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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이 대학 학업성취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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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의 하나로 조기 졸업 학생의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여부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만족도,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기졸업과 일반졸업 집단 간의 대학 적응 정도를 비교하고, 교육부의 과학고 조기

졸업 제한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분석 자료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2007-2014년의 8개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하여 경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조기졸업 집단의 2학년 학점이 일반졸업 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학년 및 전학년 평균 학점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대학 만족도와 대학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졸업 집단이 일반졸업 집단과 비교해 최소한 비슷하거나 일정 부분 우수한 대학 학업성취

도를 달성하고 있으며, 대학 만족도와 대학 재학기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일 정도의 부적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조기졸업 집단은 3년의 교육과정을 2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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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집단에 비해 인지적 결손과 만족도 차이 없이 대학에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3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강조한 정부의 과학고 조기졸업 제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대학 학업성취도, 대학 만족도, 대학 재학기간, 경향점수매칭  

Ⅰ. 서론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을 통해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

고) 조기졸업 비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학고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

하였다. 이는 전국 과학고 재학생 1,700여 명 중 80%에 달하는 1,360여 명이 조기졸업을 함으로

써 ‘학업성취도가 특히 뛰어난 학생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3년간의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다

수의 학생이 2년간 압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과학고는 2014년도 입학생부터 다수의 학생이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과학고의 조기졸업 비율은 48%(2003년)에서 68%(2006년), 76%(2008년)를 넘어 80%(2012년)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과학고 내에서 조기졸업은 일반적인 대학 진학의 형태로 자리 잡

게 되었다(심재영, 김언주, 2007). 조기졸업자 급증의 배경에는 2000년대 과학고의 증설에 맞추

어 여러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자 전형을 늘리고 지

원 자격 기준을 완화한 영향이 컸다(정진수 외, 2013). 과학 영재에게 속진교육(acceleration)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던 조기졸업 제도가 대학 입시제도의 영향으로 왜곡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된 것이다. 이에 2012년 1월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서 

과학고 조기졸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정진수 외, 2013), 이어 2012년 12월 교육과

학기술부는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에서 조기졸업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과학고 조기졸업은 고교 2학년 1학기에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일찍 진학하여(류지영, 2010)

3년의 고교 교육과정을 2년 간 압축 이수하는 속진교육 형태이다. 속진은 일반적 교육체계를 벗

어나 학습 속도와 난이도를 조절하고, 교육과정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수월성 교육의 일환이

다(Brody, 2001; Gallagher, 2002; Lubinski & Benhow, 2000; 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a에서 

재인용). 속진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제도가 있다. 이는 고교 재학 

중 대학 과정을 선(先)이수하는 것으로, 고교 과정을 1년 ‘건너뛰는’ 우리나라 과학고의 조기졸

업과는 다른 형태이다. 조기졸업은 학업 기간의 효율적 단축, 수학능력시험 부담 감소, 조기 대

입, 과학 영재성 계발 측면에서 과학고의 긍정적 차별성으로 이해되고 있다(류지영, 2010).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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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교 2학년 1학기에 대입이 결정된 조기졸업 학생들의 2학년 2학기 ‘교육공백’(신붕섭, 김종

득, 심재영, 2005) 및 조기졸업을 하지 않은 과학고 3학년의 교육과정이 수학능력시험 준비로 

파행 운영되는 문제(조정휘, 2004; 신붕섭, 김종득, 심재영, 2005에서 재인용)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 연구는 주로 과학고 조기졸업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부

모지각 등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미순 외, 2006a, 2006b; 이미순, 2009; 류지영,

2010). 조기졸업 집단이 어린 나이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므로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나(류지영, 2010)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일반

졸업1)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었다(이미순 외, 2006a,

2006b). 한편, 해외의 연구에서는 조기졸업이 대학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이른 사회 

진입을 통한 직업적 성공까지 이어지며(Brody, Muratori, & Stanley, 2004), 과학 분야에서 세계

적인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속진 경험은 중요하다(Lubinski, 2004)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 맥락에서 과학고 조기졸업 후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적응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하며, 이에 따라 과학고 속진교육(acceleration)의 효과와 과학고 조기졸업 제

한 정책의 타당성 분석 또한 미비하다. 과학고 조기졸업 제한 정책은 과학고 교육과정뿐만 아니

라 상당수 과학고 학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책의 교육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진학 후 학업성취도, 대학 만족도, 대학 재학 기간을 비롯한 학

업 적응의 측면에서 두 집단을 분석하여 정책 시행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고 조기졸업이 학생의 대학 적응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속진교육의 

효과 및 과학고 조기졸업 제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졸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조기졸업 집단과 일반졸업 집단 간 대학 학업성취도, 만족도, 재학기간 차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의 8개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하여 경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여부가 대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여부가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여부가 대학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일반졸업은 과학고에서 3학년까지 전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조기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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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조기졸업

1)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2)”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

하며, 과학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 과학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1988년에 과

학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처음 마련된 이후,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 왔다. 과학

고 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운영되며 수학 및 과학 교과의 심화 학습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과학고의 교육과정은 과도한 속진 또는 압축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

어 왔다(심재영 외, 2007). 조기졸업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제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조기진학자의 대입에 반영되는 2학년 1학기까지의 

과학고 교육과정은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가령 다수의 과학고에서 1학년에 과학Ⅱ 4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는 압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는데, 이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필수 교과

인 공통수학․공통과학 교과목은 과학고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비하여 난이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과학고에서는 공통과학 대신 물리Ⅱ를 편성하고, 전문교과 및 

재량활동에서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1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조기졸업자의 급증은 고등학교 2, 3학년 교육과정도 바꾸어 놓았다. 대학 진학이 결정된 조기

진학자의 2학년 2학기에는 ‘교육 공백’(신붕섭 외, 2005)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조기졸업 학생은 사실상 단 3학기의 과학고 교육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한편, 과학고 3학년의 

심화 교과로 고급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과학사 등이 편성되는데, 그간 다수의 학생들

이 조기졸업을 함에 따라 이를 이수하는 학생이 소수에 불과했다. 심화 교과가 사실상 대학수학

능력시험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조정휘, 2004; 신붕섭 외, 2005에서 재인용)되어 왔다는 사례도 

있다. 과학고 3학년 교육과정이 대입을 위한 수학능력시험 준비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은 수학․
과학 교과의 심화 학습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은 과학고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제한 정책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대두된 것이다.

2) 과학고등학교의 조기졸업 및 대학진학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과학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양상을 살펴보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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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 중 수시전형을 통하여 대학 입학여부가 결정되는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로 인

해 해당 전형 합격자들은 실질적으로 2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성실히 따르기 어렵게 된다. 박완

규(2008)의 연구에서는 서울과학고 학생들 중 상당수가 조기졸업을 하며, 대학에 합격한 이후인 

2학년 2학기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기졸업 시에 2학년 1학기까지

의 성적만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2학년 2학기의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공백’에 대하여 과학고 교사들은 대학에서 조기선발 시기를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으로 늦추거나, 조기진학자를 위해 대학이 2학년 2학기에 선수학점이수제도(AP)나 집합교

육의 형식으로 예비대학을 운영해야 조기졸업 학생들의 교육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신붕섭 외, 2005). 이와 관련하여 「창의인재 육성 방안3)」의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특성화대

학과 21개 과학고등학교 간 연계를 통해, 과학고에서 AP과정 이수 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

학한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3+3 교육과정4)’ 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었다5).

한편, 과학 영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제도의 영향을 받아 왔다.

서혜애 외(2006)에 따르면 1996년 과학고 졸업생들에게 적용되어 온 비교내신 성적제도가 폐지

되면서, 내신성적 반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수 학생들이 조기졸업이나 자퇴를 선택하였다.

2000년대 과학고의 증설에 대응하여 각 대학에서도 특기자 전형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하

자(정진수 외, 2013) 과학고 조기졸업 비율이 48%(2003년)에서 80%(2012년)까지 치솟았다. 또한 

과학고 대입 실적이 명문대 중심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명문대 선호 심화로 인해(김

동원 외, 2012) 과학고 고유의 운영모델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학고를 과학영재

학교로 볼 것인가, 우수학생을 위한 명문고등학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서혜애 외, 2006)는 

과학고의 설립 목적이 명문대 입학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조기진학 및 조기졸업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김금희, 심재영, 김언주, 2007). 오늘날 「과학고등학교 발

전방안」으로 조기졸업자의 수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기졸업자 선정 과정은 대

학 입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 속진교육(Acceleration)

1) 속진교육으로서의 조기졸업

속진교육(acceleration)은 연령과 학년 기준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교육체계를 벗

3) 미래부, 교육부, 고용부 보도자료(2013. 8. 7.).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4) ‘과학고 3년 교육과정+과학기술특성화대학 3년’으로 대학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
5)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3. 11. 22.).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교육 연계 활성화를 위

한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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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학생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의 능력에 맞추어 교수 속도

를 조절하여 도전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

써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수월하게 사회에 기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적 방안이다(Brody,

2001; Gallagher, 2002; Lubinski & Benhow, 2000; 이미순 외, 2006a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가 월반 유급제를 제안한 이래 1995년에 교육법(현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이 개정되었다. 이후 1996년부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가 시행되었다(이

미순 외, 2006b).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규정은 단위학교별로 정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고교 2학년 초에 조기졸업의 과정이수를 신청한 학생들은 정규이수과정 이외에 학교에서 

정한 별도의 이수과정 및 이수인정절차를 거쳐 4학기를 마친 후 조기졸업을 한다(박완규, 2008).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속진교육은 과학고의 압축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조기졸

업이다. 전국 고교 조기졸업 대상자의 94.4%가 과학고 2학년 학생(감사원, 2012)으로 우리나라에

서 조기졸업은 과학고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과학고 학생 중 상당

수가 조기진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류지영, 2010) 과학고에서는 조기졸업제도를 통

한 대학 진학이 일반화(심재영, 김언주, 2007)된 상태이다.

반면 과학고에서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3학년에 진학하는 일반졸업 집단의 경우, 1년 간 심화 

과정을 통해 영재교육을 지속하게 된다. 과학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관리모형

(administrative model)과 이론모형(theoretical model)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속진은 관리모

형, 심화는 이론모형에 속한다(Renzulli, 1986; 박춘성, 2006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조기졸업 집단은 속진교육으로, 일반졸업 집단은 심화교육으로 설정하여 교

육적 효과를 분석하고 과학고 조기졸업 제한 정책이 교육적으로 합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조기졸업과 학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조기졸업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속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미

국에서 속진은 크게 내용 기반 속진(Content-based acceleration)과 성적 기반 속진(Grade-based

acceleration)으로 구분된다. 내용 기반 속진은 단일 과목 속진, 이중 등록(Dual enrollment), AP

와 같이 동일 연령 및 학년에 머물면서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며, 성적 기반 속진은 상위 

학교급으로 일찍 진학하는 것(early entrance)이다(Colangelo et al., 2010). 내용 기반 속진을 한 

고등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2단계 이상 높은 성적을 성취했고, 사회적 성숙도, 타인 수용능력 

등 학업 태도에서도 우월한 특성을 나타냈다(Solano & George, 1976; Rogers, 2004에서 재인용).

Rogers(2004)와 Colangelo et al.(2010)의 연구는 속진의 형태에 상관없이 속진 집단에서 일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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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보다 인지 및 정의적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인다고 밝혔고, 성적 기반 속진 그

룹에서 1/2년, 대학에 1-2년 조기 입학한 그룹에서 1/3년의 추가 성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조기졸업은 고등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대학진학 후, 그리고 대학 졸업 후의 성과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McClarty, 2015; Brody et al., 2004; Brody, Assouline, & Stanley, 1990).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학 졸업 후 직업적인 성공까지 이어지며(Brody et al., 2004), 세계적인 과학계 

선구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속진 경험은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Lubinski, 2004)도 있다.

(2) 조기졸업이 학생의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조기졸업 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래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을 건너뛰어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

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 적응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류지영,

2010).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해외 연구에서는 속진 학생이 사회적․정서적 성숙을 달성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Solano & George(1976)의 연구에서는 대학 과정을 조기 이수한 집

단은 사회적․정신적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진적 속진 집단은 나이가 

많은 급우들과의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사회․정서적인 부적응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Colangelo, Assouline, & Gross, 2004). 이는 속진집단이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성숙을 달성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Robinson, 2004).

국내 연구에서 조기졸업 학생의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류지영

(2010)은 고교를 조기졸업한 대학생들이 일반졸업 집단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는다고 밝혔

다. 반면, 이미순 외(2006a)는 조기졸업 여부보다는 학업에 대한 즐거움이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미순 외는 또 다른 연구(2006b)에서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여

부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전미란(2013)에 따르면 중학

교 과정을 조기졸업하고 1년 일찍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나이가 많은 급우들과 지낸

다 하더라도 학교 적응에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의 조기졸업 관련 논의들은 조기졸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겪는 심리

적 문제가 주변의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만족도와 같은 전반적인 학교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학 만족도는 대학의 교육성과를 나타내는 핵심 준거이므로(김순남, 2009)

조기졸업 집단의 대학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될 필요가 있다.

(3) 조기졸업이 학생의 대학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

대학 재학기간은 학생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를 결정하며, 재학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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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획득 가능한 임금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라 볼 수 있다. 따라

서 대학에 일찍 진학하여 이른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조기졸업 집단이 대학 적응과 관련해 

재학 연한이 연장되지 않고 졸업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 조기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 재학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Brody et al., 1990). 또한 조기 대입 프로그램인 이중등록 프로그램(dual-enrollment

program)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과정을 수학한 학생들은 4년 안에 대학을 졸업할 확

률이 일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lark & Cambra, 2001).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조기졸업과 대학 재학기간에 대한 연구를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교육 맥락

과 환경을 고려하여 조기졸업 여부에 따른 대학 재학기간을 초과학기 여부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고 조기졸업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과학고 조기졸업이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등 심리 정서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류지영, 2010; 이미순 외, 2006a; 이미순 

외, 2006b)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기졸업자들의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만족도, 재학기

간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속진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 조기졸업 집단과 일반졸업 집단의 대학 학업성취도, 만족도, 재학기간

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의 2007년-2014년 8개년도 자료 중,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2007

년 신규 패널 중 과학고 학생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2004년 시작된 KEEP 조사는 10년 

이상 추적 조사된 패널 자료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교육실태, 교육효

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2007년 추가된 신규 패널의 과학고 학생 

277명의 자료는 본 연구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고교 재학기간의 가정환경과 대학 학업성

취도, 대학 만족도, 대학 재학기간 등 다방면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하였다. 분석 

자료의 과학고 학생은 총 282명으로 기존 패널의 5명 및 신규 패널 277명이며, 이는 2005년 전국 

19개 과학고 정원 1,445명 중 19.2%를 구성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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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변수

1) 변수 선정

본 연구는 과학고 조기졸업 및 일반졸업 집단의 대학 학업성취 및 적응을 비교하고자 종속변

수로 대학 학업성취도, 대학 만족도, 대학 재학기간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개인, 학교특성을 다음 <표 1>과 같이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구분 변수설명 

종속변수

대학 

학업

성취도

1학년 학점 (1학년 평균 평점 / 평점 만점) * 100

2학년 학점 (2학년 평균 평점 / 평점 만점) * 100

3-4학년 학점 (3-4학년 평균 평점 / 평점 만점) * 100

전학년 학점 (전학년 평균 평점 / 평점 만점) * 100

대학 

만족도

1학년 대학 만족도 1학년 대학 만족도 관련 문항 

전학년 대학 만족도 전학년 대학 만족도 평균 

대학 재학기간 대학 등록 학기 8학기 이하(0), 초과(1) 

독립변수 일반졸업 여부 조기졸업(0), 일반졸업(1)

통제변수

가정 특성
모학력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1)

로그월평균가구소득 월 평균 소득(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개인 특성

남학생 남자(1), 여자(0)

1학년 학습태도 1학년 학습태도로 구성된 변수의 평균

2학년 학습태도 2학년 학습태도로 구성된 변수의 평균

3-4학년 학습태도 3-4학년 학습태도로 구성된 변수의 평균 

전학년 학습태도 전학년 학습태도 평균 

대학입학전형 유형 일반(0), 특별(1)

대학 특성 과학특성화대학 여부 과학특성화대학(1), 그 외 대학(0)

<표 1> 주요변수 구성 및 설명

본 연구의 종속 변수로는 첫째, 조기졸업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Brody et al.,

2004; Rogers, 2004)를 근거로 대학 학업성취도의 지표로 평점(GPA)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등록한 학기를 기준으로 1학년, 2학년, 3-4학년, 전학년으로 세분화하여 학점 변수를 생성하

였다. 이는 학년에 따라 수강하는 과목이 교양, 전공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조기졸업과 일반졸

업 학생 간의 입학 시점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이다6). 또한 학교에 따라 평점 만점이 4.3이

6)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에 대하여 개별 학생의 등록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학년 자료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선, 조기졸업 집단의 경우 대학 1학년은 일반적으로 2007년에 해당하며, 일반졸업 집단에서

는 대체로 2008년에 해당하여 입학 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휴학이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등록 학기

가 학생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학년 변수 생성은 입학 시기, 응답한 졸업 시기 및 대

학원 입학 시점으로 추정한 졸업시기, 성적 응답 분포, 남학생의 경우 군 휴학 등을 고려하여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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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5 등으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둘째, 조기졸업자의 학교 

적응에 대한 연구(전미란, 2013; 류지영, 2010; Colangelo et al., 2004)에 기반하여 대학 적응을 

포괄하는 지표인 대학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대학 만족도 변수는 학교 만족도 평균으로 산출하

였으며 1학년에서의 적응과 만족도가 전체 대학생활의 유지와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

로(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2012) 1학년과 전학년 대학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셋째, 고교 조기졸

업자의 대학 재학기간이 짧아진다는 연구(Brody et al., 2004; Clark, 2001)에 따라 대학 재학기간

을 분석하였으며, 대학 졸업까지 등록한 학기가 8학기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인 과학고 일반졸업 여부는 조기졸업을 ‘0’, 일반졸업을 ‘1’로 코딩하여 일반졸업 학

생을 처치집단으로7) 설정하였다. 이는 조기졸업 학생이 70.3%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는 김형관, 신현석, 서민원, 황기우(2001)의 연구를 근거로 가정특성, 개인특성, 대학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우선 가정특성 변수로는 모학력과 로그월평균가구소득을 활용

하였다. 모학력은 총 수학 연한으로 환산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월평균소득의 편포를 제거하기 위

해 로그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이는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SES)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형관 외, 2001;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 2014;

우명숙, 김지하, 2015; 이길재, 이정미, 2015)에 근거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로는 성별, 학습태도,

대학입학전형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성별,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 결과(김형관 외, 2001; 김현주, 이병훈, 2006; 신정철, 정지선, 신택수, 2008; 김송

희, 2011; 조범진, 2012; 임옥진, 2013; 최영준, 2013; 이길재, 이정미, 2015)를 토대로 하였다. 학습

태도의 경우 5문항(출석 성실성, 예습 충실성, 복습 충실성, 과제 성실성, 강의 집중성)의 평균값

으로, 종속 변수인 학점과의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1학년 학습태도, 2학년 학습태도, 3-4

학년 학습태도, 전학년 학습태도로 구분하였다. 대학입학전형 유형은 입학전형요소에 따른 학업

성취도 분석(최현석, 하정철, 2011)을 참고하여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대학특성 변수로는 과학특성화대학(KAIST, POSTECH 등) 여부를 활용하였다. 과학특성화대학

은 R&E 등의 대학-과학고 연계 프로그램에 적극적이며, 2010년도 과학고 졸업생 32%가 진학하

는 등 많은 수의 과학고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다(이신동 외, 2010). 특히 조기졸업생을 위한 

전형8)이 있어 다수의 조기졸업 학생이 과학특성화대학에 진학한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규용, 김용현, 2003).

7) 일반졸업 여부를 처치(treatment)로 볼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처치의 조건인 노출가능성과 조작가능

성(Holland, 1986; 하여진, 2015)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처치인 일반졸업 여부는 모든 과

학고 학생이 2학년 초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노출가능성을 만족하고,
조기졸업이 조기이수인정평가 결과의 통과 여부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가능성을 충족한다.

8) KAIST는 고교 2년 ‘졸업’이 아닌 ‘수료’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조기이수인정평가와 무관하게 입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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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편의 제거를 위한 경향점수매칭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택 편의가 발생하면 정책의 순수한 효과 

추정이 어렵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태일, 2009).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매칭을 통하여 비교집단을 설정하였으며 경향점수매칭을 위한 주요 변수는 아래 <표 2>와 같으

며, 경향점수매칭 전후의 밸런스 테스트(balance test)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일반졸업 여부 조기졸업(0), 일반졸업(1)

독립변수

남학생 남(1), 여(0)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모학력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1)

고교 성적 등급 고교 성적 9등급 척도

사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관련 문항 

부모-교사 성적 상담 성적 상담 관련 문항 

부모-자녀 진로 상담 진로 상담 관련 문항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관련 문항

수업 태도 수업 태도 관련 문항 평균

부모-자녀 대화 시간 대화 시간 관련 문항

<표 2> 경향점수매칭(PSM)을 위한 주요변수 구성 및 설명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일반졸업 여부를 경향점수매칭을 위한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조기졸업은 학생 개인의 신청에 이뤄지지만, 조기이수인정평가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조기졸업생의 평균적인 고교 학업성취도는 일반졸업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박완규(2008)의 연구에서도 고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조기졸업생의 학업성취도가 

일반졸업생보다 높아 고교 학업성취도가 조기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로 성별,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모학

력, 고교 성적 등급, 사교육 여부, 부모-교사 성적 상담, 부모-자녀 진로 상담, 학교생활 만족도,

수업 태도, 부모-자녀의 대화 시간을 선정하였다. 성별,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모학력, 수업 태도

는 변수 선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교 성적 등급은 학업성

취도를 대표하는 변수이며 나아가 이경희와 이정례(2015)의 연구에서 고교 성적 등급이 대학 학

업성취도와 상관관계를 갖고 영향을 주며, 허명회와 전성연(1996)의 연구에서 내신 성적이 인문

계와 자연계 모두 4학기 동안 대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근거로 고교 등급 9등급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교육은 영재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고(이해명,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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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교육 여부를 포함하였다. 조명희, 이혜연,

이현우(2013), 이봉주, 김광혁(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교 만족도가 학업성취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김현주, 이

병훈(2006)의 연구를 근거로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과 교육적 관심을 나타내는 변수로 부모와 

교사의 성적 상담을, 부모와 자녀 간에 진로 등의 진학 관련 대화를 많이 하면 학교 성적이 높게  

나타나므로 부모와 자녀 간 진로 상담과 대화 시간을 추가하였다.

경향점수매칭 전후의 밸런스 테스트(balance test) 결과는 <표 3>과 같다. 매칭 전에 존재하던 

집단 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사라져 매칭 후에는 집단 간 균형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매칭 전

매칭 후

평균
편의(%)

편의감소

(%)
t-test

처치 통제

남학생
매칭 전 0.489 0.727 -49.9 -2.95***

매칭 후 0.477 0.560 -17.4 65.1 -0.77

모학력
매칭 전 13.867 14.802 -41.1 -2.39**

매칭 후 13.864 13.737 5.6 86.4 0.25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매칭 전 15.309 15.399 -20.0 -1.17

매칭 후 15.328 15.312 3.5 82.6 0.16

고교 성적 등급
매칭 전 4.044 3.934 6.7 0.36

매칭 후 4.023 4.032 -0.5 92.0 -0.03

사교육 여부
매칭 전 0.289 0.504 -22.5 -1.58

매칭 후 0.409 0.484 -7.8 65.2 -0.45

부모-교사 

성적 상담

매칭 전 1.867 1.612 43.8 2.38**

매칭 후 1.864 1.974 -18.9 56.9 -0.77

부모-자녀

진로 상담

매칭 전 2.089 1.694 70.1 3.76***

매칭 후 2.091 2.141 -9.0 87.2 -0.39

학교생활

만족도

매칭 전 3.956 4.198 -37.8 -2.05**

매칭 후 3.977 3.889 13.8 63.6 0.50

수업 태도
매칭 전 3.204 3.322 -19.5 -1.07

매칭 후 3.227 3.185 7.1 63.7 0.30

부모-자녀 

대화 시간

매칭 전 2.667 2.116 48.7 2.96***

매칭 후 2.659 2.505 13.6 72.1 0.62

<표 3> 경향점수매칭 전후 밸런스 테스트(Balance test)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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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과학고 조기졸업 여부에 따른 학생의 대학 학업성취도, 대학 만족도, 대학 재학기간

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졸업 여부에 따른 학업 적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 집단 설

정에서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해, 조기졸업 여부를 제외한 비교집단의 특성을 

동질하게 구성하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매

칭은 변인으로 대변되는 관찰 가능한 속성에 기반하여 처치 여부와의 관계를 경향점수

(propensity score)로 나타낸 다음 유사한 개체끼리 매칭하여 순수 실험의 무작위 표집에 근접한 

표본의 추출을 이행하는 통계적 기법이다(Rosenbaum & Rubin, 198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설정한 뒤, 아래 수식 (1)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 )에 대하여 가정특성(), 개인특성(), 대학특성( )을 통제한 뒤, 처치변

수인 일반졸업 여부()의 효과를 살피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연속변수인 학업성취도와 대학 

만족도에 대해서는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하였으며, 초과학기 여

부로 더미코딩된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인 대학 재학기간은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향점수매칭을 통한 추정은 일반적으로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경향점

수를 추정하는데, 경향점수()는 처치 전에 관찰된 공변인         하에서 처치

(  )를 받을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수식 (2)와 같

이 정의된다(정혜경, 2012).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매

칭시키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분석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결과변수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효과를 추정한다(김홍균, 박승준, 2014).

   Pr    

경향점수매칭에서는 Kernel 매칭 기법을 적용하였다. Kernel 매칭의 경우 처치집단의 모든 개

체가 통제집단의 모든 개체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매칭방법 중 가장 많은 관측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홍균, 박승준, 2014). 반면 다른 매칭 기법에서는 통제집단의 일부 관측치

만 활용된다(Caliendo & Kopeinig, 2005). Kernel 매칭은 분석집단 개체 의 경향점수 추정량을 

라 할 때 와 통제집단의 경향점수 간의 거리에 반비례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제집단 

전체와 대응시켜 통제집단의 개체로 삼고 두 집단 개체의 성과 차이를 통해 기대값을 구하는 방

법이다(김홍균, 박승준, 2014). Kernel 매칭의 알고리즘은 Kernel 함수를 이용하며 통제집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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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대조군을 구성하는 비모수 추정치(non-parametric estimators)라는 

점에서 정보량이 많아 다른 매칭 방식에 비해 분산이 낮다(Caliendo & Kopeinig, 2005).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분석 대상을 조기졸업 집단과 일반졸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4>와 같이 기술통계치 및 집

단 간 t-test 결과를 제시하였다9). 자료의 282명 중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165명이며 조기졸업

집단은 116명, 일반졸업 집단은 49명으로 조기졸업 집단이 70.3%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졸업 학생을 처치 집단으로, 조기졸업 학생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학점, 만족도, 초과학기여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조기졸업 집단에서 남학생의 비율, 모학력,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은 조기졸업 집단

이 유의하게 높았다. 월평균 소득, 학습태도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과학특성

화대학 비율은 조기졸업 집단이 72%, 일반졸업 집단이 18%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기졸업 집단 일반졸업 집단
t-tes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학년 학점 114 77.96 9.23 47 80.76 9.46 -1.72

2학년 학점 110 80.52 9.28 45 78.94 14.11 0.69

3-4학년 학점 107 82.40 9.00 47 82.78 9.75 -0.23

전학년 학점 116 80.77 7.90 49 81.32 8.84 -0.38

1학년 대학 만족도 116 3.79 0.53 49 3.76 0.51 0.35

전학년 대학 만족도 116 3.58 0.36 49 3.60 0.37 -0.33

초과학기여부 106 0.33 0.47 45 0.40 0.50 -0.80

모학력 116 14.89 2.19 49 13.69 2.37 3.02***

로그월평균가구소득 116 15.40 0.43 49 15.33 0.50 0.85

남학생 116 0.73 0.44 49 0.51 0.51 2.68***

전학년 학습태도 116 3.65 0.37 49 3.73 0.41 -1.22

대학입학전형유형 116 0.79 0.41 49 0.65 0.48 1.79*

과학특성화대학 여부 116 0.72 0.45 49 0.18 0.39 7.75***

N 116 49 165

<표 4> 기술통계 분석

주: * p<.1; ** p<.05; *** p<.01

9) <표 4>의 기술통계분석 및 집단 간 t-test 분석 결과는 최종 분석모형에 활용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분석 

모형 중 경향점수매칭 후 전학년 평균에 대한 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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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고 조기졸업이 대학 학업성취도, 만족도,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

과학고 조기졸업이 대학 학업성취도, 만족도,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향

점수매칭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로 매칭 전(OLS)과 매칭 후(PSM)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OLS

는 조기졸업 여부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며, PSM은 표본 선택 편

의를 보정하고자 경향점수매칭 후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1) 대학 학업성취도 

과학고 조기졸업이 대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종

속변수는 1학년, 2학년 3-4학년, 전학년으로 나누어 학년별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조기졸업이 

1학년 학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한 경향점수매칭 분석에서 조기

졸업 집단의 학점이 2.542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2학년의 경우, 매칭 전후 모두에서 

조기졸업 집단이 일반졸업 집단에 비하여 학점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으며, 경향점수매칭 후에

는 .1 유의수준에서 학점이 6.498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1학년에서 조기졸업 집단의 학점이 

일반졸업 집단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2학년에서는 오히려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이는 2년의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인지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3-4학년의 매칭 

후 분석 결과, 일반졸업 학생의 학점이 0.839 높으나 유의하지 않아 2학년 시기에 조기졸업 집단

에 뒤처진 격차를 3-4학년에서 따라잡았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 전학년 평균에서는 조기

졸업 집단의 학점이 3.231 높았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2학년, 3-4학년, 전체학년 학점에 대한 매칭 전 분석에서 남학생의 학점이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편, 모학력의 경우 그 영향이 매칭 후에 2학년 학점에서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매칭 전후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태도의 경우 3, 4학년 학점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

졌으나, 1학년, 2학년, 전체학년의 매칭 전후 두 분석 모두에서 학습태도가 높을수록 학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학년 학점에서 .01 유의수준에서 8.717 만큼 학점이 높았다. 한편 

대학 입학전형 유형에 대해서는 1학년 매칭 전 분석에서만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학점이 높았지만, 이는 매칭 후 분석이나 다른 학년에서는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과학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모든 분석에서 학점에 대한 부적 

효과가 있었는데, 1학년의 경우 매칭 후에도 .05 유의수준에서 6.116의 학점 차이가 발생하여 과

학특성화대학의 학점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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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년 학점 2학년 학점 3-4학년 학점 전학년 평균

OLS PSM OLS PSM OLS PSM OLS PSM

일반졸업 여부

(일반졸업=1)

0.863

(1.843)

-2.542

(2.500)

-3.578*

(1.964)

-6.498*

(3.608)

-2.060

(1.672)

0.839

(2.307)

-1.956

(1.440)

-3.231

(2.342)

모학력
0.201

(0.371)

0.555

(0.498)

0.626

(0.383)

1.103*

(0.580)

0.485

(0.334)

0.544

(0.476)

0.282

(0.285)

0.408

(0.393)

로그월평균 

가구소득

0.493

(1.686)

-0.691

(2.320)

0.481

(1.809)

0.282

(2.477)

0.418

(1.523)

1.525

(2.012)

0.539

(1.319)

0.727

(1.952)

남학생
-0.097

(1.536)

-0.715

(2.070)

-4.552***

(1.701)

-3.259

(2.032)

-3.000**

(1.416)

-3.607

(2.269)

-2.552**

(1.195)

-2.099

(1.728)

학습태도
3.272**

(1.336)

3.063*

(1.679)

8.045***

(1.521)

8.717***

(3.282)

5.036***

(1.392)

2.922

(3.233)

6.797***

(1.400)

6.849**

(2.820)

대학입학

전형유형

3.006*

(1.723)

-3.789

(2.936)

-1.069

(1.842)

-3.298

(2.893)

1.802

(1.543)

2.444

(2.660)

1.113

(1.334)

-2.300

(2.491)

과학특성화

대학 여부

-4.459***

(1.593)

-6.116**

(2.507)

-1.238

(1.721)

-5.827

(3.692)

-2.475*

(1.484)

-0.580

(2.554)

-2.923**

(1.254)

-3.652

(2.215)

cons
56.514**

(24.831)

79.068**

(35.160)

40.171

(26.364)

38.910

(35.117)

52.980**

(22.550)

40.019

(31.641)

46.912**

(19.711)

45.532

(30.283)

R2 0.12 0.12 0.23 0.28 0.19 0.15 0.21 0.19

N 187 161 173 148 177 151 192 165

<표 5> 과학고 조기졸업이 학년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주: * p<.1; ** p<.05; *** p<.01

2) 대학 만족도

과학고 학생의 조기졸업 여부가 대학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OLS 분석과 PSM 후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대학 만족도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1학년 

만족도 및 전학년 만족도 변수로 구분하였다.

조기졸업이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기졸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

이 발견되지 않았다. OLS 분석에서 1학년 대학 만족도와 전학년 만족도 모두 과학고를 조기졸

업을 한 학생들이 일반졸업 집단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칭 후 분석한 결과, 1학년 대학 만족도에서 일반졸업 집단이 0.0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학년 만족도에서는 매칭 전과 마찬가지로 조기졸업 집단이 0.082 더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통제변수에서는 학습태도가 높을수록 전학년에서 만족

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유형은 1학년 대학 만족도에만 정적 효과를 보였

으나 매칭 후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특성화대학의 경우 매칭 전의 1학년 만

족도와 전학년 만족도에서 부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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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재학기간

과학고 조기졸업이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와 같이 OLS 분석과 

PSM 후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대학 재학기간에 대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초과학기여부 변수를 활용하였다.

조기졸업이 대학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칭 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졸업 집단 학생들이 조기졸업 집단에 비하여 재학기간이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아니었다. 반면 선택편의를 보정한 경향점수매칭 후 분석모형에서는 반대로 일반졸업 집단의 재

학기간이 길었으나 역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회귀분석

에서 남학생이거나 과학특성화대학에 다니는 경우 재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짧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 분석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 과학고 

조기졸업자와 일반졸업자의 대학 재학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과학

고 조기졸업자들이 일반졸업 집단에 비해 1년의 성숙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진학했음에도 불구

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학교 적응을 마쳐 대학 교육을 이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1학년 대학 만족도 전학년 대학 만족도 초과학기 여부

OLS PSM OLS PSM logit PSM

일반졸업 여부

(일반졸업=1)

-0.075

(0.096)

0.011

(0.121)

-0.035

(0.069)

-0.082

(0.083)

-0.260

(0.453)

0.079

(0.593)

모학력
0.024

(0.019)

-0.010

(0.025)

0.017

(0.014)

-0.003

(0.015)

0.076

(0.089)

0.119

(0.122)

로그월평균 

가구소득

-0.029

(0.088)

-0.142

(0.119)

-0.036

(0.063)

-0.144**

(0.071)

0.077

(0.405)

0.449

(0.639)

남학생
0.043

(0.079)

-0.053

(0.103)

-0.009

(0.057)

0.043

(0.068)

-1.052***

(0.362)

-0.809

(0.528)

학습태도
0.184***

(0.068)

0.142

(0.099)

0.272***

(0.067)

0.307***

(0.094)

-0.075

(0.454)

-0.251

(0.737)

대학입학

전형유형

0.245***

(0.089)

0.178

(0.118)

0.076

(0.064)

0.036

(0.083)

0.413

(0.440)

0.378

(0.555)

과학특성화

대학여부

-0.163*

(0.083)

0.014

(0.125)

-0.125**

(0.060)

-0.129

(0.078)

-0.750*

(0.385)

-0.456

(0.661)

cons
3.137**

(1.302)

5.461***

(1.855)

2.917***

(0.943)

4.764***

(1.141)

-1.775

(6.107)

-7.874

(9.922)

R2 0.12 0.09 0.15 0.20 0.17 0.15

N 193 166 193 166 176 152

<표 6> 과학고 조기졸업이 대학 만족도 및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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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과학고 조기졸업 여부가 학생의 대학 학업성취도, 대학 만족도 및 대학 재학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속진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과학고 조기졸업 비율 제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년간의 속진교육과정을 이수한 과학고 조

기졸업 집단과 3년간의 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졸업 집단을 대상으로 대학 학업성취도, 만

족도, 재학기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82명의 과학고 학생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고 조기졸업 집단의 대학 학업성

취도가 일반졸업 집단과 비교 시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2학년 학점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조기졸업 집단이 속진 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1년 건너뜀에도 불구하고 3년간

의 심화교육을 받은 일반졸업 집단보다 최소한 비슷하거나 특정 기간에는 오히려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속진 집단이 대학 진학 후의 인지적 성과가 높다는 해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McClarty, 2015; Brody et al., 2004; Brody, Assouline, & Stanley, 1990).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대학 1학년 교육과정은 수학․과학 기초 강좌의 비중이 크며 이는 

과학고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조기졸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신동, 이정규, 최병연(2011)의 연구에서 65%의 과학고 학생들이 고교에서 배운 전

문교과와 대학 교과의 내용 및 수준이 비교적 동일한 편이라는 응답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에 

대학 2학년에서는 심화 수준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하며 조기졸업 집단이 수학․과학 분야

의 영재성을 기반으로 학업성취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기졸업 학

생의 학업 부담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선행연구(류지영, 201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대학 만족도와 대학 재학기간에서 조기졸업 집단과 일반졸업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간 조기졸업 학생은 균형 잡힌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단기간에 달

성하기 어려우며(신붕섭 외, 2005), 연령 차이로 인하여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류지영, 2010)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대학 만족도와 재학기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조기졸업 집단이 사회화 과정에서 큰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연구 (Colangelo, Assouline,

& Gross, 2004)와 유사한 결과를 국내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과학고 조기졸업 집단은 3년의 고교 교육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졸업 집단에 비하여 인지적․정의적 결손 없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학고에서 이루어지는 속진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교 1년을 건너뛴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인지적․정의적 결손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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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는 3년간의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강조한 정부의 과학고 조기졸업 제한 정책

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기졸업 학생의 비율이 본래의 취지보다 높더라도 이들

의 인지적․정서적 측면 및 재학기간이 일반졸업 집단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속진

을 제한할 근거의 타당성은 위협받게 된다. 본 연구 결과 조기졸업 집단이 일반졸업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대학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2학년 학점은 오히려 더 높았다. 이는 

속진 집단이 꾸준히 높은 수준의 인지적․정의적 성과를 유지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Brody et al.,

1990; Brody et al., 2004; Colangelo et al., 2004; Colangelo et al., 2010; McClarty, 2015;

Robinson, 2004; Rogers, 2004)를 우리나라의 속진교육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과학고 학생의 일정 비율만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비율을 일괄 통제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적격한 과학 영재들에게 조기졸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졸업을 특정 비율로 

제한한다면 영재성을 갖춘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과학고에서는 영재성을 갖추었음에도 비

율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기졸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

서 조기졸업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을 통하여 조기졸업이 영재성 그 자체에 의해 결정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학고 내에서도 시험으로 결정되는 ‘조기이수인정평가’ 과정이 엄정하

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2년 감사원 감사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현행과 같이 조기졸업 권한을 교장과 교장이 임명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부여하여 학교 내부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는 공정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간 대학 합격 여부가 조기졸업자 선정에 고려되어 왔다는 점을 볼 때, 영재교육의 목적은 대학 

입학이 아니므로(김금희 외, 2007) 조기진학 및 조기졸업제도의 기준 확립 및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고교 조기졸업자들의 과학 영재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1년 먼저 진입하고, 해당 분야

에서 더 빠른 성과를 내어 그들의 영재성이 과학적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류지영(2010)은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학생들의 대학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방임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영재성을 지닌 학생에 대해 맞춤형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확충되어 속진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대학 교육 및 졸업 후에도 유지 및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과학고 졸업생을 조기졸업과 일반졸업 집단으로 비교하는 과

정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완벽히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과학고 학생들은 

과학고 입시에서 한 단계 선발을 거친 매우 동질적인 집단이며, 분석 변수가 KEEP에서 제시하

는 변수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은 요인에 대한 제한이 있다. 또한 조기졸업생의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로 조기졸업생들의 대학에서의 학업적응 및 대학 졸업 이후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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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학고와 함께 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있는 과학 영재고와의 성취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조기

졸업생들은 또래에 비해 대학을 1년 일찍 졸업할 기회를 갖거나 대학에서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도 후속 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조기졸업

생들의 이른 사회 진출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생산성 측면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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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arly Entrance to College

of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on Academic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Extended Stay
10)11)

Cho, Sung Kyung*

Moon, Chan Ju**

Song, Jin Ju***

Shin, Dong Yong****

Heo, Kwang Yeong*****

Jeong, Dong Wook†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ffect of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acceleration to college

on academic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extended stay of college students. For an empirical

analysis, we took advantage of extensive data derived from 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from 2007 to 2014 of 282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was applied to minimize the selection bias. We compared accelerated group

to the others to compare the effect of early entrance to college.

The results show that, accelerated students showed highe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second year of college and did not fall behind from other students on GPA of other grades,

college satisfaction and also in extended stay. Accelerated students skipped a school year and

entered college earlier than cohorts, nevertheless they well-adjusted to college compared to

other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s on

the recent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on limiting early entrance to 20% which used to

be up to 80% of science high school graduates.

Key words: Science high school, early entrance, academic performance, satisfaction, extended

stay,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Teacher, Ami Elementary School
**** Teacher, Daegil Elementary School

***** Master’s gradu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