‘ㄹ자 방식’추첨
제도 배정시기로 학교 간의 학력 분포가 비교적 균등한 편이며 상위 10%
비율이 각 학교별로 7%~17%사이에 있으며 하위 10%비율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별로 6%~14%사이에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상하위 10%분포 비
율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학교 간에도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군이 구역으로 분리되기 이전 시기이지만 현재의 구역을 고려해서 학
교를 구별해서 보았다. 구역별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특정되
어 있지 않다. 상위 10%비율이 하위 10%비율보다 높은 학교는 단 2개교
에 불과하며 모두 현재 1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1구역이 2구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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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대체적으로 높은데 교육특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2구역의 영통구가
설치되기 전이라서 2구역 학력이 1구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라고 고려된
다.
따라서 1995학년도는 아직 학교선택제가 도입되지 않은 시기로 학교 간
학력 분포가 균등한 편이다. 당시 11개교 중에서 2개교만 다른 학교에 비
해서 학력이 높은 경향이 보이나 학교 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현재
의 구역을 고려해서 구역별로 볼 때 학력이 높은 2개교가 1구역에 속해있
어서 이 구역의 학교들의 학력이 약간 높은 경향이지만 특별하게 구역 내
에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변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선지원후추첨제도 배정시기

[그림Ⅳ-12] 2000학년도 학교별 상하위 10%학력의 학생 비율
[그림Ⅳ-12]는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후인 2000학년도의 학교별 상하위
10%비율을 현재의 구역에 따라 임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위 10%비율
이 상위 10%비율보다 높은 학교가 5개교나 나타난다. 특히 M고는 2000학
년도에 처음 수능점수가 나타나는 신설고로 학생 2명당 1명이 하위 10%에
해당할 정도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학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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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교에서 하위 10%비율과 상위 10%비율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기
시작한다. C고와 A고의 경우 상위 10%비율이 가장 높으며 하위 10%비율
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하위 10%비율이 57.1%로 가장 높은 학교인 M고
의 상위 10%비율이 0.2%에 불과하며 G고 역시 하위 10%비율이 두 번째
로 높으면서 상위 10%비율이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하위 10%비율이
높은 학교가 상위 10%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학군이 나누어지기 이전이지만 하위 10%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특정구
역에 몰린 현상이 발견된다. 상위 10%비율에서는 학교 간 차이가 크지 않
고 구역 간의 차이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위 10%비율이 높은 6개
학교인 M, G, B, D, I, K고 중에서 B, G, M고는 1구역에, D, I, K고는 2
구역에 속하는 학교이다. 하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3개교 모두 현재의 1
구역에 해당하는 학교로 발견된다. 따라서 1995학년도와 달리 1구역보다 2
구역의 학력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2구역의 영통구의
전신인 영통동 일대에서 신도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선택제가 도입되고 나서 신설된 학교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면서 학력이 높은 학교보다 낮은 학교가 먼저 변별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신설고는 학교 학력에 대한 기존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영통신도시 개발로 5년 전과
다르게 2구역이 1구역에 상위 10%학력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많아진 것으
로 확인되면서 도시개발이 지역의 학력 향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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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지원후추첨 및 2단계제도 배정시기

[그림Ⅳ-13] 2006학년도 학교별 상하위 10%학력의 학생 비율
[그림Ⅳ-13]은 학군이 분리되면서 2단계 배정이 적용된 입학생의 수능
점수이며 구역별로 하위 10%비율이 높은 학교 순으로 나열한 그림이다.
하위 10%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상위 10%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나 상위 10%비율이 높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10%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학교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구역의 B고와 2구역의 I고로 두
학교 모두 상위 비율이 하위 비율의 약 1.3배이다.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학교가 반드시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지 않아서 비록
상위권 학력이 높지만 학교 내 격차도 큰 학교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절
의 2006학년도 학교별 성적 분포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그림에서도 I고가 4
분위 간 범위가 가장 큰 학교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도 상위 10%비율과 하위 10%의 비율의 차이가 커
지기면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변별되고 있다. 하위 10%비율
이 가장 높은 4개교 M, G, R, O는 학교 수능 점수에도 낮은 편에 속했으
며 상위 10%비율이 높은 4개교 C, L, K, I개교는 학교 수능 점수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다. 이들 학교의 구역 별 분포는 하위 10%비율이 가장 낮
은 학교는 각 구역별로 2개교가 있고, 상위 10%비율 가장 높은 학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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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C고가 있고 나머지는 2구역에 있으나 C학교의 상위 10%비율이 전
체 학교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역별로 상위 10%비율이 비
교적 고르다고 할 수 있다. 상위 10%비율이 하위 10%비율보다 높은 학교
는 20개교 중에서 12개교로 L, Q, S 고를 제외한 9개교는 모두 기존고이
다. 기존고중에서 상위 10%비율이 하위 10%비율보다 낮은 학교인 G와 D
고는 학교 수능 점수에서 17년간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학교이다.
2006학년도는 학교 내 상위 10%비율과 하위 10%의 비율에 따라서 구
역별로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를 모두 변별할 수 있다. 그리고 학
군분리로 인하여 복수구역 설치되면서 정원의 50%를 구역 내에서만 배정
하게 함으로써 구역 간 학력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구역 내에서 학력이 높
은 학교와 낮은 학교는 변별된다. 복수구역 설치 초기에 이러한 변별이 바
로 나타난다는 것은 구역이 분리 이전에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
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시에는 구역 분리를 할 때
그 기준을 행정구역이 아닌 정원수용률과 선호학교의 고른 분포를 고려해
서 북부와 남부를 임의로 설정했다(김흥주 외, 2002)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학교선택제를 도입한 이후에 학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가 변별
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학년도에 복수구역 설치로 구역 내에서 학력이 높
고 낮은 학교가 뚜렷하게 변별되면서 학교 간의 학력격차가 늘어나고 이것
이 지속되면서 학교 서열화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7년 간 수원시 일반고 학력을 학교 내 상하위 10%성적의 분포비
율로 보았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 내 상위 10%의 비율과 하위 10%
의 비율이 점점 부적인 분포 현상을 보이면서 학력이 낮은 학교와 높은 학
교가 변별되었다. 학교선택제가 도입하고 나서 신설고에 하위 10%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학력이 낮은 학교가 먼저 변별되기 시작했다. 2002학년도
에 구역 내 배정이 실시되면서 학력이 높고 낮은 학교가 각 구역별로 나타
났다. 최근 학년도인 2011학년도를 보면 상위 10%비율과 하위 10%비율의
부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교가 학력을 따라 서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7년 간 이를 통해 학교 간 격차도 증가했지만 모든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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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격차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6학년도와 2011학년도를 보면 I고와 N고가 상위 10%비율이 높게 나
타나면서 하위 10%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상위권과 하위권학생의 비율이
모두 높은 학교가 나타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Ⅲ장에서 I고
와 N고의 수능 점수가 상위권이었던 점을 상기할 때 학교 학력이 높아도
학교 내에서 하위권 학생이 많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시명문고에만 진학
하면 학력이 높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맹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원시라는 지역적인 상황에 비추어 발견된 특징적인 점은 영통신도시의
개발이 학교 학력에 영향을 준 것이다. 1995학년도에는 현재 1구역에 속한
학교의 학력이 높았으나 2000학년도에는 현재 2구역에 속한 학교들의 학력
이 더 높아졌다. 그 이유는 2구역에 1990년대 후반에 현재 교육특구라고 불
리는 영통구 전신인 영통동 일대에 대기업이 들어서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이다. 17년 간 학교들 중에서 학력 향상이 가
장 컸던 N고도 영통구에 설립된 학교이며 2011학년도 상위 10%비율이 가장
높은 I고도 이 지역 속해 있다.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직장을 따라 사
회경제적인 배경이 높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주로 대기
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학력이 높으며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활발한 중
간 계층이다. 게다가 이러한 신도시는 학생인구 수도 많아서 훌륭한 교육환
경이 조성되기 쉽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교육환경 및 자녀의 교육지원이 활
발한 중산층 계층이 집중으로 이들 지역 학교 학력이 타지역에 비해 높아졌
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분당, 일산과 같은 신도시를 들 수 있다.
중산층 계층을 중간계급이라고 본다면 중간계급이 자녀 교육에 대한 지
원이 높다는 것을 신명호(2011)는 중간계급이 하층계급에 비해 교육적 가
치를 높게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학업을 통해 성공할 확률이 중상
층이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간계급은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다. 또한 그는 브린(R, Breen)과 골드소프(J. H.
Goldthorpe)의 가설을 제시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성공 확률과 경제자원이
라는 변수를 통제하고도 계급마다 교육지원에 대한 결정이 차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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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차이는 중간계급이보다 하층계급보다 하강 이동의 위험이 상대적
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계급에 따라 하강 이동의 위험이 다르게
작용하는 기제를 “다음 세대에서도 현재의 계급수준을 유지하려는 욕망”에
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Breen and Yaish, 2006: 242).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육현상의 한 단면을 설명해주는데 용이하다. 학
군이 좋다고 알려진 지역이나 학원들로 밀집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경제적배경이 높은 중간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 대
표적인 예로 강남 8학군 지역을 들 수 있다.
Ⅳ장에서는 수원시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내 점수분포를 통해서 학교 간
및 내의 학력격차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배정시기별로 각 학교의
상자도표를 본 결과, 학교선택제 도입된 이후부터 학교 내의 학력격차도
늘어나고 이는 학교 간의 학력격차로 이어진다. 특히 신설고라는 물리적
변화로 인해 학교들 가운데서 학력이 낮은 학교가 먼저 변별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학교에서 중앙값이 낮아지고 최저점이 나타나는 학
교가 늘어나면서 학력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내 점수의 격
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별 상하위 20%점수 및 그 ‘차이점
수’를 본 결과, 17년 간 모든 학교에서 상하위권 점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하위권의 하락폭이 더 켰고 이는 ‘차이점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학교 내
학력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징적은 것은 신설고는 처음 수능
점수가 나타날 때는 상위권 점수가 매우 낮으며, 여고의 경우 하위권의 점
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배정시기별로 지역 내
상하위권 학력의 학생들의 학교별 분포를 본 결과, 학교선택제가 도입되고
나서 학교 내 상위 10%의 비율과 하위 10%의 비율이 점점 부적인 분포
현상을 보이면서 학력이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가 뚜렷하게 변별되었다.
그리고 2002학년도에 구역 내 배정이 실시되면서 구역별로 학력이 높고 낮
은 학교가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지역의 특수성이 학력에 영향을 주었
는데, 바로 영통신도시 개발로 중간계층의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2구역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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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원시의 지난 17년 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통해서 일
반고등학교의 학력격차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평준
화지역에서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에 학교 간 및 학교 내 학력의 변동추세
를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교육 수요자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
기 위해서 도입한 학교선택제가 개별학교의 학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
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1. 논의
1)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 학교 학력격차 변동 요인
‘5.31 교육개혁’은 고교 평준화정책이 교육 수요자의 학습선택권을 제한
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1996학년도부터 수원시에 추
첨으로 배정할지라도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선지원후추첨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학교 간에 입학
생 학력 차이의 발생이 야기되었고 이는 학교 간의 학력격차의 변화로 이
어졌다.
학력격차의 변화는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 간에서도 증가하였
고 학교 내에서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교선택제인 선지원후추첨제도가
학생과 학교가 특정한 반응을 하게 만든 것이다. 학생은 고교 진학할 때
학교의 학력을 지원 기준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학교를 평가하는 사회적인
기준이 재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의 결과로 보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학교들은 일부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지원을 해서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학력이 높은 학교가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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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이 학교에 대한 학생의 지원율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확률도 높아진다. 반면에 학력이 낮은 학교에는 지원율이 미달로
지원한 학생이 전원배정 되면서 학력의 전반적으로 낮을 확률이 높다.
수원시의 지역적 특수성도 학력격차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수원시는
다른 고교 평준화지역과 달리 100% 학생이 지원한 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추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전체 정원의 30~40%는 지원을 고
려하지 않고 통학 편의나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해서 학교 간의 입
학생의 학력차이를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수원시는 현재의 배정방식
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진
학인구는 증가하나 전문계고에 대한 진학 요구의 감소로 인하여 과거에 전
문계고에 진학할 성적의 학생들이 일반고로 진학하면서 학교 내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학력도 낮아지고, 상위권의 하락보다
하위권의 하락이 더 커지면서 학교 내 격차의 증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학교선택제 도입 이후에도 단일학군에서 2개의 구역
으로 분리되는 복수구역이 설치되면서 구역별로 학력이 높고 낮은 학교가
변별되고 유지되면서 학력에 따른 학교 서열화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영통구지역의 교육특구 지정은 학교 간 학력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영
통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중간계급의 인구의 유입으로 이 지역의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되면서 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가속화시킨 것이다.
학교선택제 도입이라는 배정방식이 변화가 지역적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학
교 간 및 학교 내 학력격차의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고교 평준화지역에서 학교선택제 도입 결과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대학교에 학
생들을 많이 진학시켜야 하는 사회적 각인이 형성되어 있다.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18)해서 명문대 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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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교육 자원
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내에서 차별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간 입학생의 차이가 가속
화되었다. 학생 선발배정지역에서는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학교에 가기 때
문에 학교 간 격차는 나타나지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력 분포는 동질
적이다. 반면에 평준화 지역과 같은 고등학교 추첨배정지역에서는 학교에
다양한 학력의 학생들을 고루 배정시키면서 학교 내 학력격차는 나타나지
만 학교 간의 학력격차는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첨배정지역에 학교선택
제가 도입되면서 학교 간의 학력 차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위권
학력의 학생들은 학력이 높다고 알려진 학교에 지원이 몰리고, 그 밖의 학
생들은 내신성적관리를 위해서 본인의 학력에 맞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향
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면 학교 간의 격차가
적어지고 학교 내의 격차는 커지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학교선택제가 도입
되고 부터는 이러한 학교와 학생의 대응방식 때문에 학교 내의 격차와 학
교 간의 격차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학교 간의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
점점 교육 수요자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학교선택제가 늘
어나는 추세이다. 이것은 평준화 지역의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
율형 공·사립고등학교과 같은 자율학교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모두가 공
정하게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수가 원하는 학교는 진학성적이 좋은 학교로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경쟁은 불가피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
18) 성적 순위에 따른 자리 배치 및 기숙사 이용, 명문대 진학반, 성적에 따른 각종 대회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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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학생마다 가정과 학교의 교육지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적인 맥락에서 학교선택제
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장
치를 마련해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제 아래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
공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신설
학교들의 학력이 낮은 경향이었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같은 교육
정책을 새로 설립될 학교에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학생들이 신설된 학교의
지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학교 내 격차의 증가를 줄이
기 위해서 학교 내 학력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고 활용해야 할 것이
다. 이 지표를 통해 학교가 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하위권 학생들의 학
력 신장에도 노력하도록 구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배
정을 위한 복수구역 설치 이후에도 학교 서열화가 고착화된다는 연구 결과
를 고려할 때, 일정비율 정도는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통학 편의를 도모하
고 학교 간 학력격차가 줄도록 성적을 고려한 학생 배정도 생각해볼 수 있
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6개 도시에서는 일정비율을 지원에 상관없이 지
리정보와 통학편의를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학교 간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성적등급별로 추첨배정을 하고 있
다.
고교 평준화정책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 주요 목적은 학교 간의 교육 및
학력의 평준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곧 이 정책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고유한 것으로 만들었고, 특히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논의에서 반드
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발생하면 문제점으로 간주하며 학교에 그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선택’이라는 행위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는 경쟁의 상황을
불러낼 수밖에 없다. 고교 평준화정책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선호하는 학교
가 한정된 가운데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면서 학교도 경쟁을 하고 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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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단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면 교
육수요자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도만 변경해서 문제
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결국에는 학교와 학생을 경쟁의 상태로 빠뜨려 버렸
다. 또한 학생들은 실질적 학습선택권을 제대로 부여받지도 못하고 학교에
서 학력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지원을 받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사
회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러
한 상황에서 학교 간 및 학교 내의 학력격차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학력으
로 인해 차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다
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오랜 기간 동안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 지역에 학교선택
가 도입되고 나서 학교의 학력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학
교선택제와 학력격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전문계고 진학수요의 감소 및 일반고 진학수요의 증가로 인해 수
원시의 일반고 학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과거에 전문계고 진학에 해
당하는 학력의 학생들이 현재는 일반계고로 진학하면서 일반고 학력 변화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낮은 학력의 학생유입은 학교 내의
학력격차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쳐서 학교 간에 학력격차가 더 뚜렷해졌을
것이다.
둘째, 학교선택제의 도입 이후에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신설된 학교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신설된 학교에 대한 정보 부
족으로 지원을 기피해서 기존고와 신설고에 대한 학력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선택제의 도입 이후에 학교 간의 학력격차는 증가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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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화로 이어졌다. 선호학교는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고 비선호학교는 정
원 미달로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교 간 입학생의 학력 차이가 나타났고 이
는 학교의 학력격차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학입시에 있어서
내신성적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
면서 학교 서열화 현상을 촉진시켰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학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학교선택제의 도입이후에
하위권의 학력 하락이 커지면서 학교 내 학력격차의 증가를 야기했다. 학
교들은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이고 선호학교가 되기 위해서 상위권 학생들
의 학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고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유입되는 가운데서 이러한 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지
원은 하위권 학력을 더 하락시켜 학교 내에서 학력격차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준화 지역에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 내 격차와 학
교 간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학교선택제가 도입되고 나
서 학교와 학생의 특정한 반응은 학교 간 학력격차를 다시 증가시킨 것이
다. 즉 학생은 학력이 높은 학교 혹은 본인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
며 학교는 학생들의 선호학교가 되기 위해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
인 교육지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의 차별적인 교
육지원이 학력이 낮은 학생의 일반고 유입과 맞물려 하위권 학력이 더 하
락하게 된다. 그 결과 학교 간 학력격차와 학교 내 학력격차가 동시에 발
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학교선택제의 도입 이후의 학교
의 학력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입학생들이 3년 후에 응시하는 대학수
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순히 배정방식의 변화에 따른 학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교별 입학생 성적이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
나 수능점수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고등학교의 중요한 교육목표인 대학진학
을 위해 필요한 점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점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결과물로, 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논의할 때 수능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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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능점수를 학교 학력으로 간주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받
은 학교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이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시점의 성적이 아닌 학교를 패
널로 해서 종단적인 성적 추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도별 학교 학력의
변화를 밝히면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학력격차의 변동만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평준화 지역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지역 간의 비교를 하면 학교선택제와 학력변동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17년간 학교 점수를 통해서
학력에 큰 변화를 겪은 학교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접근을 통해서 이들 학교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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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

11

5

시·도

서울

부산

-

89

-

◦1단계: 학교별 모집정원의 40%를 광역학군 1,2지망자중
추첨배정, 20%는 지역학군 1,2지망자 중 추첨배정
◦2단계: 1단계에서 미달된 경우 각각 제2지망자 중 추첨
배정
◦3단계: 학교별 모집정원의 40%는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
한 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참작하여 통합학군에 배정

◦1단계(단일학교군): 학교별 모집정원의 20%(중부60%)를
추첨배정
◦2단계(일반학교군):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별 모집정
원의 40%를 추첨배정
-추가추첨배정 : 1,2단계 배정 과정에서 지원자가 한 단
계는 정원을 초과하고, 다른 단계는 정원에 미달된 경
우 3단계 배정 이전에 지원자가 초과된 단계에서 탈락
된 학생들로 미달된 단계의 부족 정원만큼 추첨 배정
◦3단계(통합학교군): 1,2단계에서 추첨배정되지 않은 40%
(중부제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
원사항,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 내에서 추첨배정

배정방법

지원방법

◦1단계: 광역학군(부산시 전 지역)내 학교에
희망순위에 따라 각각 1,2지망 지원
◦2단계: 지역학군 내 학교에 희망순위에 따
라 각각 1,2지망 지원
-부산시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고등
학교와의 이중지원도 금지.

◦2단계(일반학교군) : 2개교 선택 지원
- 거주지 일반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 중
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하여 지망
순위별로 원서에 기재

◦1단계(단일학교군) : 2개교 선택 지원
- 서울시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하여 희망 순위별로 원서에 기재

<부록> 2013학년도 평준화지역 배정방법

*통합학군

*통합학교
군

특징

학교군

2

5

1

시·도

대구

인천

광주

-

◦1단계: 선지원추첨배정을 위한 2개교(자율
형공립고 및 과학중점교 1개교 포함시 3

◦1단계: 선지원추첨배정 단계로 학교별 정원 40%를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성적등급별 추첨 배정하며 미달 인원

90

◦지원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에 속한 전체 학교와 지원 가능한
공동학교군 내 전체 학교를 반드시 지원하
되, 학교 지망 순서는 학교군내 학교나 공
동학교군 내 학교에 관계없이 희망에 따라
지원자가 결정함

◦1단계: 지원자의 본인의 학교군(거주지학교군+해당공동
학교군)의 지망순위에 따라 해당학교의 모집정원만큼 추
첨배정
◦2단계: 2,3학교군 내 초과인원은 2·3공동학교군에 배정
하고, 그래도 초과인원은 1·2·3공동학교군에 추첨배정
◦3단계: 2학교군, 3학교군, 2·3학교군 정원초과 학생은
1·2·3공동학교군 내 각 학교의 정원을 감안하여 인원 할당

-

◦1단계 : 대구시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
개교를 희망순위에 의하여 지원(자율형 공
립고 포함)
◦2단계 : 해당 거주지 1, 2학군내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희망순위에 의하여 지원. 단,
거주지가 중구인 지원자는 2학군에 소속된
신명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행정구내에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
는 경우에는 타 학군에 소속된 조절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자율형 공립고 포함)

지원방법

◦1단계: 지원자의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정원의 20%
추첨배정
◦2단계: 지원자의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정원의 30%
추첨배정
◦3단계: 1,2단계에 추첨배정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통
학편의(대중교통 기준)와 1,2단계 지원사항 고려하여 추
첨배정
◦자율형공립고: 추첨배정일반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
하되,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를 배정하고,
3단계 배정 시 1, 2단계의 희망을 우선하여 배정

배정방법

*배정가능
고교

*공동학교
군

특징

학교군

1

5

시·도

대전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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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학교별 모집정원의 30%를 전체학군 지망 순위별
로 배정
◦2단계: 학교별 모집정원의 30%를 거주학군 지망 순위별
로 배정
◦3단계: 희망배정에서 탈락한 학생은 거주학군 및 인접학
군에서 평준화 배정
-제 1지망교 배정에서 일정한 배정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고등학교에 한하여 당해 학교를 제 2지망교로 지원한 자
중에서 미 충원인원만큼 추첨으로 배정

◦1단계: 학교별 정원의 60%는 지원학교 지망순위에 따라
추첨배정
◦2단계: 1단계로 정원 60%를 채우지 못한 학교에 2,3,4,5
지망자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전산배정
◦3단계: 학교별 정원의 40%은 고교평준화원칙에 따라 지
리정보를 활용하여 전산배정

은 후지원에서 보충
◦2단계: 후지원추첨배정 단계로 학교별 정원60% 지원순
서를 우선하여 성적등급별 추첨배정

배정방법

◦1단계: 전체 학군의 2개교를 희망순위에
따라 각각 1,2지망으로 지원
◦2단계: 학생의 거주학군의 2개교를 희망순
위에 따라 각각 1,2지망으로 지원

◦지원자는 희망 순위에 따라 대전 전체 학
교에 대해서 5개 학교(일반고교)를 복수
지원함(중복금지)

지망까지 지원가능) 반드시 지원
◦2단계: 후지원추첨배정을 위한 3~5개교 지원
- 후지원추첨배정 학교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에 의한 ‘배정 가능고교’ 중에서 선택해야함
- 모든 지원학교는 중복불가

지원방법

특징

학교군

8

3

1

시·도

경기
(수원
,성남,
안양
권,부
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
부)

강원
(춘천
,
강릉,
원주)

충북
(청주
)

내 배정단계로 지망순위에 따라 추첨배정
내 배정단계로 지망순위에 따라 추첨배정
학군 내 배정비율 및 구역 내 배정비율이
두 배정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함

-

92

-

◦1단계: 총정원제와 동점자 전원 합격에 의해 선발된 합
격자 중에서 학교별 모집정원 50%를 1지망, 30%를 2지
망, 10%를 3지망 학생으로, 5%를 4지망, 5%를 제5지망

-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학교별로 정원만큼 컴퓨터 추첨
으로 임의로 배정
- 학교군의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여 배정
- 남녀공학 학교의 남·여별 배정 인원은 학교군내 합격
자의 남·여별 비율에 따라 정함

◦1단계: 학군
◦2단계: 구역
- 학군마다
상이하나,

배정방법

◦학생의 지망 가능 학교는 4개교 이상으로
하며, 1개교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각 학교군 내에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임의로 배정

◦1단계: 학군 내에서 일정한 학교 수만큼
지망이 가능하며 그 수는 학군마다 상이함
◦2단계: 구역 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지망
을 해야하며 구역이 없는 학군은 해당사항
없음
- 지원자는 학군 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
위와 구역 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별도로 작성하여 지원함

지원방법

* 도내 타
평준화지
역 지원
불가

* 도내 타
평준화지
역 지원
불가

특징

학교군

3

3

시·도

전북
(전주
,
군산,
익산)

전남
(목포
,
여수,
순천)

-

93

-

◦1단계: 학교별로 정원(우선 배정자 포함)의 50%를 배정
◦2단계: 학교별로 정원의 30%를 배정
◦3단계: 학교별로 정원의 20%를 희망한 학교 순위에 따
라 배정
- 추첨배정은 성적에 관계없이 1, 2단계에서는 희망한 학
교에 대해 무작위 추첨배정하고, 3단계에서는 희망한 학
교 순위에 따라 무작위 추첨(컴퓨터에 의한 추첨)배정

◦1단계: 학교별 정원수를 1지망 지원자로 추첨배정
◦2단계: 정원 미달학교는 1지망 지원자 전원배정 후, 제1
지망 학교에 탈락된 학생 중 앞서 설명한 정원 미달학
교를 2지망으로 한 학생 중 추첨배정하고, 여기서도 미
달되었을 경우 탈락한 3지망 지원자 추첨배정하여 모든
지원자를 마지막 학교까지 추첨배정

순으로 무작위 추첨배정
◦2단계: 1단계 배정에서 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학
생은 미달 학교에 무작위 추첨배정하며, 거주지 인근 학
교 배정을 위해 학생의 희망 학교를 추가로 2개 학교
지망가능
◦3단계: 2단계까지 미배정 학생은 미달학교에 임의배정

배정방법

내 모든 학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함
남,여 12지망 순서대로 모두 지원
남,여 3지망 순서대로 모두 지원
남 3지망, 여 5지망 순서대로 모두

◦1단계: 학군 내에서 희망학교 1개교 지원
◦2단계: 1단계 지원학교를 제외하고 1개교
지원
◦3단계: 1,2단계 지원학교를 제외한 학교 모
두를 순위별로 지원
- 여수지역은 3단계에서 1,2단계 지원학교
중 1개교를 중복지원 가능

- 학군
◦전주:
◦군산:
◦익산:
지원

지원방법

* 도내 타
평준화지
역 지원
불가

* 도내 타
평준화지
역 지원
불가

특징

학교군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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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

경남
(창원
일부,
진주,
김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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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합격자를 남·여별로 석차 순에 따라 9개
로 나누고 학교별로 등급별 배정인원을 정함
- 등급별 배정인원 = 입학정원 × 등급비율
◦2단계: 각 등급별 1지망 학생수가 해당 등급의
원보다 초과될 때, 배정인원만큼 컴퓨터에 의해
추첨배정
◦3단계: 각 등급별 1지망 학생수가 해당 등급의

-

배정인

배정인
무작위

등급으

◦1단계: 학교별 정원의 100%까지 1지망자 학생으로 추첨
배정
◦2단계: 1단계의 정원 미달학교에 대해 미 배정자중 2지
망자 대상으로 추첨배정
◦3단계: 모든 지원자가 배정될 때까지 지원자의 희망 순
위를 고려해서 추첨배정

◦1단계: 1지망자를 대상으로 학교별 정원의 100%까지 추
첨배정
◦2단계: 1단계의 정원 미달학교에 대해 미 배정자중 2지
망자 대상으로 추첨배정하고 전원이 배정될 때까지 반
복해서 추첨배정

배정방법

◦지원자는 제주 전체 학교에 대해서 5개 학
교를 희망순위대로 지원 가능(중복지원 금
지)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희망순위대로 모두 지망

◦지원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망학교 순
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각각 다른 학교를
선택해야함

지원방법

*등급별
배정인원

특징

학교군

원보다 미달될 때, 1지망자 우선 배정하고, 부족인원에 대
해서 1지망 학교에 미배정된 학생 중 2,3,4,5지망 순으로
추첨배정

배정방법

지원방법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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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교군: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일반학교군과 인접하고 있는 일반학교군을 통합한 광역의 학교군을 말한다.
*공동학교군: 평준화 초기 시행 당시, 선호 학교 및 미달 학교(구도심의 학교)를 모아서 만든 학교군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거나 미달 학교에
대한 학생 배정을 위해서 임의로 만든 학군이다.
*배정가능고교: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통학거리, 통학여건, 환승여부, 버스노선을 고려해서 배정가능고교 설정하며, 학생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자신의 배정가능고교를 확인할 수 있다.
*도내 타평준화지역 배정불가: 도 내에서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이 타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원이 불가하다.

시·도

Abstract

The adoption of school choice system
and the trends of academic
achievement gap : the case of
Suwon-City
Bae, Jung-Hyun
Department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 gap of educational background
exists between high schools and within high schools after introducing
the school choice system in the high school affected by th equalization
policy. This study is also to clarify if there are fluctuant trends
through the grade analysis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over
the past 17 years.

For the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Suwon-City because it is
easy

to

compare

the

educational

background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the school choice for this particular city. Suwo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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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in 1979 and has
conducted it since; the school choi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96.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three examining steps are set up.
First, research is conducted to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nd that of general high schools in
Suwon-City.

Second,

the

study

examines

fluctuant

trends

of

educational background among schools after introducing the school
choice system. Thi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such
trends within schools based on the change of them. Based on these
studying issues, the study deals with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and
reference study, and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academic

achievement

of

general

high

schools

in

Suwon-City was increasingly dropping due to the decrease in demand
for the enroll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an increase in
enrollment

at

general

high

schools.

Students

whose

academic

achievement was equivalent to the enroll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past, now enter general high schools, affecting academic
change of general schools. In particular, the influx of students whose
academic background was low influences the increase in the academic
gap, which highlights the gap among schools more.

Secondly, after the introduction of school choice system, existing
schools turn out to have higher academic background than newly
established ones. It is because students who have less information of
newly built schools tend to evade application to such schools, and thus
students with high academic background are less likely to be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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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chools. This result in the academic gap of fresh students
among schools. Such difference is likely to lead to the gap.

Thirdly, the introduction of school choice system increased the
academic gap among schools, which resulted in a school ranking
phenomenon. With students flocking to

preferred schools, those with

higher academic achievement were more likely to be assigned to those
schools; on the other hand, all other applicants are assigned to
non-preferred schools. Because of the difference, an academic gap
among new students results. In the aspect of college entrance,
moreover, with academic records becoming more crucial for college
entrance, students apply to schools suitable to their records, which
caused the school ranking phenomenon.

Finally, with academic background in Suwon-City becoming lower,
the

decrease of academic

background

at lower rankings led to

widening of the academic gap within schools after the introduction of
school choice system. Schools try to manage academic background of
students with higher rankings in order to heighten the application rate
of students and to become preferred schools. Therefore, with students
that have lower records entering general schools, such discriminatory
educational supports brought down academic achievement of lower
rankings, which widened the academic gap within school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gaps within schools increase after
the introduction of school choice system. Following responses of
schools and students after the introduction of school choice system
raise the academic gap among schools. It means that students app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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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with higher academic achievement or ones most befitting to
their records, and schools provide intensive educational supports for
high ranking students in order to enter preferred schools. Due to such
supports, academic gaps among schools occur, and discriminatory
educational supports bring down lower academic achievement in line
with the influx of students with low rankings into general schools,
which leads to widening academic gaps within schools. However, it
seems to be difficult to generalize the fluctuation of academic gaps
because this study focuses on Suwon-City among all areas of the
equalization policy.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comparison with areas through additional studies on other areas will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school choice system and fluctuations in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school choice, academic gap, equalization policy,
application-first randomly assignment-afterward
system, academic achievement gap, equalization policy,
general high school, Suwon-City
Student Number: 2009-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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