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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이다.

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주요한 교육

공약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 자사고 입시부터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되고 일반고와 동시에 후기모집으로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2개 학교 까지

복수 지원 하고 이 단계에서 전산추첨 배정 되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배정 되면서 실질적

자사고 폐지 실행 수순을 밟고 있다(교육부 자료, 2018).

본 연구자는 현 시점에서 일반고와 차별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

와 과제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

육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

로 도입된 학교 형태로써 2010년 확대 실시된 이래로 교육수요자

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

적인 교육적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자사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사고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자사고에서 체험한 교육경험이 일반고와는 차별되는 자사고의 교

육적 성과를 성찰하고 자사고의 과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일반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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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

경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교육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율형 사

립고의 교육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의의는 자사고가 정부 주도의 정책이므로 정책방안과

수립을 위한 양적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자사고 내의 변화에

관한 심층적 근원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나(조항로, 2015) 본 연

구는 질적 연구로 자사고 교육현장의 교사와 졸업생들을 심층적으

로 접근하여 학교 현장의 특징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자사

고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자사고 정책을 주도하고 공급하는

교육부의 관점이었다면(정운기, 2014) 본 연구는 교사와 교육수요

자인 졸업생들과 학부모의 인식이 어떠한지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

하여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A자사고의 교사, A자사고

의 졸업생, A자사고의 학부모 총 7명을 연구 참여자로 확보 하였

으며 A자사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을 심층 면담

하였고 A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과정을 직접 경험

한 교사와 자사고로 전환 된 후에 근무한 교사, A자사고와 일반고

에 각 각 자녀를 보낸 학부모 등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총 12주간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기반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

하고, 자료 분석은 포괄적 분석 절차를 통한 3차 코딩을 실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학 동기는 우수한 면학 분위기 선호와 교육 과정의 다양성이라

는 공통점을 기대하며 자사고에 입학하였다. 둘째, 자사고 졸업생

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는 교과 선택의 자율성과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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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공교육 신뢰에 따른 낮은 사교육 의존도, 자사고에서의 교

육경험을 통한 내면의 긍정적 변화로 인식하였으며 자사고의 과제

에 대하여 내신 성적 획득의 어려움, 학비 부담, 귀족학교에 대한

인식, 입시 위주 교육,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불안감 등에 관한 의견

을 언급 하였으나 이는 논란이 될 만큼 심각한 정도가 아님을 확

인하였다. 셋째, 자사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에

관하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일반고와는 차별된 다

양한 선택형 교육과정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하기 위

하여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과제로는 자사고가 비난을 받

고 있는 귀족학교, 입시위주교육, 일반고 위기에 관한 논란에 관하

여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의 우수한 면학 분

위기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고 학업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자사고에서 학업 능력이 발현되기도 하

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자사고 교사들의 열의와 실력

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사들을 신뢰하고 수업에 대한 만족

도가 높으며 그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사고 학생들이 공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사교

육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고 낮은 사교육 의존도로 이어짐이 나타

났다. 넷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

하기 위한 자사고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자사고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

다. 여섯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사고를 비판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귀족학교, 입시위주 교육, 일반고 위기는 실제 자사고의

모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의 학교 현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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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질적 연구가 미흡한 만큼 자사고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자사고의 교육환경을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심층적인 후

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자사고가 교육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기여를 하고 교육성과가 두드러진 만큼 유예기간이나 대

안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으로 폐지한다면 폐지 정책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피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사고는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사립고가 정부

로부터 지원받는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자

사고는 학교재정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지원하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재정 측면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자사고를 유지하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필요한 재정을 현 일반고에 지원하여 일반고에서도 자사고의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넷째, 사회

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수요 충족에 긍정적 성과를 내

고 있는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원하는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그러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폐지에 관한 정치적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

자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자사고가 폐지된다

는 불안감이 없이 안정적인 자사고의 교육 환경이 조성 될 수 있

도록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의 정책적 노력과 인식 제고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자사고, 교육성과,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공교육 신뢰, 낮은 사교육의존도

학 번 : 2016-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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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교육은 교육 서비스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

가 다양화 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화를 증진

시킴으로써 이러한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정제영 외, 2015). 자율형 사립고의 실질적인

운영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

고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확대 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2017년 7월 발표된 국정 과제에서는 외고 및 자사고

의 일반고 전환이 포함되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 이었던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공약을 실행하며 2018년부터 자사고와 외고의 우

선 선발권을 없애고 외고·자사고·일반고 신입생을 동일한 후기모집으로

바꾸고 학생들이 자사고 불합격시 임의로 배정된 학교에 동의한다는 임

의 배정 동의서를 받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

표했다(교육부 자료, 2018. 3. 30.). 그리고 2018년 7월에는 2019학년도 서

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에 따른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자에

한 하여 후기고(이하 일반고) 1, 2 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1단

계 지원은 서울시 전체 학교 중에서 다른 2개교 선택 지원하는 것이고 2

단계는 거주지 일반학교 군 학교 중에 다른 2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

중3 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에 복수 지원이 가능 하게 되었다(교육부

자료, 2018. 7. 18.; 부록5 참조). 2018년 입시부터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자율형 사립고를 통하여 정부는 교육력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왔지만 동시에 학교 서열화와 우수학생 선점으로 인한 일반고 위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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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불평등 심화, 귀족학교, 입시위주 교육, 고교 서열화 심화 등의 부정

적 논란으로 인하여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사고의 지속적인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교육적 수요가 높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교육 재정을 절감하

며,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증대, 교사의 열의 향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교육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김성열, 2015). 더구나 자사고는 교원수업 능

력 향상과 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열의와 협력, 높은 수요자 만족

도등의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정제영 외, 2015) 자사고 폐지

를 반대하는 교육수요자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자사고 관련 심층 질적 연

구를 수행하였다. 자사고 관련 기존 선행 연구들이 주로 양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인식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자사고 내의 변화의 근원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조

항로, 2015). 이를 위하여 자사고 교육 현장의 교육 구성원인 교사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학부모를 직접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자사고의

교육경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실행중인 단계에서 시사점을 제언할 예정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분석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일반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자사고 진학 동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분위기

를 위해서,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우수한 선생님들께 배우고 싶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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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끌려서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차성현 외,

2010).

이 연구는 자사고 폐지 논란에도 지속적인 교육적 수요가 있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반고와 차별된 자사고에서의 교육적 기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사고의 교육적 수요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적연구를 실시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사고의 졸업생들과 학부

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자사고를 선택한 진학동기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김성열, 2015) 자사고 학생들이 과연 특권층과 기득권층 출신이

고 그들이 자사고를 진학하는 동기가 특권층이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윤옥한, 2015) 자사고를 선택하는 이유가 사실이 아니

라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자사고가 귀족학교이고 사회 불평

등을 조장한다는 전제 또한 바로 잡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자사고 졸

업생들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심층 면담 하며 자사고 진학을 결정하게

된 명확한 동기를 분석하고 그들이 자사고에 진학 전에 가졌던 자사고에

서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였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경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교육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자사고와 관련된 주요 논쟁 중에 자사고가 과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을 보장하고 교육을 다양화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다(김성열,

2015). 본 연구는 A자사고 졸업생들과 학부모와의 생생한 면담을 통하여

일반고와는 차별화된 자사고에서 경험하는 교육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그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

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자사고(장덕호, 2013)의 교육경

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교육수요자의 관

점에서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A자사고 졸업생 가운

데 문과생 2명과 이과생 2명을 심층 면담하여 그들이 자사고에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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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가지고 직접 선택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한 교

육성과와 과제를 파악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A자사고 학부모 중에 두

자녀가 각 각 A자사고를 졸업하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를 심층

면담하여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일반고와는 차별된 자

사고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성과와 과제를 학부모의 살아있는 목소

리로 분석하였다.

셋째.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문제를 위하여 연구자는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과정을

경험한 교사와 자사고 전환 후에 근무하게 된 A자사고 교사를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A자사고에 방문하여 그들의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 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히는 자사고가 학생

들을 위해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적 다양성을 위한 교사들의 노

력과 열의를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A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이후 일반고와는 차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 뿐만 아니라 자사고의 과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일반고에도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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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율형 사립고

1. 자사고 정책 배경

가. 도입배경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다(김위정 외, 2014).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 과열 경쟁은 해소 되었지만 고등

학교의 모습이 단순화 되고 획일화 되면서 교육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

한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정제영

외, 2015). 그에 따라 고등학교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되었으며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

육 운영을 제시하였고 다양성 및 자율성에 기초로 한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자사고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고등학교를 다양화 하려는 노력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학생

선발권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홍창남 외,

2011) 이러한 노력은 공교육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자율 경쟁을 통한

교육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교육 개혁의

흐름과 일치한다(Chubb & Moe, 1990; 박주형, 정성수, 2011).

자사고 정책은 정부가 실시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확대하고 계승한

정책으로(양승실 외, 2011)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선발,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사립고 설립이념 구현 등을 위한 정책으로 시범 운

영되다가 교육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면적 시행이 유보가 되면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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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화 되면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

교 선택권을 반영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만드는 교육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김성열, 2005).

자사고 정책은 교육수요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

는 등록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이다. 자사고는 일반 사립 고등학교가 정부로 지원받고

있는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일반 사립 고등학교는 학교

당 매년 24억 원 정도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왔는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46개의 자사고(2017 교육부자료)가 매년 1104억 원 정도

의 일반 사립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일반 고등학교에 배분할 경우 학교당 2억 원 정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할 수 있다(김흥주, 2008). 자사고는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사학이 공교육 체제

의 한 구성요소가 아닌 본래의 모습인 사학의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있

는 초석을 마련한다(김성열, 2015).

이와 같이 정부가 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

입된 자사고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기관의 다

양한 교육적 시도를 허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박재윤 외, 2010).

나. 추진과정

1) 김영삼 정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1993∼1998)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하고 고교평준

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사고의 도입이 논의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화 교육의 중요성, 지역의

특수성 고려, 교육 선택권에 대한 요구 등이 크게 중가하기 시작함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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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혁신위원회, 2006a)따라 김영삼 정부는 수준 높은 교육, 수요자 중심교

육, 교육의 다원성,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등을 확보하고자 구체

적인 방안 들을 제시하였다. 1996년 2월 9일과 1996년 8월 20일, 1997년

6월 2일에 추가 제출된 대통령 보고서를 통하여 고등학교 체제 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운영의 자율

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규제 완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강화,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교육부 및 교육청의 권한 단위학교 이양 등 학교

의 자율성 확대를 중심에 두고 있다(교육혁신위원회, 2006a).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중등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와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제안하며 교육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규제에서 벗어나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운영과

정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이 가능할 때 진정한 의미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김영삼 정부의 ‘자립형사립고’는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화가

가능하며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고등학교의 형태이

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이 된 이후부터 사립 고등학교는 학

생선발권을 빼앗겼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도 제약을 받게 되었

으며 학생들도 공·사립 구분이 없이 학군내의 학교에 강제로 배정이 되

었기 때문에 공·사립학교 간의 납입금 차이가 사라지고 사립학교도 정부

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에 필요

한 재정 부족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법인은 법인전출

금을 부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학교개선을 위하여 학교 법

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성

열, 2015).

이에 교육부는 1994년 9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후, 우선 추진할 3대 과제 중 하

나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방안을 발표 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

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를 자립형과 보조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도 교

육감의 결정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재정자립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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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등록금 책정의 자유도

부여받았다(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5.5).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

부의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은 1998년 이후 대학교육 및 대입전형제도

가 충분히 다양화·특성화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각 시·도 교육감은 자

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자립형 사립고 제도

의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5.5).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 배치, 귀족학교변질 가능성, 입시경

쟁 초래 우려,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1997년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부의 최종입장을 발표하

게 되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입시위주의 일류고 및 일류대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대학입학정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교 졸업

생의 감소로 대학의 정원과 지원자가 거의 동일해 지며, 사회의 다변화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학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중시

되는 2003년 내지 2005년 즈음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김성열, 2015).

2) 김대중 정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1998∼2003)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특성

화’를 중요한 교육개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김대중 대통령 자문 새교육

공동체위원회는 대통령 보고 자료에서 획일적인 현행 학교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율학교를 확

대해 나가고 학교유형을 다양화 한다고 발표하였다(대통령자문새교육 공

동체위원회, 2000. 7)

1997년 김영삼 정부가 ‘자립형사립고 도입 유보’를 선언한 이후에 자립

형사립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2000년 7월 11일에 새교육공동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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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교육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시교육공동체위원회는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이 2001년에 끝나고

2002년부터 확대적용 여부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2002년에 영재학

교 제도가 도입되고 무시험전형 대입전형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2년부터 자립형사립고 도입 가능성을 제기하였다(대통령자

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7).

이에 2001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였고 시범학교는 입학전형 시 필기고사 실시불가, 학생등록금과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8:2 이상, 학생 납입금 규모는 해당지역 일반계고

3배 이내, 15%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 지금, 과거 학교운영 및 재단관리

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학교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였

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 기준에 반영되었고(김

신복 외, 2010.10), 2001년 10월 22일에 최종 5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

정되었으며 2002년 5월에 1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모두 6개의 자립형 사

립고 시범학교가 선정되었다. 6개교 가운데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

항제철고 3개교는 2002년도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상산고는 2003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되었다.

3) 노무현 정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2003∼2008)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는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

부로 교육체제 목표를 ‘획일에서 다양화’로 설정하고 자립형사립고의 시

범운영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면서 학

교 운영의 자율성을 점차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

복하고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김신영 외, 2010; 박도순

외, 2007)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학교 운영으로 이어

졌다. 자립형 사립고들은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

영함으로 인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성화 면에서 교육성과를 거

두고 있다고 나타났다(유은종, 2003).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들이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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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있고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

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로 평가 되었다.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

교가 운영된 마지막 해인 2005년 6월에 운영 실태 평가를 하고 그 결과

를 발표하였고(전제상, 2011) 이를 근거로 이들의 시범운영 기간은 2006

년 2월 까지였으나 2009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자립형 사립고 6개 시범학교가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학생 중심 지도

체제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사학 재단들이 자립형 사립고

확대의 필요성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노무현 정부는 6개의 시범학

교를 그대로 유지만 하였다. 자립형사립고가 공평한 교육의 접근 기회의

제약과 입시위주 학교운영, 학부모 재정부담 가중, 학교 재정자립 한계,

교육내용의 특성화 한계 등의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종적으로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 기간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제화나 폐지여부에 어려움

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범 운영기간을 2009년 2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김성열 외, 2015).

4)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2008∼2013)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다양화’와 ‘자율화’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

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등학교 유형 신설 보다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

대를 통하여 학교의 내적 다양화를 유도하였다(김성열 외, 2015).

자사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 단위학교가 자율권을 갖

고 책무성은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담보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

립학교 운영체제를 의미한다(김성열, 2015).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 도입

을 통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능성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09) 자사고 시범운영 과

정에서 보여준 학생 선택권의 확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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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는 최대한 확대시키고 사교육비 유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해 수립되었다(나민주, 2012).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를 통해 자율적 운영과 창의적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고교 100개를 ‘자율

형 사립고’로 전환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9년 4월 10일에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전입금 기준,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 자사고 지정의 구체적

인 기준 등을 담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

부령 제32호, 부록1 참조)를 제정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전국에 25

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되었고 이 중에서 2010년에는 20개교가

자사고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5개 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추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26개교가 추가 지정되고 이 중에

2010년 2월에 시범운영이 종료된 자립형 사립고 6개교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5) 박근혜 정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2013∼2017)

박근혜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확대 운영된 이후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 인하여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고 지적하며 2013년 8

월 13일에 2015년부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한다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제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

다(정제영 외, 2015).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그 구체적인 내용으

로는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에 교육과정 운영 자율

성 부여,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일반고 예산 지원 확대, 자율형 사립고

의 학생 선발권 박탈이다(조선일보 2013. 8.14 기사). 자사고가 입학전형

을 전기에 먼저 실시하면서 우수 학생을 독점적으로 선발해서 일반고 교

육이 어려워 졌다는 논거로 인하여 일반고 황페화의 주범으로 자사고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고교입학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

로 자사고 학생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제’로 변경하여 일반고 위기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3b).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선발권 제한은 자사고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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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이에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2013년 10

월에 자사고 입학전형 수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 고교평준

화 지역 중에 서울 지역의 자사고는 1단계에서 추첨을 통해 입학정원의

1.5배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지방소재 자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서

울의 선발방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교육부, 2013c) 기존 내신

50%이내의 학생만 지원했던 방식에서 성적 제한도 폐지하였다.

6)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2017∼현재)

문재인 정부의 2017년 7월 발표된 국정 과제에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포함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공

약을 실행하며 2019년 고교 신입생인 2018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의 학

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고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동일한 후기모집으

로 변경하였다(부록5,6 참조). 현 정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행 배

경에는 자사고가 우수학생 선점으로 인하여 일반고를 황폐화 시키는 주

범이며 따라서 평등교육의 과제로 이를 추진한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명웅, 2017). 자사고를 통하여 정부는 교육력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왔지만 동시에 학교 서열화와 일반고 위기, 교육 불평등 심화라

는 교육의 폐해의 원인을 자사고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문재

인 정부는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실행하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민경, 2017).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단계적 자사고 폐지로 방향

을 잡고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 후기 모집으로 변

경하였으며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2개 학교 까지 복수 지

원 하고 다시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면서 실질적

으로 자사고 폐지 실행 수순을 밟고 있다(교육부 자료, 2018. 7. 18.).

다음 표 [표 Ⅱ-1]은 역대 정부별 자사고 정책을 나타내고 [표 Ⅱ-2]

는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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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역대 정부별 자율형사립고 및 자율고 관련 정책

김성열(2015).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관련 정책및 고등학교 체제변화 <표2> 재구성

정부 자율형 사립고 정책

김영삼 정부

(1993-1998)

∙자립형사립고 설립제안

- 1995. 5. 31 교육개혁안

- 2000년 이후로 도입보류

∙자율학교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초중등 교육법 제 16조 (1997.12.13.) 및

동법 시행령 제 105조(1998.2.24.) 제정

김대중 정부

(1998-2003)

∙자율학교 확대 운영

- 1999.3 14개교 시범 운영 실시

- 2000.3 1개교 추가

- 2001.3 농어촌통합형고 5개교 추가

- 2002 자립형사립고 지정대상 포함

∙자립형사립고 시범실시

- 2001.10.22. 5개 시범학교 선정

- 2002.5 1개교 추가지정

- 3개교 2002년, 3개교 2003년 운영

- 시범운영기간: 2003-2006.2(3년)

노무현 정부

(2003-2008)

∙자립형사립고 시범실시 연장

- 2009.2까지 연장 운영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실시

- 2007.3-2011.2(4년) 4개교

- 2008.3-2011.2(3년) 6개교

이명박 정부

(2008-2013)

∙자율학교 지정 대폭 확대

- 2008년 277개교→2011년 3,122개교

∙자율형사립고 도입(2009.3.27)

- 2009년 25개교 운영 2010년부터

- 2010년 25개교 추가지정(6개 자사고)

- 2012년 51개 지정·운영

∙자율형공립고 시범운영실시(2010. 3)

- 2012.8.22→116개교 운영

∙기숙형고 도입(2008.8.26)

- 2013년 1월 현재 150개교 지정·운영
박근혜 정부

(2013-2017)

∙자율형사립고 46개교 운영(2017년 기준)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
문재인 정부

(2017-현재)

∙자율형사립고 46개교 운영(2018년 기준)

∙자사고 폐지 공약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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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 변화

김성열(2015).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관련 정책 및 고등학교 체제변화 <표2> 재구성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일반계고 일반고

일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

일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일반고 일반고 일반고

실업계고

전문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대안교육)

전문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대안교육)

전문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대안교육)

직업교육

특성화고

(전문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직업교육

특성화고

(전문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직업교육

특성화고

(전문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특목고

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해양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해양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해양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

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

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

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비 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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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사고 운영현황

가. 자사고 학교 현황

2018년 현재 자사고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학교 현황은 [표 Ⅱ-3]과

같다(교육부, 2018). 2009년 25개교가 자사고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

26개교, 2012년과 2013년에 각 1개교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지정 취소된

학교는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와 보문고, 2014년 동래여고, 2015

숭덕고, 우신고, 미림여고 총 7개교가 지정 취소되어 현재 46개의 자사고

가 운영되고 있다.

[표 Ⅱ-3]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2009∼2018)

출처: 교육부 자료(2015-2017 자사고 운영현황)

자사고는 서울에만 23개교로 자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며 부산과 전남,

강원은 1개교 정도에 그치고 충북과 경남, 제주 지역에는 자사고가 없는

상태로 지역별 분포 편차가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4] 자사고 지역별 분포

출처: 교육부 자료(2015-2017 자사고 운영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재 합계

지정학교 25 26 - 1 1 - - 53

지정취소학교 - - - 1 2 1 3 7

운영학교 - 26 51 50 49 49 46 4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합계

학
교
수

23 1 4 2 1 2 2 1 2 2 3 1 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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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자사고 총 46개교 전국 현황. 청서는 전국단위모집(10개교)

출처: 2017 교육부 자료

시도명 소재지 학교명 지정시기(운영시기) 비고

서울(23교)

동대문구 경희고

2009(2010)

종로구 동성고
강동구 배재고
서초구 세화고
마포구 숭문고
강북구 신일고
서대문구 이대부고
중구 이화여고
강남구 중동고
종로구 중앙고
양천구 한가람고
성동구 한대부고
동작구 경문고

2009(2011)
동대문구 대광고
은평구 대성고
송파구 보인고
강남구 현대고
강남구 휘문고

2010(2011)
도봉구 선덕고
서초구 세화여고
양천구 양정고
영등포구 장훈고
은평구 하나고 (자립형) 2010(2011)

부산(1교) 해운대구 해운대고 2009(2010)
대구(4교) 중구 계성고 2009(2010)

수성구 경신고
2009(2011)남구 경일여고

달서구 대건고

인천(2교)
영종도 하늘고

2010(2011)
연수구 포스코고

광주(1교) 남구 송원고 2009(2010)

대전(2교)
중구 대성고 2010(2011)
서구 대신고 2012(2013)

울산(2교)
동구 현대청운고(자립형) 2010(2010)
중구 성신고 2010(2011)

경기(2교)
안산 안산동산고 2009(2010)
용인 용인외대부고 2010(2011)

강원(1교) 횡성 민족사관고(자립형) 2010(2010)

충남(2교)
천안 북일고 2009(2010)
아산 충남삼성고 2013(2014)

전북(3교)
군산 군산중앙고

2010(2011)
익산 남성고
전주 상산고(자립형) 2010(2010)

전남(1교) 광양 광양제철고(자립형) 2010(2010)
경북(2교) 김천 김천고 2009(2010)

포항 포항제철고(자립형) 2010(2010)
합계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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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총 46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경기 용

인외대부고, 강원횡성 민족사관고, 충남천안 북일고, 전북전주 상산고, 전

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10개 고교는 전국 단위 모

집 자사고 이다.

나. 자사고 운영 성과

자사고의 운영성과로는 건학이념에 기반을 둔 비전과 목표의 설정, 교

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과정 운영, 수준 높은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김성열, 2015), 교사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인한

교육 헌신도 상승, 진로 및 진학 지도의 우수성,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

과적 운영 등의 운영성과 등이 나타났다(정제영 외, 2015).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자사고의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건학이념에 기반을 둔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자사고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은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제영 외, 2015). 자사고

의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비교해 볼 때 과목의 다양성에 있어서 격차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으며(이현애, 2017)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사고의 운영성과로

이어진다고 한다(베리타스 알파, 2014.6.26.). [표 Ⅱ-6]는 2016년 일반고

에는 신설되지 않은 자사고의 교육과정 예시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타과목으로 정리하고 자사고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

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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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자사고 교육과정의 신설과목 예시

출처:이현애(2016). 2016학년 입학생 3개년학교교육과정 문서의 학교신설 과목명 재구성

과목 자사고 신설과목 과목 자사고 신설과목

국어

논리적 글쓰기

과학

컴퓨터과학

독서와 의사소통 1 심화생물

독서와 의사소통 2 심화화학

영어

영미문학 1 AP 물리

영미문학 2 물리특강 1

시사영어 화학특강 1

Public Speaking & Presentation 생물특강 1

비평적 읽기와 쓰기 지구과학특강 1

수학

수리탐구 물리특강 2

수학과제연구 화학특강 2

심화수학 1 생물특강 2

선형대수학 해석역학

심화미적분학 전자공학

심화통계학 유기화학

AP 미적분학 분석화학

경제기초수학 세포생물학

사회

세계 문명사 생화학

금융시장의 이해 예술 미술조형

현대사회와 철학

외국어

중국언어와 문화

AP미시경제 중국어 문법

AP거시경제 일본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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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력있고 열의있는 교사

자사고는 우수학교에 근무한다는 신념과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헌신도가 높고 교사들의 열의와 우수성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난다

(정제영 외, 2015). 차성현 외(2010)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자

사고에 진학하는 동기가 우수한 교사에게 배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

게 나타났고 김양분 외(2012)도 높은 교사들의 열의가 자사고 성과에 영

향을 미쳤으며 나민주 외(2010)은 자사고 전환이후 교원의 수업능력이

향상되고 구성원들의 열의와 협력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성과가 나타난다

고 한다. 강영혜 외(2011)도 자사고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교원의 역

량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김위정 외(2014)는 자사고의 교사 열의로 인

하여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한

다. 그는 자사고의 교사 열의가 일반고 에서도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훈련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

서 확대 지원할 것을 정책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정제영(2015)은

자사고로 전환된 이후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음

을 지적하고 자사고 교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피로를 줄여 줄 필요가 있

다고 밝히고 있다.

3) 공교육 내실화 기여

김위정 외(2014)는 자사고가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사고처럼 학교 교육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일반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사고 제도가 빠른 속도로

확대 되면서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대폭 철폐 하고 학교의 제도

와 운영을 다양화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기 위해(제 17대 대통

령인수위원회, 2008) 도입된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0 -

3. 자사고 법적 근거

1996년 5월 교육부는 ‘탈규제학교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여러 교육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는 교육 현장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 중심의 법령체계에서 찾았기 때문이다(김성열 외,

2015). 정부는 자율학교 제도의 초기 형태인 탈규제학교 도입을 통하여,

학생 수, 교사 수, 학급당 인원, 교육과정, 학교시설, 실험 실습기준, 법정

소요예산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학교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에 1997년 12월 13일에 초중등 교육

법 제 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탈규제 학교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하였다.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에는 ‘탈규제학교’에서 ‘자율학교’로 변경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105조

(학교 운영의 특례)에서 자율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고 제한된 범

위 안에서 학생모집에 관한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고 필기고사 외의 방

법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 제 45조(수업일수)의 규정

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의 1/10 범위 안에서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율학교는 특정한 설립 목적을 가진 특별한 유형의 학

교라기보다는 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학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

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새로운 학교운영 체

제라 할 수 있다(최양미, 2003).

자립형 사립고는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가 교육 개혁안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김대중 정부가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주목하면

서 실제 자율학교가 지정·운영된 시기는 김대중 정부부터이다. 김대중

정부는 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학교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2001년 10월 22일 1차로 5개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고 2002

년 5월에 1개교가 추가되었으며 2002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학교는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이며 2003년에 시범운영을 추진한

3개교는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 상산고이며 이들 최초 6개 자립형 사립

고의 시범운영 기간은 2006년 2월까지였고, 2005년 6월에 실시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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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9년 2월까지로 연장되었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27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제

105조의 3(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을 신설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

영 및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

금 기준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

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

고를 교육감이 지정하고 고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4월 10일에

입학 전형 방법, 법인전입금 기준과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 자율형 사립

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에서 지정대상 학교를 심의·선정하였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지역의

경우에는 공모절차 완료 후에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게 하였다.

2013년 8월 13일에는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한다는 일반고 교육역

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고에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였으며 2013년 10월에는 자사고 입학 전형 수정안

을 확대 발표하여 기존 내신 50% 이내 학생만 지원했던 방식에서 성적

제한이 폐지되었다.

2017년 12월 29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동등한 입학 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

고·외고·국제고의 우수 학생 전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등을 전기에

선발 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인 외고·국제고를 전기 모

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들 학교가 후기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법제처, 2017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록3 참조). [그림 Ⅱ-1]에

나타나있듯이 자사고가 현행 전기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후기 모집 이동시 선발 침 배

정방법을 개정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77조, 81조, 82조, 84조를 개

정하여 자사고 불합격생 추가배정·선발 방식에 있어서 자사고 불합격생

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감이 임의고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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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사고에 원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림 Ⅱ-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된 2018년도 자사고 모집시기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7)

제 2 절 자율형 사립고에 관한 선행연구

1. 자사고의 일반적인 연구에 관한 문헌연구

자사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므로 연구 방향이 주로 현

장에서의 착근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나 자사고가 직면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정제영

외, 2015). 자사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 자사고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면이 뚜렷하게 엇갈림을 알 수 있다(박효정 외 2016).

먼저 자사고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

성을 보장받고 있다. 나민주 외(2010)는 자사고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고 현장 컨설팅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

였으며 분석 결과로 자사고 전환이후 우수학생 선발, 교원의 수업력 향

상, 학교 발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열의와 협력, 높은 교육 수요자 만족

모집시기 현 행 개정안

전기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고

후기

일반고(자공고 포함)
➡

일반고(자공고 포함)
자사고
외고․국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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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정 외(2016)은

자사고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교육재정을 절감하며 구성원들

의 만족도를 증대 시키고 교사의 열의가 향상 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

를 밝히고 있다. 양승실 외(2011)는 자사고에 근무하는 교사의 실력과

열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고, 황준성

외(2013)는 자사고 정책이 사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택권의 확대를 가져

온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가 국가 예산을 줄이

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킨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사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민주 외

(2010)는 자사고가 교사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제한된 자율성에 대한 불

만이 지적되며 감독기관과의 갈등을 문제점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양승

실 외(2011)는 자사고가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이 교육의 다양성을 가져

오기 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효정

외(2016)는 자사고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귀족학교 형성 및 사회

양극화 심화에 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자사고가 성

적우수자들을 선점함으로 인하여 일반 고등학교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영혜 외(2011)도 자사고가 학교 간 서열화를 강화하고

학교간의 격차를 키우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범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덕호(2013)는 자사고에 부여된

자율성이 완전하지 않고 제한적인 자율성으로 인식되어 학교가 처한 인

프라나 역량에 있어 갑자기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

내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신설 자사고보다 기존의 일반고

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경우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한다. 기존 선행연구

들은 자사고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사

고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으며(정제영 외, 2015)

현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사고 폐지가 논의 되는 현 시점에서 자사고의 교육성

과와 과제에 관하여 알아보고 자사고에서 체험한 졸업생과 학부모의 교

육경험과 교사들의 교사경험을 통하여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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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할 예정이다.

2. 자사고의 운영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자사고의 운영성과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사고 제도가 도입목

적을 어느 정도 실현함으로써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성열, 2015). 자사고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운

영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위정 외(2014)는 일반고가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한

후에 학업 성취도 성과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크게 성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김성열

(2015)은 많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비전과 교육 목

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에 기반 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양호한 교수-학습의 질과 풍

토를 조성하고 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간 경쟁을 촉

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학

생들의 인지적·비인지적 성취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등을 고려할 때

자사고가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황준성 외(2013)는 자사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와 학교 상담 등 생활

지도 만족도가 높고 학생 간 교우관계 만족도와 학생과 교원 간 관계 만

족도 등이 자공고나 기숙형고, 일반고, 특성화 고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자사고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에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보다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명문대학 진학성적 또

한 일반고에 비해 월등이 높은 편으로(중앙일보 기사, 2014), 김성열

(2015)은 자사고가 이렇게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은 단지 대학입시 준비

와 인지교과 위주의 교육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자사고가 계속해서 우수

한 성취를 이룬 것은 자사고의 교육적 노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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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사고에 관한 질적 선행연구

자사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사고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정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

를 조사하는 연구가 중심이었다. 자사고가 정부주도의 교육 정책이기 때

문에 주로 교육청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

자사고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경험 등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조항로, 2015). 자사고의 현

장을 구성원의 입장에서 다룬 질적 연구를 분석해 보았다.

자사고 관련 질적 선행연구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서울대학

교 도서관 싸이트를 통하여 ‘자사고 질적 연구’, ‘자사고 사례연구’가 명

시된 논문은 총 4편을 확인하였다. 조항로 외(2013)는 자사고 운영과정

에서의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사고가 교육청의 통제를 수용하거나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방하는

동형화 현상을 발견하였다. 장덕호(2013)는 자사고 운영 실태에 관한 사

례연구를 통하여 자사고가 교육당국의 통제로 인하여 학교 운영에 제약

을 받지만 신설 자사고의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학교장의 리더

십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학교 운영패턴을 도출하고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 논란에 따른 불안감이 자사고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조항로(2015)는 자사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과 딜레마 현상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사고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딜레마는 운영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

생 되고 있는 독특한 것이고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김지연 외(2013)는 자사고 교육과정 현황분석 및 입학사정관전

형 지원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사고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 시 효과적인 반영에 관한 방법을 확인 하였다.

자사고에 관한 질적 연구 또한 자사고에 관련된 양적 연구처럼 자사고

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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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설계

제 1 절 연구 방법

1. 포괄적 분석 절차의 적용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명료한 분

석절차 논의를 위하여 개발된 포괄적 분석 절차(Inclusive Analytic

Procedures)를 활용하였다(이동성, 김영천, 2014). 포괄적 분석절차는 질

적 연구에서 질적 자료 분석이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고 분석절차

에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Miles & Huberman, 2009)를 해

결 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택하고 시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

적 연구 자료 분석을 명료하게 하고 자료 분석 절차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괄적 분석 절차를 충실히 이행 하였다.

이동성, 김영천(2014)은 포괄적 분석절차를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다음 각 학자별 세 가지 분석 절차를 종합하여 ‘포괄적 분석절

차’를 구안하였다.

먼저 Miles & Huberman(2014)이 제시한 3단계 분석 절차는 자료정

리(data reduction), 근거자료 전시(data display), 결론 도출/검증

(conclusion drawing/verification)이다. “자료정리”는 연구 자료를 선택,

수집하여 전사본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선택하고 단순화하여 요약하고 변

형하는 과정이다. “근거자료 전시”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자료 제

시하는 일이며 조직화 되고 압축된 정보의 조합을 시행한다. 자료정리

단계에서는 연구 방향 설정과 함께 텍스트, 매트릭스, 그래프, 차트, 네트

워크 등을 소개한다. “결론 도출”은 일반적 ‘해석’의 영역으로 비교, 내

조, 패턴, 주제, 비유 등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조용

환, 1999), “결론 검증”은 삼각검증(triangulation), 반대 사례 찾기, 결론

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등이다. 이 분석의 특징은 자료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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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제시, 결론도출/검증 단계가 분석 작업에 지속적이고 상호작용

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이동성, 김영천, 2014).

[그림Ⅲ-1] ] Miles & Huberman(2014)의 3단계 분석 절차의 지속적 상호작용

Creswell(2013)도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동시적이고 상호작

용적인 나선형 분석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료수집,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의 과정이 서로 연결 되어 있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연구자의 통찰

력(insight), 직관(intuition), 인상(impression) 즉 3I에 의존한다고 보았

다. 그는 처음에 5단계의 분석절차 텍스트 자료읽기, 특수한 세그먼트 밝

히기, 세그먼트 명명하기, 중복적인 범주 줄이기, 범주를 모을 수 있는

모델개발하기를 제시하였고 이를 나선형 분석 단위 4단계인 자료관리,

반복적 읽기/메모하기, 기술 분석, 자료제시 및 시각화로 특징화하였다.

Dey(1993)는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하여 실용적 접근으로써 9단계

의 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는 연구 목적에 대한 초점, 자료관리, 자

료읽기, 자료범주화, 자료연결하기, 범주 연결하기, 증거확증하기, 하나의

이야기 만들기의 9단계를 5단계로 간략화 하였다. Dey(1993)의 5단계의

분석 절차는 자료, 현상기술, 현상분류, 생성된 개념 연결, 이야기 순으로

제시하였다.

다음 [표 Ⅲ-1]은 위의 세 학자들의 질적 연구 분석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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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학자별 질적 연구 분석 절차

2. 포괄적 분석 절차의 단계

이동성, 김영천(2014)은 위 세 가지의 분석절차를 종합하여 ‘포괄적 분

석절차’를 구안하고 1단계인 자료읽기 및 관리는 수집된 자료나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적 민감성을 통하여 연구 질문을 해결한다.

그 후 2단계인 분석적 메모쓰기는 자료 읽기와 관리 이 후의 작업인 코

딩 및 연구결과를 재현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통찰력과 반영을 메모하

며 3단계에서 5단계에는 코딩과 범주들 사이에서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적인 하나의 주제나 이론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6단계 연구 결과 재현은

최종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글쓰기를 의미하고 1-6단계의 분석 절차

를 통하여 일반적인 분석절차의 윤곽을 알 수 있다.

[표 Ⅲ-2] 포괄적 분석 절차

출처: 이동성, 김영천(2014)

단계 관계 세부적 분석절차 및 내용

1단계 ⇓ 반복적인 자료읽기 / 질적자료 정리(관리)하기

2단계 ⇕ 분석적 메모쓰기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 (개방코딩, 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축코딩, 추가 코딩을 새로운 코드와 범주관계 파악)

5단계 ⇕ 3차 코딩 (선택코딩, 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주제발견)

6단계 ⇑ 연구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제시, 명제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

단계별 분석 절차

Miles &
Huberman(2014)

자료정리 → 근거자료 전시 → 결론 도출/검증

Creswell

(2013)
자료관리 → 반복적읽기/메모하기 → 기술분석 → 자료제시 및
시각화

Dey(1993) 자료 → 현상기술 → 현상분류 → 생성된 개념 연결 → 이야기



- 29 -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인 포괄적 분석 절차를 선택한 이유

는 자사고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주로 양적인 연구로 학교 현장에서 자사

고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

고 그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에서 체험한 생생한 교육경험에 관한 심층적

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사고가 정부 주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자사고 현장의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연구는 미흡하여 본 연구자는 자사고 현장

에서 체험하는 교육경험들을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범주화 도표로 작성

한 후에 범주 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연구 결과를 재현 하는 포괄적 분석

절차를 채택하였다. 실제 자사고 졸업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살아있는 경

험을 토대로 그들이 자사고 경험을 토대로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

1. A 자사고 소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A자사고는 1997년 개교한 이래

2009년 7월에 일반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이다. A자사고는

2010년 7월에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로 지정되고 2014년 2월에 학

교평가 우수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영역 교육감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 8월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재 지정된 학교로 자

사고의 교육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일반고와는 차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를 선정하

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사고와 관련된 전

문가의 추천을 통하여 자사고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지닌 A자사고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자사고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 높은 수업 만족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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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동시에 실현하고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우수 학

교로 연속 선정 되는 등 교과 교육 과정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만족도

가 높은 학교이다.

A자사고는 ‘지성’이라는 교훈과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계발하

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인격도 존중하여, 조국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봉사하고, 세계 평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로 설립되었다. A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 이사장의 글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3년간의 미국 체류 후 한국 학교가 싫다면서 미국 공항에서 떼를 쓰며 돌아오

지 않으려는 어린 아들을 보며 내 자식을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A학교입니다. 학생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신뢰

하고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점점 더 벌

어져 가는데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교과서를 같은 시간 동안 학교에

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어려운 교과든, 쉬운 교과든 9등급으로 상대평가 해야 합

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업이라는 형식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수준을 달리하는 과

목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능력을 마음껏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년 구분

없이 무학년제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험 보고나면 잊어버리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사교육으로

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훌륭한 수업을 만들어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학교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이름으

로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A자사고 홈페이지)

본 연구에서 A자사고의 교육성과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A자사고

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학생 선

택형 교육과정이다. A자사고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중요시 하는 이유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열심히 공부합니

다. 둘째, 과목 선택을 위한 고민이 진로 탐색의 과정이 됩니다. 셋째,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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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게 공부한 경험은 평생학습시대의 자산입니다’라고 A자사고 홈페이지

에 명시되어 있다. A자사고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학교로 학생 선택

권을 보장하는 학교로 ‘좋은 수업’을 실현해 가는 학교로 끊임없이 학생

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음 [그림 Ⅲ

-2]는 A자사고가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이유

와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Ⅲ-2] 교과목 선택권 보장하는 A 자사고(출처: 2016 A자사고 책자)

A자사고의 학교장의 경영관에서도 학생선택권에 대한 A자사고의 교

육관을 알 수 있다. [그림 Ⅲ- 3]에서 A자사고의 학교장은 학생 선택권

이 보장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동일교과에서 수준별 과목을 개설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교과를 개설하여 과목선택을 확대하고 있으

며 학생 필요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정에 따라 개별 학생의 관심과 필요

에 따라 구성되는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수요자들의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일반고와는 다른 노력을 기울임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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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3] A자사고의 경영관(A자사고 홈페이지)

A자사고는 한 학년 280년 내외의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고 학생들이

최대 200여 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는 개인별 맞춤식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 Ⅲ-3]는 학생들의 다른 시간표 보

유수 이다.

[표 Ⅲ-3] 개인별 맞춤식 교육과정의 다른 시간표 수

출처: A자사고 2018 책자

가. A자사고 연혁

A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후의 교육성과를 살펴보기 위

해 자사고 지정 후의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7월에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A자사고는 2009년 8월에 교과 교실제 시범학교로 지정

되었으며 2010년은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에

는 학교 평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자사고 평가 후 자사

고로 재 지정된 학교이다. A자사고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서의 성과

서로 다른 시간표와 가짓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학년(280명 내외) 100 109 137 185 201 210 288

3학년(280명 내외) 20 86 118 145 154 8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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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복을 후드 집

업과 반바지-T셔츠로 바꾸고, 조기졸업제 등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자사고로 전환된 2009년부터 2017년 입시까지 경쟁률이 높은 자

사고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운영성과를 위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에 내실을 다지며 학생이 선택하고 싶은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하며 학생

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축해 왔다. [표 Ⅲ-4]는 A

자사고의 연혁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표 Ⅲ-5]는 A자사고의 교

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를 보여주기 위한 연도별 경

쟁률이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 논란에 따른 경쟁률 감

소로 인하여 2017년 서울시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1.7:1 이었으나 A자사

고는 3:1로 최근에도 교육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임을 알 수 있

다.

[표 Ⅲ-4] A자사고 연혁

출처: A자사고 홈페이지

[표 Ⅲ-5] A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서울시 교육청)

날 짜 성 과

2009. 7.17.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2009. 8.17.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지정

2010. 3.23. 2009 개정 교육과정 선도학교 지정

2014. 2.28. 2013 학교평가 우수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영역 교육감 표창)

2014. 8.22.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2016. 2.29. 제20회 입학식(입학생 288명)

입학경쟁률
일반 전형(정원 224명) 사회통합정원(정원 56명)
지원자 경쟁률 지원자 경쟁률

2010 2,039명 9.1:1 61명 1.1:1
2011 752명 3.4:1 174명 3.1:1
2012 559명 2.5:1 79명 1.4:1
2013 552명 2.5:1 82명 1.5:1
2014 615명 2.7:1 64명 1.1:1
2015 859명 3.8:1 48명 0.9:1
2016 713명 3.3:1 52명 0.9:1
2017 680명 3.0:1 34명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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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자사고 교육성과

A자사고의 교육성과는 1997년 개교 당시부터 학교교육의 혁신을 일으

켰던 학교라는 사실로도 인식할 수 있다. 학생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

는 교과 선택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매학기 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만족도 조사를 개교 당시부터 실시하며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

과과정이 교육의 성과임을 알 수 있다. A자사고는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목 선택 과정이 학생의 관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진로 탐색 과

정이기 때문이다. A자사고는 과목 선택과정을 통하여 10-20명의 소수가

선택한 과목도 개설 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체육 선택과목을 도입하

여 선택의 폭을 넓혀왔다. 2015년 2학년의 경우 280여명의 학생들이 200

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선택형 교육과정

만으로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진

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6]는 A자사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부록 4, 일반고 교육과정 참조). 노란색 표시과목은

‘심화과목’으로 일반고에는 개설 되지 않았으며 초록색 표시과목 또한 일

반고에는 개설 되지 않은 ‘전문 과목’이다

교과
영역

교과
(군) 교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Ⅰ 5 4 4
국어Ⅱ 5 5 5
문학 5 4 4

독서와 문법 5 5 5

화법과 작문 5 4 4
고전 5 5 5

수학 수학Ⅰ 5 6 6

[표 Ⅲ-6] 2016, 2017학년도 A자사고 교육과정(출처: A자사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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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Ⅱ 5 6 6

미적분Ⅰ
5 6(문) 3(문) 3(문)
5 6(이) 6(이)

미적분Ⅱ 5 6(이) 6(이)

확률과 통계
5 6(문) 4(문) 4(문)
5 6(이) 3(이) 3(이)

기하와 벡터 5 6(이) 4(이) 2(이)

고급수학Ⅰ 5 3 0or3

고급수학Ⅱ 5 3 0or3

영어

영어Ⅰ 5 9 4 5
영어Ⅱ 5 9 4 5

영어독해와 작문 5 4
4(탁1)

심화영어독해 5 4

영어회화 5 5 5

탐구

사회

한국사 5 6 3 3
생활과 윤리 5 6

3(문)
or
0(이)

3(문)
or
0(이)

6(문)
or
3(이)
※
재이수
불가

6(문)
or
3(이)
※
재이수
불가

동아시아사 5 6

한국지리 5 6

사회문화 5 6

윤리와사상 5 6
0
or 3
or 6
※
재이수
불가

0
or 3
or 6
※
재이수
불가

세계사 5 6

세계지리 5 6

법과정치 5 6

경제 5 6

국제경제 5 6 0or3 0or3

인류의미래사회 5 6 0or3 0or3

과학

(융합)과학 5 6

3(문)
or
6(이

3(문)
or
0(이

물리Ⅰ 5 6

3(문)
or
6(이)
※
재이수
불가

3(문)
or
6(이)
※
재이수
불가

화학Ⅰ 5 6

생명과학Ⅰ 5 6

지구과학Ⅰ 5 6

물리Ⅱ 5 6 0
or 3
or 6
※
재이수
불가

0
or 3
or 6
※
재이수
불가

화학Ⅱ 5 6

생명과학Ⅱ 5 6

지구과학Ⅱ 5 6

고급물리 5 6 0or3 0or3

고급화학 5 6 0or3 0or3

고급생명과학 5 6 0or3 0o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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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7]는 위의 A자사고 교육과정에서 일반고 교육 과정(홍원

표, 2016; 부록 4 참조))에 나타나 있는 예체능 과목명과 A자사고의 예

체능 과목명을 비교·분석하였다.

고급지구과학 5 6 0or3 0or3

과학사 5 6 0or3 0or3

체육・
예술

체육

운동과건강생활 5 6 3 3
스포츠과학 5 6(남)

3(택1) 3(택1)
스포츠문학 5 6(여)
스포츠경기실습 5 3

3(택1)
표현및창작운동 5 3
체력운동 5 3

3(택1)
개인및대인운동 5 3

예술

음악과생활 5 3 1 2
미술문화 5 3 1 2
영화의이해 5 3 3
영화기술 5 3

3(택1)

3
음악과매체 5 3

3(택1)

0
or 3
or 6
or 9
or 12

영상미술 5 3
애니메이션
제작 택

0∼
1

5 3

생활교양 프로그래밍(코딩) 5 3

예술

영화창작과표현 5 3
(음악)교양실기 5 3 0

or 3
or 6
or 9
or 12

미술창작 5 3
디지털사진촬영 5 3
영화감상과비평 5 3
연극의 이해 5 3
연극제작실습 5 3

생활・
교양

기술․
가정/
제2외국
어/
한문/
교양

서양조리 5 3 3
제과·제빵 5 3 3
일본어Ⅰ 5 6

3(택1) 3(택1)
중국어Ⅰ 5 6

한문 5 6

교과이수단위 29 34
27(문) 30(문) 30(문) 30(문)
33(이) 36(이) 24(이) 24(이)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24

6 1 1 1 1 1 1
진로활동 6 1 1 1 1 1 1
동아리활동 6 1 1 1 1 1 1
자율활동 6 1 1 1 1 1 1

학년별 총 이수 단위 합 71
65I문) 68(문)
77(이) 56(이)

총 이수단위 합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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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A자사고와 일반고 예체능 교육 과정 비교

출처:홍원표(2016).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과 후속 지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구성

A자사고는 체육과목 중에 스포츠 경기실습, 표현 및 창작운동, 체력운

동, 개인 및 대인 운동학생 과목이 개설 되어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술과목 역시 영

화의 이해, 영화기술, 영화창작과 표현, 디지털 사진촬영, 영화감상과 비

평, 연극의 이해 등 일반고에는 개설 되지 않은 과목들이 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생활교양과목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밍(코

딩)과 서양조리와 제과·제빵 등 특성화된 전문과목이 개설되는 등 학생

의 소질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로 효율적인 진로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자사고(2017) 일반고(홍원표, 2016)

체육・
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생활 운동과 건강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
스포츠문학 X(개설되지 않음)

스포츠 경기실습 X
표현 및 창작운동 X

체력운동 X
개인 및 대인운동 X

예술

음악과 생활 예술
미술 문화 음악 연주
영화의 이해 X
영화기술 X
음악과 매체 X
영상미술 X

애니메이션 제작 X
생활교양 프로그래밍 (코딩) X

예술

영화창작과 표현 X
(음악)교양실기 X
미술창작 미술 창작

디지털 사진촬영 X
영화감상과 비평 X
연극의 이해 X
연극제작 실습 X

생활・
교양

기술․
가정/
제2외국
어/
한문/
교양

서양조리 X
제과·제빵 X
일본어Ⅰ 일본어Ⅰ,Ⅱ
중국어Ⅰ 중국어 Ⅰ,Ⅱ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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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A자사고 예체능 과목명과 참여인원수(2018 A자사고 책자)

[표 Ⅲ-8]는 A자사고의 예체능 과목명과 참여하는 학생 수에 관한 자

료이다. A자사고 3학년 전교생 280여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할 정도

로 A자사고에 개설된 과목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자사고는 기

초과목인 국,영,수 에서도 고급수학Ⅰ,Ⅱ와 심화영어독해 뿐만 아니라 탐

구과목에서도 사회심화과목인 국제경제, 인류의 미래사회와 과학심화과

목인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과학사를 개설하

고 있다. 이는 기초과목, 탐구 과목 및 예체능 과목에서 A자사고가 교육

과정의 다양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상당한 교육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A자사고 과목명 신청인원수

체육・
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 과학 127명
스포츠문학 157명

스포츠 경기실습 276명
표현 및 창작운동 10명

체력운동 78명
개인 및 대인운동 208명

예술

음악과 생활
미술 문화
영화의 이해 51명
영화기술 50명
음악과 매체 150명
영상미술 93명

애니메이션 제작 96명
생활교양 프로그래밍 (코딩) 129명

예술

영화창작과 표현 190명
(음악)교양실기 109명
미술창작

디지털 사진촬영 256명
영화감상과 비평 251명
연극의 이해 39명
연극제작 실습 26명

생활・
교양

기술․
가정/
제2외국
어/
한문/
교양

서양조리 193명
제과·제빵 208명
일본어Ⅰ
중국어Ⅰ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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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자사고가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 편성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 스스로 선택

한 과목은 학생들이 동기가 부여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활발한 수업 참여

가 이루어진다. 이는 학교 밖 사교육에서 수업을 받고 학교 수업은 형식

적으로 참여하는 세태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학교 수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A자사고는 교육과정과 수업 변화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변화

하고 학교 문화도 바꾸고 있는데 2011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교육

청과 일선 학교에 A자사고와 같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A자사고 에서 도입한 학교 스포츠 클럽은 전교

생의 1/3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A자사고는 2018년 자사고 입시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써 학

생 중심의 교과 편성 및 운영과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 알찬 수

업으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학교, 평화로운 주말 저녁

시간, 학생과의 대화가 열정적이고 친절한 선생님들 등 교육수요자들의

교육만족도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자사고 이다.

[표 Ⅲ-9]는 A자사고가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춘 다양한 과목들

을 개설하여 10명 내외의 소수가 선택한 과목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Ⅲ-9] A자사고 소수 개설 과목 수

출처: 2018 A자사고 책자

A자사고는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선택형과 맞춤식 교육과정에 대

한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를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관하

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매학기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교생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며 5점 만점이다. A자

사고는 학생들이 유익하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수업을 통하여

소수가 선택해도 개설한 과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명 미만이 선택한 과목 수 6 9 13 10 11 17 17

20명∼29명이 선택한 과목 수 3 3 1 9 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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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및 논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교육 절감 효과를 위해 다양한 교수 방

법 개발을 노력 한다.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학생

들의 수요를 해결하려는 A자사고의 교육성과중에 하나이다. [표 Ⅲ-10]

는 A자사고 학생들이 실시한 수업 만족도이다.

[표 Ⅲ-10]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5단계 척도)

출처: 2018 A자사고 책자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반영함으로

써 이뤄지는 Strauss & Corbin(1998)의 ‘이론적 표본 추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제

현상에 근접한 경험 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고민하며

이를 토대로 표집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성과와 과제에 관한 질적 연구’

라는 연구 주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를 위해 A자사고를 3차 방문하여 1차 방문 시 교장 선생님과의 1시간

30분에 걸친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A자사고의 연혁과 현 상황에 관

한 설명을 직접 듣고 2차 방문 시 A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

된 과정을 직접 경험한 교사 한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면담

하였으며, 3차 방문 시 A자사고가 자사고로 전환된 후에 A자사고 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이는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과정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4.30 4.15 4.15 4.23 4.18 4.33 4.49 4.42 4.44 4.44 4.46 4.47 4.49 4.45

2 4.05 3.90 4.16 4.14 4.31 4.38 4.20 4.09 4.34 4.32 4.37 4.45 4.54 4.54

3 3.83 3.68 3.98 3.90 4.23 4.21 4.36 4.44 4.10 4.33 4.57 4.46 4.37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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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사고 졸업생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사교육 강사

로 일하면서 지도해 온 학생들의 지인들 연락을 통하여 A자사고 졸업생

들 가운데 일반고에는 개설되지 않은 자사고 에만 존재하는 프로그램,

특히 자사고 심화 교육과정이 중복되지 않는 문과 졸업생 2명, 이과 졸

업생 2명 총 4명의 졸업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전 전화통화를 하

고 장소를 정하고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편한 장소로 이동하여 개별면

담 하였다. 면담 전 연구주제와 질문을 소개하고 면담 녹취에 관한 설명

을 충분히 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을 면담하였다. 뿐만 아

니라 A자사고의 학부모 중에 자녀를 각각 A자사고와 일반고에 보낸 학

부모를 추가 면담하여 일반고와 자사고 비교를 외부자의 관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 2명, 졸

업생 4명, 학부모 1명 총 7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름
(가명)

특이
사항

자사고 프로그램 성별

교사

문초석

경력

19년

국어

독서 논술 토론지도

학생이 지도하는 시범수업

A자사고가 일반고일 때부터 근무

(A자사고 19년째 근무, 연구부장교사)

남

최시대

경력

7년

수학

고급수학(수학 심화 과정) 지도

3년 담임연임제 현재 고3 담임

전 00과고 입학사정관

남

졸업생

김세명
대학생

문과

타이포그래피(영상편집)

공강 시스템 활용

알성시대(글짓기 대회)

남

하진문
대학생

문과

A자사고 전교임원 출신

전 과목이 열리는 교과 선택 과정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

남

정맑음
대학생

이과

고급 화학(화학 심화 과정)

3년간 담임연임

국내명문대 S대학 화학과 재학 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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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

연구 참여에 동의해준 A자사고 졸업생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면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심층 면담을 위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협의 하였다. 면담 장소는 사전

협의된 A자사고 상담실, 졸업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학부모의 직장 근

처 등에서 진행되었고 음료는 연구자가 제공하였다.

2) 면담은 개별 연구 참여자 마다 전화 통화와 개별면담 포함 1회 30분

에서 6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시작과 동시에 녹음을 실시하였다.

3) 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의사를 재확인 하였으며 동의

서에 서명을 받고 논문 제출 후에 녹취 파일 폐기에 관한 설명을 하였

다.

4) 질적 연구 방법인 반구조화된 연구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여 연구 참

여자에게 한 부를 제공하고 추가 면담인 경우에는 1차 면담 시 연구 참

여자의 전사 자료를 프린트하여 내용을 재확인 하였다.

5) 면담은 졸업생인 경우 연구 참여자가 자사고에 입학하게 된 동기, 자

사고의 교육성과를 장점으로 자사고의 과제에 관한 자사고의 단점을 질

문하였으며 학부모에게는 일반고 자녀와 자사고 자녀의 학교 차이점을

질문하였다. 교사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일반고와 차별된 자사고의 교

육성과와 과제를 질문하였으며 모든 면담내용은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

라 개방코딩, 중요키워드 별로 축코딩, 새로운 주제 및 범주 발견하는 선

서직화
대학생
이과

고급 생명(생명 심화과정)
교과 선택제, 과목별 과제연구
(경제 게임이론 생명과학 적용)

남

학부모 신혁주
A자사고와 일반고 자녀들을 둔 학부모
학교 입학설명회 직접참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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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코딩이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에 있어서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지나친 라포 형성 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구주제나

연구내용 이외에 따로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자사고의 교육성

과와 과제라는 연구주제에 신뢰성 있는 면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 면담에 관한 보고서를 쓸 때 연구 참여자에게 완성

된 보고서를 공유하며 내용 수정이나 보완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Lincoln 과 Guba(1985)의 연구 참여자의 검토

과정(member-checking)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

자의 의도가 왜곡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면담 방식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를 위한 자

료 수집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세 달여에 걸쳐 진행 되

었다. 면담 전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연구 참

여자는 7명으로 A자사고에 근무하는 교사 2명, 졸업생 4명과 외부자의

관점을 위하여 일반고와 A자사고에 두 자녀를 각 각 보낸 학부모 1명을

면담하여 총 7명의 연구자와 개별 면담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전 제공

된 반구조화된 질문을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각 연구 참여자별 면담은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1

차 면담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연구 결과를 위해 필요한 추가 질문을

도출 하였으며, 1차 면담 참여자 중에 졸업생 4명과 학부모는 추가 면담

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보완하였다. 추가 면담시에는 1차 면담 시 이

루어진 전사 자료를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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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시에 반구조화된 형태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

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을 진행 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들은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표현으로 그대로 반영하여 전사 하였으며 전사내용은 따

로 프린트 하여 지속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질적 자료를 정

리한다는 포괄적 분석 절차의 1단계에 충실하며 자료분석 과정에서 진실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

구 참여자의 언어 표현 중 반복되거나 핵심내용은 메모하여1) 면담 당시

의 맥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범주화 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 단계는 포괄적 분석 절차의 2단계로서 분석적 메모

쓰기를 통하여 연구자의 통찰성과 반영성을 추구하게 된다.(Miles &

Huberman, 2009)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가 A자사고를 직접 방문하여 A자사고가

일반고(2009년)에서 자사고(2010년)로 전환된 과정을 직접 경험한 교사

와 자사고로 전환된 후에 근무 하게 된 교사를 심층 면담 하였다. 졸업

생은 일반고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자사고에만 개설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 문과생 2명과 이과생 두

명을 면담을 실시하고 A자사고에 다닌 자녀와 일반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명을 면담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A자사고에서 경험한 교

육경험들이 교육성과와 과제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

다.

질문은 A자사고에서의 교육 경험과 교육성과 및 과제가 주를 이루었

으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관한 개인의 제안점을 추가적으로 질문

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적 연구에서는 이를 ‘메모하기’라고 하며 연구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작업으로 강조한다. 메모하기는 연구결과로서의 이론 형성을 돕는 분석

기록을 적은 것으로 연구 진행 동안 떠오르는 생각, 해석, 질문, 방향, 계획, 주

제, 가설 등 모든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권경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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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면담 질문 내용

대상 질문 인터뷰 내용

교사

Q1 귀하는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일반고와는 다
른) 혁신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 자사고 지정이후 학교 운영(회의, 지침수립 및 전달, 학생 지도의
방식,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습니까?

Q3
자사고 지정이후 두드러진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
한 성과는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
니까?

Q4
자사고 전환 후에 수업내용에 대해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 추가한
수업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
까?

Q5 귀하가 지도하신 일반고 학생들과 자사고 학생들의 차이점이 있
다면 어떤 점입니까?

Q6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실행단계에서 귀하의 제안점은 무엇입
니까?

졸업생

Q1 학생이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인 A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
엇입니까?

Q2 A학교 수업이나 프로그램 중 특히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A학교 수업 외에 학교생활 중에 특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어
느 부분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4 자사고의 교육경험에 대해 느끼는 장점(교육성과)과 단점(과제)
은 무엇입니까?(내면의 변화 포함)

Q5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실행단계에서 제안점은 무엇입니까?

학부모

Q1 귀하가 자녀분을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
니까?

Q2 귀하가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분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사고의
장점(교육성과)과 단점(과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 귀하가 일반고에 다니는 자녀분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사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4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실행단계에서 귀하의 제안점은 무엇입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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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포괄적 분석절차의 1단계인 반복적 자료읽기와 2단계 분석

적 메모 쓰기, 3단계부터 5단계에 따른 1차 코딩, 2차 코딩, 3차 코딩과

6단계인 연구 결과재현 절차에 따르는 것에 충실하였다.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7명의 면담 녹취록을

전사하고 전사자료 텍스트를 숙지하고 파악해 나가며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 하였다. 각 면담 참여자의 전사 자료에는 면담 참여자, 면담 일시, 면

담 장소 및 추가 면담 장소, 면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면담 내

용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포함되어져 있다.

포괄적 분석 방법의 코딩 방법은 3단계인 1차 코딩(개방 코딩), 4단계

2차 코딩(축 코딩), 5단계의 3차 코딩(선택 코딩) 순으로 이루어진다. 각

분석 단계의 의미와 구체적 적용 방식을 자세하게 제시해 보았다.

1차 코딩(open coding, 개방 코딩)은 초기코딩(initial coding)이라고 하

며 연구 참여자들의 문제(problem), 쟁점(issue), 중심사건(central event)

에 주목하고 기존의 개념과 체계적으로 이론적 비교를 통하여 연구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분석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안의 한 가지 사

건을 경험에서 회상된 것이나 문헌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1차

코딩인 개방코딩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의 편견, 신념, 가정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개념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입견을 최

소화 한다.

2차 코딩(axial coding, 축 코딩)은 새로운 코드와 범주들을 기존의 코

드 및 범주들과 의미적으로 관계 짓는데 초점을 두며 1차 코딩에서 도출

된 코드(범주)보다 지시적이고, 선택적이며 개념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Glase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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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딩의 목적은 1차 코딩(개방 코딩)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

를 분류하고, 종합하고, 조직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어떻게,

무슨 결과와 같은 물음에 답함으로써 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구체화

한다(Strauss & Corbin, 1990)2).

3차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 코딩)은 범주를 최대한 통합시키고 정

교화 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속성과 차원이 드러나지 않는 이론적 포

화상태를 지향한다. 선택적 코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특정한 연구

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생성하는 일이다

(Strauss & Corbin, 1998). 그리고 이 전의 분석결과(1차 코딩, 2차 코

딩)로부터 특정한 개념, 혹은 이론을 분류하고, 종합하고, 통합하고, 조직

하기 위한 최종적인 분석 작업이다(Charmaz, 2006).

2) Strauss & Corbin(1990)은 그 과정을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

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으로 제시한다.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혹은 일이며, ‘중심 현상’은 참여자의 작용/상호작용

에 의해 다루어지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이다.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을 만들

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이며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에 내포되어 있는 구

조적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 및 제한하는 조건들이다. ‘작용/상호작용’

은 중심 현상을 다루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취하는 의도적인 행

위 혹은 반응 이며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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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의 결과

연구의 결과, 자사고 졸업생과 학부모, 교사가 자사고에 관하여 자신들

의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상정한 연구 문제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사고 진학동기와 자사고

의 교육경험으로부터 체험한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자사고의 과제, 정부

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관한 제안점을 정리하였다.

제 1 절 에서는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면담내용을 토대로 자료의

범주화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제 2 절 에서는 자사고의 교육 수요자인 졸업생과 학부모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에 진학한 동기와 자사고 교육경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교육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제 3 절 에서는 자사고의 교육 제공자인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제 1 절 자료의 범주화 결과

면담 자료에 대한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른 1차 코딩(개방) 과정은 먼

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에서 문장 단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

악하고, 면담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며 개념을 도출해 보았으며 2차 코딩

(축 코딩)그 개념들을 범주화 하여 하위 범주와 범주로 도출하고 3차 코

딩(선택 코딩)단계에서는 그 범주화를 통합화 하고 정교화 하였다. 결과

는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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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자료의 범주화 분석 결과

개 념 하위범주 범 주 패러다임

일반고 보다는 공부 할 분위기가 좀 더 잘
조성되어 있을 것 같아서

우수한

면학분위기

선호
학생들의

자사고

진학동기

인과적

요건

&

맥락적

요건

일반고 보다는 교육열이 높은 학교 분위기

집 주변 지역 일반고와는 다른 학교 분위기,
면학 분위기

일반고를 믿지 못해서 자사고 보냄

자사고의 전반적 운영시스템

다양한

교육과정

기대

자사고의 특이한 커리큘럼

일반고와는 다르게 능력을 펼칠 가능성

교육 과정 운영이 자유롭고 다양한 체험 활
동

자사고의 과목선택제가 가장 큰 메리트

과목 선택제와 화학 심화과정인 고급화학 만
족 교과선택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

중심

현상

영상편집 과목과 타이포그래피 수업 만족,
공강활용

영화, 애니메이션 과목, 포토샵 수업 만족

과제연구와 심화생명 수업 만족

스포츠 클럽과 연극 수업에 대한 만족

선생님들이 항상 열정적, 학습동기 불러 일
으킬 수 있었음

공교육에

대한

신뢰향상

선생님들이 좋으시고 수업자료도 도움이 됨

젊고 열정적인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신경 많이 쓰는 교사들

열정이 넘치고 독려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느낌

선생님들이 신경써주셔서 비교과 활동 충실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짐

중심

현상

전에는 학교에서 대충하고 학원에서 공부

자사고에서는 학교에서 질문 해결됨

학원을 무작정 의지하기 보나는 자기주도

사교육은 필요한 정도만 조금만 함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졌어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학원에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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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대한 변별력이 생김

선생님들이 잘해 주시니 성격이 적극적이 됨

성격의 변화
성격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함

리더십에서도 많은 발전
자사고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자신도 자사고와서 정신 차린 케이스

자사고 전환 후 독서논술 프로그램 실시

교과 선택의

다양성 제공

위한 노력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

자사고에서 학생이 교사가 되어 수업실시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점

학생들이 수업 만족도가 높은 점

고급수학 등 연구 프로그램 선택 가능

학생 위주 수업으로 학생학업 능력이 발현되
기도 함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

제공위한

노력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알려고 노력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생의 요구사항 들으심

학생들 요구사항이 잘 반영됨

인격적 발전이나 스스로 뭔가를 설계하고 이
뤄나가는 경험을 하게 함

7명의 학생들 데리고 고급수학 지도함

내신 따기가 힘들고 1등급 학생이 적은 부분 내신획득의

어려움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사고

과제

중재적
요건

내신관리가 힘들고 공부따라가기가 힘든 점

학비가 비싼 부분
학비부담

학비 많이 내는 부분

자사고를 없앤다는 불안감 자사고 폐지

논란 불안감자사고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아서 불안했음

귀족학교라는 부분은 사배자 충분히 선발

귀족학교는
사실과 다름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사고

과제

교사들도 일반고 교사와 같은 호봉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 비슷해짐

어려운 학생에게 충분히 기회 제공함

입시위주교육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다양한 활동

국영수 최소한 예체능 선택과목 다양함

학생들의 인격적인 발전 구현 실현

면학분위기 좋은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많음 일반고위기
초래가 아닌
자사고에서
학업 능력
발현

학생들이 학업적 능력이 뒤늦게 발현됨

자사고에서 잠재력 발휘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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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가 비싸지만 사교육을 그만큼 덜 받음
학비가 비싸
지만 사교육
을 덜 받기
때문에 귀족
학교가 아님 자사고

폐지에

관한

학생들의

제안점

작용/

상호

작용

전략

귀족학교와 거리가 멀다

일반고 재정지원으로 자사고수준까지 올리길

귀족학교가 맞지만 일반학생들에게 자사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필요

자사고 처럼 하는 것이 원래 교육이어야 함
자사고는 학
생수요에 맞
기 때문에 자
사고 교육의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기
를

자사고 처럼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열어주길

자사고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진 상품

그 상품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면 안 됨

제가 받은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자사고 수요가 있는데 자사고를 폐지하게 되
면 학원 가라는 말

교육제도를 자꾸 건드는데 교육이 다 같아선
안 되고 다양성 교육이 이뤄져야 함

교육정책에

교사의

의사반영

필요,

다양성

교육이뤄야

자사고

폐지에

관한

교사들의

제안점

교육과정 바뀔 때 교사 아이디어반영 잘안됨

자사고 폐지는 아까운 유산 사라지는 느낌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도 필요하지 않나

폐지 전 적응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다 피해를 본다

학생들이 정치 논리에 묻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기회를 없애는 것

자사고에서 학업 능력이 발현

자사고의

교육성과 연구

결과
결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

사교육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고 낮은 사교육
의존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노력

귀족학교, 입시위주 교육, 우수학생 선점 등
은 사실과 다름

자사고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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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수요자가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과제

1. 교육수요자의 자사고 진학 동기

본 연구에 참여한 A자사고 졸업생이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에 진학하

게 된 동기와 자사고 학부모가 자녀를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에 진학시킨

공통점은 ‘우수한 면학 분위기 선호’와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라

는 사실을 분석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진학 전에 일반고와는 다른 좋은

학업 분위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

에서도 밝히고 있다. 연구자는 ‘우수한 면학분위기 선호’와 ‘다양한 교육

과정 기대’ 라는 두 가지 공통된 요소를 정리하였다.

가. 우수한 면학 분위기 선호

A자사고의 졸업생은 공통적으로 자사고 진학동기를 학업에 집중할 수

좋은 면학분위기를 선호하여 자사고에 진학하게 된 동기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자사고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우

수한 학업분위기로 인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주변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자사고 입학전형 수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이래로 자사고가 기존 내신

50%이내의 학생만 지원했던 방식에서 성적 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학업성과를 내는 원인은 학생들이 학습하기 좋은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일단 면학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일반고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

기가 잘 조성되어 있을 것 같고 시스템도 다른 일반고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자사고를 결정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이 학교에 공강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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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전반적 운영시스템을 보고 결정한 것 같아요. A자사고는 수업 중간 중간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공강을 잘 활용하면 공부나 수업에 잘 임할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김세명, 문과졸업생)

김세명의 경우 자사고에 진학한 동기가 “일반고보다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일반고와는 달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인지하고 진학하였음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히듯

이 자사고 진학 이유로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위해서”라는 이

유와 동일하다는 사실로 파악이 되었다. 김세명의 경우에도 A자사고 진

학 전에 “자사고의 면학 분위기”로 인하여 주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

히 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기대감을 인식하고 진학한 동기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일반고 보다는 교육열이 높을 것 같아서 그 학교 분위기 때문에 갔

죠. 면학분위기요. 실제로 일반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구요. 일반고 친구들은 술 마시는 친구들도 있다고 듣고 그래서 학교를 잘

갔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세한 학교정보를 듣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사고 여서

특이한 커리큘럼이라고 들었습니다.”(정맑음, 이과졸업생)

정맑음은 “일반고보다 교육열이 높을 것 같아 A자사고에 진학”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실제로 주변에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들은 “일반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며

학업에 열악한 일반고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면학분위기가 좋은 자사고”

에 진학을 잘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영등포 쪽 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쪽 학교 분위기가 공부하기에 좋

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는 아무래도 지역을 바꾸기가 힘들잖

아요? 자사고는 지원만 하면 지역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과

목 선택제와 학습 분위기 때문에 자사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사고에 들

어가 보니 중학교 때와는 반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어색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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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애들이 반에서 한 두명 이었는데 자사고는 공부

안하는 애들이 많아 봤자 반에서 한 두명 이었어요.”(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와의 면담에서 그는 “집 주변에 있는 학교 분위기가 학업에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일반고는 집 주변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바꾸기 위해 자사고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사고 입학 후에 중학교 때와 차이가 나는 반 분위기

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학교 때는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반에서 한

두명, 소수에 불과 했지만 자사고에 입학한 후에는 “공부를 안 하는 학

생들이 반에서 한 두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좋은 면학분위기는 자사고

에 입학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

“자녀 중에 첫째는 자사고 보내고 둘째는 학업 부담이 있다고 해서 일반고를

보냈어요. 아무래도 자사고가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수업

집중도도 더 좋고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수업 만족도도 자사고 학생들

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자사고를 보낸 가장 큰 이유는 교육적인 면에서 일반고를

좀 못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준에 있어서 일반고는 워낙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고를 보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자사고를 보내게 되었

습니다. 저는 학교나 학원이나 설명회를 직접 들으러 가고 큰 아들 학교 같은 경

우는 입학설명회를 두 번이나 참석했어요. 그 당시는 자사고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아서 불안했었는데 A자사고 입학설명회에서는 자사고가 폐지 안 될 것 같고

학교가 오래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고 기존에 오래된 학교 보다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다 젊으신 부분도 좋았고요.”(신혁주, 학부모)

자사고 학부모인 신혁주씨 와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두 자녀를

각 각 자사고와 일반고에 보낸 경우로 첫째 자녀를 자사고에 진학시킨

요인에 관하여 “일반고를 못 믿어서”라고 일반고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사고 학생들이 수업집중도가 더 좋고 학생들

이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수업 만족도도 자사고 학생들이 더 높다”고 언

급하며 자사고의 좋은 면학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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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일반고에 보낸 이유에 관하여는 둘째 자녀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학생 스스로가 일반고를 가기를 원했고 일반고 보낸 자녀가 자사

고를 원했더라면 자사고를 보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자사고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에 관하여는 A자사고 입학설명회를 두 번을 참

석 하였는데 그 당시 자사고 폐지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에로 인하여 불

안감이 있었지만 직접 참석한 입학설명회에서 그 불안감이 상쇄 되었다

고 언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녀의 A자사고 진학을 선택하였다.

나. 다양한 교육 과정 기대

A자사고 졸업생들은 입학 전 입학 설명회 참석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학동기로 이

야기 하였다. 김세명은 아버지가 직접 여러 학교의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입학설명회를 참석하고 학교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한 후에 A자사고를

권유해서 진학하게 되었다. 정맑음 역시 자사고가 일반고와는 다른 특색

있는 교과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학하게 되었으며 하진문은 입학 전

에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일반고와 다르다는

이유를 진학동기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 학교에 공강 같은 시스템, 전반적 운영시스템을 보고 결정한 것 같아요. A

자사고는 수업 중간 중간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공강을 잘 활용하면 공부

나 수업에 잘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학하게 되었고 진학 전에 아버지

께서 입학설명회를 다녀오시고 이 학교, 저 학교 교육프로그램들을 비교해 보신

후에 A자사고를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김세명, 문과졸업생)

김세명의 경우는 구체적인 진학동기에 대하여 일반고에는 없는 A자사

고의 특성화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미리 인식하고 진학하

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공강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보고 결정했으며 진학 전에 아버지께서 여러 학교의 입학설명회를 다녀

오시고 비교 분석 하신 후에 추천하셨다고 한다. A자사고 학생들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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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직접 자신의 시간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공강 시스템

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김세명의 면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강 시간에는 대학교와는 달리 학교 밖으로 나

갈 수 없지만 학교 내에서 자습실이나 독서실에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반고와는 차별되는 A자사고의 프로그램 중의 하

나이다. 김세명은 A자사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프

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진학동기로 선택하였다.

“저는 A자사고에 대한 학교정보를 자세히 듣고 진학 한 것은 아니고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여서 특이한 커리큘럼이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정맑음, 이과졸

업생)

정맑음의 경우에도 자사고의 특이한 교과과정이나 특성화된 커리큘럼

을 진학동기로 선택하였다. 그녀는 “자사고 여서 특이한 커리큘럼”이라

고 언급하였는데 A자사고의 교육과정은 주요과목인 국, 영, 수 과목에도

일반고와는 차별된 심화과정이 개설 되어있고 탐구 과목인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부록4 참조)에는 개설 되지 않는 전 과목이 개설

되어 탐구 과목도 국제 경제, 인류의 미래사회,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과학사 등이 개설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목들이 시간표 상 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 학생들이 10명 이상의

수요가 있을 때도 개설 되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

들을 A자사고에 진학 학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자사고 라고 선택한 것은 아니고 일반고에 가서는 제 능력이나 대입에서 나을

것 같지 않고 더 나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제 능력을 더 펼치고 대입에 있

어서 더 수월할 것 같아서 특목고, 자사고 다른 학교를 찾아보다가 일반고와 다르

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하진문, 문과졸업생)

하진문의 경우 역시 A자사고의 지원동기로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에서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사고가 학생들의 적성

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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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A자사고의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 일반고에는 편성되지 않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 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영화의 이해, 영화기술,

음악과 매체, 영상미술, 애니메이션 제작, 영화창작과 표현, (음악)교양실

기, 디지털사진촬영, 영화감상과 비평, 연극의 이해, 연극제작 실습 뿐만

아니라 특성화 된 과목인 프로그래밍(코딩), 서양조리, 제과·제빵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이 편성되어져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을 A자사고에 진학하기 전부터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저같은 경우는 그만큼 하고 싶은 공부가 많았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과목선택

제가 없어서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일반 과목은 들을 수가 있지만 다른 제가 듣

고 싶은 과목은 들을 수가 없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과목선택제가 있어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우선은 가장 큰 메리트 였고 제가 영등포 쪽

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쪽 학교 분위기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는 아무래도 지역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자사고는 지원

만 하면 지역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과목 선택제와 학습 분

위기 때문에 자사고에 오게 되었습니다.”(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의 면담을 살펴보자면 자사고 진학 동기로 “과목 선택제와 학습

분위기”를 선택하였는데 그는 일반고는 일반과목만 들을 수 있지만(부록

4 참조) A자사고의 과목선택제로 인하여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

다는 점을 A자사고를 진학하게 된 동기로 언급하였다. A자사고는 국,영,

수와 탐구 과목, 예체능 과목 중에서도 특히 전교생에 가까운 학생들이

토요일 마다 참여하는 스포츠 클럽이 편성 되어져 있고 그 외에도 일반

고 에는 개설 되어 있지 않은 스포츠 경기 실습, 표현 및 창작운동, 체력

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등의 다양한 과목이 개설 되어 있어 학생들 본

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시간표

가 다른 점은 일반고와 가장 두드러진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직화의 경우에도 자사고의 진학 동기를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을 진학 동기로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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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자사고가 특히 A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운영이 자유롭고 다양

한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사고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래서 수준 높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요. 입학설명회에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니 여

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외국 학교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면 본인한테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신혁주, 학부모)

학부모인 신혁주 와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녀를 A자사고에 보

낸 동기를 “교육과정운영이 자유롭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두 번의 입학 설명회를 참석하면서 외

국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는 점이 기억에 남는 프로

그램이라고 언급 하였으며 자사고의 “수준 높은 교육”을 자녀가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사고 진학 동기에 관하여 5명의 연구 참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수한 면학 분위기 선호’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대’하며 A자사고에 입학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자사고의

교육수요자들인 졸업생과 학부모가 입학 전부터 자사고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와 학생 선택형 다양한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학생 편의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미리 인지하고 진학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획일화

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일반고를 믿지 못해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한 연구 참여자부터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

대”하며 자사고 진학을 결정하는 연구 참여자 까지 A자사고의 교육경험

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입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2. 교육 수요자가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과제

A자사고 졸업생들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A자사고의 교육성과는 무엇

인가에 대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A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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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졸업생들은 일반고에 비해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면서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활

동이 가능한 점을 공통적으로 교육성과라고 이야기 하였다. 특히 특성화

되고 개인별 맞춤화된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A자사고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해 교육 만족도가 높은 교육성과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 열

의가 있고 철저한 강의력을 지닌 교사들로 인한 수업 만족도 역시 A자

사고의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자사고의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와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교과 선택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경험. 두 번째, 공교육 신

뢰에 따른 낮은 사교육 의존도. 세 번째, A자사고의 교육경험에 따른 내

면의 변화. 네 번째, 자사고의 과제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폐

지 정책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제안점이나 시사점들을 다루어 보

았다.

가. 교과 선택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경험

A자사고의 교육성과는 졸업생들과 학부모의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과

심화과정을 학습이 고등학교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

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일반고

학생들 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일반고 학생들과는 달

리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 대학과정의 심화과정을 지도하는 각 과목의

고급(심화)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관한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 A자사고 연구 참여자 학생들이 특별히 학

습에 적극적인 이유 또한 학교 선택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일반

고 학생들 보다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교육

성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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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고 다른 학교들은 물리, 지

구과학 등 조합을 짜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자유

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전 과목이 열리는 것은 실감을 못했는데 여고 간 친구

들은 물리 이런 게 잘 안 열리는데 저희 학교는 전 과목이 열려있어요.. 저는 고

급화학을 들었는데 대학 와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 공부가 더 쉬운

느낌이 들어요.”(정맑음, 이과졸업생)

정맑음의 경우 탐구 과목에서 전 과목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A자사고의 교육과정을 교육성과로 언급하였으며 그녀는 현재

국내 명문대인 S대 화학과에 재학 중으로 A자사고의 화학 심화과정인

“고급 화학 수업이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고 대학 공부가 더 쉽게 느껴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녀는 친구들을 언

급하며 A자사고의 수업 자료들이 대학에 와서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

이 된다고 하였다. A자사고은 과학과목 중 일반 과목 뿐 아니라 심화

과정인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과학사가

개설되어 있다 정맑음 졸업생은 A자사고가 학생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심화과정까

지 편성하는 점을 교육 성과로 인식하였다. 이는 “전 과목이 열리지 않

은 일반고” 와는 차별화된 자사고의 교육성과이다.

“타이포그래피라고 영상편집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흥미로웠고 다른 학교

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이 미디

어 커뮤니케이션인데 실습을 하게 되면 타이포그래피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내활동을 거의 참가 하지 않았었어요. 교내활동도 거

의 없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알성시대라고 글짓기 대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

도 참여 하면서 한번 글을 쓰며 제 생각도 써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

인 면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김세명, 문과졸업생)

김세명의 경우 일반고에는 개설 되어 있지 않은 “타이포그래피라는 영

상 편집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을 교육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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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A자사고에서 배운 영상 편집은 고등학교 때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와서도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은 이론을 배우

고 있지만 실습을 배울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A

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알성시대”라는 글짓기 대회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써보면서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

음을 들을 수 있었다. A자사고에 다니면서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

여 하게 되었는데 중학교 때는 교내 활동을 거의 참가 하지도 않았고 또

한 교내활동이 거의 없었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주도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 하였던 점을 자사고에서의 교육 성과로 언급 하였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았던 것, 사탐, 과탐 과목이 다 열리고 음미체도 천

편일률적인 과목이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다른 일반고에서 많이 없

는 것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전공도 광고 홍보학과인데 A자사

고에서 배운 타이포그래피와 포토샵 등 그런 것들이 대학에서도 도움이 됐어요”

(하진문, 문과졸업생)

하진문의 경우에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교육성과로 인식하고 있었

다. 특히 “사탐, 과탐 과목이 다 열리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일반고

와는 차별된 점이다. 일반고에는 탐구 과목인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과

목 중 몇 과목만 개설되어 있지만 A자사고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한

전 과목이 개설된다는 점이 일반고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탐구과목에 있

어서 전 과목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과

목들이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편성되어 있던 점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이야기 하였고 특히 A자사고에서 배운 타이포그래피와 포토샵 등의 수

업은 대학 전공인 광고 홍보학과의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A

자사고가 다양한 교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 내에 편성하는 점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성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연구라고 주제하나 정해서 팀을 짜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데 학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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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도 좋아 졌던 것 같아요. 과목마다 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경제에서 게임이론을 생명과학 쪽에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과목 선택제가

있어서 이과이지만 경제 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데 경제 게임이론을 배울 수 있었

어요. 그리고 저는 이과인데 재수 하면서 문과로 전과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 심화

생명을 들으며 공부 이외의 생명 분야를 배우고 수능과 연관이 없는 생명분야를

공부했던 것이 재미있었고 실험도 많았어요. 대학에 와서는 경제과목이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이 대학 와서도 도움이 됩니다.”(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의 경우 과목 선택제가 있어서 “이과 이지만 경제과목을 들을

수 있었던 점”과 “팀을 짜서 하는 프로젝트”, “심화 생명”등을 A자사고

에서 배웠던 점을 자사고에서 경험한 교육성과로 인식하였다. 그는 과목

선택제에서 경제 게임이론을 생명과학분야에 적용하는 팀 프로젝트를 하

며 학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A자사고에

서 이과 공부를 했지만 재수를 하면서 문과로 전과를 한 후 현재 경제학

을 전공하고 있는데 A자사고의 과목 선택제로 인하여 이과학생 이었지

만 문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을 교육성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사고는 큰아이가 가고 둘째는 본인이 원해서 일반고를 갔고 또 집근처에 학

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로 보내게 됐어요. 일반고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과정이 동일하니까 장점이 없고 그나마 장점은 과학중점반이 특화된 반이 있

는데 원하는 학생은 많은데 추첨이다 보니 못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한계가 있어

요. 일반고간 둘째는 본인 스타일이 맞아서 일반고에 잘 맞아요. 일반고의 단점은

공부양에서 많이 부족해요 질적인 면을 떠나서 양적인 면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인지 선생님들이 공부할 얘들은 외고

과고 자사고에 가서 나머지 학생들,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애들이 우리 학교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푸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는 일반고에서 편안해 하고

포기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신혁주, 학부모)

신혁주 학부모와의 면담에서는 일반고에 보낸 자녀와 A자사고에 보낸

자녀간의 비교를 통하여 A자사고의 교육성과를 언급하였다. 그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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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육과정이 동일”하다는 점을 일반고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가 다니고 있는 일반고에 특화된 과학중점반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그 반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추첨이기 때문에 많은 학

생들이 그 반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언급하며 본인 자녀도 그 반에

들어가지 못해 일반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일반고가 전반적으로 공

부양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과 교사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다고 인식해서 인지 학생들 학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점을 일

반고의 단점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첫째 자녀가 다닌 A자사고의 교육과

정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반고가 교육과정이 동일”한 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큰아들을 자사고 보냈을 때 대학교 진학과 상관이 없는 스포츠 클럽이나 연극

등 이런 것들을 참여 하고 상도 받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학교가 잘 이끌

어 가니까 마음 편하게 학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신혁주, 학부모)

학부모인 신혁주와의 면담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A자사고에 보낸 자

녀의 경우에 “대학진학과 상관없는 스포츠 클럽이나 연극 등” 이런 과목

이나 활동들을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독려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A

자사고가 본인의 자녀의 교육을 잘 이끌어 주어서 인지 “마음 편하게 학

교에 맡길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A자사고가 학생선택형 교육과

정을 위하여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개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점이 교육성과로 이

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공교육 신뢰에 따른 낮은 사교육 의존도

교육수요자인 A자사고 졸업생과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에 대

한 수업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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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열의가 높은 교사들의 영향력이 학교에 대한 높은 신뢰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결과 사교육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 A자사고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받은 관심과 존중으로 말미암

아 교사와 학생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은 고무적인 모습이

다. 이는 A자사고의 교육 목표와 일치하고 일반고와는 차별된 교육 성

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바뀐 건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예외적으로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는

데 대부분 그냥 딱 할 것만 하시고 정해진 것만 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고

등학교에서는 이것저것 독려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좀 더 믿고 따라 갈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도 항상 열정적이시고 질문은 언제든지 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회 같은 것

도 많이 만들어서 좀 더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김세명, 문과졸

업생)

김세명의 경우는 A자사고의 교사들의 격려와 지지로 인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A자사

고의 선생님들이 “여러 활동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으

로 유도함”으로 질문도 언제든지 가능하였고 여러 가지 대회도 참여하면

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게 되었고 공교육 교사를 더 신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A자사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적성 계발을 위해 노

력하고 학생들을 존중하며 교사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지지를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이야기 하였다.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선생님이 3년을 맡는 시스템이어서 상담도 대개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보시니까 저에 대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은 관리가

힘들어서 3년 동일 담임 시스템은 아닙니다(고3 한 반은 지금도 담임연임제임).

상담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점 그런 게 좋았고 선생님들이 다 좋

으세요. 그리고 수업에도 열정적이시고 수업자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주

변에 대학을 간 친구들도 대학을 들어간 후에 전공공부를 할 때 A자사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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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신 자료를 다시 찾아서 본다고 들었어요”(정맑음, 이과졸업생)

정맑음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고와는 차별되는 자사고 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3년 동안 동일 담임 시스템” 즉 3년간 담임연임제3)를 통하여

한 분의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3년간 지도를 받는 경험을 했다. 그녀는 3

년간 동일한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3년간 본인을 지도하고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담임교사로 말미암아 상담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언급하였다. 그녀는 담임교

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고 이야기 하고 모든

교사들이 열정적이었다고 강조하였다. 특별히 A자사고 선생님들의 수업

에 대하여 대학생이 된 후에도 A자사고 선생님들이 주신 자료가 도움이

되서 그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볼 정도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가 철저

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A자사고 교사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교육성과

로 언급하였다.

“교사들 같은 경우 나이가 훨씬 젊으시고 30대 중초반이시고 (일반고 친구들

얘기와 비교 했을 때) 신경써주시는 것도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같은 경우에

도 하나하나 다 다르게 기입해주시는 부분이 차이가 나고 저는 자사고 처럼 하는

게 원래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신경써주는 부분이

더 성실하게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교사 대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대 학

생 부분에서도 더 비교과 활동이 충실하고 면학분위기도 좋았습니다.”(하진문, 문

과졸업생)

하진문의 경우에도 앞에서 밝힌 경우와 같이 학교 교사들에 대한 만족

도를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이야기 하였다. 하진문의 경우 A자사고 교

3) 담임연임제는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담임교사가 2년 혹은 그 이

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급을 담임하도록 배정하는 담임배정방식을 의미

한다. 담임연임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신뢰감과 상호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

는 여건을 제공하며 오랫동안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배지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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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나이가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일반고

와는 달리 비교적 젊은 편이다 보니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더 신경 써서

지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A자사고 교사들이 “생활기

록부를 꼼꼼하게 신경써주고” 학생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기반으로 비교

과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 하면서 특별히 교육에

대하여도 언급하며 “자사고 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세심하게 신경써줘야

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고 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째(자녀)는 자사고를 원하기도 했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둘째(자

녀)는 자사고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일반고를 가겠다고 해서 일반고를

보냈는데 일단은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보면 자사고 선생님들이 믿음이 간다고

할까요? 물론 선생님들이 우리 애만 신경 써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체계적으로 관

리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신혁주, 학부모)

신혁주 학부모의 경우에도 일반고 교사들과 A자사고 교사들을 비교하

며 “자사고 교사들이 믿음이 간다”고 이야기 하며 본인의 자녀를 자사고

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경써주는 느낌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자사고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평가하였다. 뿐만아니라 A

자사고로 보낸 첫째 자녀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이면서 A

자사고를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선생님들이 대개 열정이 넘치시고 친절하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러 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부담 없이 교무실 찾아가서 질문도 드리고 그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딱히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학교에서

대충하고 학원에서 하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하면 되겠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김세명, 문과졸업생)

김세명과의 면담에서는 그는 “열정이 넘치고 친절하며 적극적인 선생

님들”로 인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

서 형식적으로 수업 받고 질문은 학원에서 했는데 A자사고 에서는 학교

수업 내에서 학업적인 부분이 해결 되었던 점을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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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그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시간에 관계없이 교무실에 가서

질문이 가능 했던 점을 이야기 하며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A자사고 학생

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공교육 내에서 학

업적인 부분이 해결되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중학교 때 보다 낮아졌

음을 확인 하였다.

“학교에서 스스로 학원 안다니는 걸 권장해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사교육은 필요한 정도만 조금만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원에 다니면서도 무작정 학원을 의지하기 보다는 약간 스스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자기주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A자사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열

의가 있으셨어요. 졸업해서도 그 선생님께 배운 게 도움이 되가지고 자료를 찾아

보고 그러더라구요.”(정맑음, 이과졸업생)

정맑음의 경우에도 A자사고 교사들에 대한 수업 만족도로 인하여 사

교육은 최소한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3년 내내 야간 자율

학습을 하면 사교육은 필요한 정도만 조금만 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그는 학원을 의지하지 않고 A자사고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 A자사고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자료를 통하여

공부 하였음을 이야기 하였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A자사

고 교사의 자료를 찾아볼 정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공교육 교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일반고와는 느낄 수 없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임을 알

수 있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로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많이

가르치고 별 생각 없이 학원을 선택했다면 고등학교 때에는 학원을 선택해서 다

녔고 A자사고에서 잘 배우기 때문에 학원에서 무작정 배우는 것 보다는 공부시

키는 그런 학원에만 다녔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열정이 넘치시고 수업에 대한 열

의가 넘치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는 중학교 선생님께서 가이드라

인이 거의 없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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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들을 믿으니까 선생님들과 이야기 하고 부모님보다

학교 선생님들을 더 믿었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왔는데 면접이나 자소서

를 사교육 시스템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자소서 첨삭 받고 선생

님들과 다 작성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워낙 준비를 잘 해 주시니까요. 특히 교장

선생님 자체가 너무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지고 교장선생님

께서 학교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수리, 보수나 꾸미는 것도 다 하시고 망

가진 게 있으면 혼자 사다리 올라가서 고치고 계시고 벽에 학생들 사진도 직접

교체하시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직접 하세요. 고등학교 때는 교장선생님께서 늘

출근하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더 애정이 느껴지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하

진문, 문과졸업생)

하진문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때에는 선

생님들을 신뢰하게 되고 학원을 무작정 다니기 보다는 사교육을 선별하

게 되는 안목이 생겨서 꼭 필요한 과목만 듣게 되고 대부분 공교육 내에

서 학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로 사교

육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대학입시 학

생부 종합까지 선생님들과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를 함께 하면서 대학준

비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교육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과 사교육에 대한 낮은 의존도를 A자사고의 교육성

과롤 언급하였다. 중학교 때는 무작정 생각 없이 학원을 다녔지만 고등

학교 때는 필요한 과목만 사교육을 받게 되었고 중학교 때 교사는 가이

드라인이 거의 없었지만 A자사고 교사들과는 대학입시에 대하여 믿고

상담했던 기억을 이야기 했다. 그는 특별히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언급하

며 교장선생님이 항상 솔선수범하고 학생들을 배려해서 그런지 학교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생겼다고 한다.

“사교육은 중학교 때보다 덜 받았어요. 거의 혼자 공부하는 식이었어요. 자사고

다니는 애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 되니까요. 공강 시간에는 자기 혼자 공부할 수 도 있고요. A자사고

는 수업반과 담임반이 다르고 입시지도하시는 선생님도 따로 계셔서 학생들을 잘

신경 써주시고 학생 개개인에게 설명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

님들의 수업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대부분 서울대 나오시고 나이도 젊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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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능보신 26살 된 교사분도 계셨어요. 젊다보니 최신 수능경향도 잘 아셨

고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열정적이십니다.”(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도 중학교와 비교 했을때 A자사고에서는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해결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사교

육은 중학교 때보다 덜 받았고 거의 혼자 공부하는 식이었다”며 자기 주

도 학습을 통하여 공부했다고 하였다. A자사고 교사들이 “수업반 담임선

생님과 담임반 담임선생님이 다르고 입시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셔

서 학생들을 잘 신경 써주는 점”을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언급하였다.

이는 일반고와 차별되는 A자사고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중의 한가지로

A자사고는 수업 반을 지도하는 교사와 담임반 교사를 따로 두어 학생들

이 선택하고 관심 있는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와 담임반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서직화는 A자사고 교사들의 연령대가 낮은 사실과 서울

대 출신을 언급하며 최신 수능경향을 교사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

실과 열정적인 사실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고 자녀와 똑같이 보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니까 보냈

고 학교 교과 과정만으로는 사실 따라 가기 힘드니까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의

차이점은 자사고에 다니는 첫째는 보니까 과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이 수업

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된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부

분 학교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 들을 학원에서 보충을 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자

사고 다닌다고 학원을 아예 안 보낼 수 는 없는 것이고 다만 사교육에 대한 변별

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사고 다니는 큰아이나 일반고 다니는 둘째나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는 개념이라 똑같이 보냈는데 첫째는 이과목이 필요하다

안하다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자기가 학원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가고 둘째는

아버지가 보내는 학원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어요.”(신혁주, 학부모)

신혁주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사고와 일반고 자녀를 비슷한 비율로 사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학원 같은 경우 자사고 다니는

자녀와 일반고 다니는 자녀와 똑같이 보냈는데” 차이점은 자사고에 다니

는 첫째 자녀는 “사교육 과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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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 된다는 변별력이 생긴 부분”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다.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보충하는 부분은 자사고 다니는 자녀나 일반

고 다니는 자녀가 동일하나 “학원에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에게 있었다고 덧붙이

면서 사교육에 대한 변별력을 일반고와는 다른 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이

야기 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통하여 A자사고 졸업생과 학부모가 A자사고에의 교육

경험으로 말미암아 학교교육을 신뢰하게 되면서 사교육 의존도 감소와

사교육 경감효과로 이어지는 점을 A자사고의 교육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사고 교육경험을 통한 내면의 변화

다음은 A자사고 졸업생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일반고와는 차별된 교육

성과로 A자사고에서의 교육 경험과 내면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A자사고에서 받은 교육경험에 대하여 다양한 배경을

지닌 친구들을 만나서 시야가 넓어진 부분과 학교의 여러 활동을 참여하

게 되면서 변화된 적극성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교사들의 격려를 통하여

성격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 교육이 자사고 처럼 이뤄지기를 바라는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저는 선생님들을 좋아하긴 했어요.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과) 친한 것도 아니

었고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더 잘해 주시니까 더 그랬던 것 같구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회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원래 그런 잘 안 가는

데 다들 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 된 것 같아요.”(정맑음,

이과졸업생)

정맑음 졸업생의 경우에는 A자사고에 다니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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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내 대회에 대한 참가를 독려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대회에 잘 나가지 않던 소극적인 성격이 교내 대회나 프로그램에 적극적

으로 참가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녀는 “대회에 잘 안 나가는데

다들 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 된 것 같아요” 라

며 A자사고에서의 교육 경험을 통하여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된 사실

을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잘 대해 주어서 중학교 때

보다 선생님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A자사고 교사들이 학

생들이 여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학

생들의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성격적인 면에서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A자사고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저를 늘 신경써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설이

좋고 교복도 후드 집업과 반바지로 공부하기에도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성격 또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는데 선생님들을 믿

으니까 선생님들과 이야기 하면서 제가 좀 더 저의 대학입시에도 적극적으로 임

했던 같아요”(하진문, 문과졸업생)

하진문과의 면담을 살펴보자면 그는 A자사고의 교육경험을 “혜택”이

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고 A자사고에서의 교육경험이 긍정적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진문은 A자사고를 다니는

동안 “학교에서 늘 자신을 신경써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A

자사고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교육관과 부

합된다. A자사고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복이 편안한 후드 집업과

반바지임을 이야기 하며 이로 인하여 공부가 편했다고 한다. 이러한 교

육의 혜택이 자신에게만 국한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

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 하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자사고 처

럼 하는 게 원래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교육의 본질에 대

해서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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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에서는 경쟁심리가 장점인데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다른 학생

들을 의식하게 되는 점과 자기 공부를 하는 게 많아서 특히 공강 시간에 내 공부

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 등을 듣는 다거나 했던 것 같아요.”(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와는 달리 학생들과의 경쟁심리가 생겨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를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언급하

였다. 그는 “자사고에서 경쟁심리가 장점”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점과 다른 학생들을 의식하게 되는 점을 장점으

로 언급하는 사실로 보아 경쟁 심리는 동기부여라는 사실을 서직화와의

대화를 통해 인지 할 수 있었다. 그는 A자사고가 일반고와는 달리 동기

부여가 되는 학교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이를 학습에 적극

적이 된다는 점으로 신중을 기하여 분석하였다.

“성격 같은 경우에 자사고 보낸 큰아들은 리더십 면에서 많이 발전이 됐고 그

런 프로그램도 많은데 일반고에 다니는 둘째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신혁주, 학부모)

신혁주 학부모는 A자사고를 보낸 첫째 자녀는 “리더십 면에서 많이

발전이 됐다”고 언급하며 A자사고가 학생들의 리더십을 계발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대회나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일반고에 다니는 둘째 자녀에 관하여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덧

붙이면서 일반고에는 일반적인 수업 외에 학생의 리더십을 계발할 수 프

로그램이 자사고 만큼 많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라. 교육 수요자가 인식하는 자사고의 과제

1) 내신성적 획득의 어려움

A자사고 교육수요자인 졸업생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A자사고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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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

다. 그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과제를 자사고를 다니면서 경험한 단점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서술해 보았다. 자사고에 다니면서 내신경쟁으로

인한 학업경쟁을 단점으로 이야기 하였지만 기존 선행 연구에 밝히는 것

만큼 과도한 경쟁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사고

의 과제나 단점으로 내신 성적에 관하여 언급한 점은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확실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 학생 수도 많다보니 내신이 따기 힘

들고, 듣고 싶은 과목 중에 학생 수가 적어서 1등급이 적은 부분이 자사고 에서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김세명, 문과졸업생)

김세명은 내신 성적 획득의 어려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내신이 따기 힘들었다”는 점과 과목 선택제로 인하여

많은 과목이 개설되지만 과목 당 수업에 출석한 학생 수가 다른 일반고

에 비교 하였을때 적기 때문에 “1등급 학생 수가 적은 부분”을 자사고에

서의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 A자사고의 경우 고급수학 과목을 예를 들

자면 7명의 학생이 출석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소수인원이 사교육처럼 수

학 심화과정을 난이도 있게 배우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특성 상 내신을 등급으로 매겨야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산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김세명은 내신점수 획득의

어려움을 A자사고 교육경험을 통한 과제로 이야기 하였다.

“자사고를 보낸 단점을 아무래도 선행이 된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내신

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은 선행을 많이 하지 않고

보냈는데 공부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고 내신에서 어렵다 보니까 수시 지원할 때

나 교과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고 그 당시에 자사고를 없앤다는 말들이 많아서 그

런 부분이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신혁주, 학부모)

신혁주 학부모의 경우에도 첫째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면서 선행학습

을 하고 온 주변 학생들로 인하여 내신 관리가 힘들었다는 점을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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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학업에 뒤쳐져서 “공부 따라가기

가 힘든 점”을 이야기 하면서 수시 지원할 때 불리했던 점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정책에 대하여 첫째 자녀가 입학 할 당시부터 “자사

고를 없앤다는 논란”으로 인하여 자사고가 폐지 될까봐 불안했던 점을

자사고의 과제로 인식하였다.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전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따기가 어려운

점이 자사고의 단점 같아요. 학생부종합은 선생님들이 워낙 잘 준비해 주시고 이

것저것 잘 챙겨 주시니까 20장이 맞춰지는데 그래도 일단 내신 따기가 힘들기 때

문에 내신이 안 맞춰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저 같은 경우도 20장을 써먹을

상황이 없었어요. 정시로 갔기 때문에요. A자사고에서 4,5등급이 모의고사에서는

1,2 등급 나오니까요. 특히 한두 과목만 잘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과

목에 본인이 원하는 내신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내신을 따기가 힘들었어요.”(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의 경우에도 A자사고의 과제로 내신획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내신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시 지원할) 내신이 안 맞춰져서 정시로

갔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교사들이 준비를

잘 해주기 때문에 비교과의 경우 전부 준비가 되었지만 내신 획득의 어

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원 하고 싶은 대학에 내신 등급이 맞춰지지 않아서

정시로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2) 귀족학교라는 인식

A자사고 교육수요자인 졸업생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사고의 과제에

관하여 자사고 논란의 키워드 중의 하나인 귀족학교에 관한 인식을 분석

하였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3배 정도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귀족학

교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이는 자사고를 비판하는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

유이다. 연구 참여자인 A자사고 졸업생과 학부모는 다른 논란에 대한

언급은 안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귀족학교라는 논란에 관하여는 5명 전원

이 대답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5명 가운데 4명은 자사고가 다른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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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1명은 “귀족학교가 맞다”고 하였다. 다음

은 자사고의 과제 중에 하나인 귀족학교라는 논란에 관련된 면담 내용이

다.

“귀족학교와 거리가 멀지만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의 목적을

잘 모른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사고가 있긴 했으면 좋겠고 자사고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차별 같은 문제는

없고 일반고도 재정지원을 해서 자사고 처럼 수준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학비가 비싼 부분이 자사고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없어

서 자사고 올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맑음, 이과졸업생)

정맑음은 일반고의 3배에 가까운 자사고의 학비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녀는 자사고가 “귀족학교와 거리가 멀다”라고 언급하면서도 학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비싼 부분이 단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자

사고 올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점들이 차별이 될 수 도 있다고 밝

히고 있지만 그 부분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일반고도 자사고 처럼 수

준 높은 교육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자사고가 귀족학교다 라는 말이 있는데 다니는 학생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실제로 옆에 OO고 같은 경우 저희 학교보다 훨씬 잘하고 저희

가 딱히 저희가 귀족학교라고 불릴 이유가 없다. 귀족학교라는 인식은 없다..”(김

세명, 문과졸업생)

김세명의 경우에도 귀족학교라는 논란에 관하여 “다니는 학생들은 한

번도 귀족학교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A자사고 주변

에 일반고이지만 명문 일반고로 알려진 학교가 인접해서 인지 그 학교와

비교 하면서 A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인식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학비 많이 내는 부분, 공부를 하려고 선택해서 오는 학생들이어서 내신 따기

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제가 혜택 입은 게 너무 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사고를 유지했으면...”(하진문, 문과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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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하진문의 경우에는 귀족학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학비를 많이 내는 부분”을 자사고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비싼 교육비와 내신 획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이 자사고

에서 받은 교육을 “혜택”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A자사고에서 “받

은 혜택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본 연구자는 하

진문이 언급한 학비를 많이 내는 부분을 귀족학교라는 논란에 관하여 심

각하게 인식하지 않음으로 신중하게 분석하였다.

“학비는 많이 부담이 안됐어요. 모든 것에는 내가 부담할 가치나 생각이 있으

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보냈고 학교는 학원으로 해결 될 수 없으니까요. 저는 학

교나 학원이나 설명회를 직접 들으러 가고 큰 아들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설명회

를 두 번이나 참석했어요. 그 당시는 자사고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아서 불안했었

는데 A자사고 입학설명회에서는 폐지 안될 것 같고 학교가 오래될 것 같은 믿음

이 생겼고 기존에 오래된 학교 보다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도 다 젊으신 부분도 좋았고요.”(신혁주, 학부모)

신혁주 학부모의 경우에도 귀족학교의 논란이 되는 학비에 관하여 “학

비는 많이 부담이 안됐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학교가 사교육기관인 학원

과는 다른 가치가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교육비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보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학교 입학설명회

뿐만 아니라 학원 설명회도 직접 참석·비교하면서 생긴 교육기관에 관한

변별력을 통하여 A자사고를 선택하였으며 학비 부담은 없었다고 언급하

였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자는 신혁주 학부모가 귀족학교라는 논란에

관하여 귀족학교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분석하였다..

“경쟁의식, 높은 학비가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자사고 폐지의 원인이 되는 귀

족학교에 관해서는 사실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자사고를 다니고 싶어 하는 학

생들에게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지원을 해줘서 자사고를 다닐 수 있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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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는 위의 4명의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귀족학교가 맞다”라고 이

야기 하였다. 그는 A자사고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언급하며 귀

족학교가 맞다고 하였지만 자사고의 교육경험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자사고에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부

의 장학금을 통하여 자사고에 다니고 싶어 하는 일반 학생들도 재정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3) 입시 위주의 교육과 우수학생 선점

자사고 논란의 원인 중에 한 가지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논란은 본 연구자가 위에 언급한 대로 자사고가 입시 위주 과목이 아닌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에 다양한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통하

여 기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학생 선점이라는 논란에 관하여도 자

사고가 2015년 입시부터 그전까지 존재했던 내신 50%미만 학생만 지원

가능한 성적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또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입시위주 교육과 우수학생 선점 논란에 관하

여 자사고 학생과 학부형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그들이 인식하는 자사고

의 과제 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무작정 입시를 목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입시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들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수업도 있고 다른 학교는 어떤 과목을 만들

어 놓고 입시와 관계없으면 자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는 실제로 영화

도 만들고 춤추는 시간에는 춤도 추고 그랬어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면학 분위기로 말미암아 저를 포함한 공부를 안했던 아이들

도 자사고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자사고 가서 정신

차린 케이스거든요. 다들 목표도 높다 보니 저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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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요.”(하진문, 졸업생)

하진문의 경우 자사고가 비판을 받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입시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들, 영화나 애니메이

션 같은 수업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과목이

어서 그런지 열심히 임하고 본인도 입시 위주 과목이 아닌 영화나 댄스

수업에 참여하면서 영화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직접 춤도 추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논란에 관하여도 사실이 아닌 부

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는 본인도 “자사고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공

부한 케이스”라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수한 면학 분위기 조성

이 잘 되었기 때문에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제안점

다음은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졸업생과 학부모의 제안점

을 정리해 보았다. A자사고 졸업생 4명과 A자사고와 일반고에 각 각 자

녀를 보낸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대하여 회의적임을 확인

하였다. 그들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의 원인이 되는 논란과 제안점에 대

해 언급하였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하향평준화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사

실 세배로 비싸도 분기당 100만원 정도 하고 3개월에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일반

고 다니는 학생들 학원비도 다들 그 정도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학비는 아니지 않을까,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도 학원 두 세개씩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학원 한 개정도의 학비이잖아요.”(정맑음, 이과졸업생)

정맑음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관하여 학비를 언급하면서 “자사고 학

비가 사실 상 분기별로 100만원 정도 해서 일반고에 비교하여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일반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를 생각하면 사실상 부담스러운 학비는 아니지 않나”라며 자사고 폐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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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원인이 되는 비싼 학비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자사고를 폐지하

면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을까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통하여

이에 따른 아쉬움을 잘 보여 준다.

“제가 혜택 입은 게 너무 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사고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일반고에 비해서 시설이나 분위기가

좋은 점 등 차이가 많이 나고 교사들 같은 경우 나이가 훨씬 젊으시고 30대 초·

중반이시고 (일반고 친구들 얘기와 비교 했을 때) 신경써주시는 것도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다 다르게 기입해주시는 부분이 차이가 나고 저는 자사

고 처럼 하는 게 원래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교에 다녀서 그

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모든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열어주고 당연히 그렇

게 신경 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건이 안 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반고 에서도 그렇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진문, 문과졸업생)

하진문의 경우에도 자사고에서 받은 교육에 대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사고를 유지”하기

를 희망한다고 덧 붙였다. 그는 자사고의 많은 시스템을 일반고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 마련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자사고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진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니까 저는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있고 고등

학교가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은데 그 분위기에 강제로 학생들이 가게 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고를 쓸 때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자사고

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자사고 폐지의 원인이 되는 귀족학교에 관해서는 사실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자사고를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장학금

을 주거나 지원을 해줘서 자사고를 다닐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서직화, 이과졸업생)

서직화의 경우에도 자사고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진

상품”이고 그 상품을 정부가 규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에 대

한 반대 입장을 이야기 하였다. 일반고의 학업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 되

지 않음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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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사고가 폐지되면 집 주변 학군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사를 가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사고 폐지

에 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저는 자사고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일단 자사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애써 그것을 없앤다는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학원을 보내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_”

(신혁주, 학부모)

신혁주 학부모의 면담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

이 자사고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데 대한 회의감

을 언급하였다. 그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폐지 한다면

자사고를 원했던 수요자들이 사교육, 즉 학원을 보내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졸업생과 학부모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관하여 반

대하는 입장임을 확인 하였다.

3.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과제

A자사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A자사고의 교육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문제에 대하여 A자사고 교사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A자

사고가 일반고와 차별된 교육성과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인 교사들은 크

게 두 가지로 이야기 하였다. 첫째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를 위한 노

력’과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둘째는 학생의 관심과 재능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가.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교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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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과정을 경험한 교사의 경우

자사고로 전환된 직후 개설된 수업과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성과에 대

해 언급 하며 자사고로 전환된 후에 근무하게 된 교사의 경우 다양한 학

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사고의

특별한 노력들을 교육성과로 이야기 하였다.

“학교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하면서 수업에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는데 단편소설 읽고 와서 기본적인 소설내용 이해하는지 토론 소설 내용 이해

를 바탕으로 소설의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의 논쟁점을 함께 토론하고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이 있다면 소설의 시점, 토론점, 주인공의 삶을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을 시키고 중점을 두고 근거를 마련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그 다음 주에는

그 책의 주제를 시사 문제로 확장을 해서 여러 사회 문제가 실린 신문기사를 통

해 다루고 단편소설 한 개로 1,2차 토론이 이뤄집니다. 1년에 8권을 가지고 총 16

번의 토론을 하고 토론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켜서 잘 쓴 글을 게시하고 코

멘트를 달아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잘 쓰고 싶어 하고 토론도 활발히 참여하

고 그런 수업들이 그래서 대입의 논술훈련까지도 연관성이 있도록 토론부터 발표

논술까지로 구성 됩니다.”(문초석, 교사)

문초석 교사의 경우에는 A학교가 일반고였을 때부터 근무를 하였고

자사고로 전환한 2009년부터 2010년의 과정을 경험하고 현재까지 A자사

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다. 문초석 교사는 A자사고가 자사고로 전환

되자 마자 국어 수업에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A자사

고를 스스로 선택해서 진학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으로 인한 교사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독서 논술 수업 프로그램에는 단

편소설을 한 권 정해서 첫 번째 수업시간에는 그 소설에 관하여 학생들

이 수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토론을 진행하고 두 번째 시간

에는 그 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시사문제를 논의하며 그 내용을 글로 써

서 완성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논

술을 준비하게 되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

다고 덧붙인다. 그는 “1년에 총 8권의 소설을 16시간에 걸쳐서 독서 논



- 82 -

술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자신들의 토론을 글로 써서 완성 하는 수업인데 학생들의 글에 코

멘트를 달아주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사고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언급하였다.

“첫해 2011년과 지금은 학생들이 차이가 많은데 적응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할까요. 성과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한

다는 점, 애들한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이후에 대학에서 수업을 설계를 한다거

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일단 대학에서 외부활동 등을 한다거나 미리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하게 해 줄 수 있어요.”(최시대, 교사)

최시대 교사의 경우에도 A자사고의 교육성과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 제공으로 인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라

고 언급한다. 그는 자사고의 교육성과를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

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이야기 하며 A자사고가 학

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

등학교 때부터 대학의 수업 설계나 대학의 외부활동 같은 것들을 미리

경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A자사고의 수학 교사 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인지 A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업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한다고 이야기 하

였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성과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자

발적으로 수업이나 학교활동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커트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주는 점, 그런 부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도 역시 고급 수학처럼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반고에서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고 금방

없어 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었을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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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

다보면 자기가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럼 학업적으로 보완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낼 것인데 그런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게 일반고와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최시대, 교사)

최시대 교사의 면담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학생들의 자

발 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교육성과”라고 언급하였으며 그가 예시로 든

고급수학과목의 경우 일반고에는 개설 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 수학과 과

정의 심화과정인데 이 과목역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A자사고 에

서는 정규교과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이어졌다. 만약에 그가 “고급수학을 일반고에서 지도한다면 일반고 학생

들은 심화과정 수학과목에 흥미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A자사고

학생들은 고급수학이 학업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생각해서 인지 좋은 결

과를 내고 있고 그런 점들이 일반고와는 차별된 부분으로 A자사고가 학

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교육성과로 덧붙였다. 자사고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과정 편성을 위

한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일반고와는 차별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점이

교육성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학교가 자사고로 전환된 형태여서 추가적으로 교사들을 선발할 때 아

무래도 선발 기준이 학생활동이 활발한 수업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교사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의 수업 만족도가 높은 이유

는 수업운영이 수월하고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라 잘 파악하게 되고 학생들이

잘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학생 위주 수업이라 그런 측면이 크고 학교 활동에 있어

서도 저희가 학생회 학생 대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요구사

항을 직접 듣고 끊임없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의사소통하십니다. 일반고는

교장선생님과의 거리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교장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거리감이

없고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계속 피드백을 듣습니다.”(문초석, 교사)

A자사고가 교육 서비스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 문초석 교사의 경우를 다시 한 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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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

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교사들도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교육성과로 이야기 하였다. 그는 A자사고의

수업이 학생 위주 교육과정인 점과 교장선생님이 다른 일반고와는 달리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는

점을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성과로 인식하였다.

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

A자사고 교사가 교육성과로 인지하는 두 번째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식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2018년

기준 학년별 학생수가 280여명인 A자사고의 2017년 고2 시간표의 가짓

수는 288개 고3 시간표는 215개로 거의 모든 전교생이 다른 시간표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개인의 관심과 재능에 맞춤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A자사고는 일반고에서

는 개설 되지 않는 사회나 과학 과목도 학생 수요가 10명 이상일 때 개

설가능하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게 필요를 느끼는 과목이나

희망하는 과목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 체육, 교양 과목

등도 개설하여 교과 과정 내에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편성함으로써 자

동적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수업만 선택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발표수업이 하나 더 있는데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서 직접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교사가 된 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응답받습니다. 준비하는 학생도 부족한 부분 알게 되고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질

문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통하여 교사들이 학생이 된 교사와 그 교사에게 학생들

이 편하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며 아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원하고 어려워하는구

나 하고 이해하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알게 되고 그렇게 지

도하게 됩니다.”(문초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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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교육 과정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문초석 교사의 경우 수업시간

에 발표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지도하고 발표를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준다. 학생들이 교사가 돼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며 문

초석 교사는 이때 학생이 되어서 학생들이 교사역할을 하는 또래 학생에

게 편하게 질문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살펴본 후 학생들이 어

려워하는 부분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 수업지도를 하

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학생이 교사가 되어 강의를 이끄는 수업을

통하여 “아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원하고 어려워하는 구나” 하고 학생들

의 원하는 부분을 더 인지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을 제공을 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A자사고의 교육성과로 인식하였다.

“일반고는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이 거리가 있고 교장선생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

디에 계신지 잘 모르지만 저희 학교는 학생회, 대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장선생님

께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끊임없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계속 의사소통

하십니다. 예를 들어 후드 집업와 반바지 교복인데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계속 듣고 교장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됩니다.”(문초석, 교사)

문초석 교사의 면담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는 수업적인 내

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물리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A자사고 학생 맞춤

식 교육과정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는 A자

사고 교복이 후드 집업과 반바지임을 언급하며 A자사고가 학생들의 편

의를 위해 교복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들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췄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도 “학생들과 거리감이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학생 맞춤식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

는 점을 교육성과로 언급하였다.

“저는 수학과목이어서 일반고에 없는 과목선택제인데 이번학기에는 문과 확통하

고 이과 7명 데리고 고급수학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고 선생님들은 상당히 놀

라시고 그런 것은 개설이 될 수 가 없는데 학교의 건학이념이 학생의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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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것이다 보니 저희는 지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급수학은 수능과 전혀

관계없는 수업인데 지금 대학 2학년이 공부하는 선형대수학이라는 건데 그 정도

까지 지도하는데 소수 선택과목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마 학교 철학 공유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인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

에 어쩌면 대학에서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플러tm 알파가 될 수 있기 때문

이거나 순수하게 그 과목을 좋아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영어 심화독해 같은 부

분도 해외에서 살다오거나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사고 때문

이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최시대, 교사)

최시대 교사의 경우 맞춤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급

수학과정 중에 대학 2학년생이 공부하는 “선형대수학”을 지도하고 있다

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자사고의 건학 이념인 학생의 선택권을 보

장” 뿐만 아니라 소수 심화 과정도 학생 맞춤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해

외에서 살다오거나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심화

독해 수업도 개설 되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그는 A자사고가 소수라

도 학생들이 원한다면 개설 가능한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이 교육성과라

고 이야기 한다. 고급 수학 과목도 일반고에는 없는 과목으로 실제로 최

시대 교사 주변의 “일반고 교사들이 7명의 학생을 위하여 고급수학을 지

도하고 있다고 하면 놀란다”고 하며 이는 일반고와는 차별된 A자사고가

학생 소수가 선택한 과목도 수요가 있다면 맞춤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과제

A자사고 교사와의 면담 내용에 따라 자사고의 과제에 대한 인식에 관

하여 분석해보았다. A자사고 교사들은 자사고에 관한 논란 가운데 ‘귀족

학교’와 ‘입시위주의 교육’, ‘일반고 위기’ 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본 연

구자는 이러한 세 가지 논란에 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정리해 보았다.

귀족학교라는 논란에 관하여 교사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충분히 선

발” 하고 있는 점과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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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등록금 3배 만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 하였다.

1) 귀족학교

“귀족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충분히 선발 하고 있

고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들도 같은 호봉

을 받는데 3배 등록금을 내지만 적극적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런 친구들을 만난

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3배의 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교육을 많이 안 받는 친구들도 있고 일반고는

분기별 50-60만원, 자사고는 3배의 등록금이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게 돼서 비슷

해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최시

대, 교사)

최시대 교사는 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논란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는

자사고가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있지만 자사고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하 사배자)를 충분히 선

발 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일반고와 같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3배

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그리고 자사고에 들어오는 학생

들도 적극적인 동료나 친구들을 만나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

다. 등록금에 대하여도 자사고 학생들이 “3배의 등록금을 내지만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을 받지 않게 돼서 결국에는 비슷해지는 점”을 이

야기 하며 학비를 내기 힘든 사배자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귀족학교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다.

“귀족학교 라는 부분은 등록금이 일반고보다 3배정도 내다보니까 그런 말을 듣

지만 그만큼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일반고보다도 높고 선생님들이 그 기대치를 충

족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수월해 지고 학

부모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부분이 말입니다.”(문초석, 교사)

문초석 교사의 경우 귀족학교에 관하여 등록금이 일반고 보다 3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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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점으로 귀족학교라는 논란은 있지만 그만큼 학부모들에 대한 기대

치나 요구가 많고 교사들이 그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게 되는 부분이 상쇄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귀족

학교라는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다. 자사고는 일반적으로

생활지도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생활 지도가 수월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비해 교육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 특히 일반고보다 3

배정도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해야 하는

고충을 인식할 수 있었다.

2) 입시위주의 교육

“자사고가 비판지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한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취

지에 맞지 않게 입시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라

면 폐지해야 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교육만 한 게 아니고 최상위 학

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종 배경을 보면

수능만으로 선발 하는 게 발전된 사회에 맞지 않아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

해서 다양한 활동들에 만족하고 활발한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학을

해서 선택형 교과를 운영하고 있어서 국영수도 최소한도로 하고 있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과학 예체능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고 자발스럽게 진로를 찾아가

게 하는 학교여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학교도 필요하지 않나.”(문초석, 교사)

문초석 교사의 경우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실시 한다는 논란에

관하여 A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학생부 종합(이하 학종) 전형의 배경을 보면 “대학이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다양한 재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국영수를 최

소한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발전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획일적으로

공부만 잘 하는 학생이 아닌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이라면 똑같은 교

육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일반고보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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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시사해 주었다.

“고등학교가 정말 마치 대학을 보내는 기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마치 대학

이 취업을 시키는 기관처럼 보이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발전이라든가 스스로 뭔가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

뤄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한대 저희 학교는 그런 것들

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취지에 안 맞아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규모학교이고 담임선생님들이 애착

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고 있다. 격

려나 조언 등 그런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최시대, 교사)

최시대 교사의 경우에도 자사고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입시 위주의 교

육에 대하여 A자사고의 경우에 대학을 보내기 위한 입시 위주의 프로

그램 보다는 “학생들의 인격적 발전이라든가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설

계하고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하

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주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A자사고가 한 학년에 280여명 되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

문에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 관리에 더 철저하고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

지고 학생들을 존중하게 되고 학생들이 입시 이외에 다른 활동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기 때문에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3) 일반고 위기의 주범

“일반고위기의 주범이 자사고라고 지목하는데 과고나 외고 가는 학생들 비율은

낮은데 자사고가 우수학생들을 선점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대학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시가 높아지면서 수시학생들은

목표의식이 다르긴 했었어요 자기가 정말 대학과를 지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적극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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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육이라는 것이 공부 잘한 애들 줄 세우고 물론 상대평

가로 학점을 내기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대학 4.5를 맞았다고 해서 뽑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회분위기가 그런 거고 기업체의 채용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고 대학입장에서는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별

해 보장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이 과고 외고

로 빠지고 소수이고 그러나 자사고 오는 중상위권학생들은 1차적으로 면학분위기

가 좋고 학업 능력도 일반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게 사실이에요. 외부고사의 결과

를 보면 자사고 학생들이 월등해요. 학업적 능력이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고 할까요. 중학교 때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사고 와서 열심히 하

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을 선점한다거나 일반고 위기의 주범으로

자사고를 지목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최시대, 교사)

자사고가 일반고 위기의 주범이라는 논란에 관하여 최시대 교사는 특

목고 가는 최상위 학생들은 자사고에 비해 학생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과

고나 외고는 일반고 위기의 논란에 있어서 제외되는 것 같고 자사고의

경우는 특목고에 비하여 상위권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

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공부 잘 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로 오

면서 일반고를 위기 시켰다는 논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자사고 입시는 내신 50%이내 학생 지원에서 성적 제한을 폐지하였고 출

신지역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

이 중상위권 학생들이고 면학분위기가 좋고 학업 능력도 일반고 보다 높

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수학생을 선점하여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 했다는 논란과는 달리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입학 시 수준은

비슷한 학생들도 자사고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로 인하여 “학업적 능력이

뒤늦게 발현 되는 학생”도 있거나 “중학교 때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

하다가 자사고에 와서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 최시대 교

사는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하지 못한 학

생들도 자사고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업적 능력이

뒤늦게 발현 되는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자사고를 일반고 위기의 주범이

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사고가 일반

고 위기의 주범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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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사고 폐지정책에 관한 교사들의 제안점

다음은 A자사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제안점에 관한 분석이다. A자사고 교사들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관하여 교육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점, 자사고 논란이 사실과 다

른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대하여 대안책 마련이 필요

하고 유예기간이 없이 폐지하게 되었을 때 교사 및 학부모와 학생의 피

해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 등을 언급 하였다.

“의식전환을 이루게 되면 우리나라는 교육제도를 자꾸만 건들려고 하는 것 같

아요. 공정성보다는 다양성을 이뤄야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예전에는 학력이

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도 수학을 강요할 수 없지만 100분 수능 30

문제 잘 푼다고 인생목표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시가 확대 되는걸 인

정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람의 의식변화나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번 교육과정이 바뀔 때 마다 늘 아쉽고 교사의 아이디어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정치적 영향이 반영 되는 것 같아요.”(최시대, 교사)

최시대 교사는 정부의 교육과정이 바뀔 때 마다 교사의 요구 반영이

안 되고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이야기 하며 우리 교육이 공정

성과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자사고를 폐

지하려는 원인 중에 일반고 위기가 있는데 특목고에서 최상위 학생들을

선점하는 비율은 낮지만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지금은 내신 상위 50%이내 지원가능이라는 성적제한이 없어져서 우수학

생을 선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교육과정

이 바뀔 때 마다 늘 아쉽고 교사의 아이디어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정치

적 영향이 반영된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 교사의 견해가 교육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까운 유산이 사라지는 느낌인데 학생 위주 프로그램이 없어 질것 같고 이게

대학입시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데 약간은 유예기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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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이 급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일반고위기의 주범이

자사고라고 지목하는데 과고나 외고 가는 학생들 비율은 낮은데 자사고가 우수학

생들을 선점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대학입시제도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시가 높아지면서 수시학생들은 목표의식이 다르긴 했었

어요. 자기가 정말 대학과를 지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적극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공부 잘한 애들 줄 세우고 물론 상대평가로 학점을 내기도 하지

만 교육청에서 대학 4.5를 맞았다고 해서 뽑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고 기업체의 채용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고 대학입장에서는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별해 보장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인 것 같아요.”(최시대, 교사)

최시대 교사는 자사고가 학생 위주 교육과정이라 자사고가 폐지되면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도 사라질 것 같다”고 우려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유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그는 사회의 분위기나 대학 교

육, 기업의 채용방식이나 현재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는 자사고에 대하여

폐지 전에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사고가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

점이 있는 학교라면 폐지해야 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교육만 한 게

아니고 최상위 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

종배경을 보면 수능만으로 선발 하는 게 발전된 사회에 맞지 않아서 다양한 인재

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에 만족하고 활발한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학을 해서 선택형 교과를 운영하고 있어서 국영수도 최소한도로 하고

있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과학 예체능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고 자발스럽게

진로를 찾아가게 하는 학교여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게 아니

라면 그러한 학교도 필요하지 않나."(문초석, 교사)

자사고의 과제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초석 교사의 경우에는 “자사고가

입시위주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발전된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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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처럼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교육시키는 자사고가 우

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생부 종합이 학업적인 것으로 컷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대비 입장

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선택 하는 것 들이 생겼고 시대의 흐름

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도입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

교 학생들 정도가 된다면 자기 미래를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할

건데 학교의 정해진 일반적인 과정만 따르다 보면 학생을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의 역할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면

그래서 약간의 텀을,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기간을 줘야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설득과정이 없잖

아요. 법적인 문제로 비하되기도 하구요. 이건 정말 그냥 평교사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고 할까요, 왜 저건 논쟁을 벌여야 하지? 물론 일반고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

만 급격하게 뭔가 정책이 변화를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다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범학교를 둔다

든지 충분한 샘플을 제공한다던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샘플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사고가 존재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이

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학비가 3배 비싼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일반고처럼 하자 등등 적응할 기간이 없이 바로 폐지

를 하려고 하니까 반발을 살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정치논리에 묻히게 되고 아

쉬운 점도 있고요.”(최시대, 교사)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제안점으로 최시대 교사의 경우에

“자사고가 선택형 교육과정을 가진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학교 형태”임

을 언급하며 자사고가 대학처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만 보유한 학교들은 학생의 기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에 역행한다

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자사고가 유예기간 없이 폐지가 된다면 교육수

요자 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자사고 정책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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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수요자인 졸

업생과 학부모가 일반고를 선택하지 않고 자사고에 진학한 동기는 무엇

인가? 둘째, 자율형 사립고의 졸업생과 학부모가 자사고의 교육경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교육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자율형 사립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라

는 연구 문제와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시점에서 자사고폐지 정책에 관

한 제안점도 면담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자사고 교육경험의 수혜자인 졸업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 관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자

사고에 근무 중인 교사들과 자사고를 졸업한 졸업생들, 그리고 자사고와

일반고에 각 각 자녀를 보낸 학부모의 교육경험을 통하여 자사고의 교육

성과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사고 가운데 일반고에는 개설

되지 않은 자사고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A자사고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과정을 경험한 교사 1명과 A자

사고가 자사고로 전환된 후부터 근무한 교사 1명, A자사고를 졸업한 문

과생 2명, 이과생 2명, A자사고와 일반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1명 총

7명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6

월까지 세 달간의 기간 동안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바

탕으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질적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A자사고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의 경우는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 6단계에 걸쳐

전사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기와 정리를 하고 3차 코딩을 충실히 수행 하

였다. 전사 과정에서 면담 전사내용을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며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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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높이고 내용 추가 필요시 추가 면담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자사고의 졸업생들은 A자

사고 진학동기를 ‘우수한 면학 분위기 선호’와 ‘다양한 교육 과정 기대’하

며 자사고에 입학한 동기를 밝혔으며 이는 여러 선행 연구와 동일하였

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와의 차이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여 우수한 교육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로 인하여 중학교 때 학업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

도 자사고에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발현 되거나 잠재력이 뒤늦게 발견되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A자사고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에 관하여 세 가지 특징

을 공통적인 요소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는 교과 선택의 자율성과 교육

의 다양성이었고, 두 번째는 공교육 신뢰에 따른 낮은 사교육 의존도였

으며, 세 번째는 A자사고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한 내면의 변화였다. 자사

고의 과제로는 내신 성적 획득의 어려움과 학비부담 등을 언급하였으나

자사고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인하여 자사고의 과제에 대한 인식은 상대

적으로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

담을 통하여 자사고 졸업생과 학부형이 자사고에서의 교육경험을 ‘혜택’

이라고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연

구 참여자들의 견해로 인하여 자사고에서의 교육경험에 대한 높은 만족

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A자사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인식하는 일반고와는 차별된 자사

고의 교육성과를 두 가지 공통된 요소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로는 다양

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는 일반고와는 차별된 A자

사고 교사가 일반고에서 자사고에서 전환된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사고에

부여된 교사 자율성으로 인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교육성과로 인식하였다. A자사고 교사가 인식하는

자사고의 과제에 관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사고가 귀족학교, 입시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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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고 위기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자사고 교사들과 졸업생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질

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이 A자사고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하여 인

식하는 교육성과와 과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른 제안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에 앞서 연구자가 선택한 A자사고는 1997년에 개교한 이래 일반

고로 운영이 되다가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

영된 후 교과 선택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2010년 3월 23일에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지정 되었으며, 2013년에는 학

교평가 우수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영역에서 교육감 표

창상을 받는 등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학교

이다.

A자사고 졸업생들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인 A자사고의 진학 동기는

‘우수한 면학 분위기 선호’,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대’는 교육적 기대와

필요를 가지고 진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A자사고 졸업생들

은 A자사고의 교육성과를 ‘교과 선택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 ‘공교

육 신뢰에 따른 낮은 사교육 의존도’, ‘A자사고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한

내면의 변화’로 인식하였으며 자사고의 과제에 대하여 ‘내신 성적 획득의

어려움’, ‘학비 부담’, ‘입시위주교육’, ‘우수학생 선점으로 인한 일반고 주

범’등을 언급 하였으나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란이 될 만큼 심각한

정도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사고 폐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자사고가 해결해야 할 과제

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A자사고 교사들은 A자사고의 교육성과에 관하여 일반고와는 차별된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을 위한 노력’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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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제공을 노력’이라고 인식하였다. 자사고의 과제로는 ‘귀족학교’, ‘입

시위주교육’, ‘일반고 위기‘에 관한 논란에 관하여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A자사고의 교사 및 졸업생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A자사

고에서 경험하는 교육경험이 일반고와는 차별되는 A자사고만의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

급자인 교사들 또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A자사고의 교사 및 졸업생들의 교육성과 및 과

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자사고의 교육성과 및 과제를

여섯 가지 결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자사고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해서

가 아니라 자사고의 우수한 학업 분위기로 인하여 중학교 때까지 학업적

능력을 발휘 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자사고에서 학업 능력이 발현 되거나

잠재력이 개발 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자사고에 근무하는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교사들의 열의와 실력

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교사들을 신뢰하고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가 높으며 그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사고 학생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교육 의존도로

이어짐이 나타났다. 자사고에 입학 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질문

이 있어도 학원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학생들도 자사고에서는 학교 선생

님들을 통해 해결이 되고 그에 따라 사교육의존도가 크게 감소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넷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자사고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초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부터 탐

구 과목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예체능 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자사고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 98 -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한 학년에 280여명 되는 A자사고의 경우에 200

여 가지가 넘는 시간표의 가짓수에 나타나듯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

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여섯째, 자사고의 과제의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사고를 비판하

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귀족학교’, ‘입시위주 교육’, ‘일반고 위기’는

실제 자사고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인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안감이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가 2018년 입시부터 일반고와 동시전형이 실시되고

2019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연구자가 자사

고 정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의 학교 현장을 다룬 질적 연구가 미흡한 만큼 자사고 정

책이 완전한 폐지 전에 자사고의 교육환경을 교육수요자의 분점에서 분

석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자사고가 교육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기여를 하고 교육성과

가 두드러진 만큼 자사고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대안 책을

마련한 후에 자사고 폐지를 논의 하거나, 그러한 논의가 없이 정치적 사

안으로 폐지된다면 폐지 정책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피해를 반드

시 고려해야 할 것이고 자사고 폐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사고는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사립고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자사고는 학교

재정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지원하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재정 측면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

기 보다는 유지하고, 또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

환’ 시 필요한 재정을 현 일반고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일반고

위기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일반고에서도 자사고의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교육 수요자의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에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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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교육과정을 원하는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자사고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폐지에 관한 정치적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 자사

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자사고가 폐지된다는 불안감이

없이 안정적인 자사고의 교육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입안

자들과 교육자들의 정책적 노력과 인식 제고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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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9.4.1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2호, 2009.4.10., 제정]

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
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2조

(입학전형
의 방법)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3에 따

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의 입학

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되는 사람에 대한 입

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첨에 의한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

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

다)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고사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

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3조

(법인전입
금기준)

영 제105의3제1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

금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

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

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4조

(교육과정
운영기준)

영 제105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이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2호, 200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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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

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

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

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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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⑦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본조신설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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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구조문대비표

(2017. 12.29 개정, 2018년 3월 27일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③ㆍ④ (생 략)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제90조 제1항 제
6호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고등
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

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

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

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

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1. 삭 제

2. (생 략)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생 략)

5.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

6. (생 략)

② (생 략)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제90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0호--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
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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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
-----------------------------
--------있으며, 제77조제2항 단서
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
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1개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 ⑥ (생 략)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

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따

로 정한다.

⑧ (생 략)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2항--------------------------

-----------------------------

-----------------------------

정하고,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

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제1항의 방

법에 의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

방법) ①ㆍ② (생 략)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

간부 후기학교중 거리ㆍ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

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

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학교 및 제90

조 제1항 제6호 및 제91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고등학교에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신 설>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

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

조, 제81조의2 및 제82조부터 제8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다.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① 입학전형실

시권자는 후기학교 합격자에 대하여

추가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없다.

② ------------------------------

-----------------------------

-----------------------------

-----------------------------

- 배정하거나, 학생모집 정원이 미달

된 학교의 장에게 선발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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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일반고 교육과정 편제(안)

교과
영역

교과
(군) 교과목 기준

단위

공통 선택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 8 4 4
문학 5 5
독서 5

택 1언어와
매체 5

화법과
작문 7

실용 국어 7

심화 국어 7

수학

수학 8 4 4
수학Ⅰ 5 5
수학Ⅱ 5

택1
실용 수학 5

미적분 7

택1 택1
확률과
통계 7

기하 7

경제 수학 7

영어

영어 8 4 4
영어Ⅰ 5 5
영어Ⅱ 5

택1
실용 영어 5
영어
독해와
작문

7

택1 택1영어 회화 7

진로 영어 7

영미 문학
읽기 7

한국사 한국사 6 3 3

탐구 사회

통합사회 8 4 4
한국지리 3

택1 택1

경제 3

세계지리 3

정치와 법 3

세계사 3

생활과 3 택1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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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원표(2016).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과 후속 지원에 대한 탐색

적 연구’

윤리
윤리와
사상 3

사회 문화 3

동아시아사 3

과학

통합과학 8 4 4
과학탐구실

험 2 1 1

물리학Ⅰ 3

택1 택1

화학Ⅰ 3

생명과학Ⅰ 3

지구과학Ⅰ 3

물리학Ⅱ 3

택1 택1
화학Ⅱ 3

생명과학Ⅱ 3

지구과학Ⅱ 3

체육・
예술

체육

체육 4 2 2
운동과
건강 2 1 1

스포츠
생활 4 2 2

예술

예술 2 2 2
음악 연주 2

택1 택1
미술 창작 2

생활・
교양

기술․가
정/

제2외국어
/
한문/
교양

교양 4 2 2
중국어Ⅰ 3

택1 택1
일본어Ⅰ 3
진로와
직업 4 2 2

중국어Ⅱ 3

택1 택1
일본어Ⅱ 3

정보 3

실용 경제 3
이수단위소계 180 30 30 30 30 30 30
창의적 체험활동 24 4 4 4 4 4 4
학년별 총 이수 단위 204 34 34 34 34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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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1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변경 공고

2019. 7. 18 교육부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규정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가. 원서 제출 방법

1) 원서 제출처

가)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

포함) : 출신중학교

나) 타 시 ·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라) 타 시 ·도 특성화 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마) 고등학교 특례 입학대상자로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한 사실이 없는 자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2) 학교별 및 지원 구분별 원서 수합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나. 선발(전형) 방법

1) 전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자와 추가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

에서 제외한다.

2)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전체 정원* 만큼 교육감이

합격자(배정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 후 배정한다.
* 전체 정원 = 일반고 + 자율형 공립고 + 과학중점학급

다. 지원 및 배정 방법 : 고교선택제 (선지원 후추첨)

1) 지원

가) 1단계 :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 ·지원

나) 2단계 :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 ·지원

다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외

국어고, 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 선택·지원할 수 있음.

2) 배정

가) 1단계(단일학교군) :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중부학교군 60%)를 전산추첨 배정

나) 2단계(일반학교군) :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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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를 전산추첨 배정 (추가추첨 배정* 포함)

*추가추첨 배정 : 1-2단계 배정 후 각 단계별 잔여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해당 학교를 지원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잔여정원

만큼 추첨 배정

다) 3단계(통합학교군) : 1-2단계에서 전산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1-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

여건 및 적정 학급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

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 배정

중부학교군의 각 단계별 학교정원은 학교 배치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라. 대상학교

일반고등학교 - 경희여자고등학교 등 186교

자율형공립고 – 면목고, 원묵고, 청량고, 상암고, 서울여고, 고척고, 구현고,

금천고, 대영고, 수락고, 성동고, 중경고, 등촌고, 당곡고,
경일고, 광양고, 경동고, 미양고 (18교)

※ 하이인포 홈페이지 http://hinfo.sen.go.kr 참조

※ 자율형공립고는 지정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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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201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자사고 입학전형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2019. 7. 18., 교육부)

1.
전형
개요

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

시함.

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

력 및 핵심인성요소를 평가
-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기재 시 영점 처리,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학교별 기준을 마련하여 항목 배점의 10%이상 감점 처리
-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검증의무화

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함.
- 면접전형위원 면접조 구성 : 학교 위촉 면접전형위원 2인(교내 교사 또

외부 위원 위촉), 교육청 위촉 면접전형위원
1인

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외국어 면접 · 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질문 등

마.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함

2.
전형
방법

가. 1단계(추첨) : 중학교 성적에 제한 없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원하고,

학교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면접대상자로 추첨 선정

※ 면접대상자 인원 : 향후 학교별 전형요강 참조

나. 2단계(면접) :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면접전형위원

3인에 의한 면접 평가 실시

※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하나고)는 별도 선발 방식에 의함

1) 1단계 : 내신성적 + 출결(감점)으로 1.5 ~ 2배수 선발

2) 2단계 : 1단계 성적 + 면접

3.
전형의
주요
내용

구분 서울방식 자사고(22교)
서울이외 방식 자사고(하나고)

제출
서류

o 자기소개서(나의 꿈 · 끼) :
1,200자

o 학교생활기록부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
달상황
(7번)은 출력 시 제외
-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o 자기소개서(나의 꿈 · 끼) :
1,500자

o 학교생활기록부
- 수상경력(4번)은 출력 시
제외, 교과학습발달상황(7
번)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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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합
의견(10번)은 출력 시 제외

취도
(수강자수)만 출력
- 중학교 3학년의 교과학습발달
사항(7번)의 세부능력 및 특
기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10번)은 출력 시 제
외

자기
소개
서
내용

o 자기주도학습 영역
(꿈과 끼 영역)

- 건학이념과 연계해 지원학교
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
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계획

o 인성 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
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
해 배우고 느낀 점

o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건학이념과 연계해 지원학교
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
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계획

o 인성 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
교 활동 실적과 이를 통
해 배우고 느낀 점

4.
영역별
평가요
소

평가 내용 평가 자료

자기
주도
학습
영역

o 자기주도학습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o 진로계획 및 지원 동기
- 건학이념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
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자기소개
서,

학교생활
기록부

인성
영역

o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
적

o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5.
자기소
개서
작성
유의
사항

가.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되 영역
구분 없이 1,200자(띄어쓰기 제외, 하나고는 1,500자)이내로 작성

나. 2단계 면접대상자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
력하고 2부 출력하여 본인과 담임교사의 확인 자필 서명 후 다른 서류
와 함께 지원하는 자사고에 제출
※ 학교 등 특정 장소에 지원자를 소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대리 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

이익 부과
다. 본문에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등 배제사항

기재 시 영점 처리
라.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 및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학

교별 기준에 따라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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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educational performances and

challenges of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a qualitative study not only on graduates and a parent who

are direct beneficiaries of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but on

teachers who have been working for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is conducted. Through their strikingly vivid story and

experience, this researcher tried to analyze the educational

performances, recognize the challenges, and offer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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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spect to its maintenance in times of its abolition by Korean

government in a profound way.

To analyze its educational performances and challenges,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set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main

motives to enter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instead of a

normal high school? Second, what are the educational performances

and challenges that are perceived by the students and the parent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Third, what are the educational

achievement perceived by the teachers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urprisingly, there has been little qualitative research on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most of which has been

conducted by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er intended

to analyze this research problems by qualitative method so as to

concretely understand the educational situation with the students', the

parent's and teachers' vivid voice.

As a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inclusive analytic procedures are

used and applied by using the procedures, which are made up of

iterative reading/management of qualitative data, writing analytic

memo, first coding, second coding, third coding, representation of

results to reinforce methodological rigor.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firmed that the students,

the parent and the teachers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reckon its education performances as being different from those of

the normal high schools.

First of all, the reasons why the students including graduates

enrolled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re that they preferred

excellent academic atmosphere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to a normal high school and expected to be taught a variety of

educ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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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educational performances that the students recognize

are summarized in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autonomy and a

variety of choices of curriculum, enhanced trust in public education

and reduced dependence on private tutoring, and positively

transformed inner self through the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s challenges, the students indicated

arduously acquiring good grades, burdensome tuition fee and

comparative deprivation.

Third, the teachers mentioned as performances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diverse curriculum provided for students and

individually customized curriculum for students. The challenges

perceived by teachers are the aristocratic school, college

entrance-centered education and slumism of normal high schools,

which are proven not to be true.

Last, the recommendations that this researcher offers are that more

qualitative research on an autonomous high school will have to be

done in the near future before its abolition to vividly convey the

reality of education of an autonomous high school an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the plan of the abolition policy of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which has been trying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to satisfy students' and parents' educational

demand.

keywords :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elective

Curriculum, Diverse Curriculum, Customized Curriculum, Higher

Trust of Public Education. Lower Private Tutoring Dependence.

Student Number : 2016-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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