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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대학입학 전형자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

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하여 ① 시험의 성격, ② 시험의 내용, ③ 시험의 출제

방법, ④ 시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⑤ 시험 결과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이

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

의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으로 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학생

들의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의 수준이나 유형을 다양화하며, 1년에도 여러 번 시행

할 수 있도록 재택출제 방식의 도입 및 문제은행식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대학입학 전형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입시센터시험, 재택출제 방식, 문제은행식 운영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고등교육을 통해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은 전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되는 것들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어왔다.

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의 대학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아시아교육연구 2권 1호

Asia n Journa l of Ed uc a tion

2001, Vol. 2, No . 1, pp . 55-69.

논문 요약



56 아시아교육연구 2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능력시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변별할 수가 없

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유영제, 2000).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성격과 특성, 시행 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한국과 일본

에서 대학입학 전형자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

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하여 ① 시험의 성격, ② 시험의 내용, ③ 시험의 출제 방법, ④ 시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⑤ 시험 결과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외국과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입학시험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변화된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1).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

학입시센터시험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있으

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이 매

우 치열하고 국가 차원에서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

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Ⅱ. 시험의 성격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

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 제

1)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는, 두 시험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대학입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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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어 영역별로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

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구향 외, 1999; 임찬빈 외, 1998).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 수학에 기초가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보편적인 학업능력이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와 그 이전의 학교 교육에서 학습된

학력과 대학 수학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

교의 특정 교과목별 시험이 아니라 여러 교과목의 공통적인 목표와 내용을 망라한 통합교과적인

소재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

추어 출제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시험의 출제에 이용되는 자료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이

외의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습자료를 망라하게 된다. 넷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고력을 중심으

로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즉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의 해석, 원리

의 응용,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판단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출

제하고 있다. 결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과목별 학력고사(achievement test )와 진학적성검사

(scholastic aptitude test )를 통합한 형태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99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대학 입학 지원자가 고등학

교 단계에서 기초적인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과목별 기초학력고

사이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荒井克弘, 1999).

첫째, 대학입시센터시험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목들의 기초적인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학력고사이다. 둘째, 대학입시센터시험은 학생들의 수준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6개 교과에 해당하는 31개 과목별로 출제하는 시험이다. 참고로, 대부

분의 대학들은 지원자들에게 5개 과목에 해당하는 대학입시센터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대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나 수준

을 달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 시험이다. 넷째,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논리적 사고력

과 판단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즉 난문기문(難問奇問)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편적인 지식에 대한 암기수준을 확인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

제를 중점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요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공통적인 성격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수

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두 시험의 차이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비록 계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교과목의 공통적인 목표와 내용을 망라한 통합교과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단

일 유형의 통합형 시험임에 비해, 대학입시센터시험은 학생의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교과의 선택

은 물론 교과 안에서의 과목별 선택을 허용하는 과목별 기초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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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험의 내용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내용(혹은 영역)은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Ⅰ), 수

리·탐구영역(Ⅱ), 외국어(영어)영역, 제2외국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과 문항수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시험 문항의 형태는 5지 선다형이며, 정답이 2

개 이상인 문항도 있다. 다만 수리·탐구영역(Ⅰ)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20% 포함하되 모든 문항

의 답은 OMR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각 문항당 배점은 언어영역은 1.8, 2, 2.2점, 수

리·탐구영역(Ⅰ)은 2, 3, 4점, 수리·탐구영역(Ⅱ)와 외국어(영어)영역 및 제2외국어영역은 1, 1.5,

2점으로 차등 배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리·탐구영역(Ⅰ)과 수리·탐구영역(Ⅱ)는 계열별

로 출제범위가 서로 다르다(<표 2> 참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반면에, 2001학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내용은 6개 교과(① 외국어, ② 지리·역사, ③ 수학,

④ 국어, ⑤ 이과, ⑥ 공민) 3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최대 6개 과목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각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과 시험 시간 및 배점, 출제범위, 과목선택의 방법 등은

<표 3>과 같다. 그리고, 시험 문항의 형태는 주로 4지 선다형이며, 수학의 경우에 단답형 문항도 있

<표 1>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수

교시 시험영역 시험시간 배점 문항수 비 고

1 언어영역
08:40∼10:10
(90분)

120 60
- 듣기문항 6개 포함

08 : 40부터 15분 이내

2 수리 탐구영역( Ⅰ)
10:40∼12:20
(100분)

80 30 - 주관식 20%포함

3 수리 탐구영역( Ⅱ)
13:20∼15:20
(120분)

120 80

4 외국어(영어)영역
15:50∼17:00
(70분)

80 50
- 듣기 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15 : 50부터 20분 이내

계 4개 영역 계(380분) 400점 220문항

5
제2외국어영역

(선택)
17:30∼18:10
(40분)

40 30

- 원하는 수험생만 실시

-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개 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 Ⅰ, 에스파

냐어 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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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모든 문항의 답은 OMR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각 문항당 배점은 차이가 있다. 예

컨대, 영어(200점 만점)의 경우 문항에 따라 2, 3, 4, 5, 6, 7점으로 차등 배점을 하며, 수학Ⅰ·수

학A(100점 만점)의 경우 1, 2, 3, 4, 5, 6점으로 차등 배점을 하나, 모든 경우의 수를 반드시 사용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藤井光昭, 1999).

요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계열별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학입시센터시험은

교과목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 내용이 6개 교과 3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의 선택은

물론 교과 안에서 과목의 선택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로 5지 선다

형 문항임에 비해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주로 4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계열별 출제 비율 및 출제 범위

영 역 계 열
문항

수
배점

출 제 비 율 출 제 범 위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언어영역 공 통 60 120 100% 전 교과

수리 탐구

영역( Ⅰ)

인문계

30

80
공통수학 70%정도

수학Ⅰ30%정도
공통수학, 수학 Ⅰ

자연계 80
공통수학 50%정도

수학Ⅰ20%정도

수학Ⅱ30%정도

공통수학, 수학 Ⅰ, 수학Ⅱ

예 체능계 80 100% 공통수학

수리

·

탐구

영역

( Ⅱ)

사

회

탐

구

인문계 48 72 80%정도 20%정도 공통사회, 국사, 윤리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세계사, 세계

지리 중 택1

자연계 32 48 100% 공통사회, 국사, 윤리

예 체능계 48 72 100% 공통사회, 국사, 윤리

과

학

탐

구

인문계 32 48 100% 공통과학

자연계 48 72 67%정도 33%정도 공통과학

물리Ⅱ, 화학Ⅱ, 생

물Ⅱ, 지구과학Ⅱ

중 택1

예 체능계 32 48 100% 공통과학

외국어

(영어)영역
공 통 50 80 100% 공통영어

제2외국어

영 역*
공 통 30 40 100%

6개 과목(독일어 Ⅰ, 프랑스어 Ⅰ,
에스파냐어 Ⅰ, 중국어 Ⅰ, 일본어

Ⅰ, 러시아어Ⅰ) 중 택1

*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외국어 Ⅰ의 내용과 수준을 의미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 소재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므로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위의 기준을 참고

하여 각 영역별 출제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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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1학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교과목, 시험 시간 및 배점, 출제 범위, 과목 선택 방법

시행일 교과 및 과목 시간 및 배점 출제범위 과목 선택 방법 등

2000년
1월
20일(토)

외국어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중국어

10:00∼11:20
(80분, 200점)

영어 의 경우 영어 Ⅰ의 내용

과 함께 말하기A , 말하기B
말하기C 과목의 공통 내용

을 포함함.

4과목 중 1과목 선택

지리 ·역사

- 세계사A
- 세계사B*
- 일본사A
- 일본사B
- 지리A
- 지리B

12:50∼13:50
(60분, 100점)

6과목 중 1과목 선택

수학①

- 수학 Ⅰ

- 수학 Ⅰ·수학A

14:40∼15:40
(60분, 100점)

수학Ⅰ·수학A 는 수학Ⅰ

의 내용과 수학A 의 내용을

포함함.
2과목 중 1과목 선택

수학②

- 수학Ⅱ

- 수학Ⅱ·수학B
- 공업 수리

- 부기

- 정보관계 기초

16:30∼17:30
(60분, 100점)

수학Ⅱ·수학B 는 수학Ⅱ

의 내용과 수학B 의 내용을

포함함.
5과목 중 1과목 선택

2000년
1월
21일(일)

국어**
- 국어 Ⅰ

- 국어 Ⅰ·국어Ⅱ

10:00∼12:20
(80분, 200점)

국어Ⅰ·국어Ⅱ는 국어Ⅰ

의 내용과 국어Ⅱ의 내용을

포함함.
2과목 중 1과목 선택

이과①

- 종합과학

- 물리 ⅠA
- 물리 ⅠB
- 생물 ⅠA
- 생물 ⅠB

12:50∼13:50
(60분, 100점)

5과목 중 1과목 선택

이과②

- 화학 ⅠA
- 화학 ⅠB
- 지학 ⅠA
- 지학 ⅠB

14:40∼15:40
(60분, 100점)

4과목 중 1과목 선택

공민

- 현대 사회

- 윤리

- 정치 ·경제

16:30∼17:30
(60분, 100점)

3과목 중 1과목 선택

* 흔히 B과목은 A과목의 내용을 포함하되 좀더 심화 ·보충된 내용을 포함한다.
** 국어는 근대이후의 문장(100점) , 고전(100점, 즉 고문 50점, 한문 50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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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험의 출제 방법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법은 한 마디로 감금식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

정 장소에서 약 30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100명 내외의 출제진들이 문

항을 출제하는 방식이다. 약 30일 정도의 감금 기간은 약 15일 내외의 출제 및 검토 기간과 약 15

일 내외의 인쇄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금 기간 동안은 시험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출제장소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출은 물론 외부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

으며, 시험 문항의 출제가 끝나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감금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입소와 동시에 보안에 유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제진들은 출제 장소에 입소한 후 약 1주일에 걸쳐 문항의 초안을 완성하며, 출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약 1주일 이후에 출제진과는 별도로 30명 내외의 1차 검토진이 출제 장소에 합류하여

문항의 검토 및 수정작업을 돕는다. 그리고 약 3일 후에 20명 내외의 2차 검토진이 출제 장소에

합류하여 문항의 검토 및 수정작업을 추가로 돕는다. 출제진들은 거의 대학 교수들이며 검토진은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험의 형태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동일한 문항들을 이용하되 선택지의 위치만을 다르게 한 홀수형과 짝수형의 2개 유형으

로 제작한다.

반면에,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방법은 한 마디로 재택(在宅)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의 출제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각 과목별 출제는 20개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교

과전문위원회에서 1개 과목이나 혹은 2개 과목을 출제한다. 각 교과전문위원회는 약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제진의 총수는 약 400명 내외가 된다. 과목별 문항의 출제는 개인

별로 하되 출제진들은 1년에 약 40일씩(1달에 약 3일 정도씩) 약 2년에 걸쳐 80일 정도를 대학입

시센터에 있는 교과연구실에 함께 모여서 출제에 대한 협의 및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井上明俊, 1999).

그리고 출제진이 출제한 문항을 검토하는 20개 내외의 교과검토위원회는 출제진과 별도로 구

성되며 각 교과검토위원회는 1개 과목이나 혹은 2개 과목에 대해 검토한다. 각 교과검토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검토진의 총수는 약 200명 내외가 된다. 특히 출제진과 검토진에

대해서는 보안관계상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진들 조차도 출제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

며, 출제진들도 검토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출제진은 거의 모두 대학 교수들이며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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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검토진도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나 다수의 고등학교 교사들

이 포함되어 있다. 검토진이 제시한 문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대학입시센터 직원에 의해 출제진

에게 전달되며, 그 의견을 바탕으로 출제진에 의해 수정·보완된 문항은 대학입시센터 직원에 의

해 다시 검토진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검토 및 수정·보완 작업이 문항의 초안작성 기간과 인쇄

기간을 제외한 약 1년 동안 검토진과 출제진에 의해 약 10회 정도 시행된 다음, 최종 시험 문항

이 완성된다. 그리고, 시험의 형태는 서로 다른 문항을 사용한 2개의 동형검사를 만들되, 한 가지

는 본시험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추가시험용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가시험이란

본시험을 실시한 후 약 1주일 이후에 실시하며,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본시험에 결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00년 1월에 실시한 추가시험에 응시한 학생수는 228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감금식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비해,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재택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

Ⅴ. 시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행 방법 및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 교육청이 주로 시험을 관리한다.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의 출제 및 인쇄·배부, 그리고 채점 및 성적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 교육청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운송·보관하며, 시험

의 실시 및 감독을 수행한다. 참고로, 2000년 11월 15일에 시행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은 <표 4>와 같다. 시험의 응시료는 일괄적으로 20,000원이며, 시험 장소

로는 주로 고등학교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생 수는 대학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학생, 즉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100%에 해당하는 80여만 명이었다.

반면에,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 대학입시센터와 대학이 주로 시험을 관리한다. 즉, 대학입시

2) 우리나라에서 재택 출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시험문제의 사전유출과 관련된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실제로 재택 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시험의 출제를 총괄하는 대학입시센터의 부소

장(副所長)에게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를 질문하는 연구자에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 반문할 정도로 보안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

었다. 그리고 부소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진이나 검토진에게 보안에 유의하겠다는 각서를 받느

냐? 는 질문에 우리는 출제진이나 검토진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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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시험의 출제 및 인쇄·배부,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시험지와 답안지의 운송, 그리고 채

점 및 성적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학은 시험의 실시 및 감독과 답안지를 정리하여 대학입

시센터로 반송하는 일을 수행한다. 참고로, 2001년 1월 21일과 22일(추가시험은 2001년 1월 27일과

28일)에 시행한 2001학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은 <표 5>와 같다. 시험의

응시료는 3과목 이상에 응시할 경우에는 16,000엔(약 166,400원)이며, 2과목 이하에 응시할 경우에는

10,000엔(약 104,000원)이고, 시험 장소로는 주로 대학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응시생 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약 50%에 해당하는 50여만 명이었다.

요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1년에 1회 시행(1일간 시행)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

도교육청이 주로 관리하는 것에 비해, 입시센터시험의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포함하여 1년에 2회

시행(각각 2일간 시행)하며 대학입시센터와 대학이 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

험의 경우에는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100%가 응시하고 있음에 반해,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에는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50%가 응시하고 있다.

<표 4>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

업 무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시행계획 발표

시험 시행 공고

원서 교부 접수

원서 처리 및 수험번호 부여

출제 및 인쇄

문 답지 배부

시험일

채점

성적 통지

2000. 3. 29(수)
2000. 8. 1(화)

9. 1(금) ∼9. 16(토)

9. 18(월) ∼ 10. 13(금)
10. 18(수) ∼ 11. 11(토)
11. 12(일) ∼ 11. 14(화)
2000. 11. 15(수)
11. 16(목) ∼ 12. 12(화)
2000. 12. 12(화)

(중앙 일간지)

┌││
공휴일 ┐││

└토요일 오후 ┘

(26일간)
(25일간)
( 3일간)

(27일간)

<표 5> 2001학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주요 업무별 추진 일정

업 무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시행계획 발표

대학별 선발 계획 발표

원서 교부 접수

원서 처리 및 수험번호 부여

시험일

시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발표

추가시험일

대학입학원서 접수

각 대학으로 성적 통지

시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발표

2000년 5월 중

2000년 7월 31일까지

10. 13(금) ∼ 10. 24(화)
2000년 12월 중

2001. 1. 20(토) ∼ 1. 21(일)
2001. 1. 24(수)
2001. 1. 27(토) ∼ 1. 28(일)
2001. 1. 29(월) ∼2. 6(화)
2001. 2. 5(월)부터

2001. 2. 7(수)

대학별로 발표

(2일간)
예비 발표

(2일간)

최종 발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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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험 결과의 활용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결과의 활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는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그리고, 개별 응시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개인별로 통보 받아 확인한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

이 이 시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교육부, 199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반면에,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결과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달리 개별 응시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통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대학입시센터에서는 개인별 성적을 학생

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만 응시한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만을 발표한 상태에서 대학

에 지원하도록 하며, 개인별 점수는 대학에만 통보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전국적인 수

준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

은 시험을 친 다음날 발표하는 정답과 비교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추측하여 적

당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들

이 이 시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약 50%정도만이 이 시

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文部省, 1999; 中央敎育審議會, 1999).

요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두 시험의 차이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개별 학생들에

게 먼저 성적을 통보한 다음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반면, 대학입시센터시험은 개별 학생들에게

성적을 통보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만을 공개한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학이 대학입학

전형에서 그 성적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에는 모든 국·공립대학과 약

50% 정도의 사립학교만이 그 성적을 활용하고 있다.

Ⅶ. 맺는 말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대학입학 전형자료 중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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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인데,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각 시험의 성격이나 특성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의 대학입학시험 등을 고려할 때3),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과적인 소재와 사고력 중심

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과목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입시센터시험

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학력고사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학교육에 적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진학적성검사라고 하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될 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시험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나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진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

3)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입학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순근 외(1999), 허경

철 외(1997) 등을 참고하기 바람.

<표 6>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차이점 (요약)

주요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입시센터시험

시험의 성격

-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이용한 시험

(학력고사와 진학적성검사의 통합형)
- 단일한 유형의 시험

- 고등학교 각 과목별 기초학력고사

- 교과 안에서의 과목별 선택시험

시험의 내용

- 언어영역, 수리 ·탐구영역, 외국어

(영어)영역, 제2외국어영역(선택)으
로 구성

- 주로 5지 선다형이며, 수리 ·탐구( Ⅰ)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 포함

- 6개 교과(① 외국어, ② 지리 ·역사,
③ 수학, ④ 국어, ⑤ 이과, ⑥ 공민)
31개 과목으로 구성

- 주로 4지 선다형이며, 수학교과에서는

단답형 문항 포함

시험의 출제 방법
- 감금식 출제 방식

- 약 30일 소요(인쇄기간 포함)
- 재택 출제 방식

- 약 2년 소요(인쇄기간 포함)

시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 ·도 교육청

이 주로 관리

- 1년에 1회 실시

-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100%가
응시

- 대학입시센터와 대학이 주로 관리

- 1년에 2회 실시(추가시험 포함)
- 대학입학 지원 희망자의 약 50%가 응시

시험 결과의 활용

- 각 응시생에게 대학지원 이전에 성적

통보

-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활용

- 각 응시생에게 성적을 통보하지 않음(대
학으로만 성적 통보).

- 센터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만 공개함.
- 모든 국 ·공립대학과 약 50%의 사립대

학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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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제로 그러한 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박경숙 외, 1995; 이근림 외, 1998). 참고로, 미국

의 대학입학시험이라 할 수 있는 SAT의 경우, 대학입시센터시험은 교과목별 시험인 SATⅡ와

유사하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진학적성검사에 가까운 SATⅠ과 교과목별 시험인 SATⅡ를 적당

히 통합한 애매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허경철 외, 1997). 따라서 미국과 같이 대학수학능력시

험을 진학적성검사와 교과목별 시험으로 구분하던가, 아니면 진학적성검사나 혹은 교과목별 시험

중의 하나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하고, 개별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는 시험의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자신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수험생들

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시험 준비를 해야 한

다. 즉, 수리·탐구영역의 경우 계열에 따라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험생이 지원하

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수험생

의 적성이나 능력수준에 따라 교과 안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양화·전문

화·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적어도 대학입시센터시험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과의 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험

생의 적성이나 능력수준에 따라 교과 안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백순근, 1998).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GCSE나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와 같이 수험생들의

고등 사고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시키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택 출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감금식 출제 방식은 시험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

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출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감금식 출제 방식은 출제하고 검토하

는 기간이 약 15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항의 질을 보장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출제진이나 검토진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친척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직계가

족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요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잠시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감금식 출제 방식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합리적이

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감금식 출제 방식이 아닌 재택 출제 방식을 채택하

게 되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출제하고 검토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질적으로도

좀더 좋은 문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여러 번 시행한다거나

다양한 수준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item bank)식 운영이 필요하며,

문제은행식 운영을 위해서도 재택 출제 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박경숙 외,

1995).

넷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대학수

학능력시험과 같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을 1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은 준비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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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 1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미국의 SAT처럼 1년에 6∼7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에 2∼3회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최소

한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와 같이 추

가시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험의 실시 방식을 지필식 시험에서

미국의 T OEFL이나 GRE시험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백순

근·채선희, 1998).

다섯째, 응시생 개인별 성적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응시생 개인의 성

적과 응시생 전체 성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대학지원 이전에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지원

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과 무관하게 점수에 따라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거나 대학이나 학과의 성격이나 특성과 무관하게 점수에 의해 대학 및 학과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김신영 외, 1998).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전체

응시생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만 공개하고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비록 학생 개인

들은 시험지와 정답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을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대학 및

학과가 시험 점수에 따라 지나칠 정도로 서열화되거나 적성이나 소질은 무시한 점수따기식 입시경

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면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10개 이내로 나누어진 등급 점수만을 공개하도록 하여 점수에 의한 지나친 서열화나 획

일적인 과열 경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백순근 외, 1999). 그

리고,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적어도 2년 이상으로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재수생

이나 삼수생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위 대학도 대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

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이 주관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도교육청이나 일선 고등학교가 주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보다 대학입학시험 준비 기관이라는 잘못

된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보다는 국가가 대학입학시험을 주관하고 있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대학입학시험을 대학이 주관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는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특

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제도를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로, 미국의 TOEFL이나 GRE시험과 같이 수험생들에게 원점수(raw sco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고 표준점수(standardized score)나 혹은 표준점수를 이용한 등급(grade)만을 제공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정 문제 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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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센터와 해당 대학이 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대학 진학 희망자의 약 50%만이 대학입시센터 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비록 모든 국·공립

대학에서는 그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약 50%만이 그 성적을 활

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입전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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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 and the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in Japan

Ba e k, Sun-Ge un*5)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mparatively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 and the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in Japan. These tests' scores are the most

important data to get a college or university admission.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se tests, five

criteria are used. Those are ① the nature of the test, ② the contents of the test, ③ the development of

the test items, ④ the implementation of the test and ⑤ the use of the test scores.

Based on the systematic comparison with the two tests according to the five criteria, the

developmental plans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 are discussed. Especiall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 Those

strategies are ①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test, ② to develop various test types for different ability

levels or for different characteristic groups, ③ to implement the test several times in a year, ④ to

develop test items at home and ⑤ to introduce item-banking system for the test, etc.

Key Wor ds : Col lege or uni ver s i t y admi ss ion, Col l ege Scholas t i c Abi l i t y Tes t , Nat i onal

Tes t for Uni ver s i t y Admi ss ions , I t em-banki ng sys t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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