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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을 보다 교육의 본질에 맞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도 지식 뿐 아니라 사고
력과 창의력, 정의적인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입시 제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은 우리 나라와 비슷한 전통과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며, 이러한 나라들이 최근에 대학 입시 제도 개혁에 많은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대학 입시의 다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도 최근 입시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개혁의 핵심
은 선발 방법의 다양화, 자율화, 특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중국의 통일시험, 대만의 대학입학연합
고사 등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에 참고할만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와 같이 역사와
전통이 비슷하고, 유사한 교육적 여건과 가치관을 가진 나라의 입시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에서 산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대학 입
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연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집필진
및 협의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구를 원만히 진
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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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입시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 본의 대학 입시 제도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고 이에 의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각 대학에서의 다양하고 개성
적인 선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시험이다. 대학입
시센터시험은 6개 교과에서 32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대학에서 자신들
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사전에 지정하여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지원자
들이 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를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험은 총점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이 시험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이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은 국
공립대학 전체와 사립대학 일부인데, 해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을 활용하
는 사립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대학의 협의체인 대학입시센터가 문항의 출제와 시
행을 주관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로 구성된 출제위원회와 검토위원회가 문
항을 출제·검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난이
도를 검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행은 각 대학에
서 주관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2년 동안 출제하고 있으며, 폐쇄식이 아닌 반 개방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출제위원들도 1년에 50%씩 교체하여 변화와 연속
성의 조화를 기하고 있으며, 출제위원 중에는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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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원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별로 치르는 학력시험, 소논문, 면접 등이 있으며 각
대학은 대학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 고사를 종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
다. 이 밖에도 추천 입학, 특기생 전형, 부속고등학교로부터 입학, 사회인
들을 위한 특별 전형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는 등 입학 전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다.
일본 대학에서는 정원의 일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형태의
입시, 문제발견이나 과제 설정, 그리고 그 해결 능력 육성을 통해 21세기
를 이끌어갈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21
세기 프로그램과 같은 선진적 전형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
중국의 경우에도 대학 입시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지식 암기 위주의 교
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창의성과 고등 사고력, 종합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2000년
도부터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3+X제도이며 200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각성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어, 수학, 외국어와
같은 기초 교과 뿐 아니라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이들을 통
합한 교과인 문과통합능력시험, 이과통합능력시험, 문이과통합능력시험에
서 주관식 문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주관식은 지식의 이해 정도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고등 사고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문과통합능력시험, 이과통합능력시험, 문이과통합능력시험
등 통합교과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러한 통합시험은 교과내 통합만이 아니라 교과간의 통합이라는 과감한 방
법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여 좋

- iv -

연구요약

은 문항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된 문항을 문제 은행에 저장하여 대학 입
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시험 단계에 있지만 본격적인 문항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대만에서 2002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대학입시신방안의 핵심은 사고력
과 고등 정신 능력의 평가이다. 특히 일상 생활 중의 경험내용과 이와 관
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
고 하겠다.
대만의 경우 대학다원입학신방안 하에서 대학입학시험은 학과능력시험
과 난이도, 문제유형 등에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다. 제1단계 시험인 학과
능력시험은 수험생의 기본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며, 제2단계 시험인 지
정과목고시의 경우 수험생이 기본학력 외에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고등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대만에서는 대학입학연합고사 정답의 확정을 시험이 실시된 다음으로
미루어 놓고 있다.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가질 수
있는 이견을 종합한 뒤에 정답을 확정·발표하도록 해서, 채점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답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
다.

4.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 은행을 구축하여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은행을 구축하기 전이라도 현재와 같은 폐쇄식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실시하는 반 개방적 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를 구비하려면 좋은 문항을 많이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문항 공모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부
분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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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2005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될 것이다.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설계에서는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이나 대만의
새로운 대학 입학 제도의 장점을 연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과감히 수
용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통일시험은 3일, 대만의 대학입학연합고사와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
험은 2일간에 걸쳐 시행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하루에 6개의 교과목을 모두
실시하는 데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
하여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게 시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본 시험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응시자들을 위
한 추가 시험 기회의 제공, 여론 수렴 후에 정답을 확정하는 문제 등도 고려
해볼만한 제도하고 생각된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이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전형 제도와 방
법을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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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 기반 사회에
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교육의 질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개혁, 교수 학습 방법의 혁
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 방안들이 상급 학교의
입시와 긴밀한 관련을 맺지 못하고 추진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
울 뿐 아니라 궁극적 목적인 교육의 질 향상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한국, 일본, 중국은 같은 동양의 유교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로써 교육열
이 높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
한 높은 교육열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 이로
인한 과도한 교육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을 중시하는
평가 관행 등은 이러한 과도한 경쟁의 결과 생긴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입시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시가 가진 순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와 교육적 전통이 유사
한 일본, 중국, 대만의 입시 제도의 경험을 연구하여 이를 우리 나라 교육발
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통일시험에서 사고력과 창의
력,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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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넘는 통합 교과적 문항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통합 교과적 문
항이 단일 교과적 문항에 비하여 훨씬 더 폭넓은 사고를 요하는 종합적이고
분석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험은 이웃 나라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 백만명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지만 배점의 50% 정도를 주관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여 양질의 문항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 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 수준에서 독자적 학생 선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
을 선발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입시 정책 결정에서
대학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선진적인 학생 선발 방법을
개발하여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 고사를 차별화하여 서로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한 일본의 경우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방법이 우리 나라와 같이 폐쇄적
감금 출제를 하지 않고, 연중 문항을 개발하는 반 개방식 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학생 중심의 선택과목이
정착되는 2005학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많은 과목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현재와 같은 폐쇄식 출제 방법으로서는 적절
히 대처하기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시하여왔던 대학 입시 제도를 2002년부터 대
폭 개선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하는 대학 입시의 경우
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지식 측정 위주의 대학 입시를 고등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측정을 강조하는 평가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입시와 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학력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관행
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 사회 활동, 학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 학업

- 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계획서, 추천서 등을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논술이나 심층 면접을
통하여 객관식 지필고사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인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뿐
아니라 과제 집착력, 끈기, 결단력 등 정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역사
와 교육적 가치관이 유사한 이웃 나라들의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나라 입시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부분의 연구가 미
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일본, 대만, 중국의 입시 제도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5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대학
입시센터시험이 소개되었으며(박경숙 외, 1995), 1997년에는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학생 평가, 교육과정평가, 기관 및 학교
평가, 국가 수준의 교육 성취도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허경철
외, 1997). 199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과 대만의 대학 입학시험이 포괄적으로 분석되어 연구되었으며, 이 연구가
일본과 대만의 대학 입시에 관하여 가장 심도 깊게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이
다(이근님 외, 1998). 같은 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보고 및 분석 방안
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결과 분석 방법과 대만의 대
학연합고사 결과 분석 방법이 연구되었고(김신영 외, 1998), 대학 입학 면접
전형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학 입학 전형제도와 면접 자료에 관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정구향 외, 199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중국, 대만의 입시제도 분석이 대학수학능력시
험 결과 보고 방안 마련, 면접 전형 자료 개발 방안 마련 등 일부 영역에
국한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선행 연구의 목적이 이들 나라의 입시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연구의 일환으로 이들 나라의 입
시 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포괄도와 심도가
깊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이러한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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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우리 나라 입시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 일본 , 대만 ,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 분석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를 분석하여, 대학 입시의 문제점과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와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 시험 방법, 대학
별 고사와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상호 보완 관계,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대학
별 입시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센터에서 문항 출
제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에서 개방적 출제를 시행할 경우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통일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교과와 특징, 시험 방법, 통일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문항 형태, 학생 선발 방
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2000년부터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문항 공모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여건에서 이러한 문항 공모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못지 않게 대학 입시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대학
입시를 대폭 개편하여 2002년부터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
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실시되어 왔던 대학입학연합고
사와 2002년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대학다원입학신방안의 특징과 주요 개
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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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 중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1)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 일본 대학 입시 변천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역할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과정
○ 일본의 대학별 고사의 특징
○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
○ 우리 나라 대학 입시에 주는 시사점
2)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
○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 개관
○ 대학 입시에서 학생 선발 방법
○ 2000년부터 도입된 통일시험 교과, 평가 방법, 문항 특징
○ 중국의 문항 공모 제도
○ 우리 나라 대학 입시에 주는 시사점
3)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개관
○ 대학 입학 연합 고사의 특징과 문제점
○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다원입학신방안의 특징과 주요 개혁
방안
○ 우리 나라 대학 입시에 주는 시사점

나 . 일본 , 대만 , 중국의 공통 국가 시험의 특징 분석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중국의 통일시험, 대만의 대학입학연합고사는
우리 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되는 시험으로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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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전국 수준으로 국가 수준에서 측정하는 시험이다. 물론 시행하는 주체
는 우리 나라와 중국이 국가가 중심이 되고, 일본과 대만은 대학연합회에서
실시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을 평가
하여 그 결과를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성격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 수준의 시험 주체, 다루는 과목, 문항
출제 과정, 문항의 예, 시험 시행 및 결과 보고 방안, 활용 방안에 관한 전
반적 연구를 수행한다.
1)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역할
○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
○ 대학입시센터시험 출제 과정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행 및 결과 보고 방안
○ 대학에서 대학입시센터시험의 활용 방법
2) 중국의 통일시험
○ 통일시험의 도입 배경
○ 통일시험 과목
○ 통일시험의 주요 특징
○ 대학 입시에서 통일시험 점수의 활용
3) 대만의 대학연합고사 및 대학다원입학신방안
○ 대학연합고사의 특징과 문제점
○ 대학다원입학신방안 도입 배경
○ 대학연합고사 출제 과정
○ 시험 점수의 활용

- 6 -

3. 연구 방법

다 .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 우리 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한다.
1)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 방안
2) 대학별 고사의 개선 방안
3)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선 방안

3 . 연구 방법
가 . 문헌 연구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에 관한 문헌 및 문항을 분석하였다. 문헌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중국의 고시
중심, 대만의 대학입시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가 공통 시험의 출제 방
법과 과정, 문항을 수집하였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는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입시센터 관계자 및 대학 입학 관계자를 통하여 직접 입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문항 출제 과정이나 중국의 고시중심, 대만
입시센터의 문항 출제 과정은 대외비로 되어 있어 문헌을 입수하기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접 질의 응답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일본, 중국, 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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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문가 협의회
대학 입시 제도 비교, 문항 분석, 일본 대학입시센터 및 중국과 대만의 고
시중심의 출제 과정 분석, 분석 결과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 초반에 전반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분석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어와 중국어로 된 원문을 입수하여 분석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진들만으로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
라서 일본, 중국 교육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국가별로 운영하였다. 일본의 대학 입시에 대한 협의회
에는 일본 대학 입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중국과 대
만의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한 협의회에는 중국과 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였다.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1) 전체적인 연구 방향의 설정
2) 자료 수집 방향 설정
3) 각국 대학 입시 제도 분석의 방향
4) 각국 대학 입시 제도 분석 결과 수정 검토
5) 우리 나라 대학 입시에 주는 시사점 검토

다 . 세미나 개최
일본, 중국 대학 입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대학 입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01년 8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구체적 일정과 발표 내용은
부록 1참조). 일본 대학입시센터 전문가 6인, 대학의 입시 관계자 5인, 중국
의 고시중심 전문가 5인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세미
나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아울러 이러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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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문서로 입수하기 불가능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세미나 첫날인 8월 21일에는 일본, 중국, 우리 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의
개관, 국가 공통 시험의 특징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인 8월 22일에는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관계자와 본원의 대학 입시 관계자
와의 문항 출제 방법, 문항 출제 과정, 앞으로 개선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본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라 . 집중 작업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분석, 국가 공통 시험의 특징 및 출제
과정 분석, 이들 국가의 대학 입시가 우리 나라 대학 입시 개선에 주는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집중 작업을 실시하였다.
집중 작업은 관련 국가의 교육 전문가들과 본 연구진의 협동 작업으로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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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래 전부터 학력의 취득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던 학력주의 나라인 일본에서 대학 입시가 시험지옥 이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며,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본의 대학 입시가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세계 제 2차 대전 패전 후 미국의 점령 하에서 민주화 라는 기치 아래 교육개
혁이 이루어진 일본은 중·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개방되면서 중·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수가 급
격히 증가하게 되어 결국은 대학의 수용 능력을 상회해 버렸고, 그것은 치열한 입
시 경쟁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은 크게 국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다시 대학과
단기전문학교로 구분된다. 학력주의 나라 일본에서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는 사립보다는 국립을, 전문학교보다는 대학을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로 인해 보다 사회적으로 상위에 속하며 권위 있는 대학에 진학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입시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天野郁夫, 1997). 이
러한 일본의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의 역사, 현황,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 입시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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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 변천 과정 1 )

일본 최초 대학인 도쿄(東京)대학이 설립된 것은 사회 전반에서 개혁이 일어나
고 있던 1877년 메이지(明治)10년이었으며,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학 제도 역
시 유럽의 제도를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의 대학들이 중등학
교 졸업자격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데
반해, 일본의 대학들은 그러한 입시 전형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메
이지(明治)시대 이전의 일본에는 대학은 물론이고 중등학교 정도의 교육제도조차
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등교육 수준의 학교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처럼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학에 입학시킬 수는 없
었기 때문이었다. 즉, 중등학교의 졸업 여부가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학력을 가졌다는 판별기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학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의 초기 일본의 각 대학은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마련한 시험을 통해서 수험생의 학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2). 게다가 그 당시 일본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국가 발전을 이끌
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이었기 때문에 중등학교 졸업자격만을 가진 학생만으로는
국가가 원하는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입
학시험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점차 중등학
교와 대학교 사이에서, 중등학교의 교육수준 보다는 높은 레벨의 교육을 통해 대
학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 학력을 키울 수 있는 예비학교 수준
의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에 의해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3). 이렇게 해서 설립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1) 天野郁夫. 日本の敎育システ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
2) 메이지(明治)20년이 되면서 일본의 중등학교 교육제도가 정비되었고 일본의 대학들은
각 대학에서 마련한 시험이 아닌 유럽의 대학 입시 제도처럼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
한 중등학교 졸업생에게 무시험으로 입학을 허가하기도 했다.
3) 메이지19년부터 20년까지 제1고등학교에서 제5고등학교까지 5개의 구제( 制)고등학
교가 설립되었다. 이중 제1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집중되었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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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는 그 당시 일본에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최고 관문으로 통하던 도쿄대
학4)으로 자동 입학이 가능했다.
따라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일본에서는 대학 입학 경쟁보다
는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다이쇼우(大正)시
대 중반 때에 고등학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쿄대학의 무시험 입학 제도는
폐지되게 되었다6). 고등학교 수의 증가는 대학 진학 희망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다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대학과 학부에 대한 진학 경
쟁과 또다시 연결되면서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입학시험을 요구할 수밖
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가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일본 대학
입시 제도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은 미국의 점령 하에 사회 전반에 개혁이 이루어졌
는데, 교육은 물론, 대학 입시 제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1870년대부터 2차 세계 대
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일본의 대학 입학 선발 방법은 무엇보다도 입학시험으로
써의 학력시험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고등교육 기관이 학력시험을 통
해 입학생을 선발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권위가 낮은 교육 기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무시험으로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자전
문학교의 경우에는 고등여자학교장의 추천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학 입학생 선발에 다양한

은 이 학교의 졸업생 전체가 자동적으로 도쿄대학(당시 제국대학)으로 진학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3개의 고등학교가 더 설립되었으나 고등학교 입학 정원에 비해 고
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현재의 대학 재수생과 같은
고등학교 재수생이 등장,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4) 당시에는 제국대학으로 불렸다.
5) 그러나 도쿄대학과 같은 국립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중등학교 졸업을 한
진학희망자에게는 무시험으로 입학을 허가했다.
6)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수험경쟁이 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등학교 수를 늘려야 한다
는 요구가 생겨나면서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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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도입되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재학중의 성적(조사서), 진학적성검사, 입
학시험을 전형으로 활용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이
라고 생각하는 대학 입시의 전형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그때까지 수험생의 학력
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본에서는 일대 개혁이 아닐 수 없었다. 각 대학
은 이 3가지 방법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조사서로는 과거의
학력을, 진학적성검사로는 미래의 학력을, 그리고 입학시험으로는 현재의 학력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
고 공평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전후의 일본에서 조사서, 입학시험과 함께 대학 입학자 선발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진학적성검사는 1947년에서 1954년까지 실시된 후 폐지되었다. 그것
은 대학 측이 진학적성검사보다는 조사서, 학력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시험을
중시하였고, 진학적성검사는 단지 입학시험의 수험자수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 사용되는 등, 입학생 선발에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측에서도 수험
생들에게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학시험과 함께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교육의 일반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대
학 진학을 위한 수험 경쟁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 입학시험 제도의 개혁
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져 갔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방향에서 대학 입학시험 개혁
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표준화된 시험(공통시험)개발과 입학생 선발시 수험생의 조사서를 중
시하는 것이었다. 우선 공통시험의 개발을 위해 1963년 능력개발연구소가 설립되
었고, 진학적성시험7)과 과목별 학력시험이라는 2가지 종류의 학력시험이 개발, 실
시되었다. 이 시험에 대한 실시 여부와 그 결과의 이용은 각 대학과 수험생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이 시험 역시 각 대학의 소극적 이용으로 인해 1968년 폐지되었
다.

7) 기존의 진학적성 시험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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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대학 입시 제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또다시 대학 입학시험 제도의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것은 입학시험을 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에서는 고
등학교에서의 학습도달 수준을 측정하는 공통시험을, 제2단계에서는 각 대학과 학
부에 목적이나 특성에 맞은 적성과 학력을 측정하는 대학별 학력시험을 실시하여
두 시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입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었
다. 이러한 내용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문부성은 1977년 대학입시센터를 창설하
였다.
대학입시센터는 국공립대학의 입학생 선발을 위해 제1단계에서 실시되는 공통
시험에 대해 고등학교 단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학업 달성 정도를 판정할 수 있
는 문제를 개발하고, 채점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8).
이렇게 해서 1979년에 새로운 시험제도인 공통 제1차 학력시험

9)이

실시되었

다. 이 시험제도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을 지망하는 모든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준거한 5교과 7과목의 공통시험을 보도록 요구받았다. 각 대학은 대학입시센터
에서 통지하는 공통시험의 성적과 대학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시험의 성적을 합해
수험생의 학력을 평가하고 입학생을 결정하였다. 이때 1차와 2차의 시험 결과를
어떤 비율로 종합할 것인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다. 제2차 학력시험의 과목
수와 내용은 대학이나 학부별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과목수는 가능한 한 제한하
였고, 시험문제의 내용도 1차 시험과는 다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통 제1차 학력
시험의 결과, 모든 국공립 대학이 성적에 의해 서열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국립대학의 전기, 후기로 나누어졌던 시험일이 폐지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이 커지
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는 국립대학의 수험 기
회를 다시 복수화 할 수 있도록 전 대학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제2차 시험
을 볼 수 있게 하였고, 1989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 정원을 전기와 후기로 나

8) 현재 대학입시센터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문제 개발, 채점 외에 대학 입학생 선발 방법
의 개선에 관해 조사 연구,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대학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9) 대학별로 보는 개별 학력시험은 2차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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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되었던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은 그 후 여러 가지 수
정, 변경을 통해 1990년부터는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명명,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
는데, 이 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던 1979년에는 국공립대학만이 이를 활용하였다.
그것은 공통 제1차 학력 시험 을 도입할 경우 각 사립대학 나름대로의 자치권, 학
문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통제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성도 이유였지만 무엇보다
도 막대한 대학별 학력시험 수험료 수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전형 방법 중의 하나로 도입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
입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험생의 조사서를 중시하는 점에서의 개혁은 추천
입학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현재 사립대학 입학생의 25%가 추천입학을 통해서 선
발되고 있다.

3 .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
일본의 대학 입시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학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 고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공통시험인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우리 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로 실시하는 대학
별 고사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 대학입시센터시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된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을 대
신해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시험으로,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
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각 대학에서의 다
양하고 개성적인 선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험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방법 등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현재 이를 이용하고 있
는 대학은 전체 663개 대학 중 국공립대학 전체(168개)와 사립대학 일부(200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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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1개)인데, 해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을 활용하는 사립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역할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 어려운 문항이나 이상한 문항 등을 배제한 양질의 문제 확보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이 있기 이전의 대학 입학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범
위와 정도를 벗어난 문항의 출제가 많았다. 그로 인해 수험생 당사자는 물론 고등
학교 교육 관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입학시험으로써 외면당했다. 그
러나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이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문항이나 이
상한 문항 등이 배제되었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내의 양질의 문제가 확보되면서
수험생, 고등학교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나 ) 대학별 시험과 적절한 조화를 통한 대학 입시의 다양화 , 특성화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정착되면서 각 대학의 선발 방식의 다양화, 개성화가 촉진
되고 있다. 전에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력시험을 통해 학생을 주로 선발했는데 이
제는 그러한 역할을 대학입시센터시험이 대신해 줌으로써 각 대학은 학력 이외의
자질을 측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소논문, 면접 등을
통해 학력 이외의 자질을 측정하고, 추천입학이나 귀국 자녀 또는 사회인을 대상
으로 하는 특별 선발 등의 방식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입시 다양화, 개
성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 ) 사립대학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을 통한 입시 개혁
대학입시센터시험은 공통 제1차 학력시험과는 달리 사립 대학도 이용할 수가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이용하는 사립대학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대학입시센
터시험의 도입은 이들 대학의 입학시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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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대학의 시험교과·과목의 자유 선택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 방지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은 국공립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5교과 7
과목을 부과하여 시험을 보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통 시험 교과·과목성
적에 의한 국공립대의 서열화가 조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학
입시센터시험에서는 입시에 이용하는 교과와 과목의 지정을 각 대학의 자유에 맡
기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운영과 역할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이를 이용하는 국립·공립·사립대학이 대학입시센터와 협
력해서 동일한 날, 동일한 시험문제를 가지고 공동의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
정을 나타내면 [그림 Ⅱ- 1]과 같다(大學入試センタ- , 2001).
협의, 의견의 집약, 조정

대학입시센터
시험 협의회

10)

대학
고등학교

대학입시센터

교육위원회

대학입시센터
각종위원회
위원 파견

시험 이용 대학

대학입시센터시험

위원회 위원 파견, 의견, 평가

[그림 Ⅱ- 1]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운영
다음은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운영, 이용하는 대학입시센터와 각 대학의 역할이
다.

10) 대학입시센터시험 개선에 관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의 의견을 집약, 조정 등을 하는
협의조직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관계자, 대학입시센터의 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대학입시센터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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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학입시센터의 역할
○ 시험 문제의 출제와 인쇄, 수송
○ 수험안내
○ 지원 접수, 시험장 지정, 수험표 교부
○ 답안의 채점, 집계
○ 시험 성적 등을 각 대학에 제공

나 ) 이용 대학의 역할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이용 교과와 과목 및 각 대학별 학력 검사 예고
○ 시험장 선정, 시험감독자 선출
○ 지원자에게 수험 안내서 배부
○ 시험 실시
○ 답안 정리, 대학입시센터에 반송

3 ) 대학입시센터시험 문제 출제 방법
대학입시센터시험 문제의 설계, 작성, 검토는 실제 시험이 이루어지는 해의 2년
전부터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국·공립·사립 대학의 관련 교원들로 구성된 위원
회와 고등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이 대학입시센터에 여러 차례 모
여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계획, 문제 작성, 이에 대한 검토와 수정 등을 한다. 이
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교과과목검토위원회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시험
교과·과목검토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국·공립·사립 대학의 관련 교원들로 구
성된 교과·과목검토위원회는 각 교과 담당자나 책임자와 함께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과 변화 등을 검토한 후 시험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항 등을 결
정한다.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으로 선택되는 과목들은 대체로 교육과정상의 필수
교과·과목이며 과목 선택 후에는 다시 선택된 과목들이 객관식 시험에 적합한지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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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학입시센터시험 문제 출제 및 검토를 위한 위원회
대학입시센터시험 문제의 출제와 이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위한 위원회는 교
과과목제1위원회, 교과과목제2위원회, 교과과목제3위원회, 점검위원회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교과과목
제1위원회
대학입시센터

교과과목

교과과목

제2위원회

제3위원회

점검위원회

[그림 Ⅱ- 2] 대학입시센터시험 문제 작성, 검토, 수정을 위한 위원회
(1) 문제 출제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성된 교과과목제1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교과과목제1위원회는 20개 이상의 교과과목위원회로 나누
어지며, 각 교과위원회는 평균 2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 출제위원은 각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동의를 받아서 대학입시센터의 소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 사
실은 비밀에 붙여진다11). 출제위원이 되면 승진, 보수 등의 특전이 있으며, 임기
는 2년이다12).
○ 제1위원회 소속의 각 교과과목위원회는 1개 또는 관련 2개 과목의 본시험
및 추가시험 문제를 개발한다. 모든 문제의 출제는 대학입시센터에서 이루
어지는데 1년에 약 40일씩, 2년 동안 80일을 대학입시센터에 와서 출제한
다. 평균 월 3- 4회 정도 모여서 출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11) 임명된 출제위원들에게 비밀 엄수를 위한 서약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비밀 엄수
를 위한 규정은 없다.
12) 출제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각 위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한 문제 출제를 가
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02학년도 대학입시센터 시험(1월)의 경우
문제의 출제는 2000년, 2001년 4월에 각각 임명된 출제 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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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각 교과위원회별로 정해서 이루어진다.
○ 문제의 개발은 문제 출제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교과과목위원회 위원
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각 교과별 출
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다.
○ 문제는 1년에 3세트를 개발하는데 각 문제 세트의 내용과 수준은 거의 비
슷하다. 각 세트는 본시험용과 추가시험용, 본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
을 때를 대비한 비상용 문제로 나누어진다.
(2) 교과·과목에 의한 문제의 초안이 제출되면 국·공·사립대학의 교수, 조교
수, 강사로 구성된 교과과목제2위원회와 교과과목제3위원회가 검토를 주관한다.
문제 검토위원은 전년도 출제위원으로 임기를 마친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역시 비밀에 붙여진다.
○ 교과과목제2위원회는 교과별로 여러 개의 위원회로 나누어지며 각 위원회
는 1개나 2개 관련과목의 문제를 검토한다. 문제의 검토는 대학입시센터
내에서 출제 2차 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이루어지는데, 문항의 구성, 내용,
해답 등을 검토하며 오류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 등을 제시한
다.
○ 교과과목제3위원회는 관련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과를 통합해서 검
토를 한다. 문제 표현의 통일성, 한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가 다른 과목 문
제의 힌트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 작성된 시험 문제에 대한 사회
적 파장 등을 검토하며 난이도 등도 조정한다.
○ 고등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는 작성된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작성된 문제에 대한 평균점수 등을 예상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한다.
(3) 문제의 수정은 문제를 출제한 교과과목제1위원회에서 하는데 4회 정도에 걸
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문제의 검토와 수정은 2년에 걸쳐 10회
정도 이루어진다.
○ 문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선정은 비밀이며 위원 상호간에도 비밀에 붙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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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학입시센터시험 전형 방법과 점수 이용 방법
가 ) 대학입시센터시험 전형 방법
수험생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을 미리 알
아본 다음 진학 희망 대학과 대학입시센터에 시험원서를 제출한다. 대학입시센터
는 시험 성적을 각 대학에 통지하며13) 대학에 따라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대학별
시험이 실시된다. 대학입시센터시험 성적과 대학별 시험 성적을 종합, 최종 입학
생이 결정된다.

수험생
지원
시험

대학입시센터

합격통지
성적제공

지원
각 대학

시험

각 대학별 시험

대학입시센터시험

[그림 Ⅱ- 3] 대학입시센터시험 전형 방법

나 )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 방법
각 대학에서 대학입시센터시험 성적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기초적인 학력을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출제 교
과와 과목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일반 선발시 정원의 일부를 대학입시센터시험의 특정 교과와 과목의 성적
으로 선발하는 방법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이용 교과와 과목의 폭을 넓게 해서 수험생 스스로 선
택하는 방법
13) 2001년도까지는 수험생 본인에게는 대학입시센터 시험의 성적 통지를 해주지 않았
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지원서를 제출할 때 성적 통지 희망을 표시한 수험생에 한
해 5월 1일부터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 성적 통지가 입시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이
유는 입시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에게 성적을 통지한다는 것은 대학입시센터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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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독자적 입학시험에서 성적 평가의 참고 자료로 이용하는 방법
○ 조사서와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1차 선발을 한 후 그 합격자에 한해 다시
면접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
○ 대학의 각 학부 전공과 관련 있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의 특정 교과 성적과
대학별 시험성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 입학 정원의 일부에 대해 대학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 시험의 고득점 부분
을 합격여부 판정에 이용하는 방법
○ 추천입학일 경우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일부 교과의 성적만을 이용하고 대학
별 시험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등

5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실시 일정 및 출제 교과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지원기간은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이며, 시험의 실시는 원
칙적으로 1월의 3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 이루어진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본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뉘어져 연 2회 실시된다. 추가시험은 특별한 이유로 인
해 본시험을 볼 수 없었던 학생에 한해서 치루어진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교과와
과목수는 6교과 32과목(2002학년도부터 한국어 추가)인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
정의 이수 교과와 과목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입시센터시험에 응
시하는 수험생은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도 선택해서 시험을 칠
수 있다. 교과는 국어, 수학, 지리역사, 외국어, 이과, 공민으로 나누어지며 국어와
수학의 경우는 각각 과목수와 이수 단위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과목으로 구성된
다(예를 들면 국어Ⅰ은 4단위, 국어Ⅰ·국어Ⅱ는 8단위이다). 이 중에서 각 대학·
학부는 임의로 과목을 선택, 이용할 수 있고 과목별 배점비율까지도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4). 최근 국공립
대학이 이용하고 있는 교과목수는 보통 5교과 6과목이 일반적이다. 2일간 실시되
는 시험의 첫날은 외국어, 지리 역사, 수학을 보고, 둘째 날은 국어, 이과, 공민 시
험을 보게 된다. 시험의 형식은 객관식으로 다지선택형이며 해답은 마크시트15)방
14)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의 경우 공통으로 5교과 7과목의 시험을 실시했고 결국 시험 성
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이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는 등 대학의 서열화가
조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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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한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단순한 암기위주의 지식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력
과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험생의 평균점 범위가 60점이 되도록 출
제 방침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평균점은 55 - 65점의 범위가 많다. 대학입
시센터시험의 학생 개인별 점수는 입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험생에게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스스로가 자기채점에 의해 지원대학을 결정하여 신청한다. 대
학입시센터는 수험생이 응시한 대학에 수험생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점수를 통지한
다.

가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실시 일정
대학입시센터시험 실시 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예로 2002년도 대학입시센
터시험 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1년 9월 3일부터 2002년도에 대한 수험안내를 시작, 수험원서를 배부한
다.
②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수험료 납부와 지원서 제출이 이루어진다.
③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에게 원서
접수에 대한 확인 엽서를 송부한다.
④ 12월 상순에서 중순에 대학입시센터시험 응시생에게 수험표를 송부한다.
⑤ 2002년 1월 19일(토)과 20일(일)에 대학입시센터 본시험을 실시한다.
⑥ 대학입시센터 본시험이 끝난 1월 20일과 21일에 정답이 발표된다.
⑦ 1월 23일에는 대학입시센터시험 응시생들의 평균점이 발표된다.
⑧ 1월 25일에는 대학입시센터시험 득점 조정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16).
15) 우리나라의 OMR카드와 비슷하다.
16) 대학입시센터의 본시험이 끝난 후에 동일 교과내의 과목간에 시험문제 난이도 차로
인해 평균점이 20점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득점조정을 한다. 그러나 모든 교과와
과목에 대해서 득점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역사의 세계사B, 일본사B, 지리B,
공민의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이과의 물리ⅠB, 화학ⅠB, 생물ⅠB, 지학ⅠB 에 한
해서 과목간 득점조정이 이루어진다. 방법은 동일교과내의 과목간에 평균점이 가장
높은 과목과 평균점이 가장 낮은 과목과의 평균점 차가 15점이 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인데, 평균점이 중간인 과목에 대해서도 득점조정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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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월 26일(토)에서 27일(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시험을 볼 수 없었
던 수험생에 한해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⑩ 2월 7일 대학입시센터시험 점수가 발표된다.
⑪ 5월 1일 이후부터 지원서 제출시 성적 통지를 희망했던 수험생들에게 성적
을 통지한다.

나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교과와 과목 , 교과별 지원자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이용 교과와 과목수는 각 대학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이용하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이용 교과는 < 표 Ⅱ- 2>
와 같이 5교과가 가장 일반적이다(大學入試センタ- , 2001).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교과와 과목, 시험시간, 배점 등은 < 표 Ⅱ- 1> 과 같다
(大學入試センタ- , 2001).
<표 Ⅱ- 1> 2002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 출제교과 및 과목, 시험시간, 배점
시험
실시일

교과, 과목

시간, 배점

외국어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2002년
1월
19일
(토)

- 중국어
- 한국어
지리역사
- 세계사A
- 세계사B

출제 방법
영어는 영어Ⅰ에 덧붙여

10 : 00
- 11 : 20
(200점)

oral communication A ,
oral communication B,
oral communication C로 공통되

과목 선택
방법 등
5과목 중
1과목
선택

는 사항을 출제범위로 한다.

- 일본사A

12 : 50
- 13 : 50

- 일본사B

(100점)

6과목 중
1과목
선택

- 지리A
- 지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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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계속
시험
실시일

교과, 과목

시간, 배점

①
14 : 40
- 수학Ⅰ
- 15 : 40
- 수학Ⅰ·
(100점)
수학A

수
2002년
학 ②
1월
- 수학Ⅱ
19일
- 수학Ⅱ·
16 : 30
(토)
수학B
- 17 : 30
- 공업수리
(100점)
- 부기
- 정보관계
기초

출제 방법
- 수학Ⅰ·수학A는 수학Ⅰ과
수학A를 종합 출제한 것
- 수학A에서는 수와 식, 평면기하,
수열, 계산과 컴퓨터 중 수와

과목 선택
방법 등
2과목 중
1과목
선택

식을 포함 2항목을 선택한다.
- 수학Ⅱ·수학B는 수학Ⅱ와
수학B를 종합 출제한 것
5과목 중
- 수학B에서 벡터, 복소수와 복소 1과목
수평면, 확률분포, 산법과 컴퓨 선택
터 중에서 2항목을 선택한다.
- 국어Ⅰ·국어Ⅱ는 국어Ⅰ과

국어
- 국어Ⅰ
- 국어Ⅰ
·국어Ⅱ

10 : 00
- 11 : 00
(200점)

국어Ⅱ를 종합해서 출제한 것
- 국어Ⅰ과 국어Ⅰ·국어Ⅱ는 모
2과목 중
두 근대이후의 문장, 고전(고문,
1과목
한문)이 출제
선택
- 근대이후의 문장: 2문 10점
고전: 고문 1문 50점,
한문 1문 50점

①
- 종합이과
2002년
12 : 50
- 물리ⅠA
1월
- 13 : 50
- 물리ⅠB
20일
(100점)
- 생물ⅠA
(일) 이
- 생물ⅠB
과
②
14 : 40
- 화학ⅠA
- 15 : 40
- 화학ⅠB
(100점)
- 지학ⅠA
- 지학ⅠB
공민
16 : 30
- 현대사회
- 17 : 30
- 윤리
(100점)
- 정치·경제

5과목 중
1과목
선택

4과목 중
1과목
선택
3과목 중
1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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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2000～2001년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 교과
( )은 대학, 학부수에 대한 비율%
국립
대학

공립

2001년도
6
교과
2000년도

2001년도
5
교과
2000년도

2001년도
4
교과
2000년도

2001년도
3
교과
2000년도

2001년도
2
교과
2000년도

2001년도
1
교과
2000년도

학부

대학

사립
학부

대학

학부

3

3

3

3

6

(3.2)

(0.8)

(4.2)

(1.9)

(3.6)

2

3

3

3

5

(2.1)

(0.8)

(4.5)

(2.0)

(3.1)

86

332

41

75

127

407

(90.5)

(85.3)

(56.9)

(76.0)

(74.4)

(47.5)

6
(1.1)
3
(1.1)

86

333

37

72

123

405

(90.5)

(85.4)

(56.1)

(47.4)

(76.4)

(74.7)

57

113

36

93

169

(80.0)

(29.0)

(50.0)

(55.7)

(30.9)

56

110

33

89

163

(58.9)

(28.2)

(50.0)

(55.3)

(30.1)

67
(70.5)
68
(71.6)

140
(36.0)
142
(36.4)

46
(63.9)
44
(66.7)

19

25

18

(20.0)

(6.4)

(25.0)

20

25

18

(21.1)

(6.4)

(27.3)

4
(4.2)
3
(3.2)

4
(1.0)
3
(0.8)

4
(5.6)
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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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5.4)
53
(34.9)
82
(51.9)
79
(52.0)
25
(15.8)
25
(16.4)
4
(2.5)
3
(2.0)

113

222

(67.7)

(40.6)

112

221

(69.6)

(40.8)

37

50

(22.2)

(9.1)

38

50

(23.6)

(9.2)

8
(4.8)
6
(3.7)

8
(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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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학별 시험
1) 대학별 시험의 전형 요소
입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대학입시센터시험 외
에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시험이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수험생의 기본
적인 학력을 측정해주는 것에 반해 대학별 시험은 학부나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각 학부, 학과에 필요한 적성, 능력을 측정한다. 대학별 시
험에는 학과 시험과 같은 종합시험, 소논문, 면접, 실기시험, 듣기테스트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일본의 대학별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합시험: 일반적으로 학과시험을 일컫는다. 대학입시센터시험 문제가 객관
식으로 출제되는데 비해 종합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주로 논술식, 기
술식, 계산, 단답식, 표 그리기, 그래프 작성의 형태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
종합시험을 통해 각 대학이 측정하려고 하는 학생의 자질은 이해력,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문장 표현력, 사고의 유연성 등이 있다. 종합시
험의 과목은 보통 2～3개로, 과목은 계열이나 학부에 따라 다른데 보통 문
과계통은 국어, 외국어 또는 국어, 수학, 외국어를, 자연계열은 수학과 이과
또는 수학, 이과, 외국어 등의 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 소논문: 일반적으로 특정 교과를 연계 짓지 않거나 교과의 이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교과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국어, 사
회의 문과적 교과가 중심이 되는데, 문제수는 1～2문제 정도가 일반적이다.
주로 논술식과 기술식으로 형태의 해답을 요구한다. 소논문을 통해서 각 대
학이 측정하려고 하는 학생의 자질은 이해력,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문장
표현력, 사고의 유연성 등이다.
○ 면접 : 학생과 면담을 통하여 응시생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우리 나라의 면접, 심층 면접과 유사한 제도이다.
○ 실기시험 : 미술, 음악, 체육 등 교과에서 실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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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테스트: 199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교육과정에 의한 영어는 회화를 통
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마다 듣기테스트가 증가하고 있다. 1996
년에 듣기테스트를 실시한 대학은 국공립대만 46대학 64학부였는데 1998년
에는 53대학 100학부로 늘어났다. 특히 자연계열 학부에서도 듣기테스트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의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시험 종류와 그것을 실시하
는 대학, 학부수는 < 표 Ⅱ- 3> 과 같은데, 대학별 시험 중 특히 면접과 소논문을
실시하는 국공립대학 및 학부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Ⅱ- 3> 2000～2001년도의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전형의 종류
( )는 대학, 학부수에 대한 비율%
국립

2001
소논문
2000
2001
종합시험
2000
2001
면접
2000
2001
실기시험
2000
듣기
테스트

2001
2000

공립

계

대학
84
(88.4)
84
(88.4)
34
(35.8)
34
(35.8)
77
(81.1)
77
(81.1)
57
(60.0)
57
(60.0)
47

학부
233
(59.9)
240
(61.5)
60
(15.4)
59
(15.1)
180
(46.3)
177
(45.4)
64
(16.5)
65
(16.7)
112

대학
55
(76.4)
51
(77.3)
18
(25.0)
15
(22.7)
43
(59.7)
40
(60.6)
11
(15.3)
10
(15.2)
9

학부
97
(61.4)
92
(60,5)
27
(17.1)
24
(15.8)
63
(39.9)
58
(38.2)
14
(8.9)
13
(8.6)
15

대학
139
(83.2)
135
(83.9)
52
(31.1)
49
(30.4)
120
(71.9)
117
(72.7)
68
(40.7)
67
(41.6)
56

학부
330
(60.3)
332
(61.3)
87
(15.9)
83
(15.3)
243
(44.4)
235
(43.4)
78
(14.3)
78
(14.4)
127

(49.5)
45
(47.4)

(28.8)
110
(28.2)

(12.5)
9
(13.6)

(9.5)
14
(9.2)

(33.5)
54
(33.5)

(23.2)
12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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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공립대학 입시
일본의 대학 입시는 크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
다. 문부성에서도 입시의 다양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
의 입시가 사립대학의 입시에 비해 단순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으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공정성 의 기대를 들 수 있다. 고등교육
의 대중화와 함께 대학 진학률의 증가는 대학 입시에 대해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
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진학희망자가 집중되
는 국공립대학일수록 강하다. 그에 비해 사립대학은 그런 사회적 기대가 덜한 편
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 국공립대학의 입시 체제
국공립대학의 입시 합격여부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시센터
시험과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각 대학의 개별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2차 시험
에 해당하는 개별 시험은 분리분할 이라고 하는 전기·후기 일정과 일부 공립대
학의 중기일정에 의해 입학정원을 나누어서 실시한다. 결국 수험생은 국공립대학
전체로 보면 최대 3회의 수험기회가 있다.
국공립대학의 2차 시험은 하나의 대학 내에서 학부와 학과의 정원을 전기, 후기
로 나누어 분할 모집을 하는 분리분할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때 전기와 후기의
시험 과목과 배점이 다른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공립대학에서 중기 일정을
실시하고 있어 수험생은 결국 2～3회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공
립대학의 모집인원은 10만명 정도로 그 가운데 전기 일정이 전체의 75%를 차지
하고 있다. 다음 < 표 Ⅱ- 4>는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국공립대학의 일정별
모집 인원비이다(大學入試センタ-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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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4> 국공립대학 일정별 모집 인원비
일 정

2001

2000

1999

전기일정

72.4%

72.1%

71.1%

후기일정

25.6%

25.8%

26.8%

중기일정

2.0%

2.1%

2.1%

나 ) 국공립대학 입시에서의 대학입시센터시험
대학 입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여론과 염려로 인해 기초학력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교과와 과목수를 늘리는 대학이 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5교과를 부과하는 대학과 학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교과,
4교과 순이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교과·과목별 배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한 배점 비율이 2차 대학별시
험에 대한 것보다 높은 대학이 많다. 이것은 대학입시센터시험이 국공립대학의 합
격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 < 표 Ⅱ- 5> 은 국공립대학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 교과 조합이다(大學入
試センタ- , 2001).
<표 Ⅱ- 5> 국공립대학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 교과조합
교과·과목
5교과 6과목

5교과 7과목

교과 조합
국어, 지리·역사·공민 중 1과목, 수학 2과목,
이과1과목, 외국어
국어, 지리·역사·공민 중 1과목, 수학 2과목,
이과 2과목, 외국어
※ 공학부, 의학부 등
국어, 지리·역사·공민 중 1과목, 수학 1과목,

5교과 5과목

3교과

이과 1과목, 외국어
※ 사범계열(교원양성) 학부
문과계- 국어, 지리·역사·공민 중 1과목, 외국어
이과계- 수학, 이과,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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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시험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시험은 일정별 특징이 있다. 우선 전기와 중기 일정에서의
대학별 시험은 교과별 학력시험 위주의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이할만한 것
은 외국어 중 영어과목에서 듣기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은 교육과정에서 회화를 이용한 언어소통 과정을 도입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후
기 일정의 대학별 시험은 교과별 학력시험보다는 종합문제나 논문, 면접 등을 수
험생에게 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험은 대학별로 내용이 다르며 같은 대학이라도 학부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대학입시센터시험 외에도 2차 대학별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 즉, 대학입시센터시험만으로 수험
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대학별 2차 시험의 지원자가 입학 정원보다 너무 많은 경
우 2단계 선발이라고 해서 2차 시험 전에 수험생에게 지원자격의 제한선을 제시
함으로써 지원자수를 제한한다.

라 ) 국공립대학의 입시 예 : 도쿄의과치과 (東京醫科齒科 )대학
의학과와 보건위생학과로 구성된 의학부와 치학부로 나뉘어져 있는 도쿄의과치
과대학의 입시 전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일정의 경우 1단계는 수험생의
조사서와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2단계는 1단계의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개별
학력 검사와 소논문, 면접 등을 통해 입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후기일정의 경우에도 1단계는 수험생의 조사서와 대학입시센터시험을, 2단계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해 대학별 학력검사와 면접을 실시 입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입
시센터시험과 대학별 학력시험의 배점 비율은 전기와 후기, 각 학과에 따라 다르
다. 예를 들어 의학부의 의학과의 경우 전기일정에서는 대학입시센터시험대 대학
별 학력검사 시험의 배점 비율이 1대 2이지만 후기일정에서는 5대 2로 대학입시
센터시험의 배점 비율이 더 높다. 보건위생학과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경우는 전
후기 일정 모두 2대1로 대학입시센터시험 성적이 입시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대학입시센터시험: 2002년에 실시되는 입시에서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요구
되는 교과·과목은 5교과 6과목(전기)으로, 모든 학부가 동일한 교과·과목
의 성적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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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학력시험: 전기의 경우 수학, 이과, 외국어의 3교과에서 총12과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대학별 학력시험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요구하는 과목에
차이가 있는데, 보건위생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수학과 이과와 같은 교과·
과목의 성적은 요구하지 않는다. 후기의 경우에는 전기일정과는 다르게 모
든 학과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의 성적을 요구한다.
○ 소논문: 전기 일정에서만 실시하는 전형으로 대학별 학력시험과 동일한 날
실시한다. 모든 학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위생학과의 간호학 전
공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만 실시한다.
다음 < 표 Ⅱ- 6> 은 도쿄치과의과대학의 입시 개요이다.
<표 Ⅱ- 6> 도쿄치과의과대학 입시
학부
학과
국어

시험
제 1차 시험
국어Ⅰ, 국어Ⅱ
세계사A , 세계사B,

교과·과목
제 2차 시험
수학Ⅰ, 수학Ⅱ, 수학Ⅲ,
수학A (수와 식, 수열),

지리

일본사A , 일본사B,

대

·

지리A , 지리B

학

수학

수학B(벡터, 복소수와
복소수 평면),

역사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 별
학
제 중 1과목 선택

학 공민
입

※ 후기일정에서는

력

여러 가지 곡선)
물리B, 물리Ⅱ

실시하지 않음
수학Ⅰ·수학A ,

시 이과

화학B, 화학Ⅱ

험

생물B, 생물Ⅱ

대

전학부 시
전학과 센
수학
터
시

수학Ⅱ·수학B,
공업, 부기, 정보기초에
서 1과목 선택

험

수학C(행렬과 선형 계산,

외국어

물리B, 생물B, 화학B,
이과

지구과학B에서 1과목
선택

외국어

소논문

중 2과목 선택
영어Ⅰ, 영어Ⅱ,
reading , w riting
간호학 전공학과에서만
실시
※ 후기일정에서는 실시하
지 않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에서 1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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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립대학 입시
사립대학의 입시는 국공립대학의 입시보다는 다양하다. 대학입시센터시험 외에
도 대학별 학력시험, 소논문, 추천입학, 면접,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
으로 활용한 입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가 ) 사립대학입시의 특징
(1) A·B·C 방식: 사립대학의 입시는 대학입시센터시험 외에 2월에 치는 대
학별 시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3교과를 수험생들에게 부과한다. 그
러나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교과수를 줄여 시험을 부과하거나 소논
문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3교과를 보는 시험을 A형이라고 했을 때,
그 외의 시험 방식은 B, C 등의 방식으로 부르게 된다. 이러한 입시 방식
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력정도와 특성에 맞는 입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2) 대학입시센터시험: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입시에 채택하는 사립대학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대학입시센터시험만으로 대학입학 합격여부
를 결정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는 3교과를 부과하는 경우
가 많으며 와세다대학, 중앙대학, 메이지대학 같은 주요 사립 대학의 경우
문과계열에서도 이과쪽 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3) 시험일 자유선택제: 동일 대학의 학부들이 입시일 나누어 실시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에게 적당한 입시일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자
신이 원하는 학부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번의 수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4) 자신이 있는 과목 중점 배점 방식: 수험생이 미리 입시과목 중에서 자신이
있는 과목을 신청해서 그 과목의 배점을 1.5배 또는 2배로 해서 합격여부
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5) 고득점 2과목 중시 방식: 3교과 시험을 실시하여 그 중 고득점의 2과목만
으로 대학 합격여부를 판정하기도 한다.
(6) 3월 입시(후기입시): 사립대학의 입시는 주로 2월에 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입학 정원의 일부를 분할, 3월에 입시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때는 거

- 33 -

Ⅱ.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

의 모든 대학의 입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불합격한 수험생들
이 많이 몰려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7) 지방 시험: 대학이 소재하는 곳 이외의 지방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이
다. 지방 시험을 이용하면 수험생이 직접 대학까지 가야만 하는 수고가 덜
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나 ) 사립대학의 입시 예 : 게이오 (慶應 )대학 입시
게이오 대학은 입학생의 70%를 입학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며, 그 외 추천입학,
귀국자녀 선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 등 매우 다양한 전형 방법을 실시하
고 있다. 게이오대학의 각 학부·학과는 이러한 다양한 전형 방법을 학부·학과
특색에 맞게 선택, 실시하고 있다.
경제학부, 법학부, 상학부가 서로 다른 A방식과 B방식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
하는데 반해 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는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한
다. 또 학부·학과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에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도 있다. < 표 Ⅱ- 7> , < 표 Ⅱ- 8> , < 표 Ⅱ- 9> 는 게이오 대학의 2002학년도 각
학부, 학과별 시험교과와 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Ⅱ- 7> 2002학년도 게이오대학 문학부의 시험교과와 과목
시험 교과·과목

학부·학과

제1차 시험
외국어

문학부

지리역사
소논문

제2차 시험

영어(영어Ⅱ·reading·w riting ),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중 1과목 선택
세계사B, 일본사B 중 1과목 선택
자료를 주어 이해, 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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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8> 2002학년도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법학부의 시험교과와 과목
시험 교과·과목

학부·학과

제1차 시험
외국어

제2차 시험

영어Ⅰ·영어Ⅱ·reading·writing
수학Ⅰ·수학Ⅱ·수학A·수학B

A
방

수학

수학A에서는 [수와 식], [수열],
수학B에서는 [벡터],[복소수와 복소수평면]을
출제

식
소논문
경제학부

지식, 이해력, 분석력, 구상력, 표현력을

외국어
지리
B
방
식

·
역사
소논문

측정하며 특정교과와 관련되지 않음

실시하지

영어Ⅰ·영어Ⅱ·reading·writing

않음

세계사B, 일본사B, 지리B 중 1과목 선택
세계사의 출제범위는 1500년 이후, 일본사의
출제범위는 1600년 이후로 함.
기초적 이해 및 체계적 이해 정도를 측정
지식, 이해력, 분석력, 구상력, 표현력을
측정하며 특정교과와 관련되지 않음
대학입시센터시험

국어
지리역
A

사·공

방

민

식
법학부

국어Ⅰ·국어Ⅱ
세계사B, 일본사B, 지리B, 현대사회 중
1과목 선택

면접

수학Ⅰ·수학A, 수학Ⅱ·수학B,
수학

공업수리, 부기, 정보관계기초 중 1과목

외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1과목 선택

- 법률학과

선택

- 정치학과
B

외국어

방

지리역

식

사
논술력

영어(영어Ⅱ·r eadin g·w riting ), 독일어, 프랑
스어 중 1과목 선택
세계사B, 일본사B 중 1과목 선택
자료를 주어 이해, 구상, 발상, 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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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9> 2002학년도 게이오대학 의학부, 이공학부의 시험교과와 과목
시험

학부·

교과·과목

제1차 시험

학과
이과

제2차 시험

물리(물리ⅠB·물리Ⅱ), 화학(화학ⅠB·화학Ⅱ),
생물(생물ⅠB·생물Ⅱ) 중 2과목 선택
수학Ⅰ·수학Ⅱ·수학Ⅲ·수학A·수학B·수학C,
수학A에서는 [수와 식], [수열],

의학부

수학

수학B에서는 [벡터], [복소수와 복소수평면],

소논문, 면접

수학C에서는 [행렬과 선형계산], [여러 가지 곡
선]을 출제함
외국어
이과

영어Ⅱ·reading·writing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영어 성적을 합산해서 이용
물리(물리ⅠB·물리Ⅱ), 화학(화학ⅠB·화학Ⅱ)
수학Ⅰ·수학Ⅱ·수학Ⅲ·수학A·수학B·수학C
수학A에서는 [수와 식], [수열],

이공학부

수학

수학B에서는 [벡터], [복소수와 복소수평면],
수학C에서는 [행렬과 선형계산], [여러 가지 곡

실시하지
않음

선]을 출제함(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제외)
외국어

영어Ⅰ·영어Ⅱ·reading·writing

다 . 기타 대학 입시 전형 방법
1) 21C 프로그램 입학 전형 방법
21C 프로그램이란 큐슈대학이 2001년도부터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발견이나 과제 설정, 그리고 그 해결 능력 육성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전
문성이 높은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학부
의 교육 방법과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 환경, 국제라
는 테마를 가지고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어느 한 전공에 치우치지 않고 문과와 이과, 즉 모든 과목에 걸쳐 개별 지도
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지도, 프로그램,
세미나, 과제 제시 등의 과목이 있어 이들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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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1C 프로그램에 맞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은 일반적인 입시 전형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 우선 제1차 선발에서는 지원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부과한다.
제1차 합격자에게는 응시생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의원의 의견을 붙여
발송한다. 제1차 합격자는 3개의 강의와 그에 대한 보고서, 심사의원의 의견을 근
거로 해서 제2차 선발 때 발표할 주제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제2차 선발에서는 연
구회 형식의 발표와 최종 소논문, 개인면접을 한다. 결국 이러한 제1차 선발에서
2차 선발에 이르는 프로그램은 큐슈대학의 21세기 프로그램의 교육취지와 의도를
실제 체험하는 과정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입학전 교육 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표 Ⅱ- 10> 은 2001년도 21C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 선발에 관한 것이다. 21C
프로그램의 합격자는 입학까지 약 4개월 간의 여유를 갖게 된다. 이때 대학이 정
하는 지정도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입학하는 학생은 4년제 과정 8학부(문
학부, 교육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이학부, 약학부, 공학부, 농학부)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학부에 학적을 두게 된다. 그 학적 소재 학부는 학생 본인의 희망을 고려
한 후 학부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표 Ⅱ- 10> 큐슈대학의 21C 프로그램 학생 선발
다음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 고등학교를 2000년 3월 이후에 졸업한 사람 또는 2001년 3월 졸업 예
정인 사람
응시자격

○ 21세기 프로그램의 교육취지를 이해하며 본 학교에 입학해서 폭넓게
공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단, 전공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본 학교의 추천입학(이학부), AO입시
선발방식에 의한 선발(법학부, 치학부, 약학부, 농학부)과의 복수 지원
은 인정하지 않음.
18명

모집인원 (합격자 또는 입학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부족한 경우라도 추가 합격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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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0> 계속
○ 제출서류
·21세기 프로그램 지원표
·조사서: 재학 또는 출신 학교장이 문부성이 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한 것
·지망이유서: 책자의 모집 요강에 있는 용지를 이용, 지원자 본인이 자필
지원 수속
로 쓴 것
·그 외: 입학검정료, 입학검정료원부 및 현금 영수증, 사진, 원서접수
엽서, 지원자 주소표
○ 제출서류는 책자의 모집 요강에 있는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우송
입학생 선발은 1차 선발, 2차 선발 및 건강 진단에 의해 실시
○ 제1차 선발: 강의에 대한 보고서, 제출한 조사서, 지망 이유서를 통해
선발
- 강의에 관한 보고서는 3개의 강의(각 약 50분)를 수강한 후 각각에 대해
작성함(각 약 50분). 강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보다 정확하고 깊
선발방법
게 알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강의 내용을 한 층 더 발전시키고
심화할 수 있는가, 설명을 이해하고 잘 실행할 수 있는가 등을 평가
- 1차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2배 정도로 함.
- 1차 합격자에게는 21C 프로그램 수험표, 보고서 1- 3에 대한 심사의원의
의견 및 발표 제목 신고용 엽서를 송부함.
○ 제2차 선발: 발표(1명당 15분)와 전체 토론(30분), 개인 면접(1명 20분)
및 소논문(100분), 제출 서류의 내용 등을 합한 종합평가에 의해 선
발
- 발표, 소논문: 강의 내용으로부터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켰는가,
타인의 비평을 듣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가,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적절하게 발표할 수 있는가, 타인의 의견을 적절히 비
평하는가, 토론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등을 평가함.
선발방법

- 개인 면접: 지금까지의 학습내용이나 학습 이외의 활동, 학습 태도와
사물에 대한 관심의 넓이·깊이, 그 외 대학에서의 면학이나 연구 활
동에 대한 적성 등을 평가함.
- 1차 합격자는 제1차 선발 보고서 및 송부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
해서 제1차 선발 강의와 관련된 제목을 결정해 제2차 선발 때 발표.
발표할 내용에 대한 제목을 미리 통지하며, 발표시 프로젝터를 사용
할 수 있음.
- 건강진단: 제출된 조사서에 의해 판정함.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
람은 별도로 실시를 하며 신체 장애를 가진 지원자의 경우는 사전에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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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천 입학
추천을 통한 입학으로, 이를 통한 입학생은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에서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추천 입학은 크게 대학에서 지정하는 고등학교의 학교
장의 추천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지정교제(指定校制) 추천과 대학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는 공모제(公募制) 추천으로 나뉜다. 재수
생은 추천 입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 지정교제 추천
대학에서 지정하는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과거 각 학부별 합격자를 많이 배
출하였거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매년 재검토
를 통해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교제 추천을 통한 입학은 고등학교와 대
학간의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정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합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 공모제 추천
대학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는 추천 입학이다. 일
반적으로 대학이 규정한 기준은 고등학교의 졸업 연도, 고등학교의 성적의 평점
평균치가 보통이다. 공모제 추천은 크게 일반 추천, 자기 추천, 특별 추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 추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이 실
시하는 공모제 추천이다.
(2) 자기 추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요 없으며, 일반 시험을 통해서는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기 위한 공모제 추천
방법이다. 대학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수험생을 잘 알고
있는 지도 선생님에 의해서 작성된 평가서, 조사서 등의 제출이 요구된다.
(3) 특별 추천: 스포츠나 문화 활동, 사회 자원봉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
한 가지 재주에 뛰어난 학생, 각 종 자격, 기능을 취득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 추천으로, 대학에 따라 여러 가지 추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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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천 입학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서와 조사서, 지망 이유서 등의
서류심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형 방법과 면접, 소논문, 학력시험과 서류
심사를 병행하는 전형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정교제 추천은 서류심사
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공모제 추천은 서류심사, 면접, 소논문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법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여기에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3 ) 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학력시험에 의하지 않는 입학
독자적인 선발제도로 유명한 사립대학이나 여자대학이 이러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단 부속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무시험으로 대학입학
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부속고등학교를 일명 에스컬레이터교 라고도 부르는데
해마다 진학 희망자의 수가 늘고 있다. 대학 측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학교의
신설, 확충에 힘쓰고 있는데,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부속학교를 가지고 있는 대
학도 있다(天野郁夫, 1997).

4 .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가 주는 시사점

현재 일본에서 대학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는 크게 입학시험에 의한 선발,
추천에 의한 선발, 부속학교로부터의 진학 등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방법 중 어
떤 방법을 택해서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는 각 대학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 다수의
대학은 이 3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비율로 선택,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3가
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입학시험17)에 의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이며, 다른 2가지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입학생 선발 방법은 그 대학이 국립이냐, 사립이냐 또는 상위에 속하는 대학이
냐, 하위에 속하는 대학이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사립보다는 국립
이, 하위의 대학보다는 상위의 대학이 입학생 선발에 있어 입학시험을 통한 선발
17) 대학입시센터시험, 대학별로 실시하는 개별학력 시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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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가장 상위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대학이 추천입학,
부속학교로부터의 진학에 따른 입학생 선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입시
센터시험의 5교과목(영어, 수학, 국어, 사회, 이과), 대학 독자의 2차 시험으로 4교
과목(영어, 수학, 국어, 사회 또는 이과)의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러나 같은 국립대라도 하위에 위치하는 대학들은 추천입학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시험과목도 적다. 또한 상위의 대학에 비해 대학입시센터시
험의 비중이 큰 편이다.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경우는 선발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사
립대학 중 상위에 속하는 게이오대학과 와세다대학의 경우는 부속학교로부터의
입학제도가 있으며 추천에 의한 입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
체적으로 일반 선발 이라고 부르는 입학시험에 의한 선발이 주류는 이루고 있는
데, 상위에 속하는 대학일수록 입학시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
험생들에게 요구하는 시험과목의 수는 상위대학일수록 과목수가 많으며, 하위대학
의 경우는 대체로 1～2과목의 시험을 요구한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이용하는 대
학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 공통시험의 성적만으로 입학을 인정받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져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학 선발 방식은 문부성의 대학입시
다양화 정책에 기초를 둔 것으로, 입학시험의 성적 혹은 학력평가 이외의 소논문,
면접, 스포츠나 예술적 재능, 봉사활동경험 등을 평가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
립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입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다양화 는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의 쪽이, 상위에 속하
는 대학보다는 하위에 속하는 대학 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
의 입학생 선발 방법은 국립대학, 상위에 속하는 대학일수록 단순화되어 있고, 사
립대학, 하위에 속하는 대학일수록 입학시험 이외의 선발 방법을 도입하는 다양성
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天野郁夫. 1997).
이러한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가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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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학생 선발의 대학 자율성 보장
일본의 대학 입시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주도가 아닌 각 대학의 주도로 이루어
져 왔다. 대학입시센터도 국공립대학 관계자에 의해 대학 입시개혁의 일환으로 설
립된 기관이며 이 기관에 의해 실시 관리되는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에 관한 것
도 각 대학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은 대학 독자의 선발 기준과 방법
을 마련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나 . 대학 입시의 다양화
현재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화 로 대표될 수 있다.

1) 전형방법의 다양화
대학입시센터시험, 대학별 학력고사, 면접, 소논문, 추천입학, 이들을 종합한 AO
입시, 21C프로그램 전형 등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 있어 각 대학별, 각 학부·학
과별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 기준을 도입할 수가 있다.

2) 전형일정의 다양화
분리분할 방식 같은 제도를 통해 입시 일정을 보통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진
행하는 데, 이에 따른 입학생 정원도 역시 분할되어 모집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동일 대학, 동일 학부·학과에 복수지원을 할 수가 있어 수험생에게 보다 많은 기
회를 준다.

3) 시험교과·과목의 다양화
대학입시센터시험과목은 6교과 32과목으로 매우 다양한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필수교과·과목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각 대학은 이들 교과·과목 중에서
보통 5교과 6과목을 지정, 수험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진학을 희망하는 대
학을 결정했을 경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과목에 대해서만 수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수험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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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주는 시사점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간의 시험 문제 작성 , 검토 , 수정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시험 시행 2년 전부터 교과선택, 문제 작성, 검토,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숙고를 거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
때 특히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검토에 참여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학습정도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2) 비상용 문제 개발
대학입시센터시험 문제를 개발할 때에 본시험용, 추가시험용 그리고 본시험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용 문제를 개발한다. 사용되지 않은 비상용 문제
는 다음 해 문제 출제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 시험지원서 제출에 대한 확인 엽서 송부
대학입시센터는 시험 지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에게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확인 엽서를 송부한다. 이는 수험생에 대한 배려라
고 할 수 있는데, 수험생은 확인 엽서를 통해 자신이 기입한 지원서의 내용을 다
시 한번 확인,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을 할 수 있다.

4 ) 2일 동안의 시험실시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당해연도 1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하루에 3교과씩 시험을 실시하는데, 이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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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당일 시험과목 변경 가능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시험 지원서 제출시 표시했던 시험과목을 시험 당일 날 동
일 교과에 내에서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시험 지원서 제출시 3교과목 이상 신청
한 수험생은 신청교과목에 대한 추가응시도 가능하다.

6 ) 대학의 시험교과의 자유선택으로 대학의 서열화 방지
대학입시센터는 공통시험 교과목의 성적에 의해 우수한 학생이 어느 대학으로
갔는지 등을 통해서 대학의 서열화가 조장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입시
센터시험의 이용에 관한 것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즉, 6교과 32과목에 대한
교과목의 선택과 성적 배점 등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에 대한 모든 것을 대학에
맡겨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라 . 대학별 시험이 주는 시사점
일본의 대학별 시험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선발제도 개발
일본의 대학들은 대학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선발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선발제도의 예로 종합적인 선
발 방식인 AO입시, 큐슈대학의 21C 프로그램 입시 등을 들 수 있다.

2) 각 학부·학과에서 요구하는 학력 측정을 위한 학력시험 실시
일본은 대학입시센터시험 외에도 대학별 학력시험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학의 각 학부·학과는 수험생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력을 측정
하기 위해 과목을 지정,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 ) 동일 대학에서의 학부·학과에 따른 다양한 전형 방법 도입
일본의 대학은 학부·학과에 따라 다양한 전형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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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전형 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는 분리분할 방식 을 채
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형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에는 대학
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 학력고사를 실시했다면 후기에서는 대학입시센터시험과
소논문, 면접 등을 실시하는 등 전형 방법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 학부·학과 내에서도 전형 방법이 서로 다른 A, B 방식 등을 채택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게이오대학의 경제학부는 외국어, 수학, 소논문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A방식과 외국어, 지리역사, 소논문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
하는 B방식을 채택하여 이에 대한 선택은 수험생에게 맡기고 있다.

4 ) 사회인 입학제도 도입
일본은 현재 매년 학생수가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진학률의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학교육이 특별히 선발된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대중
적인 교육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사회인의 대학교육도 이러한 사항에 포
함된다. 일본의 경우 사회인과 같은 비전통적 수험생을 위해 특별한 선발 기준이
대학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인에 대한 보다 깊은 배려를 하고 있으
며 이는 오랫동안 일본이 추진해온 평생학습의 측면과도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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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 변천 과정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대학이 기본적으로
대학 단독 혹은 부분적인 대학의 연합에 의해서 신입생을 뽑았다. 그러다가 1949
년에 들어와 모든 대학들이 단독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교
별 신입생 모집은 각각의 학교가 스스로 모집계획, 모집조건과 방법 등을 세워서
학교 자체로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었다. 1950년에 들어서
면서 중국정부는 대학의 학생모집을 점점 국가계획의 궤도에 포함시키기 시작하
였고(季明明, 1994), 이 때부터 대학 신입생 모집은 처음으로 중국정부의 총괄 관
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 해 전국에 201개소의 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 화북지방의
17개 대학, 동북지방의 9개 대학, 화동지방의 13개 대학은 연합해서 통일적인 학
생모집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季明明, 1994).
1951년부터는 부분 학교들의 연합을 없애고 대행정구역별로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각 대행정구 사
이에 생원수(生員數)가 평형을 이루지 못해 생원수가 비교적 적은 서북지방과 동
북지방은 학생수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에
전국대학학생모집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개별 학교가 교육부의 비준을 받은 이외에
는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학생모집계획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학생모집기간, 시험
과목 등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을 두었다. 이때부터 중국에 전국적인 대학통
일학생모집제도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 이르러 전국 통일학생모집제도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히게 된다. 즉
통일학생모집제도를 바꾸어서 학교 단독 혹은 연합학생모집제도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해인 1959년에는 전해의 단독 혹은 연합 학생모집의 방법을
바꾸어 전국 통일의 시험 문제, 1회 시험, 조를 나누어서 합격시키는 방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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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런 학생모집제도는 1965년까지 아무 변화가 없이 적용되어 왔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적용되던 대학통일학생모집제도는
철저히 부정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모집도 4년 동안 중단되
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季明明, 1994). 그러다가 1970년에 들어와 북경대학, 청
화대학이 노동자, 농민, 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1972
년부터는 대다수 대학이 노동자, 농민, 군인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신입생
선발규정을 보면 2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는 노동자, 농민, 해방군 사병만이 입
학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당해년도의 고급중학교 졸업생은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학에 지원하는 자의 학력조건은 초급중학교 졸업이상에 상당
한 실제적인 문화수준을 갖추고 있는 정도 로 규정되었으며(中國共産黨中央委員
會, 1966),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폐지되었다. 자원해서 입학신청을 하고, 군중의
추천을 거쳐, 지도자의 비준과 학교의 복심 을 거쳐 입학이 허가되었다(中國共産
黨中央委員會, 1966).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군중의 추천 등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만든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먼저 학생 선발시 자의
적인 평가가 가능했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뒷거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현상
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질도 매우 떨어지
게 되었다. 1972년 5월 북경시 혁명위원회 교육과학문화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경시 11개소의 대학에서 받아들인 노동자, 농민, 군인 학생의 학력수준을 보면
초급중학교 졸업 이상이 20%, 초급중학교 졸업 정도가 60%, 소학교 졸업정도가
20%로 나타났다18). 이런 추천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던 제도는 1976년까지 계속
되었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게 되고,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7년 8월 등소평(鄧小平)은 전국 과학과
교육사업 좌담회에서 학생모집제도를 개혁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
10월12일 국무원은 < 교육부, 1977년 대학학생모집사업에 관한 의견>을 비준하였
다. 이 의견에서는 문화대혁명 중 시행되어온 군중추천에 의한 대학학생모집제도
를 폐지하고, 입학시험제도를 회복하여,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의 대학신입생모집은 통일시험, 地(市)
18) 中華人民共和國敎育大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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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지역의 초심, 학교의 학생선발, 성(자치구, 직할시) 비준의 방법으로 시행되었
다. 그리고 시험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이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현(구)
에서 통일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즉 성 수준의 통일시험이었던 것이다.
1978년도에 들어와 대학 학생모집제도는 더욱 국가전체의 통일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대학 입학시험은 1977년과는 다르게 전국이 통일된 시험문제로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지 성(자치구, 직할시) 수준에서 시험, 평가, 합격
사정 등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의 대학학생모집제도는 다시 전국통
일학생모집제도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통일계획에 의한 학
생모집방법은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에 따라서 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합하
지 못하는 면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5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대학학생모집의 계획과 제도를 개혁
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대학이 모두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서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이 국가의 계획에
따른 학생모집 외에 위탁배양 학생과 자비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 2월 <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강요> 에서는 대학학생모집제도의 개혁에 대
한 임무, 원칙, 목표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체제를 바꾸어 국가의 계획과 사회조절
성 계획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을 실시 하며, 앞으로는 점점 위탁배양과 자비생의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 고 하였다(中共中央, 1993). 이것은 중국의 대학학생모집제
도 개혁을 한 걸음 더 심화시킨 중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 . 중국의 대학 입시 개요
가 . 중국의 학생 모집 계획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다시피 중국의 대학 학생모집은 전국 통일시험에 의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중앙 집중적인 학생모집방
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대학에 거의 자율성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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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물론 중국정부가 현재 교육개혁을 진행하면서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학생선발 방법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주고자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모든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은 상급 교육
행정부문에서 내린 정책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학교가 갖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우선 국가수준에서 치밀한 학생모집
계획을 세워 이를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모집계획을 전공 영
역에 따라 나누어보면 문과류, 외국어류, 이공과류로 나누어지고 있고, 전형단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특차 전형계획, 제1차 전형계획, 제2차 전형계획, 제3차 전형계
획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또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국가임무계획, 사회조절성
계획(위탁배양계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대학은 문과, 이공과, 외국어과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모두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제1차 전형계획이 있는가
하면, 제2차 전형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지 국가임무계획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가임무, 위탁배양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계획은 중국의
학생모집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학생모집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국가임무 학생 모집 계획
국가임무 학생모집계획은 국가 지령성 학생모집계획 이라고 불리워진다. 이것
은 중앙과 지방교육부문이 국가의 요구와 각 대학의 배양능력을 종합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계획은 해당년도에 반드시 완수해야할 학생모집계획으로서 통일학생모
집계획과 정향(定向)학생모집계획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통일학생모집계획은 전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통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
는 계획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성(자치구, 직할시)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한 후
학생이 졸업시 국가가 통일해서 직업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가 통일적
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는 하나, 특별한 전공영역 이외에는 직업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정향학생모집계획은 인재들을 농촌이나 어렵고 고생스러운 분야 혹은 낙
후 지역에 보내어 해당 지역 혹은 해당 분야의 사회 경제 및 기술을 발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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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학생들을 일정한 조건을 달아 모집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정향배양되어
나온 학생들은 졸업시 국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정향배치가 된다.

2) 사회조절성 학생모집 계획
사회조절성 계획은 지도성 계획 이라고 불려 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 각 방면
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이 스스로의 배양능력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부문과 계획부문의 심사 후 국가의 전체학생모집 계획에 포
함시킨다. 이 사회조절성 학생모집 계획에는 위탁배양 학생모집 계획 등이 있다.
위탁배양 학생모집 계획은 대학이 국가임무계획을 완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개
별적으로 각 기업 혹은 사업단위와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을 배양하는 형식이다.
이때 대학은 위탁을 하는 부문으로부터 위탁생의 학비를 받게 되며, 해당부문에
재직중이고 대학통일시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위탁생으로 선정
하게 된다.

나 . 중국대학에서 학생선발의 구체적인 방법
중국에서는 일반 대학과 성인 대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학생 선발방법을 알
아보기로 하겠다.

1) 일반적인 학생 선발방법
가 ) 일반 대학의 지원대상과 조건

일반 대학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반드시 다음의 기본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야만 한다.19)
첫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자
둘째, 고급중학교 졸업 혹은 동등 학력의 소지자

19) 2001年普通高校招生規定,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결혼한 자와 연령이 25세를 초과한
자는 일반대학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이 규정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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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체가 건강한 자
일반 대학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20)
첫째, 국가 승인의 학력을 가진 대학의 재학생
둘째, 고급중등학교의 재학생
셋째, 죄를 저질러 피소 당했거나, 형을 살고 있는 자
대학에서 제적당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넷째, 당해년도 고급중학교 졸업생 중 국가가 규정한 체육단련규정에 달하지 못
한 자와 사회실천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사회실천활동에 불합격한 자
등이다.
나 ) 전국 대학입학 통일시험

중국의 대학입학 통일시험은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성(자
치구, 직할시), 지, 현 학생모집위원회가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통일적으로 조직, 실
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이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는 통일시험제도의 개혁에 들어가 일부 성에서 통일시험에서 문과와
이과방면의 통합능력측정시험을 보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5개성(시)이 이 시험
을 보았고, 2001년도에는 18개 성(자치구, 직할시)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
한 대학입학통일시험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
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혁되기 전의 시험실
시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기로 하겠다.
(1) 통일시험의 분류, 시험과목과 점수
현재 일반 대학의 통일시험은 전공영역에 따라서 크게 문사류(文史類)와 이공농
의류(理工農醫類)로 나뉘어지고 있다. 수험생은 앞의 두가지 유형중 한가지를 선
택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문사류는 문학과 역사, 외국어, 예술방면의 전공 등
이 포함되며, 이공농의류는 이과, 공과, 농과, 임업과, 의과, 체육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범, 재경(財經)과 관리, 정법, 군사 등의 전공영역은 앞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곳에 지원해도 무방하다.
20) 同上,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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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시험의 과목은 문사류의 경우 정치, 어문, 수학, 역사, 외국어 등 다섯
과목이며, 이공농의류는 어문,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등 다섯 과목이다. 외국어
는 영어, 독어, 프랑스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등 6종이 있으며 학생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과목별 점수는 150점이며, 총점은 750점이다.
(2) 통일시험의 시간
중국에서 실시하는 전국 통일시험은 매년 시험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
화된 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규정을 보면 시험은 매년 7월 7일- 7월 9일
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험일정을 보면 7월 7일에 오전에는
어문, 오후에는 화학, 7월 8일 오전은 수학, 오후는 외국어, 7월9일 오전은 물리(역
사), 오후는 정치를 보도록 되어 있다. 시험시간은 어문 150분, 기타 과목은 120분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통일능력 측정시험제도를 적극 도입
하면서 3일간의 시험시간을 4일로 늘려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봄에
시험을 치르는 입학시험제도도 등장하였으나, 아직도 주류는 7월에 보는 통일시험
이 중심이 되고 있다.
(3) 통일시험의 조직과 지도
일반대학의 전국통일시험은 교육부가 지도를 하고 교육부 고시중심이 관리와
실시를 책임지고 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학생모집과 시험관리기구는 해당지구
의 전국대학통일입학시험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다 ) 합격자 사정

합격자 사정은 대학 학생모집과정 중 가장 뒤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각 성(자
치구)의 합격자 사정작업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상순에 시작해서 9월 중순이나
하순에 끝난다.
합격자 사정의 원칙과 규정 그리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합격자 사정의 원칙과 방법
대학 합격자 사정의 원칙은 덕, 지, 체를 전면적으로 심사해서 우수한 자를 합
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王若榮 外, 1997). 이러한 대학 입학사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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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험생의 사상정치, 품덕 심사결과, 신체건강검사 결과, 대학입학통일시험 점
수와 상관과목의 성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상정치, 품덕심사결과와 신체건
강검사 합격여부 그리고 통일시험 성적이 최저합격선에 도달한 수험생 중에서 각
학교가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사상정치, 품덕평가는 중국의 일반 대학 학생선발과정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험생에 대한 덕육방면의 심사는 정치 사상방면의 심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주요하게는 수험생 본인의 품행을 보며, 수험생이 재학하는 학교에서의 정치태도,
사상각오, 도덕 품성 등의 3개 방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정치태
도는 수험생의 4가지 기본원칙과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방침이나 정책에 대한 언
행을 가리킨다. 사상각오는 수험생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정도와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대한 정신을 가리킨다. 도덕 품성은 수험생이 일정한 도덕행위 준칙과 기
준에 따라서 행동할 때 나타나는 행위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써, 예를 들면 조국과
집체주의를 사랑하고, 규칙을 지키며,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학생모집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수험생에 대해
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험생의 직계친족 혹은 주요한 사회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조사증명자료를 첨부해야만 한다(구자억, 1997).
둘째, 신체검사는 수험생이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신체건강여부에 대한 검
사를 받는 것으로서 1985년에 공포된 < 일반 대학 학생모집 신체건강검사 표준>
과 1994년에 공포된 <일반 대학 학생모집 신체건강검사 보충규정> 에 따라 진행
되고 있다. 만약 수험생의 신체건강 정도가 국가가 정한 규정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다.
셋째, 수험생에 대한 지육방면의 심사는 수험생에 대해 학과지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하게는 수험생의 전국 통일시험의 성적을 보는 것을
말한다. 각과 성적과 총 점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격점수선에 이른 경우 대
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수는 대학 입학시 가장 중요한 사정요소로 작
용하게 된다.
그러나 원래 고급중학교 재학기간 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여러 번 3호 학
생 (三好學生)

21)

칭호를 획득한 수험생, 여러 번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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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낸 수험생 등은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우혜정책에 따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 합격,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합격자 사정의 순서
대학은 성급 학생모집위원회의 안배에 따라서 전형순서(예를 들면 제1차 전형,
제2차 전형, 제3차 전형 등)별로 합격자를 사정한다. 즉 전국적인 수준에서 제1차
전형학교에 대해 먼저 합격자 사정을 한 후 제1차 전형학교의 합격자가 결정되고
나면, 제2차 전형학교에 대한 합격자 사정을 하게된다. 또 제2차 전형학교에 대한
합격자가 결정되고 나면 제3차 전형학교에 대한 합격자 사정을 하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학교를 특차전형학교, 제1차 전형학교, 제2차 전형학교, 제3차
전형학교로 나누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학전형의 과정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안실(주: 우리의 문서보관실에 해당)은 일정한 점수 즉 합격점수선 이상
을 받은 수험생의 수를 고려하여 제1지원학교를 나누고 높은 점수로부터 낮은 점
수 순으로 당안을 배열한다.
둘째, 학교의 학생모집 인원, 유관 규정과 요구를 고려해서 당안을 학교에 보내
면 학교는 전공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셋째,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수험생의 당안은 모집학교에서 보관을 하게되고, 조
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험생의 당안은 당안실로 돌려 보내게 된다.
넷째,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수험생은 학교에서 합격통지서를 받게 된다.
(3) 전형 순서별 합격자 사정과 합격자 사정과정에서의 상호관계
합격자 사정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학교의 전형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모택동(毛澤東)이 1953년 6월30일 발표한 문장에서 나온 말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는 학생 을 줄여서

신체가 건강하고,

3好학생 이라고 부르고

있다. 모택동이 이 말을 사용한 이후 각급 각류학교에서는 3好학생을 선발해 오고 있는
데 이 전통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학교에서 3好학생을 뽑을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치사상, 학습, 신체의 3개 방면이다. 이 3好학생의 선발은 중국 학
교의 사상정치 교육사업의 중요한 조성부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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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차 전형학교는 교육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해서 일부 특정한 학교나 전공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런 학교들로는 해방군대학, 무장경찰대학, 공안부 소속
의 대학과 소수의 특차전형의 비준을 받은 대학과 전공 등이 있다. 특차전형을 실
시하는 학교는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학교별로 규제 점수선을 확정하고
있다.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유관 규정에 따라 수험생의 당안을 뽑아내어
열람하고, 당안수를 확정한 후 심사를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1차 전형학교는 주로 전국 중점대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전형학교는
학교가 책임지고 전형을 실시하되, 학생모집 사무실이 감독을 하는 (學校負責, 招
辨監督)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王若榮 외, 1997).
2차 전형학교는 주로 일반 대학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이 2차 전형학교의 수는
전공수에 있어서나, 학생모집수에 있어서 가장 많다. 2차 전형학교는 지원에 근
거해서 비례에 따라서 당안을 던지는 (根據志願, 按比例投 ) 전형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王若榮 외, 1997).
3차 전형학교는 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설치된 전문과 전공이 이에 해
당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전형과정은 각각의 전형과정이 다른 단계의 전형에 영
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단계 한 단계 전형과정이
끝날 때마다 불합격 학생의 당안은 다시 정리가 되고 그런 후에 다음단계의 전형
이 시작되는 것이다. 학생은 매 전형단계마다 몇 개의 지원대학을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합격점수선과 학교자체 조당선(調 線)의 설정문제
중국은 대학 합격 사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가지 과정이 있는데, 정부차원에
서 지역별 합격점수선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 합격 점수선은 시험기구가 제공한
수험생의 성적분포와 당해년도의 학생모집상황에 근거해서 제정한 성적 점수선이
다. 이 점수선은 일단 확정되기만 하면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또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험생의 합격여부의 표준이 되고, 수험생이 대학에 합격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점수선에는 합격규제 점수선과 학교조당 점수선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합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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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선은 앞에 설명한 지역별 합격 점수선과 비슷한 의미이고, 학교조당 점수선은
각 대학이 사상정치, 품덕심사와 신체건강검사에서 합격하고, 통일입학시험에서
지방학생모집기구가 확정한 합격규제점수선 이상에 도달한 수험생 중에서 각 학
교의 학생모집계획수와 지원생수에 근거해서 학교가 자체로 정한 합격점수선이다.
◇ 합격점수선
합격점수선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규제 점수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각 전형단계
에는 각 단계마다 모두 규제 점수선이 있다. 규제 점수선은 각 성(시, 구) 학생모
집위원회가 정치사상 품덕심사와 신체검사에서 합격한 수험생 중에서 각 성(시,
구) 수험생 학과시험성적에 근거해서 전형단계별로 계획된 합격자 총수보다 더
많은 학생이 들어오게 확정한 점수이다. 규제 점수선을 확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
면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일면을 가지고도 있는데 규제 점수선 내에 들어오는 수
험생의 수가 모집 학생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규제 점수선에
들어온 수험생은 대다수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점수선에 들어온 학
생이 100% 다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시, 구)학생모집사무실은 규제 점수
선에 근거해서 사정과정에서 규제 점수선 내에 들어온 수험생들을 지원내용에 따
라서 점수순으로 배열하여 합격명부를 확정한다. 점수선은 전형일정별에 따라 차
이가 있다.
◇ 특차전형학교의 규제점수선
특차전형학교의 경우는 모집 인원수가 비교적 적고, 주요하게는 일부 특수한 요
구가 있는 학교와 전공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는 본과도 있고, 전문과도
있다. 모집계획 학생수와 지원자의 비율이 점수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학
교의 경우 규제 점수선 이상에 도달한 학생의 지원이 모자라 원래 계획된 학생수
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 점수선을 낮추어 제시하기도 한다. 특차전형학교의
경우 모집하는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선을 사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제1차 전형학교의 규제점수선
규정에 따라서 모집계획 학생수와 수험생의 비율을 1 : 1.2로 정하고 있다. 점수
선의 확정은 문과, 이과, 외국어의 세 부류로 나누어 확정하고 있다.
◇ 제2차 전형학교의 규제점수선
일반적으로 모집계획 학생수보다 많게 확정하고 있다. 그 계산방법은 제1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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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학교에 적용되던 규제점수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전형에서 탈락한 수험생수 이내에서 제1차 전형의 규제 점수선보다 낮게 점
수선을 설정해 수험생수가 제2차 전형의 학생모집계획수의 일정한 여유가 생기는
점수선에 도달할 때 이 점수를 제2차 전형에서의 규제 점수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 제3차 전형학교의 규제점수선
제3차 전형학교의 규제점수선의 설정방법은 2차 전형학교의 규제점수선 설정방
법과 동일하다.
이러한 제1차, 2차, 3차 규제 점수선은 모두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조당선
한편 각 학교에는 학교조당선(調 線)이라는 것이 있다. 학교조당선이란 특정학
교가 규제점수선의 기초상에서 학생들의 지원상황, 점수상황, 해당지역 학생모집
계획수에 근거해서 설정하는 점수선을 말한다. 이러한 조당선은 학교의 수준에 차
이가 있듯이 각 학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수험생의 당안
수험생 당안은 우리의 경우로 본다면 종합생활기록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다. 일반대학의 학생모집과정에서 이 당안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당안에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수험생의 교과학습과 기타 여러 방면의 정보를 얻
어 이를 대학입학 사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고급중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의 학생이 대학에 지원했을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 당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당안 속에는 고급중학교 졸업생 등기표22), 전국 통일시험의 성적과 답안, 정치
사상 품덕 심사자료, 수험생이 과거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문제의
내용과 처리의견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개전 여부와 그 증명자료, 수험
생의 직계친족 혹은 사회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
한 자료, 지구급 이상의 지역에서 체육시합 우승자의 경우 그 등기표와 3好학생
혹은 우수학생간부 관련자료 등등 수험생의 개인업적과 관련한 자료 등의 내용
22 ) 이 표속에는 졸업등기표, 학년평어, 시험성적, 체격검사표, 체육합격등기표, 시회실천
활동 등기표, 기타 상벌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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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료가 담겨져 있다(구자억, 1997).
이러한 수험생 당안은 대학이 합격자 사정을 하는 동안 참고로 하는 가장 중요
한 자료로써, 성급의 학생모집 사무실이 규제점수선 이상의 수험생의 학교지원상
황에 근거해서 해당 학교로 당안을 보내면, 학교는 이 당안을 근거로 해서 수험생
의 입학사정을 하게된다.

2) 특별 학생선발 방법
특별학생 선발방법은 중국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생선발 방식 이외에 보완
적인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 학생선발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특별학
생선발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소년반, 직업고급
중학교 교사반, 위탁배양생, 정향배양생, 보송생(保送生), 추천생, 청강생, 특기생,
우선합격생, 예과생 등이 있다.
가 ) 소 년 반 23 )

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소년반 학생모집은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가 단독으로
입학시험을 치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와 전국 통일의 대학입학통일시험을 통하
는 방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학교가 단독으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경우의 시험 방식은 학생모집교가 시험방
식을 선정해서 교육부 유관부문의 비준을 받아 수험생에게 공포한 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시험은 학교자체로 조직해서 실시하되 시험시간은 전국 일반 대학
학생모집통일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 통일시험을 통해 소년반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에서 예심을 거친 후 지원 학생들에게 전국통일시험
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의 시험지는 해당 학교로 이송되
어서 학교 자체에서 채점 후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년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덕, 지, 체가 전면발달하고, 지능수준이 아주
높아야 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또 연령이 15세 이하인 초급중학교나 고
급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소년반을 설치하고 있는
23) 인재의 조기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일부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독립된
반을 개설해서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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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는 중국과학기술대학 등 여러 학교가 있다.
나 ) 직업고급중학교 교사반

일반 대학이 개설하는 이러한 직업고급중학교와 중등학교의 전공과목 양성 교
사반은 중등직업기술학교를 위해서 전공과목 교사를 배양하고 있다. 소수의 직업
고급중학교와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국통일
시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학생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대학이 개설한 직업중등학교 전공교사반은 직업고급중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한 당해년도 졸업생이 대상이 되며, 추천의 기초 위에서 시험을 치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사반이 직업고급중학교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총 직업고급중학교 졸업생의 1%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시험과목은 일반과목24)과 전공과목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일
반과목은 정치, 어문, 수학의 3개 과목을 시험보며, 전공과목은 모집학교가 전공의
요구에 근거해서 결정하되 전공과목 1과목, 전공기초과목 1과목 등 2과목을 시험
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은 성(자치구, 직할시) 일반대학학생모집위원회가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다. 시험성적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과목에
60점, 전공과목에 40점이 배당되고 있다. 합격자 사정 및 발표는 일반대학학생모
집위원회가 조직해서 시행하고 있다.
(2) 일반 대학이 개설한 중등전문학교 전공과 교사반은 당해년도의 중등학교 졸
업생이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등전문학교 보송(保送)방법을 통해서 학생을 특
정대학에 보내게 되면 해당대학은 복심의 방법을 활용해서 학생의 능력을 측정한
후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 ) 위탁배양생

성, 자치구, 직할시 당정기구, 중국 공산당 중앙당, 국무원과 전민소유제의 기업
이나 사업단위가 대학에 위탁배양하는 학생을 위탁배양생이라고 한다. 이러한 위
탁배양생의 합격점수선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민소유제 기업이나 사
업단위, 생활조건이 비교적 어려운 지역의 단위, 도시나 농촌의 집체소유제 기업
24) 중국에서는 문화과(文化課)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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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업단위, 개체호(個體戶)25), 산촌이나 국경지역, 소수민족취락지역의 위탁배
양생에 대해서는 합격규제점수선에서 20점이 못미치는 경우에도 우선 합격을 시
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배양생은 졸업시 협약에 따라서 위탁단위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배양생은 자비생, 통일적인 학생모집과 함께 중국 대학학생모집의 3가지 유형
으로 자리잡고 있다.
라 ) 정 향 배 양 생 (定 向 培 養 生 )

정향배양이란 기업이나 사업단위가 인재에 대한 수요에 근거해서 특정방향으로
학생의 배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향배양에 의해 양성된 학생들은 졸
업과 동시에 이미 학교 때부터 정해진 업무에 배치되게 된다.
현재 중국의 정향배양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용인단위(用人單位)와 교육부문
혹은 학교가 연합해서 기술학교 혹은 직업고등학교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
떤 경우에는 기업이나 사업단위가 스스로 기술공업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가수준에서 행해지는 정향배양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수준에서 반
드시 양성해야만 할 분야의 인재가 있을 경우 국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향배
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부 대학과 어떤 지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지
구를 위해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원을 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학생
들은 졸업 후에 반드시 해당지구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한다.
정향배양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지정단위에서 6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만약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마 ) 보 송 생 (保 送 生 )

중국 대학학생모집제도 중에서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보송생(保送生)제도 라
고 부르는 특별추천에 의한 대학 입학 제도이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중국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대학 입학을 위한 통일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 통일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송생 대학입학제도이다. 현재 보송생을 받는 학교는 북경대학, 청화대학,
25) 농업, 공업, 상업에 있어서의 개인경영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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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범대학 등 전국에 52개의 학교가 있다. 이들 보송생을 받는 학교들은 대부
분이 학교의 수준이나 교육환경이 뛰어난 학교들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송생
제도는 대학과 고급중학교간의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비
교적 큰 문제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26).
바 ) 추천생

추천생이란 추천과 시험을 서로 결합한 선발방법에 의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방법은 보송(保送)에 의한 무시험입학과 전국통일시험에
의한 대학 입학을 결합시킨 모습이다. 이 방법은 선발된 학생들이 보송생(保送生)
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통일시험의 방법을 통하여 그 실제수준을 측정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대학에서 활용
되고 있는 학생선발 방식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모집 담당자가 각 성이나 시 지역에 가서 학생모
집 광고와 자문활동을 벌인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모집 담당자는 지방의 학생모집부문의 협력 하에 유관 고급중
학교와 연결을 맺고 자신의 대학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한다. 대학이 일반적으로
연결을 맺는 학교는 대부분이 성급중점학교 또는 지(地)나 시급 중점학교이거나,
과거 입학시험 중에서 대학 입학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학교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유관규정에 따라서 우수한 당해년도 졸업생을 대학에 정향추
천한다. 특정 대학에서 나온 모집 담당자는 해당학교 및 추천된 학생의 상황을 면
밀히 파악한 후 학생 본인 혹은 학교에 추천서를 발급하게 된다. 쌍방이 협약을
맺고 확인도장을 찍은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전국통일시험이 끝난 후 만
약 추천생의 시험성적이 해당지역에서 추천생이 지원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최저합격점수선에 도달했을 때에는 유관 대학은 추천생을 합격시켜야만 한다.

26) 고급중학교에서 보송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비율은 졸업생 전체의 5% 이내로 제한
되고 있으며, 보송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2001년도의 경우 전국 대학입학모
집 인원의 3%로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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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청강생

1994년 남경대학, 동남대학, 절강대학 등 3개 대학이 교육부의 비준을 받아서
약 100명 가량의 본과과정 청강생을 모집하였다. 이것은 중국에서 대학의 학생모
집과 관련해 시도한 새로운 방법이다. 청강생의 선발방법은 고급중학교 졸업 혹은
동등 학력을 구비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품행이 방정한 학생 중에서 국가수준에
서 실시하는 전국통일시험과 같은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실시하는 학과
시험,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하여 각 전공에 대한 청강생을 뽑는 제도를 말한다. 청
강생은 일반 본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게되며 졸업에 필
요한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본과졸업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학위수여 조건에
부합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청강생은 재학기간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일반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된다. 그러나, 호구(戶口)를 옮길 수 없으
며, 학교의 무료의료혜택 등 국가가 규정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강생은 학교에 입학한 후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가 요구하는 학비 등의 비용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남대학 청강생의 학비표준은 인민폐로 등록비 700원, 계약금
10,000원, 전공선택 조절비 20,000원, 학비 56,100원27)을 받고 있다. 이외에 매일 5
원의 기숙사비가 있다. 이렇게 보면 4년을 마치고 졸업하는데 최소 10만원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강생은 주로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학생
이 그 주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 특기생

예체능 방면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선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체
육특기생제도와 유사하다. 이런 예체능 방면의 특기생 모집은 그 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 점수 이상의 학업성적을 가져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당해년 고급중학교 졸업생은 고급중학교 재학시 지구급28) 이상의
27) 4년간 재학하는 동안 최저 187학점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학점당 인민
폐 300원을 받고 있다.
28) 지구(地區)란 중국의 행정단위의 하나로써 성(省)보다 한 단계가 낮은 행정구역을 지
칭한 말이다.

- 62 -

2. 중국의 대학 입시 개요

체육시합에서 5등 이내에 들고, 2급 운동선수 칭호를 취득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서 합격 점수선에서 20점을 낮춰서 사정을 한다. 문예나 미
술 등의 전공에 대해서도 전국통일시험의 성적이 각 대학의 해당지구의 조당선
(調 線)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학교의 경
우는 이런 기준을 완화하여 특기생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자 ) 우선합격생

우선합격생은 말 그대로 다른 수험생보다 우선해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러
한 우선합격생은 일반적으로 원래의 대학 입학시험 성적보다 10점을 높여서 선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선합격생에 대한 요구점수는 각 성별로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우선합격생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만 하도록
하고있다(王若榮 外, 1997).
첫째,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지구(地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3호학생(三好學
生), 우수 학생간부
둘째, 성급 이상 과학기술발명창조상 획득자 혹은 과학기술발명시합에서의 우승
자
셋째, 정치 사상 품덕방면에서 돌출한 사적이 있는 자
넷째, 상관 과목 혹은 평소의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
다섯째, 소수민족학생
여섯째, 귀국동포와 그 자녀, 화교자녀, 홍콩이나 대만 학생
일곱째, 퇴역의무병, 공을 세운 퇴역군인, 열사의 자녀, 실천경험이 풍부한 우수
청년, 특수공헌자 등
차 ) 예 과 생 (豫 科 生 )

중국에서는 일반 대학 혹은 그 중의 몇 개 전공에서 매년 소수의 예과생 혹은
예과반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예과생은 대학 입학 점수가 일반적인 합격점수선보
다 50- 80점이 낮거나 어느 경우에는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예과학생은 1학년
때는 학과목의 보충학습과 상관 전공의 기초과목을 학습하는데 이를 예과단계라
고 칭하고 있다. 이 1년의 과정이 끝난 후 예과생들은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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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전공의 본과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도에 북경지구에는 북경사
범대학, 중앙민족대학, 청화대학 등이 약간의 예과생을 뽑았으며 학제는 4+1의 방
식을 시행하였다. 즉 예과 1년과 본과 4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예과생은 일반적으로 빈곤지구의 학생이나 국경지역의 학생이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빈곤지역이나 국경지역을 위한 인재들을 정향배양
시키고 있다.

3 . 최근 중국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 동향
중국은 2001년도의 경우 전체 일반 대학 선발 인원수를 250만 명으로 늘려 잡
았다. 전년도의 180만 명보다 7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선
발 인원수를 늘리는 정책은 이 몇 년간 계속되어져 왔다. 이렇게 선발인원수를 확
대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 선상에서 취해진 정책의 하나가 바로 대학 입학 통일시험제도의 개혁이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시위주교육의 폐해를 겪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
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학교 교육이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종합적인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대학 입학
시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개혁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문사류와 이공농의
류로 나누어 문사류는 정치, 어문, 수학, 역사, 외국어를, 이공농의류는 어문,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를 시험 보던 방법을 바꾸어 3+X 시험제로 바꾸는 것을 말한
다. 3+X 시험제란 필수 3개 과목과 통합과목 1개를 시험 보는 것을 말한다29). 여
기서 X 는 중국에서 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불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통합과목의
시험실시를 위하여 지금까지 3일간이던 시험기간을 4일간으로 늘렸다30).
3+X 시험제도는 2000년 광동성, 산서성, 길림성, 절강성, 강소성 등 5개성에서
29) 물론 X 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떤 성의 경
우는 X 가 통합과목 1과목인 경우도 있고, 어떤 성의 경우는 X 가 통합과목 1과목
과 기타 1과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30) 중국은 매년 7월7일, 8일, 9일의 3일간을 전국대학입학통일시험의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01년부터는 통합능력측정시험제도의 확대 도입에 따라 하루가
늘어난 7월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시험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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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2001년에는 상해, 안휘성, 복건성 등 13개성에
서 '3+X '시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2002년부터는 기타 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
으로 있다31). 이러한 대학입학통일시험의 개혁은 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 . 3 +X 시 험 제 도 개 혁 의 내 용
3+X 중의 3 은 어문, 수학, 외국어를 가리키며,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시험
보아야만 하는 과목을 가리킨다. X 는 변량으로서 대학이 전공분야의 필요에 의
해서 고등학교의 물리, 화학, 생물, 정치, 역사, 지리 등의 6개 과목을 시험 보거
나, 통합과목 중의 1과목 혹은 몇 과목을 시험 보는 것을 말한다. 2001년도에
3+X 시험제도를 실시하는 18개 성(시)중에서 상해시, 광동성, 하남성 등 3개 성
(시)의 경우는 X 가 통합+1 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통합능력측정시험과 한
과목의 선택과목을 시험 보는 것을 말한다. 기타 성(시)의 X 는 문과통합 혹은 이
과통합능력시험을 보는 것을 말한다.

3+X 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대학의 학생

선발을 돕고, 중등학교에서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 그리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의 의미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능력측정시험은 능력측정을 중심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수험
생이 이수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초지식, 기본기능의 이해정도와 배운 지식을 응용
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재고자 하는 시험이다. 현재 일반계 고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중국 교육부 시험센터가 확정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과
목내의 통합과 간 학문적인 통합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
다. 간 학문적인 통합문제는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앞으로 점점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 현재 나와있는 전국 통합능력측정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31) 2002년도에도 3+x시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성(시)은 3+2 시험제를 계속해서 시행하
도록 하고있다. 즉 어문, 수학, 외국어는 공통으로 시험보고, 문사류는 정치, 역사를
이공계는 물리, 화학을 추가로 시험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중국이 3+X 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행해왔던 시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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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문과와 이과를 포함하는 대통합 즉 문이통합 이다. 정치, 역사, 지리, 물
리, 화학, 생물의 6개과목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문과통합/ 이과통합 이다. 문과통합/ 이과통합 의 문과통합 은 정치,
역사, 지리, 3개과목을 통합하여 한 과목으로 출제하는 시험이다. 이과통합 은 물
리, 화학, 생물의 3개과목을 통합하여 출제하는 시험이다. 문이통합 시험은 150점
이 만점이며, 시험시간은 120분이다. 문과통합/ 이과통합 시험은 3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150분이다.
한편 3+X 시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교육부 고시중심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2벌의 듣기부분을 포함한
영어시험철(Ⅰ, Ⅱ)을 제공하였다. 시험철Ⅰ 중 듣기부분은 30점을 차지하고, 시험
철Ⅱ 중 듣기부분은 20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부 고시중심은 앞으로 2벌
의 일어와 러시아어 시험철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 권은 듣기부분이고, 다른 한
권은 듣기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실제상황을 참작해
서 그 중 1벌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불어와 스페인어는 2001년부터 듣기시험
을 첨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2001년 일반 대학 입학시험 다시 말하면 각과시험과 통
합능력측정시험을 능력과 소양을 중시하는 시험으로 전환하였다. 그 범위는 고등
학교의 관련과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너무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능
력형과 응용성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이론과 실제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수험생의 문제분석과 응용능력을 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였다.

나 . 통합시험에 대한 반대 의견
이러한 3+X제'의 방식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지닌 문제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위에
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라는 비민주적인 정책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
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3+X 의 X 를 해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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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3+X 가 학생들의 학습부
담을 덜어주기는커녕 통합과목 속에 6개의 과목을 포함시킴으로서 그 부담이 대
단히 커졌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면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
에서 통합과목을 증설하는 것도 교사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통합과목
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준비를 시켜야만 하는 교사들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3+X 제도의 개혁을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도 교육당국의 권고에 따라
복습반을 개설하였고, 통합문제를 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한편 일각에
서는 통합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종합능력을 측정해내는 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통합시험의 출제 자체가 쉽지 않고, 2시
간의 짧은 시험시간 동안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광동성 광주시 인민대표자대회에
서는 2000년 10월 3+X 제의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다 . 통합능력측정시험이 학교 현장에 준 영향
물론 앞에서와 같이 3+X 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반대의견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2001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결국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3+X 제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3+X '제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부분은 X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X '부분이 바로 통합능력측정시험 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2001년도 입시에서는
대부분의 성(시)에서 통합능력시험의 성적을 입학시험성적 총점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이하의 수험생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한정짓는다고 하지만, 이
것도 입학시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크고, 수험생 자신
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도 통합시험의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
는 한 과목 내에서의 통합문제의 출제이다. 예를 들면 물리중의 역학, 전기학, 열

- 67 -

Ⅲ.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

역학 등의 내용의 통합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과목이 통합된 문제로서 한 문제
속에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통합시험제도의 도입
은 교육계는 물론 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계 인사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거의 시험제도로는 창의적이고, 종합
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험은 지금과 같이 입학시험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입학시험에서
중요한 선발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통합능력시험의 실시는 고3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특히 통합능력시험의 실시는 학교교육의 모습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첫째, 통합시험의 실시는 과거에 비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
고 있다. 이전에는 입학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제는 통합시험의 실시로 인하여 과거에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던 과목까지 중시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식습득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통합시험은 학생들의 학습관념과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과거
와는 달리 서로 다른 과목의 내용을 통합해서 계통화된 학습을 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하천의 치수 라는 단원을 이야기할 때 지금은 화학지
식, 지리지식, 생물지식 등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
다. 이와 함께 자연계나 생활 중의 어떤 현상을 볼 때 이제는 어떤 과목의 지식을
응용해서 해석할 것인지를 학급의 급우들끼리 토론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교사의 수업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통합시험이 자신들의 학습부담을 증가시켰
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숙제의 양이 적었는데, 이제는 과거보다 숙
제를 내어주는 양이 많아졌다던가, 학기 중 시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학기 중에도
시험을 보게되었다는 것이 그 한 예가 되고 있다. 또 교사입장에서는 주입식 교육
방법이 학생들의 종합능력, 통합능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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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신이 수업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모두 통합시험의 등장 이후 나
타난 학교현장의 변화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3+X 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학교교육의
개혁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새로운 제
도가 원래 의도한 학생들의 종합적 이해력과 분석력을 길러내지는 못하고, 학생들
의 학습부담만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정부가 이 제
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4 . 중국의 통일시험 문항
중국의 통일시험은 우리와 같이 지필시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방법
이나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시험문항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상당히 선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만한 점
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통일시험문제는 두 종류로 되어 있다. 제1권은 선택형으로서
A형과 B형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고, 제2권은 비선택형 즉 주관식으로 되어
있다.
시험문제유형을 분석해 보면 제1권의 선택형은 사지선다형으로서 고차적인 지
식을 묻기 보다는 해당 교과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제한된 형태의 문항이 많이
있다.
제2권의 비선택형은 문제유형이 다양하다. 어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문제유형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단답형,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단문짓기,
작문(800자 이내) 등이 그것이다. 영어의 경우 그림을 보고 100글자 내외로 작문
하기 등이 있다. 이런 작문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점수비중이 크
다.
중국의 대학입학통일시험문제에서 우리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아마 비선
택형 즉 주관식 시험을 본다는 사실일 것이다. 수 백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 어떻
게 주관식 시험을 보고 그것을 아무 문제없이 채점하는지 놀라울 뿐이다. 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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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관식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활용과 명확한 채점기준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음에는 일반과목과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 문과 이과
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나누어 시험문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가 . 일반과목
시험문제 자체가 선택형과 비선택형의 두 가지 시험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비하여 문제유형이 다양하고,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눈에 많이 띠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어문
어문은 총 150점 만점이다. 이중에서 선택형이 60점, 비선택형이 90점으로 비선
택형의 점수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문제의 구성은 선택형의 경우 문장에서 틀린 귀절 찾아내기,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찾아 집어넣기, 문장 완성하기, 시를 읽고 해석하기, 지문을 읽고 해석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선택형의 경우는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부정확한
문장 찾아내기, 주어진 정경을 보고 단문짓기, 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작문문제는 어떤 우화를 읽고,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학
생들의 표현능력을 알아보는데 매우 적절한 문항유형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
작문문제에는 비선택형에 배정된 90점 중 60점이 배정되어 그 비중이 대단히 높
게 나타났다. 다음에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문문제를 예시로 제시
해 보기로 한다32).
<문제> 작문(60점)
어떤 우화에 있는 이야기이다.
문학가, 과학자, 기업가와 철학자가 모임을 가질 때 그 중의 한 사람이 각자가 한 귀
32) 2001年普通高等學校招生春季考試(北京,內蒙古,安徽)試卷- 語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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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세계를 묘사하고 찬미할 것을 제의하였다. 문학가는 감탄하면서 이 세계는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하였다. 과학자는 정색을 하고 이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것은 탐
구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기업가는 흥분해서 말하기를 이 세계는 상업의 기회가 충만
해 있구나 라고 하였다. 철학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이 흐른 후 종이에다가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한 개의 ? 와 한 개의 ! 를.
위의 우화 혹은 그중 한 사람의 말을 주제로 삼아 한편의 문장을 쓰시오.
(주의)
문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목은 자유로이 결정한다.
800자보다 적으면 안된다.

2) 영어
영어의 경우 150점 만점에 선택형 95점, 비선택형 55점으로 되어있다. 선택형의
경우 빈속에 주어진 단어를 골라 집어넣기, 빈곳을 채우기, 독해능력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독해능력검사의 비중이 가장 커서 선택형 점수 95점
의 대부분인 70점을 차지하고 있다. 비선택형은 주로 빈곳에 주어진 단어 집어넣
기, 단문의 잘못된 곳 고치기, 영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문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비선택형의 경우는 작문의 비중이 가장 커서 55점만점에 30점을 작문에
배정하고 있었다.
아래에 점수비중이 가장 큰 영작문 문제를 예시로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33)
<작문> 30점
만약 당신이 이화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학교가 다음 달에 모의미국영
화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당신은 아래의 요점에 근거해서 당신의 미국친구 피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그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 편지의 주요한 내용
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강연의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영화에 대한 이해
2)강연내용 : 미국영화업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
3)강연시간 : 1시간30분 좌우
33) 2001年普通高等學校招生春季考試(北京,內蒙古,安徽)試卷- 英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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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적당하게 세부 주제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문장의 구조가 완벽해야 한다.
단어수는 100개 좌우로 한정한다.

3) 수학
수학의 경우 선택형과 비선택형을 합쳐 15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중 선택형
에 60점, 비선택형에 90점으로서 비선택형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택형의 문항형태는 주로 괄호 채워 넣기와 해답문제로서 설명과 증명과정
혹은 연산과정을 제시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비중은 설명, 증명과정, 연
산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비선택형 전체점수 90점 중 74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수학시험에서 답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학생들이 알 것
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물리 , 화학 , 생물
물리는 선택형과 비선택형을 합쳐 150점 만점이 배정되어 있다. 그 중 선택형
40점, 비선택형 110점으로서 비선택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비선택형의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설명과 방정식 그리고 중요한
연산과정을 제시하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답을 쓸 때 과정을 제
시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고 있었다. 화학, 생물과목도 물리와 마찬가지 양상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치
우리의 윤리과목에 해당하는 정치과목은 총 150점 만점이며 선택형에 74점, 비
선택형에 76점이 배정되어 양자 사이의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택형
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간단한 답쓰기, 어떤 사안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 내리기,
논술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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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 내리기는 예를 들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조건
하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결정문제

34)와

같이 중국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 학

생들로 하여금 해석하고 가치판단을 내리게 하는 문제이다.
논술문제는 국가란 무엇인가 35)와 같이 철학적이고도 깊이 있는 해석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다.

6) 역사
역사는 150점 만점에 선택형 75점, 비선택형 75점으로 선택형과 비선택형의 점
수비중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택형의 문항을 분석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75점 중 34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문제의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
과 같다.36)
<문제>
아래는 미국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제퍼슨의 문장들이다.
자료 1, 자료2, 자료3, 자료4의 네가지 간단한 단문형태의 읽기 자료제공
(본문에서는 생략하였음)
위에 제시한 문장은 어떤 중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제퍼슨에 대한 간단한 평론을 하라.

다른 하나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점 그리고 식견을 묻는 문제로서 75점 중
41점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진남조, 수당, 명청시기 선관제도(選官制度)
는 어떠한 변화를 발생시켰는가?

34)
35)
36)
37)

37)와

같은 문제가 좋은 예이다.

2001年普通高等學校招生春季考試(北京,內蒙古,安徽)試卷- 政治
2001年普通高等學校招生春季考試(北京,內蒙古,安徽)試卷- 政治
2001年普通高等學校招生春季考試(北京,內蒙古,安徽)試卷- 歷史
2001年普通高等學校招生春季考試(北京,內蒙古,安徽)試卷-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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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
1) 시험목표와 요 구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은 학생의 문과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
준, 문제의 종합과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다. 이 시험에서는 각 과목들의 내용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시
험내용 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험문제를 통하여 학생의 사고,
지식의 전이,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고급중학교 단계의 정치, 역사, 지리는 모두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
다. 각 과목의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조직 등은 모두 독립적이다. 따라서 학생
들은 각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각과를 보는 관점이 형성되었다. 이러
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과종합능력측정시험의 내용은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치, 역사, 지리 등 문과시험과목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통합
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문과종합능력측정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사회과학현상을 기억, 관찰, 기술하고, 사회과학현상의 법칙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과 결론을 이해한다. 통계수치, 도표, 공식, 간단한
그림의 의미와 그 관계를 이해한다.
셋째, 유효한 정보를 취하고, 응용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추리, 귀납,
예측을 한다. 문제의 생성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이상과 같이 문과종합능력측정시험은 문과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과목을 과목
별로 이해시키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문
제를 종합적이고 간학문적으로 이해하는데 시험의 중점을 두고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험범위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과 단과시험의 시험목표는 일정한 수준에서 일치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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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다. 모두 학생이 배운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재고자 하는 것
이다. 다른 단과시험은 주로 어떤 한 과목의 기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재는 것에 머무른다면,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에서는 동시에 정치, 역사, 지리의 3
개 과목의 기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고급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은 분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대학
통일시험의 문제는 모두 학생이 배운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재고자
하는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에서는 동시에 정치, 역사,
지리의 3개 과목의 기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측정하고자 하고있다. 문
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시험범위는 정치, 역사, 지리 각 과목의 시험내용으로 제시
된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3) 시험형식과 시험지의 구조
시험시간 : 150분
점수 : 300점 만점
문제유형의 비율 : 선택식(객관식) 약 50%, 비선택식(주관식) 약 50%
내용비율 : 세 과목의 내용비율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 시간수에 따라
결정
시험문제의 난이도 : 어려운 문제 약 20%, 중간난이도 약 50%,
쉬운 문제 약 30%
시험문제의 배열 : 시험문제는 문제의 형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배열하도
록 하고 있다. 단순한 선택형 문항은 앞쪽에 오도록 하
고, 비선택형 문항은 뒤쪽에 오도록 하고 있다. 한 과목
에서 동일한 형태의 시험문제는 집중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형태에서 다른 문제의 경우는 쉬운 것으로
부터 어려운 순으로 순서를 나누어 배열하도록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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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유형분석결과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은 문제유형이 역사, 지리, 정치의 3과목의 내용을 통합시
켜 제시한 것이다. 즉 문제를 풀 때 서로 다른 세 과목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
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내용이 지리, 역사, 정치 각 과목
지식의 통합을 포함하고 있다. 수험생은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기초 위에
서 신속하게 유효한 정보(예를 들면 시험문제에 제공되어 있는 상황, 자료 등)를
활용하여, 판단, 분석, 평가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제에 대한 답을 완성해
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그 예가 될 수 있다.(절강성, 강소성, 길림성, 산
서성 등 4개성의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중동(中東)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묻고 문제이다.
중동지구는 그 민족, 종교, 토지 등에서 많은 모순과 갈등을 안고 있다. 또 전략
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고,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인하여 강대국들
의 경쟁과 관심지역이기도 하다. 전쟁이 빈발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지점
이기도 하다. 시험문제는 우선 지리과목으로부터 수험생이 표지가 없고 지명만 있
는 한 쪽의 지도로부터 분석을 요구한다. 지도 속에서 제공한 자연지리정보(예를
들면 사막표지, 경도, 위도 등)로부터 지역과 그 지역의 기후특징을 판단하고, 당
지의 수자원이 결핍할 것이라는 추론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런 후에 역사적 지식
을 활용해서 해당지역의 민족, 문화, 종교 등 방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요구한
다. 국제정치의 각도에서 수험생이 미국의 패권주의의 경로를 알아보도록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지리, 역사, 국제정치 등 각 방면의 지식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문제로서, 수험생의 종합적 분석력, 판단력, 귀납, 평가 등 방면의 능력을 측정하
고자 하고 있다. 이런 시험문제 유형은 시험문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어떤 문제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한 과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타
과목의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문제는 역사, 지리의
관련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일부 역사시험문제는 경제와 경제지리 방면의 지
식이 침투되어 있기도 하다.
이 밖에 단과지식내용을 묻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즉 어떤 한 과목의 학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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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묻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 수험생이 과목내의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목내의 통합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관식 즉 비선택형 시험문제의 주제는 대부분이 현재 중국사회에서 이슈가 되
고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중동문제, 중국의 WT O가입문제, 환경문제, 서부개
발문제 등이 그것이다. 결국 중국의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
러 가지 형태의 시험문제 유형은 모두 학생의 문과방면의 통합능력을 측정하는데
두고있다.

다 .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
1) 시험목표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목표는 자연과학의 기본지식에 대한 이해능력, 실험설
계와 수행능력, 자연과학 방면의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자연과학 기본지식
에 대한 응용능력 등을 재는데 있다. 이러한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목표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연과학의 기본지식에 대한 이해능력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다.
자연과학의 기본개념, 원리와 규율을 이해할 수 있다.
자연과학의 현상과 규율을 양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수학지식을 이용
하여 물리문제, 화학계산을 처리하며, 간단한 그림, 표, 통계수치를 이
용하여 생명활동의 특징 등을 기술할 수 있다.
최근의 자연과학발전의 성과와 그것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다.
나) 실험설계와 수행능력을 측정하고자 하고있다.
실험현상과 결과를 해석할 수 있고, 분석과 추리를 통하여 실험의 결과
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요구에 근거해서 간단한 실험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다) 자연과학방면의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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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과학 관련 문장을 읽어 이해할 수 있고, 유관자료에 근거 해
서 상관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라) 자연과학 관련 기본지식의 응용능력을 측정하고자 하고있다.
자연과학의 기본지식을 이용해서 인류생활과 사회발전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연과학지식이 인류생활과 사회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이
해한다.
자연과학의 지식을 응용해서 유관 견해, 실험방안,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2) 시험범위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과 단과시험의 목표는 일정한 수준에서 일치되는 면이 있
다. 모두 학생이 배운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재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점은 단과시험은 주로 어떤 과목의 기본지식의 이해와 응용능력을 재는 것
에 머무른다면,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에서는 동시에 물리, 화학, 생물의 3개 과목
의 기본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고급중학교 단계의 이과 교육과정은 문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분과과
정이고, 통합과정을 설치한 경우는 매우 적다. 따라서 시험문제의 형식이나 모양
은 과목내의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과목간의 통합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작다. 과목간 통합의 주제도 일반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중 2- 3개
과목의 내용을 활용하여 상관지식을 묻는 것에 머물러 있다.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시험범위는 교육부 고시중심이 고시설명 에서 언급한
물리, 화학, 생물 각 과목의 시험내용으로 제시된 것이 기본이 되고 있다.

3) 시험형식과 시험지구조
시험시간 : 150분
점수 : 300점 만점
문제유형의 비율 : 선택식(객관식) 약 50%, 비선택식(주관식)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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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비율 : 세 과목의 내용비율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 시간수에 따라
결정
시험문제의 난이도 : 어려운 문제 약 20%, 중등난이도 약 50%,
쉬운 문제 약 30%
시험문제의 배열 : 시험문제는 문제의 형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배열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선택형 문항은 앞쪽에 오도록
하고, 비선택형 문항은 뒤쪽에 오도록 하고있다. 한 과목
에서 동일한 형태의 시험문제는 집중해서 제시하도록 하
고, 동일한 형태에서 다른 문제의 경우는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순서를 나누어 배열하도록 하고있는데, 이
것은 앞에 제시한 문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문제와 같다.

4) 시험문제의 내용
2000년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산서성편이고,
다른 하나는 강소성, 길림성, 절강성편(이하 간략히 3성편) 이었다. 이 두 종류간
의 시험과목, 점수, 시험시간은 동일했다. 그런데 이렇게 산서성편과 강소성, 길림
성, 절강성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중국교육부가 산서성의
고등교육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였다(교육부 고시중심, 중국고시, 26쪽).
산서성편 시험문제는 1996년에 공포한 전일제 보통 고급중학교 교학대강 에 근
거해서 출제되었고, 3성편은 1990년도의 전일제중학 교학대강 을 근거로 해서 출
제되었다.
산서성편의 시험범위는 3성편의 시험문제와 약간 차이가 있다. 산서성편의 시험
범위는 물리, 화학, 생물 3개 과목의 필수와 선택과목이 모두 포함되었다. 그러나,
3성편에서는 생물과목의 경우 필수만을, 그리고 물리와 화학은 필수와 선택과목이
모두 시험범위가 되었다.
내용면으로 볼 때 이 두 종류의 시험은 모두 학생이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배운
물리, 화학, 생물 3개 과목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이 두 종류의 시험
은 시험을 치르는 목표면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시험내용의 비례로 볼 때 물리, 화학, 생물이 시험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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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시간수의 비율과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다. 산서성
용 시험지의 물리, 화학, 생물영역의 비율은 1:1:1, 3성용 시험지의 물리, 화학, 생
물영역의 비율은 2:2:1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 1> 2000년도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내용과 그 비율
시험내용

산서성용

3성용

물 리

시험문제의 점수
87

비율(%)
33.5

시험문제의 점수
104

비율(%)
40

화 학

87

33.5

104

40

생 물

86

33.0

52

20

5) 시험문제의 양과 유형비율
2000년도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만점은 260점이었다. 시험시간은 150분 그리
고 선택형과 비선택형의 점수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
어 출제된 문제는 시험지 당 31문제였고, 이중 선택형 22문제, 비선택형 9문제였
다. 문제유형은 선택형과 비선택형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선택형은 사지선다형이
었고, 문제당 5- 6점, 총 130점이었다. 비선택형은 공란채우기, 계산하기, 실험설계
등 형식이 비교적 다양하였는데 전체 점수는 130점이었다.
<표 Ⅲ- 2> 2000년도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내용과 통합방법(산서성편)
기본지식
이해능력
과목간
75(6,10,23,
통합문제
24,27,28)
69(17,18,
물리
19,20,21,
22,29,30)
과목내
40(11,12,14,1
통합 화학
5,16,26)
41(2,3,4,
생물
5,7,8,9)
구분

시험문제점수
실험설계
완성능력

기본지식
응용능력

총 점

비율(%)

12(25)

87

33.4

12(31)

81

31.2

6(13)

46

17.7

5(1)

46

17.7

260

총점

225

24

11

비율(%)

87.1

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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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2000년도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의 내용과 통합방법(3성편)
구분

기본지식

과목간

이해능력
64(5,8,23,

통합문제

물리

과
목

27,28)
82(15,16,17,1
8,19,20,21,22,
29,

시험문제점수
실험설계

기본지식

완성능력

응용능력

총점

비율(%)

10(25)

74

28.5

15(31)

97

37.2

6(14)

58

22.3

5(1)

31

11.9

260

30)
52(6,7,9,10,11

내
통

화학

합
생물

,12,13,
26)
26(2,3,
4,24)

총점

224

31

5

비율(%)

86.2

11.9

1.9

라 . 문과 이과 통합능력측정시험
아직 중국 내에서 문과 이과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시험을 본 곳은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유형은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험의 목표, 내용,
범위 그리고 시험형식과 시험지 구조를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1) 시험목표
문과 이과 통합능력측정시험은 말 그대로 문과와 이과과목을 통합해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다. 따라서 이 시험에서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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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이과 통합능력측정시험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물의 전체구조, 기능과 작용을 이해하고, 식별한다.
나) 사물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 이해한다.
다) 과학영역과 사회영역 중 유관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의 생성, 존재, 발전
의 작용과 의미를 평가한다.
라) 기본적인 과학정신과 인문정신을 구현한다.

2) 시험내용 및 범위
시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미 배운 자연과학 혹은 인문사회과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과 결
과를 재확인하고, 재현하는 내용
나) 상통하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자연현
상과 사회현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내용
다) 문자, 도표, 통계수치, 공식 등 주어진 배경자료를 가지고, 자연현상 혹은 사
회현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 설명하는 내용
라)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다각도, 다층적인 기술
을 하는 내용
마) 사람과 자연, 사회의 관계를 정확히 평가하는 내용
바) 경제번영, 사회정의, 생태안전을 지속, 발전시키는 가치취향을 묻는 내용 등
이다.
시험범위는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의 6개 과목을 포괄하고 있으며,
해당 과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시험형식과 시험지 구조
시험시간 : 120분
점수 : 150점 만점
문제유형의 비율 : 선택식(객관식) 약 60%, 비선택식(주관식)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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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국의 통일시험 문제 공모제
가 . 공모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경과
중국의 대학입학통일시험의 시험문제 공모는 대학 입학시험제도의 개혁에 발맞
추어 도입된 것이다.
중국은 1999년 처음으로 광동성에서 3+X 방안을 도입하였다. 물론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
는 이러한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혁을 교육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의 하나로 보고
강력한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현재 중국은 3년 정도의 기간 안에 중국 전역
에서 이러한 시험방안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3+X방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바로 어떻게 통합
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능력측정위주의 통합과
목 시험문제 출제는 중국입장에서 보면 사실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고 따
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한 편하다. 또 다른 나라의 경험을 습
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학입학통일시험에서 통합능
력측정시험과목만이 아니라 기타 단과과목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시험문제출제
경향과 출제방식을 뛰어넘을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문제공모제이다.
1999년 3월1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금년부터 사회 각계로부터 대학입학통일
시험 속의 통합능력시험에 대해서 시험문제를 공모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
고 이어서 교육부 고시중심은 사회 각계각층에 대학입학통일시험문제를 공모한다
는 공고를 내보냈다. 이러한 공모제 발표이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고시
중심에 150통의 시험문제와 편지가 쇄도하였다. 분류하여 보면 대학교수 50인, 중
등전문학교 교사 2인, 기타 91인이었는데, 91인 속에는 화교, 유아원 교사, 은행직
원, 텔레비전 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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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9년 3월에 실시된 제1차 시험문제 공모시에는 시험문제 공모대상이 통
합과목과 어문, 수학, 외국어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시중심은 제1차 시
험문제공모에서 언급한 과목 이외에 물리, 화학 등 기타 단일과목에 대해서도 일
반인들이 시험문제에 공모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 공모대상을 확대하였다.
시험문제 공모제를 시행한 이후 교육부 고시중심은 시험문제공모와 관련해서
명확한 요구를 내어놓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택형의 문제를 출제할 경우에는
그 문제의 요지 한가지를 중심에 놓고, 수험생의 전형적인 오개념을 반영해야 하
며, 비선택형 문제의 경우는 수험생이 이미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잴 수 있도록 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고답안은 과
학적이고, 규범적이며, 간결해서 수험생이 창의적인 답을 내어놓도록 하는데 유리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학입학통일시험 시험문제 공모는 1999년 3월에 시작된 후 사회 각계의 광범
위한 지지를 받았다. 1999년 3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중국 교육부 고
시중심은 5400여개의 문제를 모집하였다. 시험문제공모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중 대학교수가 10%, 중등학교교사가 60%를
차지하였다. 고시중심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 공모된 3086개의 시험문제에 대해
서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약 210개가 시험문제공모 문제은행에 들어가게 되었
다.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은 2001년도의 경우에도 시험문제공모 과정을 통하여 많
은 수의 시험문제가 수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집된 시험문제는 심사를 거쳐 문
제은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 문제는 계속적인 수정과정을 거쳐 금후의 대
학입학통일시험에 활용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시험문제공모에 응모하여 시험문제
가 채택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문제출제자를 발견
한 경우에는 직접 통일시험출제에 참여시키고 있기도 하다. 시험문제공모에 응모
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시중심의 홈페이지에는 문건란 , 시험문제
공모요구란 , 토막소식란 과 대학입학시험개혁 사고란 이 만들어져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와 수시로 시험문제공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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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시험문제공모과정
중국의 대학입학통일시험의 시험문제 공모과정을 차례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시험문 제 공모결정
우선 정부차원에서 시험문제를 공모해야 한다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 교육
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국에 발표되었다. 당시 즉 1999년도의 경우 처음 시작
할 때에는 주로 통합능력측정시험의 과목에 한정되어 문제공모가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전과목으로 확대되어 시험문제를 공모하고 있다.

2) 교육부 고시중심 공모의 구체적 계획 공고
교육부 고시중심은 공모의 배경, 공모내용, 공모방법, 공모문제의 선정방법, 연
락처 등이 명기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이 내용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사람들
은 본격적으로 시험문제공모에 응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시험문제를 공모하면서
내놓았던 시험문제 공모 공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정시험 시험문제 모집공고(1차공고문 전문)
일전 교육부는 대학입학시험의 통합과목 시험문제를 공모한다고 결정하였다. 동시에
어문, 수학, 외국어 등 단과능력을 재는 과목의 시험문제도 공모하기로 하였다.
일반 대학의 학생모집시험제도는 1977년 대학입시제도 도입 이래, 개혁과정을 통하여
발전을 하였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맹렬한 발전과 지식경제
로 나아가는 새로운 형세 그리고 과교흥국(科敎興國)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공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교육은 반드시 진일보해서 개혁
을 심화시켜야 하고, 개혁을 통해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에 상응해서 대학학생모집
시험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시대의 특징과 인재의 요구에 발맞추어
야 한다. 또 인재 소양의 제고와 창의적인 인재의 배양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입학시험 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하였다. 앞으로는 시험과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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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험형식, 합격자사정방식 등 4개 방면에 대해서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에서
입학시험내용의 개혁이 중점이 될 것이다.
3년 정도의 시간동안 3+x 과목 설치방안을 연구해왔다. 3 이 가리키는 것은 어문, 수
학, 외국어로써 개개 수험생이 필수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시험 과목이다. x 가 가리키는
것은 물리, 화학, 생물, 정치, 역사, 지리의 6개 과목 혹은 통합과목 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x 는 대학이 한 과목 혹은 몇 과목의 시험과목을 확정하는 것이다. 통합과목 은 중
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과목을 기초로 하는 통합능력측정시험이다.
대학 입학시험 내용의 개혁의 중점과 난점은 전체적으로 능력과 소양을 중시하는 시험
이라는 것과 시험문제가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 있지만 그러나, 응용성, 능력형의
문제를 증가시킨다는데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도움이 되고, 학생의 창의성, 창조능력의
배양에도 이로우며, 중등학교에서 소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학 입학시험
내용의 개혁은 주로 시험문제를 통해 나타난다. 전통의 닫힌 학과목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지식중심이 아니라, 능력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과목의 능력을 잴 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의 통합능력을 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x 방안 중에서 특히 통합과
목은 시험문제 출제시 이러한 개혁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어문, 수학, 외국어 등의
과목도 시험 출제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개혁을
면밀히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다.
통합과목 문제는 중국에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된 것이다. 작년 부분적으로 성(시)에
서 보송생 (保送生) 통합능력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체계적인 경험이 결핍되어 있다. 외국의 경험을 학습하거나, 빌
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어떻게 통합과목의 시험문제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의 새
로운 임무이다. 이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과
목 시험문제를 공모한다. 동시에 어문, 수학, 외국어 등 단과능력시험문제도 공모한다.
공모된 문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고시중심의 문제은행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의견이나 건의도 환영한다. 유관 사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문제작성요구에 의거하여 시험문제를 작성한다. 시험문제는 고급중학교 교육과
정을 따르되, 교육과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시험문제는 창의적이고, 새로워야 하며,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연습문제를 모아서 직
접적으로 베끼는 것은 안된다.
3. 이번 공모활동은 교육부 고시중심이 조직하고 승인한 것이다. 시험문제를 타자한 후
(그림 포함) 교육부 고시중심 본과 및 전문과 학생모집 고시명제처에 우편으로 보내
거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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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소 : 100080 북경시 해정구 해정로 167호, 교육부 고시중심 본과 및 전문과 학생
모집 고시명제처, 시험문제공모 라고 명기하기 바란다.
이메일 : zhnl@mail.neea.edu.cn/zhnl
대학입학시험문제공모 홈페이지 : http://www.neea.edu.cn/zhnl
이 홈페이지에서 대학입시개혁과 통합능력측정시험 유관 정책, 방침, 시험문제공모의
구체적 요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도 있다.
4. 응모한 시험문제는 반환하지 않는다. 응모된 시험문제의 채택, 부분채택, 혹은 문제은
행에 수록 등은 시험문제를 작성한 개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험문제를 작성한 사람
은 반드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시험문제는 채택되었을 경우 장려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제공모에 참여하고,
또 공모에 내어놓은 문제가 우수한 경우에는 시험문제작성작업에 초빙하고 참가하도
록 한다.

3)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정시험 시험문제공모요강 을 참조
하여 문항작성
교육부 고시중심은 많은 사람들이 문항공모에 참여하고 또 교육부가 의도하는
형태의 시험문제를 공모를 통하여 수집하기 위하여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
정시험 시험문제공모에 관한 요구 를 내놓았다. 이 요구 는 제2차 시험문제공모시
부터 적용되었는데 시험문제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모에 응
모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요구에는 크게 시험목표와 내
용, 문제에 대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시험목표와 내용에서는 통합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과목들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문제에 대한 요구에서는 일반적 요구, 선택문항, 비선택문항, 참고답안과 평점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항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교육부 고시중심이
제시한 시험문제모집요구에 근거하여 문제를 작성하면 된다.
교육부 고시중심이 내어놓은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정시험 시험문제공모
에 관한 요구 의 내용 전문은 < 부록 2>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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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된 문항의 수집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정시험 시험문제 모집공고 및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정시험 시험문제공모에 관한 요구 에 따라 작성된 시험문제는 각 개인
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교육부 고시중심 본과 및 전문과 학생모집 고시명
제처로 보내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국 각지에서 시험문제가 수집되고, 수집
된 시험문제는 일정기간동안 모아졌다가 심사위원회로 넘겨지게 된다.

5) 공모된 문항의 심사 및 활용
고시중심에서는 수집된 시험문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모에 의해 수집된 문제들을
심사, 분류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문항심사 후 합격한 문항에 대
해서는 공모문항 문제은행에 수록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정식 통일
시험문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된 시험문제의 처리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 시험문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공모문제는 직접 문제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
른 하나는 사고가 비교적 신선한 경우 그리고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공모된 문제
가 뛰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은행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이런 경
우는 전문가의 수정보완을 거쳐 시험문제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200여 문항이 공모과정을 거쳐 문제은행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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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주는 시사점
가 . 중국 대학입학시험제도의 특징
1) 국가수준의 통 일된 학생 모집계획 의 수립
중국에서는 국가의 교육행정부문 즉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학생모집계획을 결정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모집계획에는 연도학생모집계획과 학생내원계획의 2가지가
있다.
연도별 학생모집계획은 국가가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고등교육사업의 발
전에 근거해서 제정한 당해년도의 학생모집인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연도
별 학생모집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있다.
먼저 국가계획위원회와 교육부가 당해년도 학생모집 총 규모에 대한 원칙을 세
우면 각 지방, 각 부문 그리고 학교는 앞의 원칙에 근거해서 당해년도의 학생모집
계획을 세운다. 중앙에서는 각 지방, 각 부문 그리고 학교가 세운 학생모집계획을
종합하여 당해년도의 학생모집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생내원계획은 당해년도 학생
모집계획중의 학생내원분포계획으로서 성(자치구, 직할시)학생모집계획이라고 불
리기도 한다. 이것은 각 부문, 각 지구와 대학이 연도계획과 각 성(자치구, 직할
시)의 인재수요상황, 대학지원자수, 질 등을 고려해서 각 성(자치구, 직할시)이 제
정한 계획을 교육부가 종합, 심사해서 다시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내려보낸 것
을 말한다. 이 학생내원계획은 각 대학이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대학학생모집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인 계획
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의 지역별 학생수 할당과 대학입학성적의 차이
중국의 대학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자기 성(省)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등이 있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
을 모집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수준에서 학생모집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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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학생의 수를 할당하여 각 지역에 통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이
있다면 북경지역 200명, 상해지역 150명, 광동성 100명, 길림성 110명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학생수를 배정하게 된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지표(指標) 라고 부르는데
이 지표에 의거해서 각 지역에서는 학생을 해당 대학에 보내게 된다. 대학이 이러
한 지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교무처에서 기존의 관례에 따라 각 성에 받아들일 학생수를 할당하게
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전 해에 입학한 학생의 성적과 직전 해의 입
학 달성률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지표 100명을 주었는데 입학사
정 과정에서 90명밖에 합격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그 다음 해의 지표설정에 영
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각 학교는 지표를 줄 때 학교수준의 합격규제선,
즉 조당선을 같이 주게된다. 이때 합격규제점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되고, 이
런 이유로 한 대학 안에서도 지역별로 합격점수선, 즉 커트라인이 달라지는 현상
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 수험생 당안제도의 운영
수험생 당안은 우리의 학생생활기록부와 그 성격이 비슷한 것이나 거기에 담긴
내용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수험생 당안은 수험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기록만 보고 학교
가 합격자 사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수험생 당안은 학교에 제공되기
전에 성(자치구, 직할시) 학생모집사무실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성 수준의 학
생모집위원회에서 각 전형단계와 수험생의 지원상황, 점수선 등을 근거로 해서 당
안을 정리해서 해당대학에 보내 입학사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
학은 모두 이러한 당안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모집위원
회가 수험생 당안을 학교에 제공하는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자치구,
직할시) 학생모집위원회는 수험생의 시험성적에 근거해서 높은 점수로부터 낮은
점수로 배열한 후, 각 전형단계의 학생모집계획수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서 각 전
형단계의 합격규제점수선을 확정하게 된다. 둘째, 대학이 제공한 조당비례(調 比
例)38)에 근거해서 성(자치구, 직할시) 학생모집사무실이 해당 전형단계의 규제점
38) 조당(調

)은 調看 案의 약자로써 당안을 가져다 보다 의 의미이다. 따라서 조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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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이상의 학생을 특정대학을 위해서 당안을 정리, 조직해 놓는다. 셋째, 해당
전형단계의 규제점수선 이상의 수험생 중 제1지원 당안수(當案數)가 학교의 조당
비례(調 比例)에 도달하면 그 당안들은 합격자 사정을 하도록 학교에 제공된다.
넷째, 제1지원이 조당비례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 제3지원 등으로 수
험생 당안을 채우게 된다.
결국 수험생 당안은 대학입학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어떻게 보면 입
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
당안은 입학전형시 신뢰받는 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전형단계에 따른 학교수준의 차이
중국의 경우 대학입학 전형단계를 보면 특차, 1, 2, 3차 전형의 4가지 전형 방법
이 있다. 여기서 특차전형의 경우는 특정 학교 예를 들면 공안, 군사 등 특정목적
의 학교들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일반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선발과정은 1차 전형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입학시험
제도는 한가지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형단계가 학교의 수준에 따라 결
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차 전형의 경우는 국가중점대학만이 1차 전형
학교가 될 수 있다. 국가중점대학이 중국의 유수한 대학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때
결국 우수한 대학은 1차 전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차
전형학교는 중점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이 그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수도 대단히
많다. 3차 전형은 주로 전문대학과정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수준에
따라 전형단계를 분류한 이유는 국가중점대학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모
집하기 때문이고, 2차 전형에 해당되는 일반 대학은 일부 전국모집의 학교도 있지
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속해있는 성(省) 지역에 한정해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전형단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연히 2차 전형을 하고있는
일반 대학은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수준도 떨어
지고 있다.
례(調 比例)는 당안을 가져다 보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학이 우리 학교에 지원
하려면 이 점수이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한 것에 해당되는 당안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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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선발제도의 운영
대학마다 비교적 다양한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내용은 학교마다
매우 다르다. 각 대학은 문과, 이공과, 외국어과 중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모
두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중국의 대학은 종합대학은 드물고, 대부분이 전문
대학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대학이 특성화 되어있는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국가임무계획만 있는 경우도 있고, 국가임무, 위탁
배양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든 것은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대
학의 교육행정부문이 결정하게 된다.

6) 통일시험 일시의 고정적 운영과 문제은행 구축
중국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시험의 날짜가 7월 7, 8, 9일의 3일
간으로 고정되어 있다. 최근 일부 성(시)에서는 대학입학시험에서 3+X 제의 도입
에 따라 하루를 늘려 4일간 통일시험을 보는 곳도 있다. 매년 언제 시험을 보게될
지 몰라 언론매체의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와는 다르다.
한편 중국정부는 1985년 일반대학의 통일시험에 대해 표준화시험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1989년 < 일반대학 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 표준화 실시세칙>
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1995년의 4년간에 걸쳐 문제은행을 건립하
였다. 이 문제은행의 건립에 따라 중국정부는 통일시험 전에 학교나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각 과목별 시험범위, 내용 등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
줌으로써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나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입시제도측 면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제도는 우리와는 다른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는 사회체제는 다르지만 대학입학경쟁률이 치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상황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
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상황도
우리와 비슷하며,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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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와 닮아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국가의 크기, 인구, 지리, 경제 등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제도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입시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입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가 ) 다양한 선발제도의 활용
중국의 대학들은 학생 선발시 여러 가지 다양한 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제도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경직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는 국가수준에서 입시를 관장하는 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 보면 국가수준의 획일화된 입시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
한 학생선발제도를 각 대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통제의 입시제도
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합격은 일반적으로 수험생의 전체 성적의 합계가 학교가 규정한 점수선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어떤 학교 또는 전공영역은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
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통의 전공은 수학과 물리과목에 대해서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 역사, 철학 전공, 외국어, 중의(中醫)전공은 어문 과목에 대
해서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의학, 농학, 생물, 화공 등의 전공영역에서는 화
학과 생물과목의 성적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컴퓨터 전공의 경우에는 외국어나
수학과목의 성적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결국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 제도는 외적으로는 자율성이 결여된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
한 다양한 자율적인 제도를 학교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 졸업합동시험제의 실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흐르는 등 파행적인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졸업합동시험을 실
시하고 이를 통해서 전인교육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졸업합동시험이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시험보고, 그 결과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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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졸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졸업합동시험이 입시위주로
흘러가는 고등학교 교육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단편적인 지식
이나 특정과목 위주의 학습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졸업합동시험
의 시행결과로 과거 전과목을 보던 통일시험의 과목이 최소한도로 줄어 들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입시부담이 가벼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입시과목의 축소 등을 위한 노력에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다 ) 합리적인 학생모집계획의 수립 , 시행
국가수준과 지방수준의 거시적인 차원의 학생모집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길러내
야 할 인재의 양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전공영역에 대한
과잉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의 학생모집계획의 수립은 사실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된 이후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계획경제시대부터 존재해 오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모집계획은 사회나 경제건설의 수요, 고등교육의 발전 필요에 기초
를 두고 제정되는데, 이 속에는 국가수준의 고등교육의 발전 규모와 속도 그리고
경제건설을 위해 필요한 여러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공급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車夫 外, 1994)39). 이런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학생모집 통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정확하고 엄
밀한 학생모집계획의 수립은 매년 필요한 인력 그리고 미래의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 등을 근거로 해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경우 대학에서 과잉배
출이 되는 전공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역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
하고 배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과 같은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학생모집계획
의 실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라 ) 효율적인 수험생 당안제도의 운영
이 수험생당안제도는 수험생의 발달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39) 車夫 主編, 中國學校工作實用大全, 1994. 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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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의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학생생활기
록부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중국의 수험생 당안에는 전국통일시험의
성적, 졸업합동시험의 성적, 재학기간중의 학업발달상황, 정치사상면모, 상벌 등등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들이 총집결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
만 가지고 충분히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전형
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통일시험의 성적과 관련자료가 당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 당안 속의 통일시험 성적과 기타 필요한 내용을 보고 학
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어떤 학교가 보송생(保送生)이나 추천생을 모집하게 될
때에도 이 당안 속의 재학기간의 성적과 졸업합동시험의 성적이 중요한 참고자료
가 된다.
이러한 당안은 물론 학교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관리의 엄격함 때문에 사회로부
터 당안에 기재되거나 포함된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40).
마 ) 통일시험운영의 체계성
중국의 경우 통일시험 운영이 상당히 체계적이다. 중국에서 전국 통일시험의 운
영은 우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교육부 고시중심을 중심
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고시중심은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급
행정기관에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통일시험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망을 가진 고시중심이 체계적으로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사항은 시험일자가 매년 바
뀌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시험도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3일간에 걸쳐
실시되고(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4일간 실시) 있다는 점이
다. 또 시험과목수도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외국어 시험의 경우에는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등 6개 언어 중에서 자유롭
게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고급중학교에서 일어
를 배운 경우 외국어로 일어를 선택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운 경우에는 영어를 선
40) 중국의 대학들은 입학사정시 수험생 당안에 기재되거나 첨부된 자료가 불분명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합격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선학교들은 수험생 당안을
만들 때 대학당국이 충분히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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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의 경우와 같이 수학능력시험의 날짜가 매년 바
뀌고,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시험과목이 많은 편이며, 영어가 필수로 되어 있어 다
른 외국어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 등과 대비해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있다고 볼 수 있다.
바 ) 재수생 증가억제정책의 시행
재수생 증가억제를 위한 점수감점제의 적용과 필요한 인재를 위한 점수가산제
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시에서 재수생 감점제의 도입은 일반화된 것은 아니고, 소수 학교
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재수생 감점제는 중국이 졸업합동시험을 도입하고, 국
가통일시험의 과목을 최소화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고급중학교 졸업합동시
험이 도입되면서 각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은 이 졸업합동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학과의 수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재수생 입장으
로 보면 졸업합동시험의 시행으로 통일시험의 과목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통일시험과목 중심으로 집중적인 입시준비를 하게되었고, 이에 따라 재수생이 재
학생보다 통일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黃宇智, 1994).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대학이 재수생 점수감점제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지긴 하였지만 재수생
증가를 억제하는데는 효과적인 처방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대학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점수가
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특정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합격 커트라인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서 일종의 점수가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해년도 고급
중학교 졸업생중 상관과목 혹은 평상시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 과학기술 발
명상 획득자, 3好학생, 우수학생간부, 체육우승자 등에 대해서는 커트라인을 약간
낮추어 주어 입학이 수월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특례입학제도가 있기는
하나 중국의 경우는 이런 특례입학이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점은 특정과목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과 과학기술방면
의 우수학생, 3好학생에 대한 입시상의 우대조치는 잘만 운영된다면 좋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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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한 학교 지원 방식
중국의 대학 지원 방식은 매우 간편하다. 한번 지원으로 1, 2, 3차 전형과 1, 2,
3지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은 지원시간에 따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
은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통일시험 전에 지원대학을 결정하고 지원서를 제출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통일시험이 끝난 후 통일시험성적이 공포되기 전에 지원
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 번째는 통일시험의 성적이 발표된 후에 지원하는 경우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어느 형태의 지원방식이든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데, 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원방식은
똑같다.
중국에서는 학교를 지원할 때 우리의 경우처럼 전기, 후기로 나누어 전기시험이
끝난 후 다시 후기원서를 써서 학교에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번 지원으로 모
든 것이 끝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제출하는 하나의 지원서에 1, 2, 3차 전
형학교의 지원내용이 모두 명시된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전형단계마다 수험생은 3
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또 한 학교 내에서 3개의 전공(즉 1지망, 2지망, 3지
망)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지원방법은 훨씬 학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진
다.
아 ) 충분한 시험시간의 제공
중국의 경우 대학입학통일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이 비교적 길다. 일반적으로
한 과목당 120분에서 150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이는 시험기간과도 관련이 된
다. 보통 3일간 시험본다고 할 경우 하루에 두 과목 정도를 시험보니 수험생 개개
인에게 충분한 시험시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입학통일시험
에 통합능력측정시험을 도입하면서 시험기간이 4일로 늘어나, 수험생들이 더욱 충
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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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출제측면
가 ) 공모제 활용을 통한 시험문제의 질적수월성 도모
공모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시험문제의 전형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창의적인 문
제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
라서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문제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를
보아서는 공모제의 도입이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통합적인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과목에 익숙해있는 교과
출제자들에게 과목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통합적인 문제를 출제하라고 할 경우 그
들이 그러한 요구를 쉽게 이해하고 통합적인 문제를 출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이 찾은 방법은 정부차원에서 통합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통합문제 출제경험의 부족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공모제는 사실 시행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하
는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문제출
제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또, 공모에 응
한 문제를 어떻게 심사하고, 문제가 선택되었을 경우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기자회견과 공고문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공모제를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문제 출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
로서 공모를 통해 응모된 문제들이 공모의 의도에 맞게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 중
국에서는 이러한 공모제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는 대학입시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결국 공모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많은 사람들
이 문제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를 통해서 창의적인 새로
운 문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 중국 통일시험문제 전반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중국과 같은 공모제를 활용할 경우
문제은행의 구축이 빨라지고, 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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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시험문제유형의 다양성
중국의 경우 대학입학통일시험의 문제의 유형이 선택형과 비선택형의 두 가지
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시험문제가 주관식과 객관식을 포괄하여 출제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그 비중도 대략 50:50으로 비슷하다. 선택형은 사지선다형으로서 고
차원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해당 교과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제한된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비선택형은 문제유형이 다양하다. 어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단답형,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단문 짓기, 작문(800자 이내) 등 문제유
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문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점수가 크게 배정되고 있다. 한편 통합능력시험과목의 경우 각 방면의 지식이 유
기적으로 융합된 문제로서, 수험생의 종합적 분석력, 판단력, 귀납, 평가 등 방면
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제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과목간 통합문제, 과목내 통합문제, 기본지식의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실험설
계 완성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기본지식 응용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유효한 정보
(예를 들면 시험문제에 제공되어 있는 상황, 자료 등)를 활용하여 판단, 분석, 평
가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제에 대한 답을 완성할 수 있도록 문제 등 다양
하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도 수학능력시험에 주관식 문제, 통합문제의 도입 등 문제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 ) 통합능력측정시험의 도입과 학교교육의 개혁

1999년부터 시험도입을 시작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현재 중국의 18개 성(시)에
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교육계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고급중학교 수준의 교과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교과간의
교류도 매우 적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간으로 양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다. 물론 통합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재
는 어떻게 편찬할 것인가, 학습효과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사양성
과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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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의 도입이 학교교육의 개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많은 학교들이 통합능력측정시험의 도입을 계기
로 수업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교사들도 서로 다른 과목의 내
용을 통합해서 계통화된 수업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변화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줄이는데 기여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 ) 문제은행의 활용
통일시험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문제은행의 도입으로
통일시험이 표준화시험으로 치러진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 문제은행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85년부터였고 현
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신뢰할만한 문제은행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
의 경우도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전국단위의 시험을 위해서는 문제은행을 구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중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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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입시 제도의 개관
대만지역의 대학입학방식은 2002학년도부터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대
학다원입학신방안(大學多元入學新方案) 의 전면적인 시행이 그것인데,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의 대학연합초생제도(大學聯合招生制度) 는 금년까지
그 마지막 역할을 다하고 이제 역사의 뒷장으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대만에서 시행되어온 대학연합초생제도(大學聯合招生制度) 41)는 대학간의 연합
에 의한 입학고시제도로서, 특수 목적을 지닌 몇몇 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
든 대학들이 참여해 왔다. 시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대학간의 자발적인 연합에
의하여 결성된 기구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까닭에 외견상 정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극히 자율적인 제도였으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오직 대학연
합고시(大學聯合考試, 이하 대학연고 라 간칭)에서 얻은 성적과 희망에 의거하여
진학할 학교를 통일적으로 배정 받게 되었던 만큼, 더 이상 공정한 제도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공평무사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특히 공정성은 경쟁이 존
재하는 인류사회의 모든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종래의 대학연합초생제도 는 이러한 공정성뿐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사
회의 원리인 자율성까지도 함께 보장하고 있었다.
원주민을 포함한 토착민중과 국민당 정부를 따라 대륙에서 건너온 도래인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상황 하에서 국가의 건전한 발
전을 위해서 공정과 공평이 가장 크게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대학연합초생제도 로
인하여 대만인들은 가문의 출신배경이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실력에 따라 공평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
41) 대학간 연합방식에 의한 신입생 모집제도를 일컫는다. 주관 기관이 국가가 아니고
대학이라는 점이 우리의 수학능력시험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후 대학연
초 또는 연초 등으로 간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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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대학연합초생제도 가 담보해내는 공정성이란 다원과 다양성을 철저
히 배제하는 가운데 고집스러울 정도로 단순성에 집착하는 단일한 방식의 고수로
얻어진 결과였을 따름이다.
하나의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대가 물러가고 세계는 이미 다양한 가치들이
상호 의존과 견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의 역동성과 건강성을 창조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바의 능력도
지극히 다양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대만지역에서 대학입시제도의 전
면적인 수정을 진행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공정성이란 이름으로 온 국민
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해내려는 시도는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는 의식을 대만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성 외에 대학연합초생제도 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은 자율
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학생 모집의 주체와 시험
시행의 주체가 모두 대학으로 귀결되어 있었지만, 학생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자주
성의 발휘에 대한 기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입시업무의 주체를 놓고 볼
때 대학간의 연합에 의한 자율이 보장되었지만, 각 단위 대학은 오로지 동일한 잣
대로 운영되는,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하여 학생
들을 분배받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대학입학업무의 전 과정이 대학 자율로
구성된 연합기구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고, 따라서 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가
능한 일이겠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자율과 공정이란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던 대학연합초생제도 가 당
장 내년부터 새 제도로 대체되기에 이른 것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두 가
지 장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획일적인 입시
제도에 대하여 대만인들은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는데42),
42) 1992년부터 대학입학고시중심(大學入學考試中心, 대학입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
는 국가기관으로 입시제도에 대한 연구 및 지도업무를 담당해왔다. 2002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대학입학신방안 에 따라 입시업무의 전담기관이라는 위상을 지
니게 되었다. 中心 은 센터(cent er )'를 의역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은 교육부에 대학
입학제도 개혁과 관련한 건의서 - 대학 다원입학 방안 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대학연
합초생제도(大學聯合招生制度) 를 개혁할 것을 건의하였고, 또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교육개혁자문위원회는 두 단계 시험입학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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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이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방안임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신방안 의 시행은 대학연초 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한 전면
적인 수정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고초분리(考招分離) 와
다원입학(多元入學) 으로 정리될 수 있다. 고초분리 는 시험의 시행과 학생의 모
집 단위를 분리시키자는 것이고, 다원입학 이란 획일적인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입학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의 특별한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며 대학의 자주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대학입학신방안
의 전면적인 실시는 1938년이래 참가대학의 범위와 시험과목 등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왔던 대학연초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개혁이라고 일컬을 만한데, 대만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상당부분 결정
지을 수 있을 이러한 중요한 시도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고 차분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신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은 단지 그 표현에 전면적이라는 말이
남아있을 뿐이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행된 연초제도를 들여다보면 이미 신방안
에서 추구하는 바의 제도가 단계적으로 서서히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볼 때에 신방안의 전면적인 시행에 혁명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묘
사하기에는, 새 제도의 도입에 익숙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속도가 지나
치게 느리다는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본장에서는 대학입학신방안의 요소가 이미
많은 부분 도입되어 있는 최근의 대학연초를 개관하고, 이어서 2002학년도 대학입
학신방안의 대강이 다루어질 것이다(大學入學考試中心, 2000).

1997년 4월 각 대학이 회원이 되고 총학장이 대표가 되어서 대학초생책진회(大學招生
策進會, 대학학생선발정책위원회)가 성립된 이후로는, 다시 이들 건의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왔다. 대학초생책진회는 대학입학고시중심에
고등학교 교장단의 대표들을 초치하여 대학연초 의 개량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고초분리(考招分離)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을 결성
하였다. 초책회는 1999년 6월 임시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학 다원입학 방안(大學多元
入學方案) 을 수정 통과시킬 것을 표결하고 아울러 2002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학초생책진회의 결의 내용은 즉시 교육부에 전달되었고, 마침내
교육부의 인가를 얻게 되어, 그 실시가 반년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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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현행 대학입학시험의 현황
대학연합고시는 대학과 독립학원(獨立學院)에 적용되며, 기술 및 체육계열과 군
사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대학 및 독립학원은 주로 대학연합고시 성
적에 의하여 학생들이 분배되는 방식에 의하여 학생을 받아들인다. 이 밖에 소수
의 정원은 특수한 자격을 소유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입학과 추천에 의한 시험입
학을 거친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는 신방안 을 염두에 둔 다원입학의 정신
이 이미 도입된 예라고 할 수 있다.

1) 대 학 및 독 립 학 원 의 연 합 입 학 고 시
대학 및 독립학원의 연합입학고시는 이른바 대학연고 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매
년 7월초에 거행된다. 1996년을 예로 들어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文·
法·商의 제1계열, 理甲·工甲의 제2계열, 理乙·工乙·農乙·醫學의 제3계열, 農
甲의 제4계열 등 모두 4개 계열로 구분된다. 고사과목은 三民主義·國文·英文의
경우 공통과목으로서 계열에 관계없이 모두 치르게되며, 나머지 과목은 계열에 따
라 달라진다. 제1계열(文·法·商)은 사회계열수학 · 중국과 세계의 역사 · 중국
과 세계의 지리 를, 제2계열(理甲·工甲)은 자연계열수학 · 물리 · 화학 을, 제3계
열(理乙·工乙·農乙·醫學)은 자연계열수학 · 물리 · 화학 · 생물 을, 제4계열(農
甲)은 자연계열수학 · 생물 · 화학 을 부과한다. 이로 인하여 각 계열의 수험과목
의 수는 6- 7교과가 되며, 수험생은 계열에 얽매이지 않고 응시할 수 있다. 대학연
합초생위원회는 수험생의 시험성적과 단위 대학의 가중치 점수를 합산한 뒤에 점
수와 수험생의 지원에 의거하여 수험생을 각 대학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입학업무
를 수행한다. 단위 대학의 가중치 점수를 두고 있는 점은 대학 나름의 자율이 일
정 범위 안에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2 ) 학 과 능 력 시 험 (學 科 能 力 測 驗 )
1994년부터 대학의 신입생 정원의 일부를 추천선발 의 방식에 의거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추천의 조건은 각 단위 대학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지
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수험생은 고교의 추천을 거치고 또
자격심사에 합격한 뒤에, 대학입학고시중심에서 시행하는 학과능력시험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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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다. 학과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은 계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문·
영문·수학·사회·과학의 5개 교과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그 중에서 국문·영문
은 고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습내용을, 수학·사회는 고교 2학년까지의 학습내용
을, 과학은 고1의 기초과학 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학과능력시험에 통과한 수험생
은 다시 해당 대학에서 지정하는 항목에 대한 시험에 참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는 면접시험·소논문·실험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
소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학과능력시험(學科能力測驗)은
기존의 대학연고와는 별도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주관기관은 국가기관인 대학입학
고시중심이다. 학과능력시험을 거친 학생들이 다시 지망대학에서 자율로 시행하는
지정항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앞으로 시행될 신방안 가운데 지정과
목고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현 행 제 도 에 대 한 반 성
연합초생의 방식은 나름대로 우수한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30여
년간 실시되어오는 동안 고교와 대학, 그리고 사회전반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
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가 지녀왔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룰 것이지만,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학다원입
학신방안 에 대한 소개에 앞서 그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장 점
가) 국문·영문·수학 등의 공통교과목은 크게 중시되어,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이 방면의 교과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 학생들에게 적당한 경쟁을 유발하여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
세를 배양해왔다. 여기서 경쟁의 개념은 단지 단위학급 안에서 급우들간의
경쟁이라는 협소한 범위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다) 진학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미래를 준
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를 통
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분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
는 전반적으로 진보와 안정을 동시에 얻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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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대학은 해마다 실시되는 입시업무로 인한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을 줄일
수 있다.
(2 ) 단 점
가) 연합고시만으로 대학진학의 거의 전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고교는 지식중심의 교육에
매달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덕성·사회성·심미능력 등의 신장을 고려하는 인간
교육의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져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상
황 아래에서 건전한 인간성의 함양을 온전히 기대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라 하
겠다.
나) 연합고사에서의 시험교과목이 일정하게 정해진 상황 하에서는 시험을 부과
하지 않는 교과목들이 경시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 심한 경우에는 해당수업시간
에 입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 교과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전용되는 사례
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문과·이과를 지나치게 빨리 나누는 것으로부터 고교
교육이 보통교육이 되어야하는 본래의 교육취지를 일그러뜨리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다) 입시에서 우열을 가리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시험의 점수를 미세한 부분까
지 계산하기 때문에, 시험과 수업 모두가 틀에 맞는 답안의 작성을 겨냥하여 이루
어져왔다. 결과적으로 고교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와 문제풀이의 기교를 익
히는 데에 주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료의 수집·이해·종합·분석 및 창조능
력의 배양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라) 백점제로 점수를 계산하고 각 학과들이 최저 합격선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
은 대학간의 서열화를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이에 각 대학들은 나름의 특색과 자
주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마) 연합고시를 각 대학으로 하여금 차례로 주관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험의 전
승이 쉽지 않고 과정상의 개선 역시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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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 학 다 원 입 학 신 방 안 (大 學 多 元 入 學 新 方 案 )
신방안 의 특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험과 학생모집의 분리(考招分離) 와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입학(多元入學) 에 있다. 학생의 모집은 각 대학의 자주적 결
정에 의거하여 단독 혹은 연합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각 학부는 나름의 특색에 따라서 선발조건을 정하여 알맞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
다. 신방안 에 의하면 시험은 대학입학고시중심 등의 전담기구에서 맡아 처리하도
록 하는데, 이를 통해 문제의 출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출제된 문제
가 평가기능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다. 신방안은 현행의 모집방식인 추천선발 · 신청입학 및 大學聯招(대학연합고
사) 를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 놓은 형태인데, 현행의 추천선발 과 신청입학 은 신
방안의 견선(甄選)입학제 이고, 연합고사의 시험성적에 의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은 신방안의 고시분발입학제(考試分發入學制) 가 된다.
가 ) 견 선 (甄 選 )입 학 제
종래의 대학연합초생제도 하에서도 대학연합고사와는 별도로 1994학년도부터
학과능력시험에 의한 신청입학과 추천선발의 방식을 시행해왔다. 다원입학신방안
에서는 이들 두 방식, 즉 신청입학과 추천선발을 견선(甄選)입학제 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행의 두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신청입학이란 수험생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신청을 통하여 지원하
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에 거치는 방식
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추천선발이란 출신고등학교의 추천을 통하여 희
망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추천선발 혹은 신청입학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2학년도의 추천선발 혹은 신청입학에서는 제1단계에서 모두 학과능력시험을
부과하고, 제2단계에서는 각 단위 대학(학교, 학부, 학과)에서 견시(甄試, 선발시
험) 혹은 심사작업을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각 대학은 자율적
으로 지정항목에 대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심사, 구두시험,
필기시험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견선입학제의 두 방식인 추천선발과
신청입학의 이동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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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견선입학제의 추천선발과 신청입학
항목
방침의
결정

추 천 선 발
대학초생책진회(大學招生策進會)
에서 모집방식을 결정

신 청 입 학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고등학교, 실업계학교보통과, 고등 대학이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고
대 상
추천 혹은
신청
인 원
지원
학교의 수

진수학교, 예술계고등학교의 졸업 등학교 또는 실업계학교 등의 신
예정자

청자격을 자율로 결정

학교추천

개인신청

한 개 고등학교에서 한 학과에
2- 3인 추천

제한을 두지 않음

해당 학생이 한 개의 학과에 한함 제한을 두지 않음

나 ) 고 시 분 발 입 학 제 (考 試 分 發 入 學 制 )

신방안 을 구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고시분발입학제 이다. 이것은 시험성적에
의하여 학생을 각 대학에 분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대학연합초생제도 와 유사
하다. 분배의 준거는 대학입학고시중심 에서 시행하는 학과능력시험 및 지정과목
에 대한 시험의 성적이다. 고시분발입학제 에는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수, 성적
집계 및 분배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서 甲·乙·丙의 세 가지 안으로 나뉘어진다.
단위 대학은 그 가운데에서 한 개의 안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다 ) 학과능력시험과 지정과목고시
신방안 에서의 시험은 학과능력시험 과 지정과목고시 의 두 단계로 나뉘어 있
다.
학과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은 국문, 영문,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과목인데, 그 중
심은 통일적으로 치러지는 필기고사(統一筆試)에 있다. 각 교과의 시험 범위는 고
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고1·고2의 필수부분을 포함하며, 컴퓨터 채점에 용이한
문제형태를 위주로 한다. 매 교과 고시시간은 100분간으로 하고, 성적은 15등급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학과능력시험은 해마다 2회에 걸쳐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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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차 시험은 3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난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1차 시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2차 시험은 대체로 4월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지정과목시험에 있어서 2002학년도에 치러질 시험과목은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와 동일하지만, 내용과 출제에 있어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시험 교과목은 국문,
영문, 수학(갑), 수학(을),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술과(術科)이고, 성적은
100점으로 계산하며, 시험 시기는 3학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매년 7월에 치러
지도록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과능력시험과 지정과목고시를 포함한 학과시험
은 대학입학고시중심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술과(術科)시험에 대하여는 술과고시
위원회(術科考試委員會)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각 교과목에 대한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학생이 지
니고 있는 자료의 정리, 분석, 표현, 창조 등의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
될 것이다.
라 ) 성적의 검정
(1) 성적의 검정은 일반검정 과 학교(학부·학과)검정 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
검정은 대학초생책진회(大學招生策進會, 대학학생선발정책위원회) 가 전체 수험생
에 대하여 정한 최소한의 통일된 요구기준인데, 이는 연합고사(聯招) 에서 각 계
열의 최소한의 지원표준과 유사하다. 학교(학부·학과)검정 은 각 학부·학과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이는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에서 高·低·均標 방식
의 검정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

검정방식

학교검정

일반검정
·통일된 표준

·일정한 규정 안에서 학과 자율
·과목수에 한정을 두지 않음

[그림 Ⅳ- 1] 성적 검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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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학부·학과)검정에서 학과능력시험과 지정과목고시는 다음과 같이 마
련된 규정 안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되어진다.
(가) 학과능력시험
국문·영문·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 중 어떤 교과이든지 모두 정표(頂標)·
전표(前標)·균표(均標)·후표(後標) 및 저표(底標)의 5종이 있는데, 이를 단위 학
교(학부·학과)가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 A 정표(頂標) - 상위 25% 수험생 성적 평균
* B 전표(前標) - 상위 50% 수험생 성적 평균
* C 균표(均標) - 전체수험생 성적 평균
* D 후표(後標) - 하위 50% 수험생 성적평균
* E 저표(底標) - 하위 25% 수험생 성적 평균

(나) 지정과목시험
지정과목시험은 고표(高標)·균표(均標)·저표(低標)를 두어 대학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 B 고표(高標) - 상위 50% 수험생 성적 평균
* C 균표(均標) - 전체수험생 성적 평균
* D 저표(低標) - 하위 50% 수험생 성적평균

다 . 고시분발입학제의 구조
1) 고 시 분 발 입 학 제 의 흐 름 도
갑 안을 채택한 학과는 제1단계에서 학과능력시험의 여러 시험과목들을 사용하
여 학교검정을 하게 된다. 을 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일반검정으로 끝낸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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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각각 지정과목 0- 3교과의 성적을 요구하게 된다. 병 안을 채택한 학과
는 학과능력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지정과목시험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
하는데, 현행의 연합고시(聯招)에 의거하여 4개의 계열로 나누고 각 계열마다 5, 6
개의 시험과목을 둘 예정이다.
검정

과목수

점수계산

동점자처리

▼

▼

▼

▼

0～3과목

가중치
총점

학과능력시

학
갑

을

과

지

능

정

력

과

시

목

험

고

험 지원순
합격

2～3과목

가중치
총점

지정과목

가중치
총점

지정과목

여부
결정

시
4개 계열에
의한 교과

병

[그림 Ⅳ- 2] 고시분발입학제 흐름도

고시분발입학제 의 갑·을·병 세 가지 방안은 고시과목의 설계에 있어서 각각
다른 점이 있지만, 지원신청이나 지정과목고시 및 학생의 분배과정 등은 모두 통
일된 작업으로 일괄 처리된다. 이런 까닭에 대학의 각 학과가 갑·을·병안으로
구분되더라도, 학생의 지원신청은 동일한 시기에 한꺼번에 지원하게 되며, 지정과
목고시 또한 동일한 시험이 된다. 마찬가지로 합격생의 분배작업 또한 일괄작업에
의하여 진행된다.

2 ) 학생모집의 실제 예
다음은 고시분발입학제의 세 가지 방안인 갑, 을, 병안이 적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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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갑안 : 모 대학의 물리학부에서 갑안을 선택했다고 하자. 이 학부에서는 수
학과 물리에 뛰어나고 영어·수학·과학의 3개 교과에도 상당한 능력을 갖춘 학
생을 모집하려고 한다. 그들은 학과능력테스트 가운데 과학과의 전표(前標)·영어
와 수학 2개 과목의 균표(均標)를 사용하여 학교검정을 치르고, 지정고시과목에서
는 물리와 수학 2개를 선택하여 시험을 시행하면 될 것이다.
<표 Ⅳ- 2> 학생모집 갑안
학과능력시험
5과 모두 실시

국어

영어

수학

均標

均標

사회

과학

總級分

志願序

화학

생물 술과

일반 검정
학교검정표준
지정교과

국어

前標

영어 수갑 수을 지리 역사

합산교과

물리

∨

∨

나) 을안 : 모 대학의 역사학부에서 을안을 선택했다고 하자. 그들은 국어·역
사·영어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그들은 학과능력테스트
를 일반검정으로 사용하고, 지정고시과목 부분에서는 국어·영어·역사의 3개 교
과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표 Ⅳ- 3> 학생모집 을안
학과능력시험

일반검정

5과 모두 실시
지정교과
합산교과

국어 영어 수학갑 수학을 지리 역사 물리 화학 생물 술과
∨

∨

∨

다) 병안 : 병안의 경우는 학과능력시험의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
서 학과능력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병안을 선택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과검정만으로 합격이 결정되며, 근거가 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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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지정과목고시의 결과를 활용하게 되어있다. 2단계로 되어 있는 갑, 을
안과 달리 병안은 일단계의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현행 대학연초와 유
사한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시험과목이 4개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같은 점이다.

신방안 노선

현행노선

신청입학
추천견선

대
학
연
합
초
생

견
선
입
학

고
시
분
발
입
학

신청입학
추천견선

갑안
을안

수험생 응시과목

고
시
중
심
학
과
능
력
시
험

대
학
자
율

선
심사시험
발
심
대학자율
사 지정항목시험

병안

지
고정
시과
중목
심고
시

갑안 : 0～3
을안 : 2～3
4개계열에
병안: 의한 교과

[그림 Ⅳ- 3] 대학다원입학신방안 개념도

3) 시험 이후 수험생이 취할 내용 및 기타 사항
가) 수험생이 성적표를 수령한 후에 지원서를 내도록 할 예정이어서 운용의 방
식과 순서는 현행의 연합고사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갑·을·병 세 가지 안
은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며, 각 대학 학부의 지원은 각자 독립적이
다. 갑·을·병 안이나 4개의 계열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모든 지원사항을 한 장
의 지원카드에 적으면 된다.
나) 학생을 배정할 때에는 갑·을·병안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계열을 나누
지도 않는다. 다만 수험생은 학교검정과 지정고사 과목의 요구를 살펴보아 수험생
의 성적이 지원학부의 요구에 부합하기만 하면 해당학부를 써넣는 것으로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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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교생에 대하여 말하자면, 지망하는 대학이 갑·을·병안 중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고교 3학년 때에 만약 학과능력테스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견선입학제 가운데 추천선발 및 신청입학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며, 또한 고시분발입학제 중에서 갑·
을안의 학교(학부·학과)에 신청할 수 있다.
라) 학과능력테스트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7월에 계열에 따라 지정고시과목
의 5개 혹은 6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
서를 작성할 때에 병안을 채택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마) 수험생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은 지정과목고시가 몇 개의 교과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방안 과 종래의 대학연초 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들의 비유를 그대로 옮겨보자면 종래의 연합고사는 갖추어
차려진 밥상이라 한다면, 신방안 은 뷔폐식 차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수험생은 먼저 각 학교 및 학과의 입시정보를 숙지한 다음에 자신의 흥미
와 능력을 고려하여 수험준비에 임하게 되는데, 새 제도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수
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친 긴장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 신방안에서의 시험과목 준비에는 확실히 부담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 수험
생들은 대부분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5개 교과 혹은 6개 교과를 준비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과목고시에는 간단한 시험문제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5, 6개 교과에 대한 부담은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이다. 수험생은 자신이 부담스
럽다고 느끼는 교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예를 들어 수학(을)을 시험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수험생이 수학(을)에 응시했다면, 법상(法商)대학
중에서 수학을 중시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할 수 있는 폭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은 수험생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시험에 응시하는 과목이 적을 수록 비교적 깊이 있는 준비가 가능할 테
지만, 지원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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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 만 의 대학 입 시 제 도가 학 교 교 육에 미 치 는 영향
분석
1954년 최초로 실시된 이래 2001학년도까지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켜왔던 대학
연합고사 가 이제 다원입학신방안 의 시행에 따라 종언을 고하게 되었음은 앞에서
밝힌 대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의 연구
와 함께 단계적 적용과정이 있었다. 사실 대학연합고사 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70년대 후반 이후
교육계와 학계 일반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이 방면의 전문적인
연구도 속속 이루어졌다. 대학다원입학신방안 의 마련을 위하여 기초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91년, 대학입학고시중심 에서 간행된 대학연합고사가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이 계통의 연구 가운데 가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물이다
(大學入學考試中心. 1991).
여기에는 1)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목표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 2) 대학입시
가 고등학교 교과교육에 미치는 영향, 3)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방법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4)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등 모
두 4개 항목이 다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23개 고교의 교사
460인과 학생 2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14개 고교의 15개 교과 83인의 교
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연구에서는 대만의 대학입시제도가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루면서
그 검토대상을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에 대한 내용들로 한정하였다. 다원입학신방
안 이란 새 제도가 교육 및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해두어야 할 사항
은 검토의 범위에 대한 조정 문제이다. 본연구가 대학입시제도가 초·중등학교 교
육 전반에 미치는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대만지역
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대학과 좀더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어 대학입시의 영향을 가장 직
접적으로 받게 되는 과정은 역시 고등학교의 교육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더 큰 이유는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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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행연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 . 교육목표 방면에 대한 영향
중화민국 고등학교의 교육은 청년의 심신을 발전시키는 한편 높은 수준의 학술
연구와 전문지식의 학습을 위한 준비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 고등학교의 교육이
학생의 건전한 몸과 마음의 배양에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학
술연구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입학시험이 고등학교의 교
육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는 이미 고등학교 교육에서 추구하
는 바의 목표달성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연합고
사 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술연구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자는 목표
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문화도야, 민족정신 및 도덕교육, 과학교육, 군사훈련 등의 항목 가운데 단지 군
사훈련만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
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 대학연합고사 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만이 대학진학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실리적인 생
각에서 만들어진 현상인데, 이렇게 형성된 문제풀이 능력이 대학 진학 후에 높은
수준의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이에
대만인들은 종래의 고등학교 교육이 덕육(德育) 방면에는 혹 문제가 있다고 하더
라도 지육(智育) 방면만큼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위안도 얻을 수 없었
던 것이다. 또 한가지 문과와 이과로 시험과목이 나누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는 고등학교에서 두루 다루어야 하는 교과목들이 단지 자기가 지원하는 계열에서
요구하는 시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 연마를 위하여 필
요로 하는 안목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에는 필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까닭에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려를 표명해왔던 것이다.
기존의 대학연합고사 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學入學考試中心.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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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지 (認知 ) 방면
가) 영문과는 쓰기 및 읽기 능력에 편중되어 있으며, 듣기와 말하기 능력의 훈
련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나) 국문과는 단편적인 지식의 기억에 치중되어 있으며, 작문능력의 훈련이 부
족하다.
다) 수리과(數理科)는 문제풀이의 기교·속도의 훈련에 치중하여, 개념의 이해
및 응용능력이 부족하다.
라) 사회과는 주로 가로 넣기 방식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흘러버려, 개념의 이해
와 분석능력의 배양에 문제가 있었다. 현재(1991) 사회과 시험문제는 종합
및 활용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서 이 방면에서의 교사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 기초과목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들이 시간의 선
용과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및 창조능력의 발
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 정의 (情意 ) 방면
가)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통적으로 지식 을 중시하는 교육제도 아래에서 배출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교육도 지식 을 강조하는 경향
이 지배적이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능력 및 인간관계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교육에 임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거나 부단한 자기반성의 실천을 이끌
어내도록 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나) 고등학교교육은 대학연합고사 의 경향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덕성교
육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의 의식을 공리주의적인
인생관 및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게 하여 봉사나 협조, 우애
등의 미덕의 실천을 홀대하게 된다.
다) 학생들에게 문학 예술의 감상 및 심미적 소양을 배양하게 할 수 있는 시간
이 없다. 예능과를 지원하는 학생 이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들 과정의
지식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려 들지 않는다.

- 117 -

Ⅳ. 대만의 입시제도

라) 대학연합고사 의 영향을 받아서 학부형, 학생, 교사 모두가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학생은 다만 점수를 위하여 경쟁할 뿐이며, 자신의 흥미, 가치
관, 인생관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가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마) 대학연합고사 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情意)방면의 도야를 위한 수업의 효
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만하다.
3 ) 동작기능 (動作技能 ) 방면
가) 체육계열에 지원하려는 학생만이 체육기능을 연마하는 데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저 휴식활동으
로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나) 체육훈련 및 체육에 대한 상식을 소홀히 하고 있어, 체육운동의 발전 및 국
민체능과 여가의 활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 몇몇 학교들이 체육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의도로 인한 경우가 보통
이다. 이를테면 학교들은 학생들이 교외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학교의 이름
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생들의 학습이나 교사의 수
업이 교육목표에 도달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
는다.
라) 오늘날의 학생들의 신체는 공부로 인한 부담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동작
기능이 이전의 학생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나 . 교과교육에 대한 영향
대만지역에서 고등학교 교과교육이 진학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의
사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듯하다. 대학입학고사가 고교교육의 전과정을 좌우하
고 있음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고교의 교과교육
은 거의 학생들의 진학을 돕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진학제일주
의 야말로 고등학교 교육의 실제 목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학교들은
대학 입학 합격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이러
한 파행적 운영은 고등학교를 사설입시학원의 기능과 다를 것이 없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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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시키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내용은 '大學聯考對高
中敎育的影響'에 보고된 1991년 이전의 상황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히 과거
형으로 진술되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교과교육의 측면에서 대학연고 가 주는 영향
은 현재까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2001학년도로 대학연고 가 그 대단
원의 막을 내렸고,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신방안 이 시행될 예정임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이다.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든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남은 것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좋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새 제도 시행의 귀추
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간의 대학연고 가 고등학교 교과교육에 미친 영향을 역시
'大學聯考對高中敎育的影響'에서 보고된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學入學考試中心. 1991).
1 ) 긍정적인 영향
가) 대학연합고사 가 영어·수학 등의 주지과목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
들이 힘써 공부하고 있다. 만약 교사가 정확히 인도한다면, 이들 과목에 대
한 흥미를 이끌어내어 실력 배양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대학연합고사 가운데 부분적인 과목은 교과서를 위주로 출제하고 있다. 대
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에 따라서 쉬운 내용으로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조직
적이고 계통화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대학연합고사 의 문제가 해마다 다르게 출제된다. 따라서 참고서나 기출 문
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교과서를 위주로 문
제를 설계하여, 학생들의 분석과 귀납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라) 교사들은 각자 담임하고 있는 교과를 중시하고 있다. 대학연고 에서 시험을
보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각자의 교육철학과 열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교는
항상 교사들에게 각 교과의 진도를 점검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도
록 하고 있다.
마) 학생들의 학습은 비록 대학연고 에서 시험을 부과하는 과목이 위주가 되지
만, 학습에 열중하는 가운데 적당한 경쟁심도 배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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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생들의 대부분은 대학연고 에서 시험을 부과하지 않는 과목을 좋아하고
있다. 이것은 시험에 따른 부담이 없고 생활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
인데, 이에 교사들 또한 연구를 통하여 수업을 활기 있게 하여 학생들로 하
여금 교과서 이외의 경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 부정적인 영향
가) 시험에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학습에 좌
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각 교과 담당자들은 자신의 교과를 지나
치게 중시하여, 고의적으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과를 공부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나)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갖는 기대는 단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언행이나 사제관계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갖
지 않고 있다.
다) 교우 사이에 항상 성적에 대한 경쟁으로 인하여 불유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드러내놓고 다투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이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과
협조적 분위기를 키워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
라) 지필 고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구두문답과 조작연습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마) 수업은 진도를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항상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혹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거나 결과를 검토하기도 한다. 이로 인
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며, 사고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장애가 된다.
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리주의로 흐르게 되어, 시험대상이 아닌 교과
는 중시하지 않으며, 또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일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
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 선택교과는 학생들이 졸거나 주지과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측에 대학연합고사 과목이 아닌 교과에 대하여는 그 시
수를 줄이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아) 교사들은 시험과목의 내용에 대한 기억을 중시한 나머지 가로 넣기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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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에서 제외되는 교과의 수업은 교사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영합하여 자신의 수업을 대
충 때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미술과의 경우 한 학기 동안 몇
장의 그림을 내는 것으로 끝내고 있고, 체육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놀
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업을 끝낸다. 또 공예·가사교과는 조립식 반제
품을 사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조립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업이 교육과
정의 표준과 위배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 대학연합고사 과목의 수업은 대학연고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학
생들은 지식의 기억에 편중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방식은 학생의 합격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 일쑤여서, 생활의 활발한 활동이 고려되
는 일이 적다. 시험에서 제외되는 교과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다
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핑계삼아, 학생들의 정도를 벗어난 요구
에 그저 따라가는 형편이다.

다 . 학습방법과 태도에 대한 영향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방식은 대학연합고사 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방법 또한 대학연합고사 의 출제방식으로부터 커
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학연합고사 의 부담 아래에서 대만지역 고
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행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가 일
찍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1) 공부의 목적은 오로지 진학을 위해서이다. 2) 공부태
도는 자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거의 피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3) 독서의
방법은 암기가 주류를 이룬다. 4) 독서의 범위는 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
이다. 대학연합고사 가 고등학교의 학습방법과 태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역시
'大學聯考對高中敎育的影響'에 보고된 내용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 긍정적인 영향
가) 대학연합고사 에 대한 도전과 압력으로 인하여 고교 3년생들은 고1·고2에
비하여 학습의욕이 높으며, 수업시간에도 성실한 태도로 주의를 집중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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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대학연합고사 는 여전히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몰두하게 하는 가장 큰 원
동력이다.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높기 때문에, 교사들도 성실한 태도로 수업
을 준비하게 된다.
다) 대학연합고사 는 학생들로 하여금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목표를 갖도록 하여
학습동기를 이끌어낸다. 이에 학생들은 각자에게 알맞은 효과적인 학습방법
을 찾게되는데, 특히 문과·이과의 구분은 각 영역의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
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라) 매년 치러지는 시험문제의 경향이 학생들의 해당교과에 대한 학습태도를
결정짓는다. 시험문제가 알맞게 고려되어 종합분석·귀납분석을 중시하는 문
제들로 구성된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 부정적인 영향
가) 장기간에 걸친 암기 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거
나 자발적으로 지식을 탐구해나가는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나) 학생들은 어떤 교과에 대한 흥미를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계열을 선택할 때에 학부모나 사회의 가치관념의 영향을 받게 되
며, 정작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대학연합고사 의
과목을 준비할 뿐, 그밖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교과서 이외의 지식을 탐구
하는 일이 드물다.
라) 학습방법은 속성·기억·판에 박은 공식 등을 중시할 뿐, 원리원칙에 대한
이해를 강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능력이 부족하고, 독서 이외의 일체 활
동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된다.
마) 경쟁과 시험의 압력으로 인하여 적응 실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공부에
대한 두려움증, 과도한 불안감 등이 그것이다.
바) 교사들은 평가문제를 대학연합고사 의 문제유형에 따라 출제하며, 학생들
또한 단지 대학연합고사 의 출제경향에 따라서 공부할 뿐이다. 따라서 교과
서 밖의 관련자료를 읽는 기회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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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몇몇 과목에만 노력을 집중하며 대학연합고
사 에서 문제가 어려워 득점이 곤란한 과목은 일찍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아) 대학연합고사 과목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에 대한 학습방법 및 태도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학생들
은 참여할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성실한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에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학연합고사 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자발성이 결핍되어있을 뿐 아니라 흥미의 배양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학습에 대한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공부를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라 . 교육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각 교과교육의 정상적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뿐 아니라, 심지어 학교의 전반적인 학사행정까지도 왜곡하는 상황마저 야기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던
지, 시간을 앞당겨 조기에 교과내용의 학습을 마친다든지, 또는 시험에서 제외되
는 교과를 등한히 하는 일 등이 바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예들이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의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
항은 어문사회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아예 이화학(理化學)
계열의 교과를 지도하지 않고, 이공계열에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대로 역사·
지리 등의 교과를 지도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도 '大學聯考對高
中敎育的影響'에 보고된 내용의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긍정적인 영향
가) 좌담회나 강연을 개최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정확한 독서방법과 효과적 심
리적응에 대한 지도와 계열의 선택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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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학자료에 대한 전람회를 개최하여 각 대학의 학과를 소개해주고 자세한
진학자료를 제공해준다.
다) 전후 두 단계로 분반하고 있어, 각기 다른 소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알맞은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라) 학생들에게 각종의 써클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학
생들은 자유참가방식을 택하고 있어 비강제적이다.
마) 수업진도의 안배를 통하여, 복습형 시험·모의시험·결손학생에 대한 보충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성적에 따라 분반하고 있으며 각 교과의 수업시수 또
한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2 ) 부정적인 영향
가) 학교운영의 방침이 대학입학 합격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다.
나) 지식교육만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덕·체육·사회성·심미능력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다) 선택과목의 안배는 여전히 대학연합고사 가 주요 고려대상으로 되고 있다.
가령 영어회화 시간에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국학개요(國學槪要) 시간에 국
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나머지 과목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아예
개설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라)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연합고사 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앞당겨 끝
내는 것이 보통이다. 교사는 진도를 나가는 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지만, 학
생들은 수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 시간표의 조직에 있어서도 대학연고 시험과목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고
있어 생리상의 건강원칙이 소홀히 다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체육교과의 경
우 흔히 점심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배당해놓고 있어 건강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바) 몇몇 교과의 시수에 비하여 교재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학생들은 학교 밖의 사설학원을 이용하여 보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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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목으로 이화과(理化科)가 가장 심하고, 수학과가 그 다음이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大學聯考對高中敎育的影響'에서는 다음의 결론과
함께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있다.
가 ) 결론
(1) 대학연합고사 제도가 학교교육을 진학위주로 흐르게 하여 고등학교 교육목
표는 결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2) 대학연합고사 는 고등학교 각 교과교육을 시험과목 위주로 흐르게 하여, 수
업의 계획이나 평가방식이 주로 대학연합고사 과목의 출제경향에 겨냥되어 있
다.
(3) 대학연합고사 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방향에 대한 파악을 쉽게 하여, 학생
들의 학습동기를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시험을 위하여 공
부하고자 하는 불건전한 태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방법이나 태도에 편차
가 존재한다.
(4) 대학연합고사 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의 교육이념을 형식에 흐르도록 하
여, 그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 ) 건의내용
(1) 대학입학고시 방면
① 대학연합고사 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② 대학연합고사 의 출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③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여 고등학교교육의 발전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행정방면
① 12년지원취학방안을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여 진학에 대한 압력을 완화해
야 한다.
② 대학을 증설하여 입학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③ 교사의 교직관을 강화하여 정확한 교육이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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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만의 입시센터시험 출제 과정 분석
대학입시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게 될 다음 세대의 인재를 선발하는 중대한
국가적 행사이다. 수험생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대학입시는 향후 연마하게
될 학문의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평생의 진로인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마음에 맞는 학문과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바램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개인마다 자
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의 바램이 곧바로 현실로 이행되는가 하는 것은 확실히 별개의 문제
이다. 사회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 이외에 다른 구성원도 나와
동일한 바램을 지니고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단위 사회에서 구
성원들에게 배분 가능한 직업의 종류와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바램은 상호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의 진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각 구성
원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구성원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모델을 설정하고 평준화라는 진보적 이념의 구현을 위하
여 여하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현장에서 경쟁의 요소를 불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입시를 둘러싼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든지 대학입시에서
선발의 기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이다.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경쟁이 지니
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동의한다면, 남은 문제는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한 규칙
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현행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에서 시험문제의 출제과정은 공정한 규칙을 제공해왔
다는 점에서 가히 완벽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평가하는 데에 주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시험의 시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많은 부분 출제과정에 있어서의 보안유
지에 달려 있는데, 그간 우리는 이 방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가 있다.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바로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시의 시행과정
에서 이른바 공평성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불하고 있는 노력이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의 출제와 관련된 인원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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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감금 수준의 생활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그래
도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대학입시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부문에서
전문인력이 보통 1개월 정도의 짧지 않은 일정을 자신의 임지를 이탈하여 입시업
무에만 매어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각 인력이 속한 단위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해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고려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대만지역에서 현재 시행되는 대학입시문제의 출제과정은 이 방면의 문제에 관
심을 갖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새롭고 놀랍게 여길 만한 특징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 대만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학입시문제의 출제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시험문제의 이른바 감금 상태에서의 출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수정, 그리고 인쇄와
포장을 위한 우리의 감금업무 에 해당하는 짧은 일정의 위무(圍務) 가 있을 뿐이
다. 감금상태에서의 출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곧장 문제은행방식에 의한 출제를 떠
올리게 되지만, 대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문제은행방식에 의한 출제는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개혁안 가운데 장기계획 속에 포함된 과제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현행 입시의 출제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출제 방식인, 즉 감금
상태의 출제와 문제은행방식이 아닌 제3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지역에서 문제 출제 과정이 출제위원들에 대한 감금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다고 하여, 그들이 보안문제에 대하여 소홀하다거나 보안문제 자체가 구성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판단이 아닐 수 없
다. 구성원들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지구상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만지역 역시 입시의 시행에 있어서 보안의 유지는 우리 사
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던 대학연초의 가장 두드러진 장
점의 하나가 바로 공평성에 대한 신뢰에 있었으니, 이 문제는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시험문제 출제에 있어서 장기계획 안에 들어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
식은 곧 실시하게 될 대학입학신방안 하에서도 쉽사리 채택될 기능성은 없어 보
인다. 문제의 생산과 축적이 실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에, 이 과제는 현재
의 대만인들에게는 그저 계획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따라서 감금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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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위외출제(圍外出題) 방식은 한동안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 . 위 외 (圍 外 )출 제 와 그 배 경
대만에서 입시문제의 출제는 6개월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문제는 보통 1월～6월간에 걸쳐 출제위원들의 출제가 진행되었다.
2002년에 시행되는 대학입학신방안 을 앞두고 입시 일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
데, 2000학년도에 시행되었던 학과능력시험의 출제는 1999년 7월～12월에 걸쳐 진
행되었다. 순수 출제기간인 6개월 외에 시험일자가 2000년 1월말인 점을 감안하
면, 문제의 출제와 수정에 무려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가히 평상시 출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들은 이를 위외(圍
外)출제라고 이름하여 문제에 대한 검증과 수정, 그리고 인쇄업무를 위한 10일간
의 위내(圍內)업무(圍務, 감금업무에 해당)와 구별하고 있다.
대만에서 위외출제 방식이 제도화된 배경과 구체적인 시행과정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그들이 그간 시행해
왔던 대학입시제도의 특수한 형태인 대학연합초생제도 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 가능할 뿐이다. 대학연초 라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
고 각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연합형식으로 치르는 입시방식임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이다. 따라서 입시의 업무는 참여한 대학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처리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입시의 출제업무 역시 동일한 시스템
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간 대만지역에서는 연초회 가 출제위원
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를 통하여 과목별 책임출제학교를 결정하면, 책임출제학교
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교수들에게 출제업무를 맡겨왔다. 보통 과목마다 모두
하나씩의 출제 분과를 두었는데, 출제분과는 1991년의 자료에 의거하면 5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출제분과는 두 종류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며, 출제위원 중에서 1인
은 소집인을 맡고, 나머지 4인은 출제위원이 된다. 여기서 모든 업무는 단선(單線)
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야말로 출제과정상에서의 비밀유지를 담보해내
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시험의 출제업무를 맡은 단위 대학이나
각 교과의 출제를 직접 담당하게 되는 소집인 1인을 포함한 출제위원들은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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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명예와 개인의 직위를 걸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보안의 유
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만의 교육이 본래 유교적 전통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어서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사회적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
는 역사적 배경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학입시의 출제과정에서 책임의 소재를 분
명히 가리지 않는 한 개방형 출제란 역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나 . 출제제도 개선방향
대만의 대학입시 출제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외(圍外)방식에 의한 출제이다. 이 방식이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문제의
출제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평가의 목표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양
질의 문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교육적 고려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실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 출제 당사자들에게는 실
로 고역이 아닐 수 없고 부작용도 적지 않은 감금업무의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부
수적인 효과도 현실적인 장점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음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대
학입시가 지니는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일부기능이 일시 정지
되거나 저하되는 사태를 해마다 반복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상의 고려를 통해볼 때에 대만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학입시의 문제출제
방식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장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개선
의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대만인들은 이름하여 대학
입학신방안 이란 새 대입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시험의 출제과정 부문
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손질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
은 위외방식의 출제라고 하는 커다란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
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대만의 대학입학고시중심에서 1991년 9월에 발행한 < < 現
行大學聯招命題制度改進之硏究> > 에서 밝히고 있는 당시 출제제도의 개략적인 내
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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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제과정 개관
가) 출제위원회의 구성
연초회 는 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를 통하여 과목별 책임출제학교를
결정하면, 책임출제학교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교수들에게 출제업무를 맡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과목마다 모두 하나의 출제 분과를 두는데, 출제분과는 5인으로
구성된다. 각 출제분과는 두 종류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며, 출제위원 중에서 1인은
소집인을 맡고, 나머지 4인은 출제위원이 된다. 모든 업무는 단선으로 진행되며,
보통 매년 1, 2월 사이에 각과 출제분과의 소집인 인선이 확정되며, 6월 1일 이전
에 시험문제를 출제 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교과별 출제 주의사항에 따른 출제
각 교과의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반드시 출제주의사항을 참고하여야 하는데, 이
주의사항은 출제고문(出題顧問)이 출제 전에 회의를 통해 작성해 놓은 것이다.
다) 위내출제고문(圍內出題顧問)의 업무
대학입학고시위원회는 출제고문을 두어서 출제주의사항을 작성하는 책임 외에
도 시험 전에 위내(圍內)에 입소하여 위외(圍外)의 출제위원이 출제를 끝낸 문제
의 심사와 선택작업을 하게 된다. 출제고문은 위내에 전달된 시험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권한을 가진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위장의 총간사가 이견
의 소지가 있는 시험문제를 위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출제위원의 의견을 듣는
다.

43) 대학입시의 출제과정의 지극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부분을 연구하는 대만
의 학자들조차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의 주관기관인 대
만 대학입학고시중심에서 진행된 < <現行大學聯招命題制度改進之硏究> > 에 참여한 사
람들까지도 이전에 이루어진 출제과정에 대하여 기록형식의 자료를 참고할 수 없었
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기존의 출제과정에 대하
여 상세한 내용을 소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위 연구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학연초의 출제작업은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닌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많은 자료들은 비밀문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에 참여한 인사들이 자신들
의 경험을 구두형식으로 보고된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소루한 점이 많다. 黃政傑 外,
< <現行大學聯招命題制度改進之硏究> > (大學入試中心, 1991. 9, 臺北)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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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문제의 위장(圍場)으로의 송달업무
출제위원회는 각 출제 책임학교를 통하여 각과 출제분과의 소집인이 송달한 시
험문제를 수합한 후에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한 다음, 문제를 밀봉하여 위장(圍長,
감금업무에 대한 책임자)에게 넘겨주어 위장(圍場, 감금장소)으로 가져가도록 하
는데, 시험문제 봉투 안에는 답안과 출제배경을 함께 동봉하도록 한다. 출제위원
과 출제고문의 구성원은 부분적으로 같을 수 있다.
마) 위내(圍內) 작업
위장(圍長)은 시험문제를 개봉한 다음 답안을 꺼내고, 시험문제를 출제고문에게
주어서 심사하도록 하고, 다시 예비시험을 맡은 학생들에게 예비시험을 치르게 하
여 문제 중에 있을 수 있는 오류나 결점을 찾아내도록 한다. 이 과정은 하루의 일
정이 소요된다. 둘째 날에는, 당해 년도 대학연초 책임을 맡은 대학의 총장과 교
무장이 시험문제의 수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의논하는데, 먼저 예비시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 때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험문제를 위장(圍
場)총간사가 위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원 출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이견이
있는 문항들을 해결한다. 오후에는 국문 등 시험과목의 시험문제 표지 인쇄를 시
작한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시험문제의 인쇄작업을 진행한다. 이후는 교정이나 포
장 등의 과정이 되는데, 위내 작업은 전체적으로 4일을 기한으로 한다. 시험문제
의 답안지, 문제지의 격식은 모두 고정된 틀에 맞추도록 하여 작업의 진행에 편리
를 기하고 있고, 예비시험에 참여하는 학생은 국립대만대학교(國立臺灣大學校) 1
학년생들이 맡도록 하였으며, 그 중에서 자연계는 의학계열, 사회계는 외국어계열
혹은 국무계열(國貿系列) 등의 학생들 가운데 선발하였다.
2 ) 당시 (1991년 ) 출제과정에 대한 평가
이상과 같은 출제의 과정을 보면, 그 단선 작업은 확실히 시험문제의 비밀유지
에 대한 요구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출제위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문제를
고치지 않는 등, 출제된 문제들에 대하여도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
다. 그러나 위내에서의 작업시간이 겨우 4일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문
제가 있으며, 출제위원과 출제고문 사이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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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재의 교육방법에 익숙한 사람이 출제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과 예비시험에 참여하는 학생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지적될
만하다. 다음은 당시의 출제제도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우수한 점과 결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 장점
⑴ 출제교수의 의견과 권위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⑵ 문제와 답안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 인쇄와 채점이 편리하다.
⑶ 출제고문을 두어 문제의 선택과 용어를 다듬는 일에 관여하도록 하여 문제
의 완벽을 기한다.
⑷ 단선(單線)의 작업형태(연초회 → 출제위원회 → 소집인 → 출제자)는 보안
유지에 효과적이다.
⑸ 출제시간이 5- 6개월에 달하여 시험문제를 창안하는 데 효과적이다.
⑹ 소질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위내(圍內)에서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문제의 오류를 진단할 수 있다.
나) 단점
⑴ 고교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제위원이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고교교육의 목표와 교재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
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⑵ 문제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⑶ 위외(圍外)출제위원과 입위(入圍)출제고문 사이에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⑷ 출제고문은 문제의 내용을 고칠 권한이 없어 문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다.
⑸ 출제위원이 출제에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경험
의 전승이 불가능하다.
⑹ 문제와 답안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출제가 제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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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업무를 맡은 기관 또한 개혁에 소극적
이다.
⑻ 위내(圍內)에서의 문제에 대한 검토, 선택, 수정 시간이 2일뿐이어서 실제
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⑼ 출제위원들 중에 출제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기대하는 수준의
문제가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⑽ 예비시험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나치게 소수이다. 외문계(外文系)·국무계
(國務系)·의학계(醫學系) 학생들이 참여하여 오류를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의 난이도를 가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⑾ 비밀유지에 지나칠 정도로 주의를 집중한 결과 오히려 출제자의 책임과
문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⑿ 위외(圍外)출제는 비밀의 유지가 생명이므로 토론의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을 받으며, 이에 토론의 수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⒀ 출제의 중점 및 난이도가 일정치 않아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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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 선 방 향 의 제 시 44)
대만 대학 입학 시험문제의 출제 과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4> 대만 입시 문제 출제 체제 개선방향
항목

방

향

① 현행 위외출제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고, 아울러 위내출
제제도를 겸하도록 한다.
② 일부 고시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적으로 위내출제제도를 겸하도록 하는데,
해당 과목의 원래 출제위원 중에 대표를 두어 입위업무에 참여하도록 한
단기

다.
③ 학력의 정도가 다른 학생들을 입위(감금)업무에 참여하여 예비시험을 치
르도록 한다.
④ 참여인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한다.
⑤ 출제인원은 1- 2일 앞당겨 감금 업무에 들어가도록(入圍) 한다.
① 위외 출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모든 고시과목의 원래출제위원 중에

중기

대표를 두어 입위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단기출제조직 및 형태에 따라
서 운영하도록 한다.
② 출제인원은 1- 2일 앞당겨 감금 업무에 들어가도록(入圍) 한다.
① 평상시 大學入學考試中心에서 각 과목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장기적
연구와 출제를 병행하여 각 과목에 대한 문제은행을 구축한다.

장기

② 대학입학시험에 임하여 招生委員會(학생모집위원회)가 각과의 출제위원
을 초빙하여 入圍(감금)상태에서 문제은행으로부터 문제를 선택하고 수정
하거나 새로 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1991년에 이루어진 출제과정에 대한 연구내용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이 계획한 개선방향이 어떤 수준과 속도로
실제 운영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수고로움만큼 그다지 실익은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필자가 입수한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 < 2000
학년도 학과능력시험업무보고> 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 문건에 나타나 있는 출
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44) 表12 <大學聯招命題制度近·中·長程改進方向> 黃政傑, 전게서, 49쪽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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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출제과정
(1) 시험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출제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
작한다.
(2) 여러 차례의 토론과 수정을 거친 뒤에 다시 시험의 측정목표에 의거하여 문
제를 선정 조직하여 완성한다. 2000학년도 출제업무는 ⑴ 문제의 출제 ⑵ 수정
및 문제의 선정조직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출제조 및 출제고문조의
업무이다. 출제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시험과목의 출제분과로
구성되며, 각 시험과목의 출제분과에는 출제 소집인 1인과 출제위원 수인을 두
도록 하였다. 각 시험과목의 출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출제분과 구성 : 출제총간사의 책임 하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출제 : 출제위원은 해당교과 출제참고자료에 명시된 평가목표·출제기준 및
주의사항에 의거하여 출제한다.
③ 문제의 수정 : 출제분과 소집인이 분과위원의 소집을 담당하며, 개별 문제에
대한 토론·수정·폐기·재출제를 진행한다.
④ 문제의 형태 및 문항수의 확정 : 문제의 형태 및 문항수를 확정한다.
⑤ 시험문제의 편집제작 : 출제분과는 평가목표와 과정기준에 의거하여 배열된
시험문제 수부를 편집 제작한다.
⑥ 출제분과 소집인은 직접 교열에 참여하고 시험문제 및 관련자료를 출제위원
장에게 제출한다.
⑦ 업무검토 : 시험 후 연구개발처에서 담당한다.
나 ) 출제분과 업무진도표
출제분과 업무 진도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Ⅳ- 5> 대만 입시센터 출제 분과 업무 진도표
날짜
1999년 6월
1999년
6월 - 8월
1999년 7월

출제조
2000학년도 출제조를 조직하고,

집행인

출제위원장(命題總幹事)
출제소조의 소집인 초빙
출제와 관련된 참고자료의 제작 출제위원장, 출제조 간사
과 확정
문제의 선정 책임자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학과능력
각 교과 출제분과 소집인
시험의 각 교과 출제분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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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5> 계속
1999년 9월
1999년
7월 - 12월
1999년
12월 31일

선택제 및 비선택제의 답안 카 각 교과 문제의 선정 책임자·
드양식 확정

출제분과 간사

출제·수정·문제의 편집
시험문제 등의 자료에 대한 수
합
출제고문이 문제에 대한 수정
문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2000년 1월

정답 확정

각 교과 출제분과 소집인· 출
제위원
출제위원장

각 교과 출제 고문
각 교과 문제의 선정 책임자

22일 - 31일

2000년 1월
30일 - 31일
2000 1월 31일

인쇄

감금업무(圍務) 조

시험의 시행

대학입학고시중심(考試中心)

시험문제 답안 토론회 개최

고문조 간사·각 교과 문제의
선정 책임자

2000년 2월 1일 선택제 답안 확정

시험업무 소집인

2000년 2월 2일 선택제 답안 공포

출제 위원장·고문조 간사

2000년 2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 고문조 간사·각교과 출제고문

2일 - 15일

한 토론과 풀이

각 교과 문제의 선정 책임자

2000년 3월

학과능력시험문제해석집 간행

각 교과 문제의 선정 책임자

2000년 3월

문제의 특색 및 수험생의 답안
작성경향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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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출제고문
2000학년도 학과능력시험 고문조의 업무는 다음 3단계로 나누어진다.
⑴ 합숙( 감금업무 )전 준비 : 고문의 초빙, 인쇄형태의 확정, 합숙업무에 대한
계획안 작성, 합숙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
⑵ 합숙( 감금업무 )시 업무 : 시험문제의 확정·인쇄 및 진도관리
⑶ 합숙 이후 : 답안 토론회·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과 풀이·시
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리기
시험문제의 품질 및 난이도 유지를 위하여 모의시험의 실시·분과토론·각 교
과 통합 토론회의 3대 업무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도록 한다. 각
교과 전문가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의 시험문제뿐 아니라, 타 교과의 고
문과 모의시험에 참가한 수험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험문제의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아울러 각 교과 통합고문회의에 참여하여 타 교과의 시험문제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인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시험문제가 확
정된 뒤에, 곧 인쇄분과 및 교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열작업을 진행한다.

시험

문제답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합숙에 끝나는 날 곧바로 답안토론회를 개최
한다. 이 토론회에는 대학교수와 고교교사가 참여한다. 시험답안 공포시에는 시험
문제를 대학입학고시중심의 홈페이지에 올려 수험생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들이 신속히 시험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고문조에 속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은 감금업무교과 전문가·관리인
원·인쇄담당인원·디자인 담당인원·모의시험에 참여하는 학생 등이다.
라 ) 감금업무 (圍務 )
장소 : 대만대학 보통 강의동 지하실
기간 : 2000년 1월 22일 오전 8시 30분 - 1월 31일 오후 2시
인원 : 69인이 두 차례로 나누어 참가
* 제1차
① 입숙시간 : 1월 22일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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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원 : 합숙업무위원장·출제고문분과·타자조판분과·총무분과·집행간사·
인쇄장정분과, 계66인
* 제2차
① 입숙시간 : 1월 26일 오전 7시
② 인원 : 점자(點字) 시험문제 업무인원 3인

4. 대만의 대입 문항 분석
대학다원입학신방안 하에서 대학입학시험은 학과능력시험과 지정과목고시의
두 단계로 치러질 예정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들 두 단계의 시험은 평가의 주
안점, 범위, 난이도, 문제유형 등에 차이를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선 두 시험의
주안점을 살펴보자면, 제 1단계 시험인 학과능력시험은 수험생의 기본학력을 측정
하는데 있으니, 우리의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제 2단계 시
험인 지정과목고시의 경우 수험생이 기본학력 외에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고등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두
시험의 난이도는 당연히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어려운 문제가 다수 출제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들 두 시험의 난이도를 기존의 대학연초 와 비교하여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Ⅳ-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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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능력시험

고
득
점

이상적 연합고사
지정과목고시

평균
난
이
도

평균
평균

저
득
점

[그림 Ⅳ- 4] 학과능력시험과 지정과목고시의 문제 난이도

가 . 출제 범위
1 ) 학과능력시험
학과능력시험은 국문, 영문,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과목인데, 각 과목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의 필수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 이를 1995년 대만 교육부에
서 공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면 학과능력시험에서의 각 과목별 출제 범
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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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6> 학과능력시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과목

과

국문

고1 국문, 고2 국문

영문

고1 영문, 고2 영문

수학

고1 수학, 고2 수학

사회*

과학*

정

고1 역사, 지리, 삼민주의
고2 세계문화(역사편), 세계문화(지리편), 현대사회
고1 기초물리, 기초화학, 기초생물, 기초지구과학
고2 물질과학(물리편), 물질과학(화학편), 물질과학(지구과학편), 생명과학

* 표 과목의 시험문제는 제1부분은 필수이고, 제2부분은 선택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다. 필수부분은 사회과에서는 고1 과정의 역사, 지리, 삼민주의이고, 과학과에서는 역
시 고1 과정의 기초물리, 기초화학, 기초 생물, 기초지구과학이다. 선택부분은 사회과
에서는 고2 과정의 세계문화(역사편), 세계문화(지리편)와 현대사회 등 3개 과목을 포
함하는데, 수험생은 이 중에서 두 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과학과는 고2 과정
의 물질과학(물리편), 물질과학(화학편), 물질과학(지구과학편), 생명과학 등의 4개 과
목을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2 ) 지정과목고시
지정과목고시의 시험은 국문, 영문, 수학(갑), 수학(을),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의 9개 과목이며, 각 과목의 시험범위는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1995년 대만 교육부에서 공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면 지정과목고시의 각 과목별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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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7> 지정과목고시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과목

과

국문

고1 국문, 고2 국문, 고3 국문

영문

고1 영문, 고2 영문, 고3 영문

수학
갑*
수학
을*

정

고1 수학, 고2 수학, 고3 수학(갑)
고1 수학, 고2 수학, 고3 수학(을)

역사

고1 역사, 고2 세계문화(역사편), 고3 선택과목역사

지리

고1 지리, 고2 세계문화(지리편), 고3 선택과목지리

물리

고1 기초물리, 고2 물질과학(물리편), 고3 선택과목물리

화학

고1 기초화학, 고2 물질과학(화학편), 고3 선택과목화학

생물

고1 기초생물, 고2 생명과학, 고3 선택과목생물

*수학갑과 수학을은 고사과목의 명칭이며, 수학(갑)과 수학(을)은 과정의 명칭임

나 . 출제문항
학과능력시험의 경우 국문과 영문의 두 과목에 한하여 비선택형 문항이 일부
출제되고 있다.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채점이 가능하도록 선택형
문항만으로 출제된다. 그러나 지정과목고시에서는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비선택형의 문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출
제될 것으로 보인다.
1 ) 학과능력시험
가 ) 국문
국문은 총 100점 만점이다. 2000학년도의 경우 선택형이 55점, 비선택형이 45점
으로, 선택형 문제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선택형 문제는 단일
선택제가 14문항이고, 다중선택제가 8문항이다. 비선택형 문제는 주어진 작품에
대한 감상 및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와 작문문제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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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비중은 감상분석이 18점, 작문이 27점이다.
선택형 문제는 주로 국문 또는 국문과 관련한 기본지식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한 어문에 대한 인지, 어문의 활용능력 및 중국의 문
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포함된다. 비선택형 문제는 작품의
감상 및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와 창조적 표현능력을 측정하는 작문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작문의 경우 두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
에서 감상 및 분석부분의 문제는 해당 지문을 교과서 안에서 가려뽑도록 하고 있
는데,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대학입시를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한다. 실제 문제의 예로서 2000학년도에 출제되었던 작문 (2)번 문
제를 보기로 들겠다.

<문제>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읽은 사람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도
화원 은 도연명(陶淵明)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유토피아 라는 것을 말이다. 당신에
게 있어서 유토피아 란 어쩌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로 생각될 지 모르겠다. 그
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 소망은 하나의 구체적
인 목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추상의 경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그저 비루한 바
램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환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들은 모두 마음으로 동경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나의 소망 이라는 제목으로 한편의 문장을 쓰시오.
(주의)문장의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글 속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가?
(2) 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나?
(3) 어떻게 자신의 소망을 추구할 것인가?
(3) 자신의 감회

나 ) 영문

영문은 100점 만점에, 선택제 70점, 비선택제 30점으로 되어 있다. 2000학년도
출제문제를 보면, 단어와 숙어를 묻는 문제들은 주로 교과서 안에서 출제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문법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고, 종합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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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독해문제는 지식과 취미의 영역을 겸하도록 구성되었다. 비선택형문제는 간단
한 답을 적는 간답형(簡答型) 문제와 작문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간답
형문제에서는 독해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문은 영어의 어
휘·어법·수사지식을 운용하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단락을 나누어 통일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갖춘 영어문장을 써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 문제의 예로서 2000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두 유형의 비선택형 문
제를 보기로 들겠다.
<문제> - 1, 簡答題
The Tri Se rvice Ge ne ra l Hos pita l yeste rday he ld a ce re mony for 35 childre n who
completed a hos pita l- s ponsored we ight- loss progra m during the ir s umme r vacation.
The stude nts lost a n ave rage of 2.34 kilogra ms during the past two months , a nd the
stude nt two lost the most, the nine- yea r- old Howa rd Cha ng, s hed more tha n s ix
kilogra ms .
"My we ight dropped to 48.3 from 54.4kilogra ms , a nd my class mates won't be a ble
to ca ll me 'porke r' a nymore ," Cha ng sa id ha ppily.
"Howa rd ca lculated the ca lories of eve rything he ate during his pa rticipation in the
progra m." his mothe r sa id.
"He would de libe rate before eating eve n a s lice of pizza beca use it has 350
ca lories ," the mothe r sa id.
Whe n as ked what he most wa nted to do following the accomplis hme nt, Cha ng
re plied, "Eat at McDona ld's ."
1. What is the proble m common to the childre n who pa rticipated in the progra m?
2. What do you think the word "s hed" mea ns in this passage ?
3. Why is Howa rd Cha ng s pecifica lly me ntioned in the passage ?
4. Which word in the passage most like ly mea ns "to think a bout something se rious ly
a nd ca refully, expecia lly before ma king a n importa nt decis ion"?
5. It ca n be infe rred from the passage that Howa rd will proba bly ga in his we ight back
aga in. What is the clue ?

- 143 -

Ⅳ. 대만의 입시제도
<문제> - 2, 작문
"We ight Loss "를 주제로 하여, 당신 개인이나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
체중이 과다해진 까닭을 설명하고, 아울러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다 ) 수학
<문제> - 문제번호 6)
1999년 6월 1일에 수학자가 수퍼컴퓨터를 이용하여 2

6972593

- 1이 소수(素數)임을 계

산해내었다. 만약 이 소수를 인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몇 장의 A4용지가 필요할까? 한
장의 A4용지에 3000개의 숫자를 인쇄할 수 있다고 할 때, 아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장수
를 선택하시오.
⑴ 50
⑵ 100
⑶ 200
⑷ 500
⑸ 700

<문제> - 문제번호 J (35, 36)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척의 선박이 (가)항구에서 동쪽으로 27㎞ 북쪽으로
8㎞ 지점인 A의 위치에서, 항구에서 동쪽으로 2㎞ 북쪽으로 3㎞ 지점인 B의 위치를 목
표지점으로 삼아서 운항한 뒤에, 목표지점까지 이른 다음에 즉시 방향을 수정하여 직선
으로 항구로 들어왔다. 배는 B의 위치에서 방향을 수정할 때에 왼쪽으로 몇 도나 돌렸겠
는가? 답 : ( 35 ) ( 36 )도

A

B

가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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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사회

단일선택형과 다중선택형을 포함한 개별선택형 문제가 120점, 그룹형 선택 문제
가 38점으로 만점은 158점이다.
사회문제의 특징은 서로 관련된 문제들을 보아 한 문항으로 출제하며(그룹형
출제), 이들 그룹형 문제에 속하는 하위 문제들은 교과간의 벽에 구애되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 지리, 삼민주의의 세 교과의 관련 지식과 개념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의 소재를 교과서의 협소한 틀을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은 종합적인
사고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하는 문제들로 대만지역에서 계획중인 교과서의 다원
화 이후를 내다보는 모범적인 문제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룹형 문제 이외의 문제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리(地理)는 경위도, 남북반구, 지도의 투영, 면적의 계산, 등고선 판독 등을 포
함하는 지도의 판독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여기에는 고지도에서
소재를 구하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역사(歷史)는 일반적인 역사지식을 묻는 문제 외에 역사학의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도 들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특징이라 하겠다. 그들에 의하면 역사문제
있어서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역사학의 본질에 대한 인
식을 갖도록 하며 아울러 역사 인식을 함양하자는 것이 그 근본 취지라고 한다.
개별적 역사 사실의 기억 여부를 묻는 전통적인 문제로부터 이해, 분석, 종합능력
을 측정하는 문제 형태로 그 비중이 크게 옮겨가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역사교육
과 평가의 철학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삼민주의(三民主義)는 교과서와 시사문제, 정치학, 경제학의 지식을 결합한 형태
의 문제 외에 약술 또는 비교논술지문 및 자료의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
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과학과 관련한 광범한 학문적 사고를 이끌어내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실제 문제의 예로서 2000학년도 문제 가운데 지리, 삼민주의 및 기타 사회과학,
역사 등의 문제가 하나의 그룹으로 출제된 그룹형 문제를 들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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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99년 9월 2 1일, 대만지구는 차롱포(車籠

) 단층의 활동으로 인하여 큰 지진이 발생

하여, 크나 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있었다.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 9. 21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대안계(大安溪) 하상의 지층에 단층운동이 발생하여,
물길 위에 작은 폭포가 형성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해당 부분의 물길에는 다음 중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겠는가?
⒜ 측면 침식의 격화

⒝ 퇴적의 빠른 진행

⒟ 평탄화의 진행

⒠ 회춘작용의 발생

⒞ 유량의 이탈

2. 9. 21 대지진 이후, 총통은 긴급명령을 발포하여 재정경제상의 중대한 재앙에 대처
하고자 하였다. 헌법에 의하면 긴급명령의 발포는 다음 중 어떠한 순서를 거쳐야하는
지 답하시오.
⒜ 총통의 결정, 행정원의 추인

⒝ 행정원 원회의 결의, 국민대회 추인

⒞ 입법원 결의, 국민대회 추인

⒟ 행정원 원회의 결의, 입법원 추인

3. 중국역사상 지진은 늘 발생하였던 까닭에, 역대로 지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중시
되어왔다. 이런 까닭에 지진발생의 사건을 끊임없이 역사서에 기록해왔으며, 또 일찍
이 지진을 측정하는 기구를 발명해내기도 하였다. 지진 측정 기구의 발명은 어느 시
대에 해당하는가?
⒜ 周

⒝ 秦

⒞ 漢

⒟ 唐

마 ) 과학

단일선택형 문항과 다중선택형 문항을 포함한 개별 선택형 문제가 144점, 그룹
형 선택문제가 16으로, 160점 만점이다.
어려운 문제를 피하고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하자는 것이 과학과 출제
의 기본 방향이다. 실제로 2000학년도의 경우, 전체 문제 가운데 6문항만이 계산
을 요할 뿐이며(지구과학 1문항, 화학 2문항, 물리 3문항), 대신 그림을 읽거나 자
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대거 출제되었다. 전체 77개의 문항 가운
데 사용된 그림과 표의 수는 각각 20개, 5개에 이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9.
21 대지진과 관련된 문제로서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의 4개 교과 전체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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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그룹형 문제의 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출제는 일상생활 중의
경험내용과 문제들을 과학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자
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2 ) 지정과목고시
지정과목고시는 각 대학 및 학과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특성을 살려 일정 수준
의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수험과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나 학과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나 학과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고사 과목의 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수험생의 부
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1단계 시험인 학과능력시험에 비
해 2단계로 실시될 지정과목고시는 출제의 범위나 깊이 면에서 심화된 문제들이
출제될 것임은 시험의 주관처인 대학입시중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학과능력시험은 추천선발 및 신청입학제도를 도입한 1994년 이후에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수년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단계 시험인
지정과목고시는 다원입학신방안의 실시와 때를 같이하여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이 없으며, 이에 기출문제가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시험의 주관기관
인 대학입학고시중심에서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교사와 학생을 위하여 출제한
예시용 문제가 있을 따름이다. 이에 본절에서는 국문, 영문, 수학의 3개 교과로 한
정하여 특징적인 문제를 예시하는 것으로 문항분석을 대신하고자 한다.
가 ) 국문
지정과목고시 국문 과목의 평가목표는 고등학교 국문과정표준(국어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 수험생의 학교교육과 생활경험을 통하여 함양한 어문학습의 정도
와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 ⑴ 언어문자의 이해와 분석능력, ⑵ 어문정보
의 평가와 응용능력, ⑶ 문학의 상상과 감상능력, ⑷ 문화의 이해와 창조능력, ⑸
어문의 함의와 통관능력 등을 알아보는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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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아래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이야기 속의 직녀와도 같이, 모든 여자아이들은 누구나 다 은하수의 한편에서 고운 무
지개를 실 삼아서 옷감을 짰다. 그녀들은 천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조그만 계집아이
들이었다. 그녀들은 온 종일 물 속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달고
있는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와 또 자기의 아름다운 피부에 새삼 놀라워했다. 그녀들은 아
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청춘의 모습을 응시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날개옷은 그만 보이지 않았고, 대신 그녀는 인간 세상의 거칠
게 짠 천으로 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이미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정했
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날개옷은 상자 속에 채워져 있고, 그녀는 다시는 날아오
를 수 없다고. 사람들 중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그녀의 남편이 자물쇠를 걸
어놓은 것이며,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비밀의 장소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나 모든 어머니들은 다 알고 있다. 그 선녀가 처음부터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곳까지를 알고 있음을
말이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녀는 슬픈 마음으로 그 상자를 열어볼지 모른다. 상심의 눈
빛으로 그 부드러운 날개옷의 깃털을 쓰다듬어볼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그 날개옷을
한 번 걸치기만 하면 곧장 구름 저편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 그
러나 그녀는 부드럽고 새하얗게 빛을 내는 그 날개옷을 쓰다듬어보고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서 상자에 자물쇠를 채우고, 다시 열쇠를 감추어둔다.(張曉風의 <<어머
니의 날개옷>>
글 속의 날개옷(羽衣)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을 100자 이내로 간
략히 쓰시오.

나 ) 영문
영문과 지정과목고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관용어휘 및 그 용법에 대한 이해
를 묻는 문제, 구절 또는 전후문맥을 참작하여 어의와 어법이 모두 정확한 어휘·
관용어구 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어휘·어법 지식
을 활용하여 문장의 이해능력을 묻는 문제, 이해·추리 및 속독 능력을 묻는 문
제, 어휘·어법·어의·어용과 수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파악하고 통
일성 및 연관성을 갖춘 문장을 써낼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
이다. 이러한 내용의 문제들은 학과능력시험에서도 똑같이 출제되어왔지만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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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고시에서는 좀더 심화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다.
<예제1> 이해·추리 및 속독 능력을 묻는 문제
The re was a time whe n a ny pe rsona l information gathe red a bout us was typed on a
piece of pa pe r a nd stored in a file ca binet. It could re ma in the re for yea rs a nd, ofte n
forgotte n, neve r reach the outs ide world. Things have done a complete cha nge s ince
the n. Res pons ible for the cha nge has bee n the new deve lopme nt in rece nt yea rs - the
compute r. Today, a ny data collected a bout us in one place or a nothe r ca n be stored in a
compute r ba nk a nd ca n the n be eas ily passed to othe r compute r ba nks .
A growing numbe r of Ame rica ns a re see ing the accumulation a nd distribution of
compute rized data as a frighte ning invas ion of the ir privacy. S urveys s how that the
increas ingly efficie nt a nd less costly to buy a nd ma inta in. The use of the compute r for the
storage of pe rsona l data is wide ly bla med beca use the information ca n eas ily get into the
ha nds of individua ls a nd orga nizations that have ne ithe r a right nor a reason to use it.
The people who ope rate a nd ma inta in compute r ba nks us ua lly ins ist that the mate ria l
in the ir ba nks is safe from invas ion by outs ide rs . But the truth is that these compute r
ba nks ca n be invaded a nd ma ny of the invas ions have bee n for crimina l purposes . It is
re ported that ma ny ga ngs come to the United States from ce rta in countries to see k jobs
inte ntiona lly as security gua rds . Once they a re ass igned to comme rcia l buildings at night,
the me mbe rs go through the office compute r to pick up pe rsona l e mployee data . They
use the data to a pply for credit ca rds . The n they buy goods worth thousa nds of dolla rs
with the credit ca rds . Before people know what has ha ppe ned, the ga ngs s hip eve rything
back to the ir countries to be sold for a la rge a mount of profit. According to a re port by a
leading credit compa ny, the ga ngs ma ke as ma ny as 100,000 times s uccessfully each
yea r.
1. Storing pe rsona l data in the compute r is wide ly bla med beca use the compute rized
data

.
(A) could re ma in unused for yea rs

*(B) could be eas ily mis used by some individua ls
(C) could be eas ily passed to othe r compute r ba nks
(D) could be eas ily de leted a 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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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one in this passage is

.

*(A) objective
(B) indiffe re nt
(C) humorous
(D) ha ppy
3. Which of the following state me nts is NOT s upported by the passage ?
(A) The use of compute r is a new deve lopme nt is rece nt yea rs .
*(B) Compute rs have more disadva ntages tha n adva ntages .
(C) Lots of Ame rica ns fee l the ir privacy is be ing invaded.
(D) The compute rized data is sometimes invaded for crimina l purposes .
4. According to this passage , each yea r the ga ngs s ucceed in

.

(A) ma king 100,000 credit ca rds a nd se lling the m off
(B) s hipping a ll the ca rds back to the ir countries
(C) brea king into comme rcia l buildings at night
*(D) ma king illega l profit by stea ling compute rized data
5. The ma in idea of the passage is

.

(A) to introduce the deve lopme nt of compute rs
(B) to expla in the importa nce of privacy
*(C) to s how the influe nce compute rs have ove r our life
(D) to s how how ga ngs ma ke lots of money in Ame rica
<예제2> 주제를 파악하고 통일성 및 연관성을 갖춘 문장을 써낼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
'Home at last!'를 글의 첫머리나 끝 부분에 사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여 경험내용을
서술하시오(200자 정도를 기준으로 함).

다 ) 수학
고교 3학년 과정에 수학(갑)·수학(을)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지정과목 수학과
는 수학(갑)·수학(을)의 두 개로 나뉘어 처리될 것이다. 지정과목 수학과의 평가
목표는 학과능력시험 수학과의 평가목표인 개념성 지식·계열성 지식·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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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포함하며, 이밖에 열독(閱讀)·표현·추리 및 연결능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지정과목고시 수학과에는 ⑴ 개념성 지식을 묻는 문제(기본 수학원리
에 대한 인식), ⑵ 계열성 지식을 묻는 문제(도표의 이해, 적당한 공식의 운용 능
력), ⑶ 문제의 이해와 표현능력(문제의 함의를 이해하고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풀이의 과정을 표현하기), ⑷ 연결능력(여러 영역의 개념을 두루 이해하여 수학
이외의 다른 교과나 생활경험과 연결하기), ⑸ 문제해결능력(수학적 지식을 응용
하여 문제 해결능력, 추리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논증 능력) 등을 측
정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이다.
<예제1> 계산형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 B 는 타원

x2
y2
+
= 1의 두 정점이고, 그 중에서 a , b는
a2
b2

모두 정수이다. 만약 P 가 제1상한의 타원의 호 위에 있는 점이라면,

A B P 의 최대

면적은 얼마인가?
☞ 이러한 문제의 주요 평가목표는 수험생의 문제풀이 능력, 계열성 지식 및 수학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계산문제는 일반 고교생
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서 지정과목고시 중의 계산문제는 둘 또는 둘 이상의 수학
개념을 다룰 수 있다.

<예제2> 연결형 문제
두 사람이 널뛰기놀이를 하는데, 한 편에 한 사람씩 앉는다. 이때 두 사람이 앉은자리
가 중심의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할 때에는 무거운 사람이 점차 하강하여 땅
에 닿을 것이다. 그러나 가벼운 사람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앉으면(중심의 받침점에서 멀
어지면) 널판은 다시 평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양변의 높이가 같아짐). 지금 갑·을 두
편이 사람수가 같고 널판의 받침점 양편에 각각 같은 수의 고정된 좌석을 두고서, 각 편
이 한쪽 편을 골라 자리에 앉는데, 한 사람이 한 개의 자리에 앉을 때에 땅에 닿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문제 A : 한 편에 두 사람, 받침점 양쪽에 각각 두 개의 자리가 있다. 또한 같은 편에
속한 두 사람은 체중이 다르다. 만약 당신이 갑편의 대장이라면 당신 편의 승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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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떠한 방법으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는가? 질문에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B : 만약 한 편이 3인고, 받침점 양쪽에 각각 세 개의 좌석을 있고, 또 한 편에
속한 3인의 체중이 서로 다르다고 하자. 당신이 대장이라면 당신 편의 승리를 위하여 어
떠한 방법으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는가? 질문에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C : 0＜m 1＜m2＜m3 ,

0＜d1＜d2＜d3 또

{ i, j , k} ＝ { 1, 2 , 3}이라고 하자. 모

든 i, j , k 의 조합 중에서, m 1d i + m2dj + m3dk의 어떤 것이 가장 큰가? 그리고 그 까닭
은 무엇인가?
☞ 이러한 종류의 연결성 문제 의 주요 목표는 수험생의 수학개념에 대한 연결 및 수
학과 다른 학과 혹은 생활경험에 대한 연결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 이 문제는 주로 학생
이 물리학의 모멘트(mome nt)를 이용하여 문제C 가운데 수치의 대소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예제3> 잘못된 부분을 찾는 문제
실수 x , y 가 방정식 5x 2 + 4y 2 - 10x = 0 을 알고서, x 2 + y 2 의 최대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풀이는 아래와 같았다.

1. 이미 5x 2 + 4y 2 - 10x = 0 임을 알고 있으므로, y 2 = 41 ( 10x - 5x 2 ) 을 얻는다.
2. 따라서
2

2

2

x + y = x +

1
1 2
10
1 2
25
1
25
2
2
( 10x - 5x ) = x +
x= (x - 10x + 25) +
= (x - 5) +
4
4
4
4
4
4
4

3. 그러므로 x = 5 일 때에, x 2 + y 2 은 최대치 25 이다.
4

잘못이 있는 행의 번호를 지적하고,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시오.
☞ 이 문제는 주로 수험생이 추리 및 논증의 과정에서 필요충분조건을 혼동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문제는 동시에 수험생의 독해, 표현 및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수험생이 자주 범하는 추리
혹은 개념상의 착오를 활용하여 출제함으로써 수험생으로 하여금 잘못의 내용과 까닭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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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가 주는 시사점
현재로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감이 있지만 현대사에서 대만은 우리 나라와 적
지 않은 공통점을 지녀왔다. 똑같이 일제의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
라, 해방 이후에는 분단 상황 하에서 공산세력과 대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그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에 똑같이 국가의 명운을 걸어온 터였다. 이 과
정에서 두 나라는 산업화를 착실히 진행하여왔고, 몇 가지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
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 아시아뿐 아니라 개발도상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우리 나라 제도 개
혁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 나라 대학 입시 제도 개혁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 점진적이며 장기적 계획에 의한 입시 제도 도입
대만에서는 내년 2002학년도부터 이른바 대학다원입학신방안 이 전면적으로 실
시된다. 1954년 최초로 실시된 이래 금년까지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켜왔던 대학
연초 - 대학연합학생모집제도 가 이미 종언을 고한 것이다. 대만에서는 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80년대부터 연구와 더불어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1994년부
터 대학연합고사 와는 별도로 대학입학고시중심 에서 주관하는 학과능력시험 의
도입이 그 중요한 예가 된다. 이로 인하여 새 제도의 견선입학제 는 이미 신청입
학 과 추천선발 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이 넘는 경험을 쌓아왔다. 결론적으로 대만
에서 대학입시의 개선에 대한 행보는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흐름이 느리다.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는 새 제도를 겨냥한 학과능력시험 이 실시되던 최근 10여
년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대학입학시험의 위치를 지켜왔으며, 이에 50년이란 장구
한 세월을 그 역사로 간직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 제도의 실시를 두고 전면적 시
행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계적 적용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일뿐이
며, 혹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혁명적 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과는 사실 거리가 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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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양한 방법의 학생 선발
새 제도인 다원입학신방안 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에 의한 줄 세우기식 단일성을 극복하고 다원화의 철학을
구현해냈는가에 있다고 본다.
대만의 다원입학신방안 에 보이는 다원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
의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신청입학과 추천선발의 방식을 하나로
한 견선입학제 와 종래의 대학연초 제도와 유사한 고시분발입학제 의 병치이며,
그 둘째는 학과능력시험 과 지정과목고시'라는 두 단계의 시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운용과정에서 그 특유의 다원적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견선입학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지원
할 수 있고, 대학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직접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견선입
학 을 택하는 학생들은 대학입학고시중심 에서 주관하는 1단계 시험인 학과능력시
험을 치른 뒤에, 지원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정항목에 대한 지필고사,
구술시험, 논술 등에 응해야 한다.
고시분발입학제 는 시험 성적과 개인의 희망에 의하여 진학하게 되는 대학을
통일적으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
나 이 제도 역시 다원화의 측면에서 종래의 방법이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진보
적이다. 갑·을·병의 3종으로 마련된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단위 대
학들은 받아들이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수험준비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그야
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줄여주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 중에는 2
단계 시험인 지정과목고시 의 과목수를 줄여주기도 하고, 또는 1단계 시험인 학
과능력시험 을 아예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물론 이들 세 가지 방안 가운데에는
수험생들이 겪는 부담에 대하여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는 듯한 방법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방안을 채택한 대학이나 학과는 1단계와 2단계의 두 시
험 모두 응시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도 상위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만 지원자격
을 부여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다. 한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
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지극히 관대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1, 2단계의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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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면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대학 나름으로 별도의 지필고사를 추가적으
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발의 기준이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지더라도 교육
의 과정표준을 벗어나는 일은 없으며, 교육 외적인 기준이 선발의 잣대로 사용되
는 일은 생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은 각
각 높은 수준의 연구를 위한 준비 또는 그 실천 의 도량이라는 본연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가 있으며, 다원성의 의미도 온전한 방식으로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제도사에서 다원화 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혹
교육적 고려와 거리가 있는 내용들까지 선발의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던가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만하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두 나라의 현행 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내용들은 양국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이웃 나라의 세 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시행과정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다 . 반 개방식 출제 방식
다음으로 언급할 내용은 문제의 출제방식이다. 대만의 입시문제 출제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감금방식을 통한 출제 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출
제를 포함한 시험의 전과정에서 비밀의 유지야말로 공정성을 확립하는 근간이라
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출제 방식이나 문제은행식의 출제 이외에 제3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대부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대만인들은 다르다. 그들
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 시간 동안 감금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
제위원들이 평상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6개월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내는
평상시 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양국의 문화적 전통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역시 미흡함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고사의 운영에 있어서 비밀
의 유지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제3의 출제방
식을 가능했던 것은 출제에 관여한 개인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두는 장치 때문
이었는데, 그것의 핵심은 출제 조직의 철저한 단선화 (연초회 → 출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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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인 → 출제자)였다.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그들의 장기 계획은 문제은행방식
으로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 계획일 뿐이며, 신방
안 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이러한 평상시 출제방식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우
리는 나름대로 훌륭한 방법을 통해 입학시험을 출제해왔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웃나라의 제도에서 혹 해결방안이 발견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라 . 국가 시험에 주관식 문항의 도입
대만에서는 대학입시에서 주관식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지정과목고시에는 전과
목에 주관식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단계 시험인 학과능력시험 에서
도 국문과 영문의 경우 주관식 문제(작문)가 출제되고 있을 정도이다. 주관식 출
제는 대만뿐 아니라 중국 대륙의 경우에도 똑같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험
인구의 다과보다는 시행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사고 및 표현 능력을
포함하는 고등정신기능은 선택형 문항만 의존해서는 원만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선뜻 채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운영방식을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 시험이 끝난 후 정답 결정을 통한 정답 시비 최소화
우리의 경우 대학입시 뿐 아니라 기타의 시험에서도 정답에 대한 시비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대한의 정성을 발휘하여 출제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는 그 때마다 일을 맡았던 당사자들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대만에서는 이
럴 경우를 대비하여 정답의 확정을 시험이 치러진 다음으로 미루어 놓고 있다. 시
험에 참가한 학생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혹 가질 수 있는 이견을 종합한 뒤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되니, 채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답과 관련한 논
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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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
가 . 문항 개선
1) 지 식 측정 위주의 평가에 서 고등 사고력 중심으 로 전환
먼저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중국의 통일시험, 대만의 대학연합고사 등
이 지식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대학입시센터 시험을 사고력 평가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하여 세계 각 국의 평가 문항을 수집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있고,
교과간의 통합 문제 도입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학 입시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여 창의성과 고등 사고력, 종합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3+X제도이며 2000학년도부터 연
차적으로 각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어, 수학, 외국어와 같은 기
초 교과 뿐 아니라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이들을 통합한 교과
인 문과통합능력시험, 이과통합능력시험, 문이과통합능력시험에서 주관식 문
항을 도입하고, 특히 주관식은 지식의 이해 정도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고등 사고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도입하고 있다. 객관식 문항의 경
우에도 이전의 지식 암기나 이해 위주의 문항에서 사고력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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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우에도 2002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대학입시신방안의 핵심은
사고력과 고등 정신 능력의 평가이다. 대만의 경우 출제의 기본 방향은 어
려운 문제를 피하고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하자는 것이고, 그림을
보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대거 출제되었다. 특히 일
상생활 중의 경험내용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을 보았을 때 우리 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식 위주에서
사고력과 탐구능력 위주로 전환한 것은 동양의 대학입시제도를 선도하고 있
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대학별 고사를 활성화시켜 대규모 객관식 시험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더욱 정착시
킬 필요가 있다.

2) 국가공통시험에서 주관식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 문항 도입
중국의 통일시험에서는 전국단위에서 수많은 응시생들이 보는 시험이지만
주관식 평가를 시행하고, 주관식에 많은 배점을 주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식도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다양하고, 특히 논술형에
많은 배점을 주어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비판적 사고력 평가를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와 일본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
국의 경우 통일시험이 수험생들의 당락을 결정하고 대학 단위에서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의 평가를 통일시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는 중국 나름대로의 제도적 특징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즉 우리 나라와 일
본은 국가 수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는 객관식 평
가만 실시하지 주관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대학별 고사에서
논술, 심층 면접, 실기 고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국가 수준의 시험과 대
학별 고사가 적절히 평가 영역을 분담하여 객관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
분을 대학별 고사에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통일시험에
서 이러한 모든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만에서도 대학입시에서 주관식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1단계 시험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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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능력시험에서도 국문과 영문의 경우 작문과 같은 형식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지정과목고시에는 전과목에 주관식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시험과 대학별 고사가 적절히 평가 방법을 분담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주관식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거나
주관식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타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시험 문제를 잘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식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간
의 능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중국의 경험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식 문항의 출제 문제는 시
험 인구의 과다보다는 시행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3) 통합 교과적 문항 도입
중국에서는 문과통합능력시험, 이과통합능력시험, 문이과통합능력시험 등
통합교과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통합시험은 교과내 통합만이 아니라 교과간의 통합이라는 과감한 방법을 선
택하고 있다. 문과통합능력시험은 정치, 역사, 지리, 이과통합능력시험은 물
리, 화학, 생물, 문이과통합능력시험은 문과 이과 통합능력 교과 6개가 모두
포함된 통합 교과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문이과통합능력시험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문과통합능력시험, 이과통합능력시험이 하나의 상황 속에
서 각 교과 영역별로 평가 문제가 만들어져 아직 완전한 통합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적 문항 출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
는 눈여겨 볼만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로 인하여 중국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사
운영,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문제와 시사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도 처
음에 의도했던 통합 교과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부정적 측면
이 최소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러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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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요인을 우리 나라 교육에 투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사회와 과학과 같은 교과에서 통합 교과적인 문제를 도
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 지리, 삼민주의의 세 교과의 관련 지식과 개
념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소재를 교과서의 협소한 틀을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고 있는 점이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은 종합적인 사고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하는 문제들로 대만지역에서
모범적인 문제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출제의 기본 방향을 통합 교과적 문항의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짧은 출제 기간, 여건 부족 등으로 통합 교과
적 문항의 출제는 일부에 제한되어 출제되고 있다. 통합 교과적 출제는 종
합적이고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좋은 방안이고 앞으로 지속적으
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대한
대안 마련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학생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응시 과목 개설 및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과목의 차별화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 6교과에서 32개 과목을 개설하여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에서도 자기들
의 전공에 부합하는 교과를 지정하여 그 분야를 심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
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 입시의 주요 수
요자인 학생들과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입시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통일시험에서 문과종합시험, 이과종합시험, 문이과종합시
험 등을 도입하여 성단위에서 자신들의 여건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학다원입학신방안 하에서 대학입학시험은 학과능력시험과
지정과목고시의 두 단계로 치러진다. 이들 두 단계의 시험은 평가의 주안점,
범위, 난이도, 문제유형 등에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다. 제1단계 시험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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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능력시험은 수험생의 기본학력을 측정하는데 있고, 제2단계 시험인 지정
과목고시의 경우 수험생이 기본학력 외에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학과
에서 요구하는 고등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제1단계 시험은 국문, 영문,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5개의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2단계 시험에서는 갑, 을, 병 3종류로 구분되고, 각
안에서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공통 시험에서 다양한 교과를 다양한 수준에서 개설하여
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에서도 자신들의 전공 준비
에 철저한 응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2005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
험 과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초 공통 과정과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
육과정의 의도에 부응하려면 입시 설계에서 응시 과목의 다양화와 기초 과
정과 심화과정의 차별화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 문항 출제 방법 개선
1) 반 개방식 문항 출제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폐쇄적이 아닌 개방식 출제 방식
을 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항을 출제하는 데 2년을 사용한다. 물론 문항의 출제 및
문항의 수정은 대학입시센터의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2년동안 한
달에 일정기간을 대학입시센터에서 합숙하면서 지속적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반개방식 문항 출제를 하는 데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
이나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면에서 정직해야 하고, 전문가들
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무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투
철하다는 점이다. 또한 출제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1년에 50%씩 새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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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항 출제의 연속성과 변화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입시 문제의 출제는 6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
진다. 종래의 대학연합고사 문제는 보통 1～6월에 걸쳐 출제위원들의 출제
가 진행되었다. 순수 출제기간인 6개월 외에 시험일자가 2000년 1월말인 점
을 감안하면, 문제의 출제와 수정에 7개월이 걸린 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폐쇄식 출제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 문항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폐쇄
식에서 개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문항 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불가능하
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 수준으로 보아 개방식 출제를 가능하게
할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2) 문항 공모제 운영과 문제 은행 구축
문제 은행 구축은 선진적 출제 기법으로 우리 나라도 최종적으로 문제 은
행 구축을 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
적 문항 출제로 전환하려면 이와 같은 기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문항의 질
을 높이고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 은행을 구축하려면 양질의 문항을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질의 문항을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
가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여 좋은
문항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된 문항을 문제 은행에 저장하여 대학입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시험 단계에 있지만 본격적인 문항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문제 은행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문항 공
모제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고 장기
적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양질의 문
항을 공모하여 문항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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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도 문항 공모제와 문제 은행의 도입을 고려해
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 3 학년에서 다양
한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현재보다 많은 과목의 시험을 제공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목수가 늘어날 경우 많은 출제 인력을 동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폐쇄식 출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항 공모제 등을 통하여 질높은 문항
을 다량 확보하고 이를 문제 은행에 저장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문항 공모제와 문제 은행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
다.

3) 예비 시험을 통한 입시 문항의 난이도 및 문항 오류 점검
대만의 경우 대학입학연합고사의 문항 난이도 및 문항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루게 한다. 예비 시험은 위내 감금 중에 시
행하는 데 학생들에게 예비시험을 치르게 하여 문제 중에 있을 수 있는 오
류나 결점을 찾아내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우리 나라에는 활용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인쇄
기간이 2주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인원을 감금 상태
에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대만의 경우에는 감금 출제 기간이 10일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 시험이 가능할 것이다.

4) 출제 과정에 교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생기는 문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출제진에 현장 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문제의 현장성을 살린다거나 난이도 조절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교교육의 목표와 교재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참
여가 이러한 장점 이외에 상당히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사에
의한 문항 타당성의 평가 및 난이도 예측은 출제의 개선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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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장 교사가 검토 과정에 참여하여 현장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를 제기하여 문항을 보다 현장에 적합하도록 하겠지만 출제위원으로 교사가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교사 출제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을 늘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가 주변국에 비하여 선진적 출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 . 시험의 운영 방법 개선
1) 수험생 들이 충분한 능력을 발 휘할 수 있 는 정도의 수험 시간의
확보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매년 1월 세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데 이는 6교과 32과목이라는 교과와 과목에서 선택한 교과·과목을
수험해야 하는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험생의 충분한 실력
발휘로 연결되는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통일 시험을 시행하는 데 3일을 잡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
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올해에는 통합시험을 시행
하면서 하루를 더 늘려 4일 동안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대학연합고사 시험에 2일을 할애하고 있다.
일본 2일, 중국 3일, 대만 2일 등 우리 주변국들은 최소한 2일 이상을 시
험을 실시하는 데 할애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중국, 대만의 경우 시험 기일을 충분히 잡아 학
생들이 그동한 연마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 큰 비
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개 교과를 하루에 시행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제도는 가
능하면 수험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또한 시험 시행에 따른 학부모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험 일정을 며칠로 하는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
정하여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또 어떤 결정을 하던 각각의 결정이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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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그동안에 학습했던 실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중시하는가 하는 문제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5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설계를 하는 경우
이러한 이웃 나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 시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일본의 경우 건강상 이유나 기타 사유로 1차에서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기
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1주일 후에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추가시험 은 본시험 문항과 난이도는 같고, 문항은 다른 것을 사용한다.
대만의 경우 학과능력시험은 해마다 2회에 걸쳐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
는데, 1차 시험은 3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난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시행될 예
정이다. 제 1차에 시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2차 시험은 대체
로 4월 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은 제도 운영을 보다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인간 중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유로 본시험의 기회를 갖지 못
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인 면
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준다
는 것은 보다 선진적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험 시행 후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정답 확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일이 정답 시비 문
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니 출제시
의도했던 정답 이외에 기타 답이 있을 수 있는 문항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압박감은 출제진의 문항 출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여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 출제에 어려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정답의 확정을 시험이 치러진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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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놓고 있다.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대학연합고사를 본 다음 1월 31
일에는 시험문제 답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2월 1일 선택제 답안지를
확정하고, 2월 2일 선택제 답안지를 공포한다. 아울러 2월 2일부터 15일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과 풀이를 각 교과 문항 선정 책임자
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혹 가질 수 있는 이견을 종합
한 뒤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되니, 채점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
답과 관련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한 방법이라
고 생각된다.

4) 외국어 시험에서 듣기 평가 실시
중국의 경우 외국어로는 영어 이외에 독어, 프랑스어, 일본어, 에스파니아
어, 러시아어와 같은 6개 교과의 시험이 있으며, 150점 만점에 듣기 평가가
20～30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어에서 구어의 강조를 통하여 의
사소통능력의 배양에 힘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는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지만
대신에 대학별 고사에서 외국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영어 교과에서 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아시아권 국가의 언어 교육의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2외국어에서는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
지만 대학별 고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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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식영역 위주의 평가에서 실행력 , 감성 등 종합적 능력
평가로 전환
미래 사회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면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아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쉽, 협동심, 타인에
대한 배려 등 감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 나
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변화도 이러한 인간을 기르
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가는 입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는 21세기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입시
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발견이나 과제 설정, 그리고 그
해결 능력 육성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방법과는 다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시자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1차 선발
합격자는 보고서에 대한 심사의원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제2차 선발 때 발
표할 주제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제2차 선발에서는 연구회 형식의 발표와
최종 소논문, 개인면접을 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선진적 방법 이외에 대학별로 소논문, 면접 등을 활용
하여 지필 고사로 측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응시자들의 특성을 측정하는 전
형 방법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각 대학별로 논술, 심층면접 등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심층면접에서 질의 응답법, 집단 토론법,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등 고등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 리더쉽, 협동
심, 품성 등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
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선진적 입시 전형 방법을 개발하고 우
리 여건에 맞도록 변형시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 이러한 인
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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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선발 방법 다양화를 통한 대학 독자적 학생 선발 강조
일본의 대학 입학생 선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가 척도의 다원화,
복수화를 포함한 입학자 선발의 다양화이다. 이것은 1993년 대학교육심의회
에서도 각 대학의 목적, 특색, 전문분야의 특성에 대응하는 개성적이면서 동
시에 특색 있는 다양한 입학생 선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척도를 다원
화, 복수화하고, 수험생의 능력, 적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정하는 동시에
면접, 추천입학, 소논문, 실기 등을 통한 입시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
요하다 라는 결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학력 이외의 다양한 개인의 능
력, 업적, 속성 등을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가하고 선발 수단으로 이
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조사서, 학력검사, 면접, 소논문, 능력·
적성 등의 검사 성적, 건강진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으로 입
학생을 선발한다. 그 외에도 추천입학, 귀국자녀 특별 선발, 사회인 특별선발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학력검사를 행하지 않고 조사서 등으로만 선발, 조
사서를 주자료로 하여 1차 합격자를 선발한 후 그 합격자에 한해 학력 검사
를 부과하여 최종 판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선발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의 대학입시에서는 대학의 학부 정원을 전, 후기로 나누어 배정,
시험을 실시하는 데 이러한 경우 전기와 후기의 전형 방법과 학생 선발 기
준을 달리하여 시행함으로써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 시험 과목이 6교과 32과목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학에서는
자신들의 전공 과목 이수에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고, 학생들
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함으로써 대학 입시의
다양화와 학교별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전국 통일시험을 실시하지만 실제는 이러한 고도의 중앙 집
중적 대학 입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일시험을 보지 않고도 학생을 선발하는 소년반, 직업 고급중학
교 교사반, 위탁배양생, 정향배양생, 보송생, 추천생, 청강생, 특기생, 우선합
격생, 예과생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소년반은 능력이 뛰어난 하급 학교나 하급학년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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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시키는 제도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교육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추천생은 우리 나라 추천 입학에 해당하는 제도이고, 청강생은 통
일시험 성적은 좀 낮지만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제도로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많은 학비를 납입하고 있어 자본주의 색채가 짙은 제
도라고 할 수 있다. 예과생은 본과 입학하기 전 1년 정도를 본과 교육을 위
하여 예비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특기생은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자 특별 전형에 해당하고, 우선 합격생은 수시
지원에 해당되는 제도이다.
이처럼 중앙 집중식 대학입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의 보다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능력이
뛰어난 영재들을 조기에 입학시켜 교육시키기 위한 제도 뿐 아니라 현재보
다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새 제도인 다원입학신방안 에서는 대학연합고사 에 의한 줄
세우기식 단일성을 극복하고 다원화의 철학을 구현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의 다원입학신방안 에 보이는 다원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내용
들은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신청입학과 추천선발의 방
식을 하나로 한 견선입학제 와 종래의 대학연초 제도와 유사한 고시분발입
학제 의 병치이며, 그 둘째는 학과능력시험 과 지정과목고시' 라는 두 단계의
시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지정과목고시는 각 대학 및 학과의 입장에서
는 나름의 특성을 살려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수험과목을 선
정하고 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나 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본적
인 취지를 지니고 있다.
견선입학제에서 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고, 대
학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 견선입학 을 택하는 학생
들은 대학고시중심 에서 주관하는 1단계 시험인 학과능력시험을 치른 뒤에,
지원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정항목에 대한 지필고사, 구술시험, 논
술 등에 응해야 한다. 고시분발입학제 는 시험 성적과 개인의 희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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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학하게 되는 대학을 통일적으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다원화의 측면에서 종래의
방법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진보적이다. 대학은 갑·을·병의 3종으로
마련된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이수하여 응시함으로써 선발 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학의 독자적 선발과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선발 방법을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
만 아직 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선방 방법을 더욱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 . 대학의 서열화 방지를 위한 제도
그동안 우리 나라는 특정한 시험 점수에 의하여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고,
이러한 대학 입시에 의하여 대학이 서열화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
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선발 방법의 다양화는 대학의 서열화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여러
나라도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은 국공립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5교과 7과목을 부과하여 시험을 보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로 인
해 성적에 의한 국공립대의 서열화가 조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는 입시에 이용하는 교과와 과목의 지정을 각
대학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 및 활용 방법 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
서도 학력 시험, 소논문, 면접 등 대학 나름대로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하
여 활용함으로써 대학간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대학간 서열화
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만의 경우에도 대학입학연합고사에서 기초과목 이외에 지정 과목제를 실
시하여 과목을 다양화하고,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지정하여
응시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학별 학력 고사, 논문, 면접 등 대학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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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특징적인 대학별 고사를 도입하여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종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의하여 대학 입학
이 결정되던 입시 관행에서 특정 교과만을 반영한다든가 특정 교과에 가중
치를 준다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활용
방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논술, 심층면접, 추천서, 학업 계획서, 학교 활
동 결과, 봉사 활동 상황 등을 입시에 반영하고 대학 나름대로 특성 있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대학 입시의 다양화의 기여하고, 이로 인하여 대학의 서
열화를 줄여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는 일류 대학 입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대학
나름대로의 특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특성화와 아
울러 입시 제도를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 사회인 입학제도 도입
일본은 현재 매년 진학 가능 연령층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학교육이 특별히 선발된 학생을 위
한 교육이 아닌 대중적인 교육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인의
대학교육도 포함된다. 일본의 경우 사회인과 같은 비전통적 수험생을 위해
특별한 선발 기준이 대학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인에 대한 보
다 깊은 배려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일본이 추진해온 평생학습의 측
면과도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 지
원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대학에서 보다 많은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올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3년까지 계속되어 대학에서도 지원자의 유
치 및 보다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의 사활과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인 입학 제도와 같이 보다 많은 지원자를 유치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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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생 모집 방법의 차별화
일본의 경우 입시 방법에 대한 선택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이
단순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비해 사립대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대학 진학률의 증가는 대학입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공평성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진
학희망자가 집중되는 국공립대학일수록 이러한 요구가 강하다. 그에 비해
사립대학은 그런 사회적 기대가 덜한 편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대학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입시 제도의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이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국공립대학과 상대적
으로 자율을 강조하는 사립대학의 기능이나 역할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참고할만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바 . 전·후기로 분할하여 학생 모집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학생을 분할 모집을 하고
있어 같은 전공 분야나 같은 과에 여러 번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기와 후기의 전형 기준, 전형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응시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에 보다 많은 부
담을 지우는 제도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보다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으나 아직 부분적으로 적용
되고 있고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전후기에 학생을 모집
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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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지역을 중시한 입학자 선발제도
일본에서는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 출신을 선발하거나, 지정한
지역에 한해 추천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 이는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
되는 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응시생을 지역별로 할당하고 있고, 지역별로 입학 가능
한 점수대가 다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어촌 특별 전형 이외에 아직 이러한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 . 입시일 자유선택제 , 지방수험제도의 도입
일본의 사립대학의 입시는 1월 하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임의로 대학별
로 실시되는데 일반적으로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각각 입시일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우수학생의 확보를 위해 다른 대학의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입시일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입시일을 두 차례 이상 제공하고
시험문제는 다르지만 수험생에게 입시일을 선택해서 보도록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학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수험제도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방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
립대학이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보다 많은 지원자들을 유치하고, 보
다 우수한 지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나라도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응시자의 감
소, 이러한 여건에서 보다 많은 응시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 나라에도 활용될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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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제도
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입시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와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 시험 방법, 대학별 고
사와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상호 보완 관계,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대학별 입시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센터에서 문항 출제 과정을 분
석하여 우리 나라에서 개방적 출제를 시행할 경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
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통일시험의 교과와 특징, 시험
방법, 통일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문항 형태, 학생 선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다. 아울러 2000년부터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문항 공모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여건에서 이러한 문항 공모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실시되어 왔던 대학입학연합고사와 2002년도부터 새
롭게 실시되는 대학다원입학신방안의 특징과 주요 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다.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 우리 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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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
일본 대학입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다양한 선발 기준의 적용, 전형 방법의
다양화, 활용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의 핵심은 대학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 고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된 공통 제1차 학력 시
험을 대신해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시험으로,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하고 이에 의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을 존중하여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학
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각 대학에서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선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시험이다. 이 시험은 총점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이 시험의 이용여부,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
고 있다. 현재 이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은 국공립대학 전체와 사립대학 일부인데,
해마다 입시센터 시험을 활용하는 사립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6개 교과에서 32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대학에서 자신들
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사전에 지정하여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지원자들이 대
학에서 지정한 교과를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같은 교
과의 경우에도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 입
시의 다양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대학의 협의체인 대학입시센터가 문항을 출제하고 시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로 구성된 출제위원회와 검토위원회가 문항을 출제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문항의 난이도를 검토하
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행은 각 대학에서 주관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2년 동안 출제를 하고 있으며, 폐쇄식이 아닌 반개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출제위원들도 1년에 50%씩 교체하여 변화와 연속성의 조화를 기
하고 있으며, 출제위원 중에는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제위원의 경험을 십분 활
용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별로 치르는 학력시험, 소논문, 면접, 실기고사 등이 있으며
대학입시센터시험과 대학별 고사를 종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력시험은
대학입시센터시험과 차별화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비하여 심층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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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룬다. 이 밖에도 추천 입학, 특기생 전형, 부속고등학교로부터 입학, 사회인
들을 위한 특별 전형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입학 전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
다.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입시 전형 제도로는 21세기 프로
그램이라는 것이 있는 데 이 프로그램은 문제발견이나 과제 설정, 그리고 그 해결
능력 육성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응시자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
발표를 하고, 소논문, 개인 면접 등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나 .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
중국의 경우에도 대학 입시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창의성
과 고등 사고력, 종합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3+X제도이며 2000학년도부터 연차적으
로 각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어, 수학, 외국어와 같은 기초 교과 뿐 아
니라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이들을 통합한 교과인 문과통합능력시험,
이과통합능력시험, 문이과통합능력시험에서 주관식 문항을 도입하고, 특히 주관식
은 지식의 이해 정도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고등 사고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도입하고 있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에도 이전의 지식 암기나 이해 위주의
문항에서 사고력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시험에서는 전국단위에서 수많은 응시생들이 보는 시험이지만 주관
식 평가를 시행하고, 주관식에 많은 배점을 주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주관식도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다양하고, 특히 논술형에 많은 배점을
주어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비판적 사고력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문과통합능력시험, 이과통합능력시험, 문이과통합능력시험 등 통합
교과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통합시험은
교과내 통합만이 아니라 교과간의 통합이라는 과감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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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능력시험은 정치, 역사, 지리, 이과통합능력시험은 물리, 화학, 생물, 문이과통
합능력시험은 문과 이과 통합능력 교과 6개가 모두 포함된 통합 교과 시험을 시
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로 인하여 중국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사 운영,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문제와 시사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 등 여러 가
지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여 좋은 문항
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된 문항을 문제 은행에 저장하여 대학입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시험 단계에 있지만 본격적인 문항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가
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 대만의 대학 입시 제도
대만에서 2002학년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대학입시신방안의 핵심은 사고력과
고등 정신 능력의 평가이다. 대만의 경우 출제의 기본 방향은 어려운 문제를 피하
고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하자는 것이고, 그림을 보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대거 출제되었다. 특히 일상생활 중의 경험내용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대만의 경우 대학다원입학신방안 하에서 대학입학시험은 학과능력시험과 지정
과목고시의 두 단계로 치러진다. 이들 두 단계의 시험은 평가의 주안점, 범위, 난
이도, 문제유형 등에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다. 제1단계 시험인 학과능력시험은
수험생의 기본 학력을 측정하는데 있고, 제2단계 시험인 지정과목고시의 경우 수
험생이 기본 학력 외에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고등의 학
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제1단계 시험은 국문, 영문,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5개의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제2단계 시험에서는 갑, 을,
병 3종류로 구분되고, 각 안에서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대학
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공통 시험에서 다양한 교과를 다양한 수준에서 개설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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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에서도 자신들의 전공 준비에 철저한
응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입시 문제의 출제는 6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대만에서는 대학입학연합고사 정답의 확정을 시험이 실시된 다음으로 미루어 놓
고 있다.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혹 가질 수 있는 이견을 종
합한 뒤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채점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
답과 관련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라 . 우리 나라 입시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도 중에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 은행을 구축하여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은행을 구축하기 전이라도 현재와 같은 폐쇄식 출제 방식에
서 벗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실시하는 반 개방적 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체제를 구비하려면 좋은 문항을 많이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
로 문항 공모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결단
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나라 입시 제도
를 선진화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2005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될 것이다. 새
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설계에서는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이나 대만의 새로
운 대학 입학 제도의 장점을 연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과감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통일 시험은 3일, 대만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2일간에 걸쳐 시행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하루에 6개의 과목을 모두 실시하는 데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리하
지 않게 시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본 시험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응시자들을 위한
추가 시험 기회의 제공, 여론 수렴 후에 정답을 확정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볼만한
제도하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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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에서도 이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전형 제도와 방법을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 제언
본 연구에서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입시제도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유사한 동양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입시 제도는 나라에
따라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학 입시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 고사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러한 아이디어 중에서 쉽게 우리 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아이디
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선행 여건이 구
비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도 중에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 은행을 구축하여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은행을 구축하기 전이라도 현재와 같은 폐쇄식 출제 방식에
서 벗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실시하는 반 개방적 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체제를 구비하려면 좋은 문항을 많이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
로 문항 공모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결단
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나라 입시 제도
를 선진화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2004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될 것이다.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설계에서는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이나 대만의 새로운 대
학 입학 제도의 장점을 연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과감히 수용하여야 할 것
이다.
중국의 통일 시험은 3일, 대만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2일간에 걸쳐 시행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하루에 6개의 과목을 모두 실시하는 데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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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시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본 시험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응시자들을 위한
추가 시험 기회의 제공, 여론 수렴 후에 정답을 확정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볼만한
제도하고 생각된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이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전형 제도와 방법을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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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

A Study on the Ent rance Examinat ion
System of Japan, China and Taiwan
K im Jo o - H o o n
S e ol H y u n - S o o
K im Y o u n g - A e

T 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s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of
Japan, China and T aiwan and suggest ideas to improv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of Korea. T he summary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 he Colleg e Entrance Ex amination Sy stem of Japan
T he basic direction of entrance examination system of Japan is to pursuit of
divers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N ation al Cent er for Univ er sity Entr an ce

Ex am ination s (N ational Cent er E x am inat ion ) an d each univ er sity/ colleg e
ex am in ation .
T he objectives of N ation al Cent er E x am inat ion of Japan is t o dev elop

high

quality

t est

it em s that

are u seful for

selection

of can didat es

accordin g t o curriculum an d dedicat e for t he div er sity of s election an d
con stituent s

of

univ er sit ies

an d

colle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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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N ation al

Cent er

ABSTRACT

Ex am ination provide 6 subj ect s an d 32 cour ses and t he univ er sity and
colleg e notify in adv ance t he subj ect s an d cour ses t hat are r equired t o
apply for the univ er sit y/ colleg e s o t hat th e candidat es w h o w ant t o apply
the univ er sity/ colleg e can t ake th e cour s es . T h e s election of stu dent s
only

by

t ot al

score

of

t he

N ational Cent er

E x am inat ion

w as

n ot

recom m en ded and t he m et hods of utilizat ion inclu ding w h eth er u se th e
scor e or n ot w a s det erm in ed by th e univ er sity/ college . A ll t he n at ion al
and public univ er sity/ colleg e m ake u se of N ational Cent er Ex am in ation
for the select ion of stu dent s an d th e num ber of priv at e univ er sity/ colleg e
that ut ilize th e scor e of N ation al Cent er Ex am in ation is in crea sin g lit tle
by litt le .
N at ion al

Cent er

for

Univ er sity

E nt rance

Ex am in ation s

is

the

or ganizat ion est ablish ed by com m is sion of univ er sity an d colleg e and
dev elop t est it em s and carry out r esear ch for t he N ational Ex am in ation
for college entr an ce . T her e ar e four com m it t ees in th e N ation al Cent er
for Univ er sit y E nt ran ce Ex am ination s such a s com m itt ee for t est it em
dev elopm ent , t est it em r eview I and II, an d com m itt ee for high sch ool
t each er s . Com m itt ee for t est it em dev elopm ent con sist s of profes sor s and
who s

m ain

t a sk

is

to

dev elop

t est

it em s

for

N ational

Cent er

Ex am ination . Com m it t ee for t est it em r eview I an d II also con sist of
pr ofes sor s an d w h o s m ain t a sk is t o r eview th e t est it em s . Com m it t ee
for high school t eacher s r eview th e difficulty lev el of th e t est it em s .
T he items of National Center Examination were developed throughout a year
and semi- closed test item development system . T he member of test item
development committee were appointed every year and the service term is tw o
years. So 50% of the member of committee was changed every year so that
the continuity and change can harmonize. Also the member of test item
development can become member of review committee after the due term so
as to make use of the experience of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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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univer sity and college take their own test for the candidates such as
achievement test , treatise and interview . T hey consult the result s of the score
of National Center T est and their own test and select the student s for their
school.

Besides

the

regular

recruitment

special

selection

such

as

recommendation, selection of student s who have special talent s, selection from
att ached high school and candidat es from the social experiences are activated
to maint ain diversity of constituent s of univer sity/ college.
Also new system which select student s by examining the comprehensive
capabilities of candidates, namely, AO admission was introduced. 21st centry
Program

which

recruit

student s

by

examining

lecture

report s,

group

discussions and problem solving is newly introduced t o raise the leader s who
can lead 21st centry .

2 . T he Entrance Ex amination Sy stem of China
T he People ' s Republic of China is also country who suffer from the
education of rote memorization and want to improve their education by
introduction of new entrance examination sy st em from 2000 that can bring up
the creativity and total human development .
T he newly introduced examin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is the 3+X
sy stem and will be applied throughout the district s gradually from 2000. In
this system 3 means the Chinese, Mathematics, foreign language. X means
politics,

history,

and

geography

and

integrated

subject

of

the

three

courses (integrat ed subject of humanities ) in social studies and language course,
and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and

integrat ed

subject

of

three

courses (integrat ed subject of natural science).
In this test they stress the test of high mental abilities such as log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E specially they introduced subjective
test such as short assay in the national test to measure the creativ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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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ry

capability.

T 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subject s

is

also

revolutionary trial.
In China they also introduced test item recruitment sy stem to develop high
quality t est item s. T hey w ant to construct item bank for the National T est by
the test item recruitment system. T his is the first year of the recruitment , so
it is not easy to tell

the result of such trial, but it is very affirmative to

have fruitful result .

3 . T he Entrance Ex amination Sy stem of T aiw an
T he new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from 2002
focus the measurement of thinking and high ment al abilities instead of
memorization of knowledge. Especially the measurement of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real life situation is the major objectives of the new examination
sy stem . T aiwan also develop test it em s for the National T est for 6 months
period in the semi- closed item development system .
In the new entrance examination sy stem there are dual test sy stem , namely,
first stage achievement t est which measure the basic achievement level of
student s and the second stage test which measure the ability t o carry out the
specialized education in the university/ college for their specialization.
In the National T est , the answer is det ermined after the test and many
specialist s review the test item s and discuss the answ er for the test item . It is
advanced ideas because there are a lot of disagreement for the standard
answer s for the test it em s in the National T est and this idea can abolish such
disagreement .

4 . Sug g estion for the Improv ement of Korea
T he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entrance exa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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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s research was given in the chapter V of this report , and the
import ant point s are as follow s.
F or the betterment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 est (CSAT ), it is ultimat e
goal to construct item bank. But it take time to accumulat e the high quality
item s and make environment to adapt such ideas generalize for the public. But
the idea of semi- closed system used in the Japan and T aiwan can be utilized
for our situation. With the current closed it em development sy st em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oduce high quality t est item s and apply the basic evaluation
principles to CSAT . T o introduce semi- closed sy st em and item bank sy st em ,
accumulation of high quality test item s is indispensable element . T he best
methods to develop good test item s, introduction of item recruitment sy st em is
effective in Korean situation.
New CSAT system according to the 7th National Curriculum will be start
from 2004 and various ideas that are useful from Japanese, Chinese and
T aiwan cases should be applied for the improvement of CSAT .
T he test period of National T est of China is 3 days, Japan and T aiwan is 2
day s. T hey provide enough time for the student s for the test . We have only
one day test for the 6 subject s and it is not easy to measure full ability of
student s in such short periods of time. Of course there are other determinant s
that affect such determination but we have to think about what is really
import ant determinant .
Japan provide additional chance for the student s who can 't have take the
National T est because of disease and urgent accident . T his is also good point s
for us.
In the test of each univer sity/ college there are many good ideas for the
improvement of examination from Japan, China and T aiwan experie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uch system for the betterment of entrance examination
sy stem of each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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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중국 의 대학 입 학통 일 시험 통 합 능력 시 험
문제 모집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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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한·중·일 대학 입시 제도 국제 비교
세미나 프로그램
09:00 ～ 09:30

등 록

09:30 ～ 10:00

개회식
사회 : 최석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환영사 : 김성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축 사 :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육지원국장)

제 1부 : 한 · 중 · 일 대 학 입 시 제 도 개 관
사회 : 최석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10:00 ～ 10:40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
발표자: M itu aki Hu zii (일본 대학입시센터 부소장)

10:40 ～ 11:20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 개황
발표자: Yin g Shu zeng (중화인민공화국 고시중심 부소장)

11:20 ～12:00

2002년에 실시되는 대학 입시 제도
발표자: 김주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각 발표마다 자유 토론 시간이 포함됨

12:00 ～ 13:00

중식(본원 식당)

제 2부 : 한 · 중 · 일 국 가 수 준 공 통 시 험 의 특 징 및 개 선 방 안
사회 : 류재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13:00 ～ 13:40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습과 탐구 능력 평가
발표자: Zhang W eim in g (중화인민공화국 고시중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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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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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Zhang Yan an (중화인민공화국 고시중심 연구원)

14:20 ～ 15:00

중국의 대규모적인 시험에서 교육측량학의 응용
발표자: Liu Xin (중화인민공화국 고시중심 연구원)

15:00 ～ 15:20

휴식

15:20 ～ 16:00

시험 문제 데이터 베이스·테스트 통계량 표시 시스템
개발
발표자: Shin - ichi M ay ek aw a (일본 대학입시센터 교수)

16:00 ～ 16:40

선택형 문항, 서술형 문항과 같이 해답 방식의 차이에 따
른 일본 고등학생의 학력 비교
발표자: Kat sum i S akur ai (일본 대학입시센터 연구부장)

16:40 ～ 17:20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표자: 설현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제 3부 : 종 합 토 론 및 리 셉 션
사회 : 허경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17:20 ～ 18:00

종합 토론

18:00 ～ 19: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주최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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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중국의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시험 문제 모집 요강
1. 시험목표와 내용
1) 통합과목
(1) 통합과목시험
통합과목 은 중등학교 기초 위에서 통합능력시험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물리, 화학, 생물, 정치, 역사, 지리 등 과목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똑같
이 판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이해, 장악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재는 것이다. 이것은 중등학교가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과도하게 분과위주, 편과(偏科)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통합 촉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과통합 이라고 부르는 문과통합능력시험과 이과통합 이라고 부르는 이과통
합능력시험이 있다. 또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과 전문대학 수준의
통합이 있다.
현행 대학입학통일시험은 학과목의 지식과 학과능력을 재는데 치중해 있다.
이와 비교해서 통합능력시험은 많은 것이 현실생활과 관련 있는 이론과 실제에
입각해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시험문제는 사물의 국부(局部) 혹은 어떤 일부
측면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전체의 구조, 기능과 작용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해야 한다. 또 사물의 변화발전과정의 분석과 이해도 중요하다.
지식과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 현행 대학입학통일시험은 각 학과목을 섭
렵하는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강조하는 능력도 주로 학과지식이
다. 통합능력시험은 섭렵하는 지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통합적이다. 따라서
강조하는 능력도 주로 많은 학과의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2) 시험목표
① 사물의 발전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능력
② 통합적으로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과 창조적인 의식과 능력
③ 기본적인 과학정신과 인문정신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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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내용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경제, 철학, 정치 등 과목을 포
함한다.)
① 기본적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현상, 규칙, 법칙, 규율의 내용과 의
의에 대한 이해
②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주요한 개념과 결론의 이해
③ 간단히 자연현상을 실험 관찰할 수 있고, 비교적 완벽하게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④ 통계수치(데이터), 공식, 도형사이의 관계 인식. 서로 유사한 자연현상
이나 사회현상의 구별과 발견 능력
⑤ 도표, 통계수치에 근거해서 유관 개념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고, 상관 개
념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⑥ 적당한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정
보를 취해서 상관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석 능력
⑦ 통계수치, 도표 등을 통하여 사물의 특징, 규칙, 관계를 파악할 있는
능력. 또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체계
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⑧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변화발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현상을 통
하여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⑨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이고 유효한 판단, 귀납, 추리할 수 있는 능력
⑩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
⑪ 경제의 번영, 사회적 공정, 생태의 안전을 실현하고, 이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가치 지향
2) 일반과목
(1) 어문
어문은 쓰기, 읽기, 언어표현의 세 영역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쓰기 능력은 언어사유의 종합능력과 기서문(記 文), 논술문, 설명문과 자
주 볼 수 있는 응용문의 쓰기 능력을 포괄한다.
읽기 능력은 문장 속의 중요한 단어와 구절의 뜻을 이해하고, 문장 속의
중요한 정보를 변별하고 선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문장의 내용 요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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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사상을 귀납하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며, 작문의 관점이나 태도를 개
괄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초보적인 감상과 평가능력을 포함한다.
언어표현 능력은 언어사용의 규범성, 간명성, 연관성, 체득성을 포괄한다.
- 규범 : 언어사용의 어법 부합여부
- 간명 : 어귀 중 불필요한 단어나 구절의 변별과 삭제
- 연관 : 상황과 대상에 부합하게 언어사용
(2) 수학
수학과의 시험은 중등수학 기초지식, 기본기능, 기본사상과 방법을 측정하고,
논리사유능력, 연산능력, 공간상상능력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이미 배운 수학
지식과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검사한다.
수학과 지식의 요구는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3단계로 나누어진다.
수학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 논리사유능력
- 연산능력
- 공간상상능력
-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3) 영어
대학입학시험에서의 영어는 수험생의 언어교제능력을 재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다. 동시에 수험생의 언어지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언어사용능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가리킨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중 듣기와 읽기는
수용능력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산출능력이다. 현재 듣기, 읽기, 쓰기는 수험생
의 필수시험내용이다. 말하기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
국어계통의 수험생은 반드시 말하기 시험을 보아야만 한다.
2. 문제에 대한 요구
1) 전체적인 요구
(1) 시험문제의 과학화, 규범화: 시험문제 목표의 명확성
(2) 문제의 구상, 상황(정경), 문제출제의 각도와 방식의 과학성, 신뢰성, 참
신성,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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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표현방식의 합리성, 효율성(문제의 요점과 문제설정의 정확성, 간결
성)
(4) 적절한 난이도, 비교적 양호한 변별도(일반적으로 0.3이상)
2) 선택문항
(1) 문제의 핵심이 있어야 하며, 항목의 선택과 문제의 핵심간의 관계가 일
치해야 한다.
(2) 수험생의 전형적인 오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3) 각 항목의 구조, 길이가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3) 비선택문항
(1) 주제의 설계는 이미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을 재는 것을 요구한다.
(2) 중요한 것 그리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과목능력을 재는 것이다.
(3) 답의 분량과 부가하는 점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4) 참고답안과 평점기준
(1) 참고답안은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간결해야 한다. 수험생이 창의적인
답지를 보일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2) 평점기준은 조작성이 강해야 한다. 평점오차를 조절하기 쉽도록 해야한
다.
(3) 참고답안과 평점기준의 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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