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 

Michεle Sell ier 

파리 5대학에서 공법학과 정치학 전공. 

Am ien의 Maison 따 la Cul ture와 l ’ Académie 

de REI~fS의 훤장 역 임. 현재는 국립교육연구 

소의 교육감. 교육연구 국제센터 Centre 

Interr녕tional d ’ Etudes Pε&에gogiques의 소 

장으로 채칙중. 유럽 각국의 교육제도률 연 

구. 특히 입시제도와 입시명가에 대한 전문 

가로 활동하고 있옴. 

본문의 내용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강연의 요약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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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 혹은 몇몇 

나라들에 서 고등학교로부터 대 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미첼 셀리에 

중-고둥학교에서 맞아들이는 학생 수가 대량으로 중가하고. 기업 둥 

고용시장의 요구가 변화률 겪는 까닭에. 모든 나라들은 동일한 문제들 

에 직면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믿올 만하고， 공정하고. 

판리 가능한 시험제도롭 찾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유는 시험제도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자체의 고유한 역사에 뿌리박 

힌 문화적 선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교육성의 요청에 따라 장학청 1 'lnspection G강nεrale에서 다 

옴과 같은 나라들 -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이태랴. 

얼본， 네멀랜드. 스훼덴 - 울 대상으로 하여 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프랑스 교육제도에 판한 우리의 지식율 토대로 하여 볼 때， 아 

래와 같은 네가지 문제점들이 주안점으로 부각되었다. 

- 선별과정 

- 시혐의 내용 

- 시협의 구성 

- 시험이 수행하는 기능들 

l. 선벌과정 

학생들의 선별은 다옴처럽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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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 과정 중에 

* 독일파 네멀랜드의 경우. 12세부터 계속적으로 

* 영국. 스페인. 이태리， 스혜덴. 혹은 프랑스의 경우. 14-16세 

사이에 부여되는 여과장치에 의해서 

- 중둥교육 과정의 마지막에 : 미국과 일본의 경우 

-- 대학 과정 중에 : 이태리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에서 r바칼로 

혜아」는 고둥교육의 첫번째 단계로서. 대학에의 입학율 허용하는 

선별과정임. ) 

2. 시험의 내용 

나라에 따라서. 시험온 전반적인 학습에 비중을 두기도 하고. 혹 

용 학생에게 부여되거나 학생 자신이 선해할 수 있는 과목들로부터 비 

롯되는 교육의 전문화에 비중올 두기도 한다. 

과목들의 비중은 가중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는 당시의 중점과목들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령 영국은 3과목올 가지고 시험올 치루게 하는데. 반면에 이태 

리， 스혜덴. 프랑스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교육과목을 요구한다. 

3. 시험의 구성 형태 

시혐의 구성온 다옴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 필기시험파 구두시혐의 중요도에 따라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온 

이 두가지 양식의 시험을 요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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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시험에서 내신성척의 반영비율에 따라서 : 가령 스웨댄용 

내신 100왜센트， 프랑스는 O퍼센트 (단 예외적으로 r바칼로레아」에셔 

충폴한 정수를 취득하지 못한 청우 이훌 만회하기 위한 2차 구두 시험 

에서는 성척표훌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함). 

-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선다형 테스트훌 사용하느냐. 아니면. 논 

슐. 요약 및 토론. 텍스트 해석하기， 혹은 일정한 대답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온 ‘열린 질문롤’에 답하기 둥의 형태로 제시되는 기술 시험융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 유럽에셔는 어느 나라도 선다형 테스트훌 사용하지 않는데. 단 
스웨덴의 청우. 학생의 내신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차척인 기회 

로셔 그러한 테스트가 척용됩. 

* 미국과 얼본온 완전한 혹온 부붐적인 선다형 테스트를 사용하 
나， 가장 명망 높온 대학들은 근래에 이 제도에 의문올 표하고 재검토 

훌 시작하고 있옴. 

** 문학 및 외국어 학과의 시험 구성에 관한 예들 

-- 프랑스 r바칼로레아」는 출제톨 교사들에게 의뢰한다. 

-- 영국에서는 보수롤 받는 시험 전문 기관들이 “ Examining Boards" 

에 의해서 “ A. Levels(Advanced Levels)" 시험이 구성된다. 

- DELF( 불어 수학중) 및 DALF( 고퉁 불어 수학중 이 자격중률용 

불어훌 외국어로 배우는 타국 학생들울 대상으로 하여. 이 시험 제도 

률 원하는 그 지역기판들에 의해 구성된다 (가령 알리앙스 프랑세즈. 

혹은 대학). 

* 명가는 다융의 사항졸울 대상으로 한다 : 문체. 어학 지식. 요약 

의 갱우 텍스트의 재구성， 의사소통옳 위한 언어의 사용. 텍스트의 이 

해， 주요 개념 추출 농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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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쟁위원률온 미리 주어진 답안들에 의거 채점하며. 한 명의 대학 
교수가 주재하는 시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서는 이의률 제기할 수 없 

다. 

4. 시험의 기능돌 

-- 소극척인， 그리고/또는 예측적인 기능 : 습득된 농력만을 명가하 

거나. 혹온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울 평가하는 것 

- 교육체계의 조절-규제 기능 . 일정한 형태의 시험이 있옴으로해 

서. 교육기판들은 이 시험에 학생들올 준비시켜야 하게 되고. 따라서 

교육기관둘은 교육의 내용과 방식들올 상호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 

- 시험온 또한 학생률의 성적에 따라 교육기판과 교사들에 판한 명 

가훌 가능케 한다. 

- 채택된 시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교수 내용과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가령 프랑스에서 처럼. 시험은 제의척이고 상정적인 

기능융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1808년부터 시작된 이같온 역사 

척인 “기념물”율 변형시킨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걸 론 

프랑스에서는 ‘자격중 따기 사냥’에 대한 비판이 극심하다. 

하지만 이 자격중들율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배양코자 하는 것온 창 

의력파 연구 취미. 추론 도구들의 조직력. 그리고 상상력이다. 

근래에 고용주돌아， 단순한 학술적 지식올 넘어서. 지성의 배양과 

함쩨 인성의 함양에 얼마만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롤 우리는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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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로서는 16세기 몽테뉴의 다옴과 같은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이 

었다고 확신한다 : 

“아이는 채워야 합 그릇이 아니라 피워야 하는 불이다 

〈김지영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