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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중등교육제도와 계급

일본 고등학교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입학성

적과 졸업 후의 진로에 따라 진학교(進学校)와 진로다양교(進路多様校), 

저변교(底辺校)로 일컬어지는 확연한 서열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岩

木秀夫 ･耳塚寛明 1983; 門脇厚司 ･陣内靖彦 1992; Okano and 

Tsuchiya 1999; 樋田大二郎 ･耳塚寛明 ･岩木秀夫 ･苅谷剛彦 2000). 

또한 이러한 서열구조와 각각의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출신계급이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졸업한 고등학교의 서열에 따라 학생

의 학력(學歷), 소득, 직업상의 지위가 달라진다(Rohlen 1983; 中西祐子 

2000; Ono 2001; 鍋島祥郎 2003b; Yoder 2004; Brinton 2011).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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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즈와 긴티스(Bowles and Gintis 1976)가 미국의 교육제도와 노동시

장 간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것처럼, 전후, 특히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서열화된 후기 중등교육 제도는 분절된 노동시장에 맞춰 상이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고등학교는 이처럼 기존의 계급구분을 반영하고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소속 학교의 서열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사회화한다는 점, 즉 계급정체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여러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학업성

적에 따라 구분된 고베시의 5개 고교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로렌

(Rohlen 1983: 302)은 고등학교의 서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적뿐

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태도, 여가시간 소비방식, 나아가 자존감마저 

달라지며, “고등학교의 하위문화와 이와 연관된 생활양식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사회적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슬레이터(Slater 2010)는 도쿄의 하위권 인문계 고교

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에서, 교사가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칙을 

엄하게 적용하는 방법에만 의존함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집단생

활에 회의를 품게 되고, 이로 인해 하위권 학교의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

하는,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와 같이 특정 직장에 대한 장기간의 충

성도를 요구하지 않는 직업에 알맞은 성향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따라서 계급적 지위의 배분과 계급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로렌

(Rohlen 1983: 121)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적 계층화 과정에 있

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등학교 서열구조에 관한 이상의 연구는 

왜 고등학교의 서열과 해당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계급적 위치가 

상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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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급과 학력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처럼 필기시험 점수와 내신 성적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출신계급과 고등학교의 서열이 어느 정도 상응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는데 머물고 있다(鍋島祥郎 2003b: 

40-41). 이러한 지적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계급과 학력

의 상관관계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

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학생들이 처한 

계급적 조건이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學力) 및 학업달성

(academic attainment, 學歷)과 보다 긴 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중학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출신계급에 따라 좌우되는가라는 문제를 소

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 고등학교에 대한 이상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LeTendre 2000; Fukuzawa and LeTendre 2001; 志水宏

吉　2002). 예를 들어, 시미즈(Shimizu 1992)와 르텐드레(LeTendre 

1996)는 중학교 교사가 하위권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생의 학업성적과 교육열망

이 일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

했다. 즉 카리야와 로젠바움(Kariya and Rosenbaum 1987)과는 달리,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이 입학시험 점수와 같은 능력주의적

(meritocratic) 기준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 의한 학

생의 교육열망의 재구성이라는 문화적 과정이 개입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미즈와 르텐드레는 하위권 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평등주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교사의 진로지도방식이 특정한 사회문화

적 조건 속에서는 학업달성에 있어서 의도치 않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 따라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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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심지어 학생의 교육열망이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분화되고 있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상황에서(苅谷剛彦 

2001; 鍋島祥郎 2003a), 달성 가능한 목표만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일본 중학교 교사의 진로지도방식은,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교육열망의 차이를 온존시키고, 나아가 이들이 진학하는 

고교의 서열상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을 경시하고 있다(Park 2011 미

간행). 따라서 중학교 교사의 진로지도방식이 중학생의 진로선택에 미

치는 차이적(differential) 효과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양자가 어

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진로지도 및 진로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먼

저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현대 일본사회의 중 ･고등학교 이행기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199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일련의 고등학교제도 개혁 과정을 상세히 고찰함으로

써,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성층화된 고등학교 간 

위계구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고등학교의 서열구

조를 철폐하기 위해, 오사카 지역의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실시한 지역고교집중수험운동의 경위를 기

술하고, 이 운동의 실패는 중학교 교사 및 중학교라는 제도 자체의 사회

적 의미의 감소, 나아가 고교서열구조를 제어할 사회적 힘의 부재를 상

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학습의 성과는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일본적 학습관이 점차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양상

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학습관의 변화는 학습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

향의 증대를 시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에의 열망이 계급에 따라 분

화되는 현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로써 현대 일본사회에서 계급과 후기중등교육의 선발과정 사이에 상

응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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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사카부 후루야마시 쇼분시립중학교(尚文市立中学校, 이

하 쇼분중학교)에서 실시한 현지조사(2007년 9월부터 2009년 3월)를 

통해 얻은 자료에 근거한다.1) 쇼분중학교는 후루야마시의 중학교 중 규

모가 가장 작은 곳 중 하나로(교사 30여 명, 전교생 320여 명), 조사기간 

중 주 4~5회씩 학교를 찾아가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학교생활에 최

대한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특히 일본적 학습관의 변화

에 대한 분석은 쇼분중학교의 교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인터뷰를 통

해 얻은 정보에 주로 의거하고 있다. 단 인터뷰를 할 때 어떠한 녹음장

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의 인용부분이 정보제공자들의 말

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인

터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할만한 일본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

으며, 따라서 최대한 정보제공자의 표현에 가깝게 재현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인터뷰를 인용하거나 정보제공자의 말을 직접 따온 후에는 해당 

정보를 얻은 날짜를 (년/월/일)의 형식으로 표시했다. 반면 오사카부의 

고등학교제도 개혁과 지역고교집중수험운동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이들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는 물론, 오사카부교육위원회, 

야마노테시교직원노동조합, 입시학원 등이 발행한 문서나 책자도 적극 

활용했다. 

2. 오사카부의 고교교육 개혁: 고교 서열구조의 강화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2007년 고교 입시부터 공립 고등학교에 새로

운 학군제도를 적용했다(下町市立中学校進路指導委員会 2007 미간행). 

 1) 정보제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문에 등장하는 고유명사(학교, 도시, 정보제

공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한다. 단 논문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행해진 지역적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오사카부(大阪府)

에 한해 실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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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부터 지난 43년간 유지해온 9개의 학군구분을 인접 학군과의 통

합을 통해 4개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 새로운 학군제도는 보통과(普

通科) 고교와 보통과총합선택제(普通科総合選択制)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공업과, 상업과, 음악과, 체육과, 영어과, 

문리학과(文理学科), 총합학과(総合学科)와 같은 전문학과 고교에 지망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전문학과 고교입시는 

두 차례의 공립고교 입시 중 전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학생은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학군제도가 적용되

는 후기 입시에도 응시한다.2) 따라서 학군제도의 변화는 오사카부의 거

의 모든 중3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부가 이처럼 학군제도를 변경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군별로 보통

과 고교의 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大阪府教育委員会 2005 미간

행). 1970~80년대 오사카부는 각 학군의 인구증가에 맞춰 보통과 고교

를 증설했는데, 인구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증가한 결과, 학군별로 보

통과 고교의 수에서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됐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군은 

 2) 앞으로 상술할 1980년대 이후 일련의 고교개혁의 결과, 현재 일본에는 다양한 유형

의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한국의 인문계 고교에 해당되는 보통과 고교가 수적으로 

가장 많지만, 학생이 관심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는 보통과총합선택제 

고교와 총합학과 고교도 늘어나고 있다. 보통과총합선택제 고교에서는 영어, 수학과 

같은 일반 교과목과 함께 학생이 선택한 한 영역―예를 들어, 예술, 지역문화, 정보

기술, 국제사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반면, 총합학과 고교에서는 여러 

영역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외국어고나 과학고와 유사

한 문리학과는 오사카부 최상위권 보통과 고교 10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한편 오사

카부의 경우, 사립 고등학교(2월)와 공립 고등학교(전기 2월, 후기 3월)의 입시가 별

도로 실시된다. 또한 오사카부에는 한국의 평준화제도와 유사한 총합선발제(総合選抜
制)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고등학교 입시 때 진학을 희망하는 사립고교, 

공립고교 각각 한 곳에 응시하며, 양쪽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립고교

에 진학해야 한다. 덧붙여서, 일본의 사립고교는 한국의 사립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의 영향―예를 들어 교토부(京都府)와 같이 총합선발제를 실시한 지역도 

한국과는 달리 공립고교에만 이 제도를 적용했다―을 덜 받기 때문에, 후술할 고교

개혁정책은 대부분 공립고교에만 적용된다. 또한 공립고교가 사립고교에 비해 수업

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립고교에 진학하길 희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공립고교로의 진학과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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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명 설립년도 학과의 유형 입학 남학생의 편차치 고입성적의 유형

A 1886 보통과 66 I

B 1903 보통과 66 I

C 1909 보통과 62 I

D 1976 보통과 57 I

E 1923 보통과 56 I

F 1941 보통과 53 I

G 1963 보통과 52 I

H 1980 보통과 51 I

I 1952 보통과 50 I

J 1973 보통과 48 II

K 1974 보통과 47 I

L 1971 보통과총합 47 II

M 1916 보통과 45 II

N 1979 보통과총합 45 I

O 1911 보통과 44 I

P 1942 보통과 43 II

Q 1986 보통과 42 I

R 1978 보통과총합 42 II

S 1972 보통과총합 40 I

T 1983 보통과 39 II

U 1977 보통과 38 III

V 1980 보통과 36 III

W 1978 보통과총합 35 II

X 1976 보통과 34 II

Y 1921 보통과 34 III

Z 1975 보통과 34 III

<표 1> 오사카부 ‘ㄱ’ 학군의 공립 고등학교 간 서열구조

보통과 고교가 18개교나 설치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학군에는 6개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教育事業社 2005: 413-415). 2007년 새로운 학

군제도의 시행과 함께,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가장 큰 학군에는 32개교, 가장 작은 학군에도 23개교의 보통과 고교 

및 보통과총합선택제 고교가 설치됐다(大阪府教育委員会 2007: 1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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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새로운 학군제도의 도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大

阪府教育委員会 2005 미간행), 2007년 이후 고교 간 서열구조는 더욱 

조 해졌다.

<표 1>은 쇼분중학교가 속한 고교학군의 26개 보통과 및 보통과총합

선택제 고교의 서열을 해당 고교에 합격한 남학생의 평균 편차치(偏差

値)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편차치는 입학시험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한 

학생의 상대적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응시한 한 학생의 편차치가 65점이라는 것은 같은 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를 50점으로 조정할 때, 이 학생은 6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입시학원의 교사는 물론 중학교 교사와 학생

도 특정 고교에의 입학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편차치를 진로지도자료 

중 하나로 활용한다. 다만 공립 중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학교 교사가 모든 학생의 외부 모의고사 편

차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업체가 정기적으로 

시험결과를 정리한 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중학교 교사들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진로지도를 할 때 이 책자를 참고한다. 연구자도 <표 

1>에서 이쯔키쇼보(五木書房)라는 모의고사 시행업체의 책자에 제시된 

편차치를 이용했다(五木の模擬テスト会 2008 미간행). 한편 <표 1>에

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2007년 학군 재편 이후, 기존의 학군에 

새롭게 추가된 학교들을 나타낸 것이다.3)

<표 1>을 보면, 편차치가 60 이상인 최상위권 고교를 제외하고는, 

 3) <표 1>에서 각 고등학교의 ‘설립년도’는 일본의 관례에 따라 1945년 이전에 중학교

였거나 여자고등학교였던 경우에 이 학교들의 개교년도를 표기했고, 인접 지역에 있

는 보통과 고교를 통합해 만들어진 보통과총합선택제 고교의 경우 전신인 고교 중 

먼저 생긴 쪽의 설립년도를 명기했다. ‘고입성적의 유형’은 고교별로 입학시험과 내

신 성적의 반영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설립년도와 고입성적의 유형은 후술

할 분석에서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이후 분석에서 특정 고등학교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표 1>에서 해당되는 알파벳을 찾아, 이로써 (예를 들어 ‘A고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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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교가 편차치 1에서 3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고교 간 편차치의 차이가 조 하게 된 것은 

학군제도의 개편에 따른 결과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이전에는 D고교와 그 다음 서열의 G고교 사이에는 편차치 5의 차이가 

있었지만, 2007년 이후 D고교와 E고교 사이에는 편차치의 차이가 1에 

불과하게 됐다. 일본의 입시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편차치 1의 차

이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중학

생과 학부모는 고교 간 편차치의 미세한 차이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진학 고교의 서열은 

학생의 자기 가치(self-worth)와 학부모의 위신을 드러내는 기호-고교에 

따라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학생이 입은 교복만 보고도 그 

학생의 학력 및 그에 파생하는 다양한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Yoder 2004: 53-56). 예를 들어, 연구자가 쇼분

중학교에서 본 한 남학생처럼, U고교에 입학하길 희망했으나 점수가 

조금 부족하고 가정형편 넉넉지 못해서 V고교에 지원하게 되면, 해당 

학생은 자신을 비참한 실패자라고 여길 수도 있다. 즉 모든 보통과 고교

가 입학시험 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의해 서열화 되는 경사적(傾斜

的) 선발방식 아래에서, 수험 시스템 자체가 자기 가치의 준거가 되어 

버린 것이다(竹内洋 1995).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부가 고교학군제도

를 변경한 것은 문부과학성이 1980년대 이후 추진해온 일련의 교육개

혁의 개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나카소네 정부 시절인 1984년,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임시교육위원회는 민족주의적 도덕교육을 강화

하고,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개성과 다양성을 강

조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해 교육제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런 제안은 1980년대 말 이후 일본의 교육제도 개혁에 실질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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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Schoppa 1991; Hood 2001; 苅谷剛彦 2002; Goodman 

and Phillips 2003). 각 지역교육위원회는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

과 학부모에게 광범위한 선택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학교의 유형

과 교과목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입시 제도를 유연화 하는 조치를 취했

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선택과목의 비중을 늘린 보통과총합

선택제 고교나 총합학과 고교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학

년에 상관없이 졸업할 수 있는 단위제 고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

합한 6년제 학교 등을 신설했다.

오사카부도 고교학군제도를 변경하는 제도적 유연화 조치를 통해 학

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1999년부터 보통과 고교 특색 

만들기(普通科高校特色つくり)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학생의 관심,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치하기 시작했다(大阪府教
育委員会事務局スタッフ 2005: 44-47).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

항은 고교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학교를 증설하기 보다는, 보통과총합

선택제 고교는 주로 중하위권 보통과 고교를 통폐합하고, 총합학과 고

교는 기존 실업계 고교를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표 1>

을 보면, 2001년 이후 설치된 5개 보통과총합선택제 고교가 모두 편차

치 50 이하의 중하위권 고교라는 점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고교 통폐합은 한편으로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와 오사카부

의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 하위권 고교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시험과 관

련이 적은 선택과목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도쿄의 한 하위권 

보통과 고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슬레이터(Slater 2010: 152)

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치지도 않을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도록” 하

는 것만으로는 하위권 고교에서 교내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2009년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오사카의 교육력 향상 플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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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오사카부 내 최상권 고교 10곳을 진로지도특색고로 지정하고, 이

들 학교에는 보통과와는 별도로 문리학과를 설치해, 2011년 전기 입시

부터 기존 정원의 절반을 진로지도에 특색을 둔 전문학과 소속으로 선

발할 것을 결정했다(大阪府教育委員会 2010a 미간행). 오사카부교육위

원회는 1990년대 이후 최상위권 보통과 고교 두 곳에 수학과 과학 교육

에 초점을 맞춘 이수과(理数科)를 설치하고 16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이른 바 명문대 진학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지만, 이수과가 

설치된 두 곳을 포함한 10개 고교를 진로특색교로 지정하는 이번 조치

로 1,600명을 문리학과로 선발하게 됐다. 이로써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공립고교를 적극 양성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고교교육에서 상위권 학생의 선별을 강조하는 경향은 2000년

대 후반 오사카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2007년 12월, 

학력향상보다는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온 오사카의 학교문화에 비

판적이었던 하시모토 토오루(橋本徹) 씨가 새로운 지사로 당선됐다. 특

히 2007년과 2008년 실시된 전국학력테스트에서 오사카부의 초등학생

과 중학생이 최하위권에 머문 것을 계기로, 하시모토 지사는 오사카의 

교육을 일본에서 최고로 만들겠다며 교육제도에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

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교육위원회 위원, 각 시의 

시장, 심지어 문부과학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경쟁을 촉

진한다는 명목 아래, 각 시의 전국학력테스트 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毎日新聞 2008/09/19; 産経新聞 2008/10/17). 또한 사설학원이 공립학

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제도도 각 시 교육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毎日新聞 2009/01/18). 오사카부교육위원

회가 최상위권 보통과 고교 10개교를 ‘진로지도특색교’로 지정한 것도 

오사카 부립고등학교 교장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毎日新聞 

2009/02/03), 명문고의 진학률을 높이려는 하시모토 지사의 의도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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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것이라고 하겠다(毎日新聞 2008/03/14).

이러한 고교입시제도의 변화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까지도 전기 이수과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후기 입시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수과의 모집정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11년 이후부터는 문리학

과로 지정된 학교가 정원의 절반을 전기 입시를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우수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후기 입시에 지원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보통과 고교 입시에 응시할 기

회를 두 번 갖는 셈이다. 반면 2011년부터 보통과총합선택제 고교는 

전기가 아닌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예전처럼 성적이 중하

위권인 학생이 보통과 고교에 두 차례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게 됐다(大阪府教育委員会 2010b 미간행). 또한 문리학과에 지원했다

가 떨어진 상위권 학생들이 후기 입시에 대거 몰림으로써, 중하위권인 

학생들은 하향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말 이후 실시된 오사카부의 교육개혁은 명목상으로

는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고교 간 서열구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학

군 내 고교의 수를 늘리는 대(大)학군제의 실시는 단지 학생들이 보다 

많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교 간 

서열이 보다 확연해진 상황에서 고교에 진학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또

한 고교 유형의 다양화는 하위권 고교에서는 대학입시와 무관한 여러 

가지 선택과목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을 

학교라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 묶어 두는 한편, 상위권 고교에서는 대학

에 진학하려는 성적 우수자에게 고난이도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런 식의 고고교육의 다양화 정책은 학생

의 학업능력과 예상 진로에 따른 고등학교 간의 노동 분업을 강화함으

로써, 사실상 고교 간 서열구분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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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사카부의 고교서열구조는 오사카부가 1990년대 말 이후 추진

해 온 일련의 공립고교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화됐다. 

오사카부는 입학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각 고교의 유형에 맞춰 

평가방식을 세분화했는데, 이로 인해 고교 간 위계가 더욱 가시화됐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오사카부는 독특한 입시 제도를 유지했다

(大阪府教育委員会事務局スタッフ 2005: 57-58). 다른 지역은 중학교

의 내신 성적과 핵심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입학시

험 성적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했지만, 오사카는 내신 성적을 10단계

로 나눠 상대평가한 점수와, 입학시험 성적 및 예체능과목―미술, 음

악, 기술/가정, 체육―의 내신 성적을 합산한 뒤 10단계로 나눈 점수, 

즉 두 가지의 10단계 상대평가점수를 합산해 학생을 선발했다. 예를 들

어, 중 3 학생이 100명인 한 중학교에서 전교 10등을 한 학생은 내신으

로 10점을 받고, 이 학생이 지원한 고등학교의 응시자 중 입학시험 점수

와 예체능과목의 내신 성적의 합계에 의해 10% 안에 들면 다시 10점을 

받는 식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말까지 오사카의 고입 선발방식에서는 

중학교에서의 내신 성적과 고등학교 입학시험 성적이 비슷한 비중을 차

지했다.      

그러나 이런 선발방식은 수많은 동점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고교의 

유형에 맞춰 학업성적과 향후 진로가 다른 학생들을 배분하려는 오사카

부교육위원회의 정책과 잘 맞지 않았다.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학생들

의 다양한 개성”을 반영하기에는 선발방식이 너무 단순하므로, “각 고

등학교의 특색에 맞춰” 입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大阪府

教育委員会事務局スタッフ 2005: 58). 한 입시학원의 학원설명회에서 

만난 학원교사의 말에 따르면(2008/06/22),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1998년 고교 입시부터 440점 만점인 내신 성적과 400점 만점인 입학시

험 성적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2003년에 영어와 수학 

입학시험을 난이도에 따라 A와 B로 나누고, 2007년에는 내신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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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에 따라 유형 I(265점), II(440점), III(615점)으로 세분한 뒤, 

각 고교가 어떤 유형을 택할지 선택하도록 했다. 이런 입시제도의 변화

에 맞춰, 상위권 고교의 대부분은 난이도가 높은 B 유형의 필기시험을 

선택하는 한편,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권 고교일수록 내신 성적

을 적게 반영하는 유형 I를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과 필기시

험 성적의 반영비율이 거의 같았던 1998년 이전의 고교입시와는 달리, 

유형 I를 택한 상위권 고교에서는 핵심교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성적이 

더 중시되는 반면(265점 대 400점), 유형 III을 택한 하위권 고교에서는 

내신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된 것이다(615점 대 400점). 즉 1990년

대 말 이후,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고교 다양화 정책에 맞춰 학생과 고

등학교를 학업성적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변경

함으로써 학력에 따른 고교 간 서열화를 강화하고 말았다. 

중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고교 다양화가 실은 고교 간 서열화를 의

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쇼분중학교의 교

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한 고교 입시제도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각 고교

명과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을 대응시킨 자료를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2008/02/22). 왜냐하면 내신 성적의 유형이 각 고교의 특색이 아니라 

해당 고교의 서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

른 수학교사는 하위권 중 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학습 중에, “너

희들이 응시하는 학교는 아마도 A 문제유형을 택할 거야”라고 말하며, 

단순계산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시켰다(2008/03/03). 한편, 최종적으로 

하위권 고교에 진학한 한 중 3 여학생은 방과 후 수업 중 유형 B의 

수학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옆에 있던 교사에게 “머리가 나쁜 

학생은 유형 A를 풀어야 하나요? 유형 B는 너무 어려워요”라고 물었다

(2009/02/19). 즉 중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입학시험 성적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적 입시제도는 고교 간의 위계를 드러내고, 학생의 명석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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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사들에게 고교 간 격차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학생들 

사이에 능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능력도 일종의 개성이라고 보

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간의 격차를 인정하는 거지. 물론 신자

유주의적이다, 격차사회다, 새로운 계층사회로 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말이야”라고 대답한 교사도 있었다(2008/09/26). 그러나 하위권 마이노

리티 학생의 진로보장을 중시해온 오사카의 교육문화를 고려할 때(新保

真紀子 2008), 오사카의 교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에 

동조할 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1980~90년대 고교 서열화에 반대하는 

교육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또 다른 교사는 “지금은 고교 간 격차에 따른 

모순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상위권 학생들은 고교라는 정해진 상자 

안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하위권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

로 지내는 거고”라며 개탄했다(2009/02/03). 그러나 오사카에서 고교 

간 서열구조는 이제 중학교 교사들의 이러한 의견차에 관계없이 능력주

의적 선발의 원리가 지배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가정환경에 따라 학업성적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학생들은 진학하는 고교의 편차치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자신의 

유능함 혹은 무능함을 의식하면서 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다.

3. 지역고교집중수험운동의 전말: 중학교의 사회적 위상의 약화

불과 십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오사카에서 고교 간 서열구조는 현재와 

같이 불가피한 제도적 환경으로 당연시되지 않았다.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 오사카에서는 교원노조운동이나 마이노리티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보통과 공

립고교 사이에 서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고교집중수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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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地元高校集中受験運動, 이하 지역고교운동)이 전개됐다(大阪 ･ 15教
職人組合連絡会 1983; 阿部靖子 1986). 이 운동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

의 성적이나 희망진로에 관계없이 각 중학교에 할당된, 지역의 특정 고

교(地元高校)에 진학하도록 독려하는 운동이었다. 예를 들어, 쇼분중학

교의 교사들은 <표 1>의 R고교와 S고교의 전신인 3개교를 지역고교로 

삼고, 학생들을 최대한 이 학교에 진학하도록 지도했다. 이를 통해, 오사

카의 중학교 교사들은 성적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지역고교에 골고루 

진학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착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정환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이는 효과를 초래하는 기존의 고교서열구조를 철

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능력주의에의 대결”이라는 지역고교운동의 

목표에서도 드러나듯이(山の手市教職員組合 1990: 11), 학업성적에 따

라 학생을 선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전후 

일본사회의 평등주의적 교육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苅谷剛彦 

1995).   

지역고교운동은 1960~70년대 전국적으로 전개된 교육운동의 성과가 

교육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오사카의 특수한 지역적 맥락 속

에서 탄생했다. 19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고교교육에 대한 수요

는 증가했지만, 고등학교의 수는 이런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

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자

는 고교전입운동(高校全入運動)이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전체에

서 전개됐다(Okano and Tsuchiya 1999: 41-42). 아울러 고교진학을 희

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늘리라는 고교증설운동

(高校増設運動)도 동시에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교육수요에 부응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500개의 고교를 신설한 

것에 비해, 1970년대에만 400개 이상의 고교를 증설했다(藤田英典 

1983: 34).

그러나 이렇게 신설된 고등학교는 1945년 이전 교육제도상에서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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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나 여자고등학교였다가 이후 고등학교로 승격된, 이른 바 전통 있는 

학교에 비해 하위권 고교로 전락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天野

郁夫 1991; Tsukada 2010). 왜냐하면 전통 명문고는 이미 충분한 대학

입학 실적을 올리고 있었지만, 신설 고교는 어떤 결과를 낼지 불투명했

기 때문이다. <표 1>의 일반폰트로 표시된 16개 고등학교의 설립년도 

란을 살펴보면, 1945년 이전에 설립된 고교(B, C)가 최상위권에, 1970

년대 초반에 신설된 고교(J, K, L)는 대체로 중위권에, 반면 1970년대 

후반 이후에 개교한 곳(Q, R, T, U, V, X)은 대체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 따라서 고교증설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유치하더라도, 신설된 고등학교는 지역주민 중 

아무도 자신의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

다. 그러므로 고교서열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고교를 증설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이 분

명했다.

197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고교 간 격차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가 취해졌다. 도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한

국의 평준화제도와 유사한 총합선발제를 도입했다. 이것은 학생이 진학

하고자 하는 개별 고교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군 내에 수험생을 

일괄적으로 선발하고, 합격자를 각 학교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고교 

간 격차를 시정하려는” 제도로, 1970년에는 8개현에서만 실시됐으나 

 4) <표 1>에 제시된 고교 중 일반폰트로 표시한 학교만을 비교한 이유는 새로운 학군

제도의 실시로 두 개의 학군이 통합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다른 학군에 속해 있던 학교까지 비교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고교의 숫자

가 대폭 늘어나면서 고교의 설립순서와 서열 간의 상응관계가 발생한 것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고교 간 서열이 반드시 설립년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은 교통의 편리성, 교내 사건사고의 유무, 중학교 교사

의 선택적인 진로지도방식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굵은 폰

트로 표시된 고교들 중 O고교와 Y고교가 상당히 유서 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2007년 학군통합 이전에 오사카시의 중학교 교사들이 

오사카 시내에 소재한 부립고교(大阪府立高校)인 이들 학교보다 오사카 시립고교(大

阪市立高校)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보낸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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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까지 20개 현이 이러한 선발방식을 채택했다(山の手市教職員組

合 1990: 26-27). 또한 교토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학구제(小

学区制)를 실시해, 각 학군 내 고교를 두 세 곳으로 최소화함으로써 공

립고교 간 서열을 정하는 것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시도했다

(Kariya and Rosenbaum 1999).  

반면 오사카부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고교의 수를 줄이는 방법에는 

동의해, 1973년에 5개의 기존의 학군을 9개로 확대했지만, 여러 차례의 

검토 끝에 1975년에 총합선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山の手市

教職員組合 1990: 32-34). 총합선발제나 소학구제가 실시된 다른 지역

에서처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평준화된 공립고교보다 수월성(秀優

性)을 중시하는 사립고교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고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자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5) 이

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고교서열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지역의 고교개혁에 드러난 평등주의적 지향을 공유하는 오사카의 중학

교 교사들은 고교 간 서열을 철폐하고자 지역고교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1973년, 후루야마시 쇼분중학교와 같은 고교학군에 속했던 야마노테

시의 중학교 교사들이 먼저 지역고교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山の

手市教職員組合 1990: 36-37). 고교증설운동의 결과, 야마노테시에 J고

교가 개교하기로 결정되자, 야마노테시의 교직원노동조합과 동화교육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지역고교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1973년 11

월 시내 각 중학교의 교장을 포함한 진로지도관계자회의를 통해 애써 

개교한 J고교를 하위권 고교로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역고교운동을 

 5)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총합선발제나 소학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고교로 성적

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일부 사립고교가 공립고교보다 뛰어난 대입 성적을 거

두는 사태가 벌어졌다(Kariya and Rosenbaum 1999). 즉 혁신적인 자치단체들의 평

등주의적 교육개혁이 의도치 않게 고교교육의 사영화(privatization)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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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1975년 입시에서 야마노테시 중학

교에서 보통과 고교에 진학한 학생의 83퍼센트는 야마노테시 내의 고등

학교에 진학했고, 1990년까지도 이 수치는 70퍼센트를 유지했다(山の手

市教職員組合 1990: 7, 44).

한편 야마노테시의 중학교만 지역고교운동에 참여해서는 야마노테시 

내의 고교를 지역학교로 키우고, 학군 내 고교 간 서열을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야마노테시의 G고교가 1960년대부터 이미 학군 

내 고교서열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로부터 특정 레

벨의 학생이 지원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야마노테시에서 성적에 관계없

이 학생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야마노테시 내의 고교 간의 학력 차이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山の手市教職員組合 1990: 47). 따라서 야마

노테시의 중학교 교사는 지역고교운동의 시작부터 같은 학군에 속한 다

른 시의 중학교 교사도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지역고교운동이 야마노테시가 속한 학군 전체에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1973년 학군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계속 하나의 학군

으로서 유지됐기 때문이다(山の手市教職員組合 1990: 48). 더구나 이 

학군은 행정적으로도 하나의 단위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단위

로 한 교장회, 교직원노동조합, 동화교육협의회, 진로지도연락협의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어, 이를 통해 야마노테시 이외 지역의 중학교 교사도 

지역고교운동에 참여토록 독려하는 것이 수월했다(山の手市教職員組合 

1990: 51). 결과적으로 1978년, 이 학군의 도시별 중학교 진로지도 담당 

교사들이 참여하는 진로지도연락협의회는 지역 내 모든 중학교에서 지

역고교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山の手市教職員組合 1990: 52).

그러나 중학교 교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역고교운동에 관여했던 

중학교 교사나 학생시절 이 운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역 내 상위권 고교가 아닌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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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진학하도록 할 때, 종종 담임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 다툼

이 벌어지곤 했다. 그래서 쇼분중학교가 속한 후루야마시교육위원회에

서는 각 중학교에 사람을 보내 일선 교사의 진로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또한 야마노테시의 일부 중학

교에서는 특정 상위권 고교에 진학하길 고집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장

이나 동급생 앞에서 지역고교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루카와시 진로지도협의회, 학군진로지도협의

회, 오사카부 진로지도워크숍 등에 참석한 중학교 교사 중에는 여전히 

지역고교운동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사도 있었다. 이 운동을 통

해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더불어 공부하는 문화를 조성했고, 또

한 학군 내 고교 간 격차를 좁히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학생시절 지역고교운동을 직접 겪었던 쇼분중

학교의 한 교사는 “다른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두고 왜 다른 시에 있는 학교에 가냐고. 선생님

들 앞에서 그 이유를 발표해야 했고, 그게 싫어서 그냥 시내 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지요. 여하튼 그 덕분에 우리 지역의 경우는 완전히 와기리

(輪切り)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6) [내신 성적이] 3, 4 정도인 학생

과 7, 8 정도의 학생이 서로 섞여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는 편이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통비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

어서,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 중에서 지금도 지역 고등학교에 간다는 학

생들이 있어요.”라며 지역고교운동의 성과를 인정했다(2008/02/19).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학군 내의 모든 중학교에서 지역고교운동

은 중단되고 말았다(山の手市教職員組合 1996 미간행). 1995년, 지역

 6) 와기리(輪切り)는 본래 원통의 잘게 자른 단면 혹은 원통을 그렇게 자르는 것을 뜻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 중등교육제도의 맥락에서는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분류해 

서열화된 고교에 배치하는 것 혹은 그런 식으로 배치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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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운동에 반대하던 후보가 야마노테시의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야마

노테시 중학교 교사들이 더 이상 이 운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학군 내에서 지역고교운동을 주도했고, 학생 수도 

가장 많은 야마노테시의 중학교에서 이 운동이 중단되자, 다른 시의 중

학교도 지역고교운동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운동의 추

진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야마노테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의 

고교에 다수 응시하기 시작하자, 다른 시의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성

적에 관계없이 지역고교에 보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7)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오사카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

해, 다양한 유형의 고교가 생겨난 것이 지역고교운동이 중단되는 데 근

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교가 인문계와 실업계로만 나눠져 있을 

때는 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지역 인문계 고교를 두고 굳이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여러 유형

의 고교가 생기면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이런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중하위권 보통과 고교를 통폐합해 보통과총합

선택제 고교를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역고교가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했다. 즉, 1990년 말 이후 실시된 고교 구조조정

으로 인해, 각 중학교에 할당된 지역고교가 학생이 원하는 특정한 코스

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중학교 교

사가 지역고교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나아가 중학교 교사의 강압적이기까지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교 

서열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것도 지역고교운동이 중단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자는 쇼분중학교에서 지역고교운동을 학생

으로서 경험했던 아라이 선생님과 그녀의 중3시절 담임교사를 동시에 

 7) 2008년 실시된 전국학력테스트에서, 야마노테시의 중 3 학생의 평균성적은 학군 내

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시의 성적에 비해 0.1점이 낮았지만 상당히 높은 편

이었다. 예를 들어, 야마노테시의 성적은 후루야마시 중 3학생의 성적보다 4.5점이 

높았고, 성적이 제일 저조했던 곳보다는 9.2점이나 높았다(産経新聞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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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수 있었다. 그 담임교사에 따르면 아라이 선생님은 중학교 시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이 선생님은 담임교

사의 요구에 따라 상위권 고교가 아닌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고

교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금융회사에서 잠시 일했으나 결혼 후 그만

두고, 현재는 쇼분중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면서 교사자격시험을 준

비하고 있었다. 아라이 선생님과의 다음의 인터뷰는 각 고등학교가 서

열에 맞춰 학생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화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한 때 지역고교운동에 동의했던 사람들까지도 운동의 의의에 대해 의구

심을 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일본의 고교서열구조는 일종의 

자기 지속적(self-perpetuating) 구조였던 것이다.

연구자: 왜 지역고교운동이 있었던 거죠? 

아라이 선생님: 지역고교를 레벨 업 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그다지 좋아

진 것 같지는 않아. 2, 3학년 선배들이 대학에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대학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내 친구들도 반 이상은 취직했으니까. 

연구자: 지금 와서 그 운동을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아라이 선생님: 확실히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학교의 경우 

교과서 진도를 다 끝낸 적이 없어서, 대학에 가려면 따로 혼자서 공부해야 했

어. 주변 학생들은 공부 안 하는데 혼자서 공부하기는 힘들지. 친구들이 클럽

활동하자고 하면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주말에 놀러가자고 하면 놀러가게 되

고. 다들 학원에 안 다니는데 혼자 학원 다닌다고 하기도… 또 학교 분위기 

자체가 무기력, 무감동… 뭐라고 해야 하나. 문화제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대

충대충. 취악부 친구들만 조금 열심히 했나. 이렇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에 가겠다는 친구들은 줄어들고. 그러다가 친구들은 공부 싫다고 빨리 취

직해서 돈 번다고 대학 안 갔지. 그 때[1980년대 중반]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하고 충분히 취직을 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빨리 사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놀 수가 없잖아. 아무튼 다른 학교에 갔더라

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웬만큼 자기 의

지가 강하지 않고서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 의지박약에 대

한 변명이지만 말이야(2008/01/10). 

지역고교운동의 중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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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권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전에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진

로희망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한

다는 이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강압적인 진로지

도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지역고교운동의 

실패는 중학교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위상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고교교육이 사실상 보편화

되고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입 경쟁률마저 낮아지면서, 중학교

에서 교사의 말에 따라야 할 사회적 압력이 사라진 것이다. 2008학년도

에 쇼분중학교에서 3학년 학년주임을 맡았던 다카무라 선생님과의 인

터뷰는 이처럼 중학교의 사회적 의미가 약화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

업성적과 가정환경에 따라 진로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연구자: 좀 막연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카무라 선생님: 물론 가정환경이죠.

연구자: 그런가요? 예전에 비해서 더 그런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그랬던 것

인가요?

다카무라 선생님: 특히 지금이 더 그렇다고 해야죠. 또 다른 요인은 중학교

가 갖는 의미가 엷어진 것이죠. 예전이라면 중학교에서 성실하게 다니면서 열

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졸업을 한 다음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한

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었죠. 그런 길이 있었어요. 따라서 고등학교에 안 간다

는 것은 그 학생에게 있어서 장래에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인간(一人前)

이 될 수 없다는 무게감이 있었죠. 따라서 중학교에 매일 다니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신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종합적으로 볼 때 중학교가 갖는 의미가 약해졌어요. 왜 매일 중학교에 다니

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오히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성적이 두 

배나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따라서 학교에 매일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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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게다가 예전에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이

제는 공부를 안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립 고등학교에는 진학할 수 있잖아

요. 돈만 있으면 공부를 안 해도 고등학교에는 진학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더 경쟁이 심했었죠. 지금 공립고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예전만 못하죠. 이 지역에서 말하자면,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X고교 

같은 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즉 노력하지 않아도 고등학교에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선배들 중에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날라리들이 X고교에 들어가

는 것을 보니까, 물론 나중에 그만 두지만,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결국 중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단지 고등학교에 

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놀면서 지내도 고등학교에는 갈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3학년이 되면 진지하게 공부에 몰입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공부

하지 않고 놀았던 선배들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좀처럼 3학년인데도 공부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 거죠. 성적으로 볼 때, 중위층과 하위층에게 중학교

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공부에 대한 의미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일본사회 전체 속에서 중학교가 갖는 위치가 저하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공

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변화가 특히 심하죠. 중학교의 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대졸인 경우에는 어떻

게든 자기 자식만은 엘리트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죠. 중학교의 지위가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만은 고학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부추기는 거죠(2009/03/18). 

결론적으로 지역고교운동은 중학교 교사가 평등주의적 교육에 대한 

이상을 잃어 버렸거나 단순히 이 운동에 반대하는 정치가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에 걸쳐 진행된 고교개혁과 학령기 인구감소와 

같은 일본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학교의 제도적 위상이 저하되었

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현재 일본사회에

서 고교 간 격차를 문제시하는 사회적 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고, 

고교 서열구조는 필요악과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정착됐다. 아울러 위

의 인터뷰가 보여주듯이, 중학교가 갖는 사회적 무게가 감소되는 것과 

함께 학생이 학교에서 노력하는 정도가 자라난 가정환경에 따라 분화되

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해 온 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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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 일본적 학습관의 변화: 노력에서 습관으로

문부과학성의 2002년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공립 초등 ･중학교의 

60퍼센트 이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Tsuneyoshi 2004). 1990년대까지 의무교육기간 중에 학생의 성적이나 

능력에 의해서 반을 나눠 수업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Shimizu 1992; Hill 1997), 이런 조사결과는 일본의 교육제도에 상당

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의 교사들이 수준

별 수업은 하위권 학생의 학습이나 자기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인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해 온 것을 생각하면(Shimizu 1998; LeTendre, 

Hofer, and Shimizu 2003), 절반 이상의 초등 ･중학교에 수준별 학습

이 도입된 것부터가 놀랄 만한 일이다. 

일본사회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학습이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 왜냐하면 배운다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선천

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모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Singleton 1998). 이것은 학교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Rohlen and LeTendre 1996; Singleton 1989). 특히 아이들 사이에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으며, 따라서 누구나 노력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간주됐다(Holloway 1988). 그러나 위의 문부과학성의 

조사나 앞서 살펴본 고교 다양화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학습관이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Goodman 2003). 왜냐하면 수

준별 수업이나 다양화된 고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상이한 교육방식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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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학교 교사는 학습에 관한 이러한 변

화된 양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을까?

쇼분중학교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

한 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가정환경이 다

르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가정환경’이란 학부모의 수입, 직업, 학력과 

같은 물질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전략까지 포함한다. 예

를 들어, 경력 30년 이상의 한 교사는 “현재 오사카의 수험체제에서 

A고교에 진학하려면 모든 과목의 평가[내신 성적]가 10이어야 해. 당일 

시험에서도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음악, 미술, 체육 등도 모

두 10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느 정도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악기도 가르치고 스포츠 센터에도 보내고 그래야지. 9교과가 거의 10이

면 B고교에 가지만, 5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7, 8이 

하나 있다거나 4교과[음악, 미술, 기술/가정, 체육]가 약한 학생들은 C

고교에 가는 거지. 말하자면, 부모가 미리 예상을 하고 [예체능도] 시켜

야 하는 거야. 가정의 교육력에 좌우되는 거지. 예를 들어, NHK 대하드

라마를 보고 역사가 됐든 지리가 됐든 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 수업에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 가정에 

그런 분위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쇼분중학교의 교사들은 가정환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을 설명할 때, 학부모의 교육전략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공부하는 습관

이 몸에 배어 있는가를 더욱 중요시했다. 즉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업성

적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는가에 좌우된다고 봤다. 이를 반영하듯, 쇼분중학교의 안내책자에는 

성적표의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력은 습관의 힘에 따라 축적되

는 것이므로, 혹여 시험 점수가 높더라도 준비물과 숙제에 관한 점수가 

낮다면 앞으로의 공부가 걱정된다”고 적혀 있었다(尚文中学校 2008: 

12 미간행). 이런 이유 때문에, 교사경력이 30년 이상인 오오히라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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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의 다음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쇼분중학교의 교사들은 부모

의 학력(學歷)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적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저학년 때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에서

의 학습습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오히라 선생님: 수준별 수업도 [공부나 진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겠죠. 지역고교운동을 할 때는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런 

식의 수업은 우선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서로 가르쳐 주는 반분위기를 만들고 나서야, 그런 토대 위에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겠죠. 그 보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더 가정학습, 가정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예의범절도 가르쳐야 하겠

고, 가정학습의 습관을 들이도록 교사가 더욱 보호자를 독려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는 자신의 학력(學歷)을 기준으로 삼게 되잖아요. 부모가 대졸인데 자녀

가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은 없죠. 부

모가 대졸이면 자녀의 앞날을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겠죠. 반

면 부모가 중졸이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든 살아왔으니까 자식도 어떻게 되겠

지라고 생각하구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졸이거나 대졸이거나 상관없이 부모의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과 부모에게 손을 써야죠. 우리 반에 

요시다라고 알아요? 그 학생의 어머니 자신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않았나봐요. 고등학교도 아주 들어가기 쉬운 사립 고등학교조차 떨어

져서.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자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방치해둔 거죠. 그

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력(低學力)이고, 이는 학생지도상의 문제로 연결

되죠. 공부를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2009/02/ 

03). 

위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저학년 때부터 학부모에게 가정학

습의 습관을 들이도록 강조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습관이란 

기본적으로 유년 시절 가정에서의 사회화의 산물이다. ‘어떤 학생이 공

부에 유익한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고 있는가’는 그 학생이 ‘타고난 능력

을 갖고 있는가’ 혹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 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러한 습관은 학생 스스로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자신만의 

노력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훈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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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익히도록 해야 하는, 체화된 성향(embodied dispositions)이기 때

문이다. 20년 경력의 다나카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쇼분중학교 교사들이 

중요시하는 습관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연구자: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일본에서는 능력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왔었고, 최근에는 가정환

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다나카 선생님: 가정이 기본이라고 봐요. 뭐든 가정의 탓을 하는 것은 아니

지만, 니시카와군이나 노무라군이 공부를 못하는 것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

기에는…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

체가 무리죠. 이와 함께 생활습관이 문제가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하고 학교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2학년 때까지 장기결석이었

던 이 학생들에게] 그런 습관 자체가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

는 것처럼 학교에 와서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하

는 건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공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공

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전의 문제지요. 그리고 능력이나 노력 이전의 문제

죠. 가정에서부터 이런 습관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수

가 없어요](2009/02/19). 

이처럼 쇼분중학교 교사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규칙

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이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습

관이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르디외가 말하는 성향의 체계(the system 

of dispositions)로서의 아비투스(habitus), 즉 “규칙에 종속되지 않고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조절되고 규칙적일 수 있는, 혹은 의식적으로 목적

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행위가] 그 목적에 객관적으로 맞추어지는, 

실천과 재현을 유발하고 구조화하는 원리”에 가깝다(Bourdieu 1977: 

72).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이처럼 “체화되고 전(前)의식적이며 행위

자의 행동을 좌우하는” 성향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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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된다”고 보았는데(Reed-Donahay 2005: 107), 쇼분중학교의 교

사들이 말하는 습관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학년 

학년주임인 다카무라 선생님과 쇼분중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카

운슬러인 오오타 선생님과의 다음 대화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 요구

되는 습관의 아비투스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오오타 선생님: 사실 제 자식을 지금 A고교나 B고교와 같은 명문고에 진

학시키기 위한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애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여기 애들은 

뇌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라고 하더군요. 부모도 모두 교토대 출신에다가 머

리가 엄청나게 좋아서요. 우리 아이는 거기에 반 정도밖에 못 따라가는데, 어

떻게든 다녀보려고 하고 있지만요.

다카무라 선생님: A고교나 B고교에 다니는 애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할 거

예요. 게네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고통이 아닌 거죠.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

어서 아무리 어려운 것을 배워도 그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

기에는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집에서 엄

청나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고통이 아니니까 학교생활이 즐거운 거죠. 초등

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테니까요(2009/03/05). 

즉, 일본의 교육제도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습관이란 

단순 반복적인 행동이나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부라는 행위 자체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치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명종이 없어도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신체가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 아무

리 장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것

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학습의 성과가 가정에서 익힌 

습관에 좌우된다고 말하는 순간, 학습의 성패는 가정의 책임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갖게 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에게 ‘왜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

고 비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노력할 힘을 갖추지 못한 것은 

그의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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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노력하려는 힘 혹은 의지조차 개인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가정교

육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학습관이나 능력주의 이데올로

기는 노력이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가정

하고 있다(苅谷剛彦 2001: 147). 근대사회에서 계급, 인종, 카스트와 같

은 사회분화(social divisions)의 범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혹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성공이 결정된다고 말하

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노력이나 능력은 이러한 사회적 범주와 무관

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일본사회의 노력에 관한 사

회학적 연구는 이러한 전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시간을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보고, 197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초등 ･중학생의 학습시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카

리야(苅谷剛彦 2001: 158)의 연구에 따르면, 1979년에는 학생의 학습

시간이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과 무관했지만, 1997년에는 특히 부모의 

학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혼다(本田由紀 2005: 85)

도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초등 ･중학생의 노력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부모의 자녀에 대

한 기대수준과 가정에서의 생활습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에

서, 노력은 개인적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일종의 ‘학습된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즉 카리야와 혼다의 연구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노력의 정도

가 점차 학생이 처한 가정환경에 따라 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력의 사회적 분화라고 할 수 있는 변화는 단지 학생들에게만 국한

되지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여러 연

구자들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노력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佐藤俊樹 2000; 미우

라 아쯔시 2006; 山田昌弘 2004). 예를 들어, 미우라(2006: 7)는 “단순

히 소득이 낮은” 것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생활능력,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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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학습의욕, 소비의욕 등, 한마디로 인생에 대한 의욕이 낮은” 하류계

층이 출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류지향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킷카와(吉川徹 2009: 163-164)

는 2005년 사회계층이동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신을 하류라

고 생각하는 사람의 70퍼센트는 비대졸자이며, 대졸자의 26퍼센트가 자

신을 하류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고졸 이하의 사람들 중 48퍼센트가 

자신을 하류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학력계층의 하위에 속한 사람들이 학력계층의 상위에 속

한 사람들에 비해 노력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쇼분중학교 교사들의 노력보다 습관을 강조하는 학습관은 

이상의 양적 연구에서 확인된 변화, 즉 노력의 사회적 분화를 중학교라

는 일상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포착한 민속개념(folk concept)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고교입시라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노력하는 힘(頑張る力)’부터가 

다르다는 다카무라 선생님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2009/03/18), 체화

된 성향으로서의 습관이 학업성취와 학업달성을 좌우한다는 것은 중학

교에서의 시험성적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 학생의 

계급적 지위가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계급의 언어(a language of class)라고도 할 수 있다(황익주 

1994: 175-176). 즉, 새로운 학습관은 계급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

지 않는 일본사회의 현실에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 ･

달성의 상관관계가 강해지는 양상을 습관이라는 일상적인 언어로 포착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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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일본사회의 중･고등학교 이행기에 대한 연구의 의의

교육인류학자인 레이몬드 맥덜못(McDermott 1997)은 “학교실패를 

성취하기 1972~1997”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교육제도에서 인종집단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구한 자신의 과거 연구를 새로

운 개념과 시각을 통해 재분석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왜 어떤 학생들

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며, 학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오히려 

실패하는 길을 택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더 넓

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용 가능한 개념을 동원해 학생들의 이런 행동

을 어떻게 합리화하는가를 탐구해야 한다고 설파한다(McDermott 

1997: 113-114).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다른 인종집단에 비해 학교공부

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처럼, 전자와 같은 접근방식은 학교실패의 

원인을 특정집단의 본질적 속성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종족성을 학교실패의 원인으로 보는 미국사회의 지

배적 담론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McDermott 1997: 118-119). 오히

려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교에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며 그러한 환경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밝혀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집단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차이를 발견하려고 할 것이 아니

라, 그러한 차이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부각되

며,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McDermott 1997: 

117). 

맥덜못의 이러한 지적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중학교로부터 고등학교

로 이행하는 과정에 왜 학생의 계급적 지위와 고등학교의 서열이 상응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

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학력수준도 높아지므로, 

학생의 출신계급과 진학고교의 위계가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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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정태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두 

요소 간의 관계가 강화 혹은 약화되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변화는 

해당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은 현대 일본사회

에서 중 ･고등학교 이행기를 둘러싼 맥락의 변화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교육인류학적 연구에서 종종 간과되어온 

학업성취･달성도의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본적 학습관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일본사회에서 가정환

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노력하는 힘이란 누

구나 갖고 있는 미덕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습관화(habituation)를 통해 

신체에 각인되어야 하는 성향이며, 따라서 개개인이 성장한 가정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력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이 처한 계급상황―부모로부터 어

떤 자본을 얼마나 물려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에 의해 어떻게 훈육

되는가―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달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반면, 지역고교운동의 쇠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중학

교 교사가 학생집단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선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

역고교운동은 여러 계급의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식의 교육운동은 고

교 유형의 다양화와 고교서열구조의 자기 완결적 효과로 인해 구조적으

로 불가능하게 됐다. 나아가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어 온 

고교 입시개혁은 내신 성적에 비해 입학시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중학

교 교사가 고교 진학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더욱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이라는 능력주의적인 기제를 통해 고교 간 격차

를 더욱 가시화함으로써 고교 간 서열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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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정환경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능력주의적 선발방식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고교의 서열과 학생의 계급상황이 조응하는 사회문

화적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고교로의 진학과정에서 능력주의적 요소가 강화된 

것은 일본인의 계급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문

의 제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위권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머리가 나쁘다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학비부담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 입시에는 아예 지원도 

하지 않거나, 상위권 학생에 비해 학원에 다니는 비율도 낮고, 일본사회

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Park 2011 미간

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능력주의적 선발방식을 통해 분

배되는 것처럼 인식될수록, 사회적 지위는 각자의 능력에 의해 정당하

게 성취된 것이라고 간주되므로, 설령 하위계층 출신의 학생이 부모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머물더라도 사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개인이 처한 계급상황이 학력(學力)을 매개로 본인의 사회적 

지위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 ･고등학교 이행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능력주의적 선발 시스템이 이런 사실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현대 일본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이데올로기가 유지되어 온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중 ･고등학교 이행과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현대 일본사회의 재생산 메

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문접수일: 2011년 4월 7일, 논문심사일: 2011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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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Social-cultural Transforms in the 

Transition from Middle to High School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Park, Jeehwan*8)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in which 

Japanese middle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conduct career 

guidance and make career choice respectively, thereby understanding 

why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children's class backgrounds 

may correspond to the rank of high schools to which they advance. 

To do so, the second section in this paper explores how since the 

late 1990s, high school reforms in Osaka have intensified high 

school stratification in the name of individual choices and diversity. 

Then, the third section goes back to the 1970s-1980s when middle 

school teachers in several cities of Osaka led an educational 

movement to change the high school structure, only to fail.  This 

failed movement suggests that middle school as an institution has 

lost its authority over students and parents, and that there a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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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orces to abolish the high school hierarchy. The fourth section 

describes a subtle change in the cultural model of learning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The emergence of a cultural model, 

which prioritizes habit over effort for learning, hints the increasing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academic achievement and 

attainment, and social differentiations of effort in the society. Thus, 

I find that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which middle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face today have changed to the extent that 

family backgrounds may shape the educational transition from 

middle to high school even more than bef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