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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통고등학교 학업수준고사 실시의견》과
《보통고등학교 종합소질평가 의견》을 기본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향후 진행될
중국 보통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정책의 변화 및 그 의의를 살펴보고 한국 대입제도와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문과 이과 폐지, 이동수업 실시, 종합소질평가의 정상화, 학업수준고사
의 분산 시행, 각종 가산점 축소,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 등을 주내용으로 한 2020년 완성 대
입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 및 향후 실시될
개정안과 비교해 보았고, 앞으로 중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보았다.
중국 교육 개혁안의 세부 시행 사항이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시범 실시가 시행되는 지역
을 우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교육 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며 본 연구를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교육 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중국 교육 개혁, 문과 이과 폐지, 학업수준고사, 종합소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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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현재 중국 대학의 변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 역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
다. 칭화대, 베이징대, 상하이교통대학 등 전국의 명문 대학들은 교육당국에 대학제도, 인사제
도, 학과 발전 메커니즘과 과학기술적 창조혁신, 사회서비스, 자원관리, 행정관리 등의 개혁이
포함된 종합개혁 방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폐쇄적인 중국만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려
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교육과 기
술 방면에서 중미 교류 합작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시
진핑 주석은 2015년 3월 중국을 방문한 하버드 대학의 총장 파우스트를 만나 중국의 장기 계
획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을 소개하며 지속적 교류를 제안했고, 파우스트 역시 중국의 유명
대학들과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中国教育报. 2015.3.16.)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중국의 ‘까오카오(高考)’1) 점수를 바탕으로 신입생 선
발을 하지 않는 중국내 대학도 등장하고 있다. 상하이뉴욕대학의 경우 이미 2년간 자체적으로
개발한 학생 모집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을 해왔다. 즉, 대학은 까오카오 점수가 아닌 교
장과 교사가 입학 지원자들과 함께 저녁 모임, 단체 활동, 모의 학당, 토론, 면담 등에 참석하
여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여러 조로 나누어서 각종 활동에
참가하며 이러한 활동 모습을 통해 학교는 학생의 지식욕, 분석사고능력, 글로벌 시야, 단체
협동능력, 인재교류 능력, 창의성과 비판정신, 조직 능력, 지도력들을 평가한다.
(http://shanghai.nyu.edu/cn. 2015.4.15.)

2. 현재 보통고등학교의 변화
중국의 까오카오는 전국 통일의 대입 시험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성과 시별로
시험이 실시되어 각 지역별 교육 수준의 평가나 타 성의 대학으로 진학이 용이하지 않았다. 더
욱이 자체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그 절차나 시기가 학교별로 상이하여 수험생들이 지
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입 시스템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1) 한국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제도로 까오카오(高考)는 고등교육입학시험(高等学校招生考试)의 약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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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뿌리 깊은 대입 가산점 비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소수민족과 낙후 지역 수험생의 형
평성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대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수업과 필기시험만으
로 이루어지는 단편적 대학 입시, 각종 입시 비리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일어났고 일부 대학들
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드디어 중국 교육부는
2014년 문과 이과 폐지, 이동수업 실시, 종합소질평가 실시, 학업수준고사 분산 시행, 입시
가산점 축소 등을 포함한 대입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교육정책 중에서 201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보통고등학교 학업수준고사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 이라 약함)과
《보통고등학교 종합소질평가 의견》(이하 《의견》 이라 약함)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
정과 대입 정책의 변화,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대입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개
정안과 비교, 고찰해보자.
Ⅱ. 본론

1. 2015년 중국 대학입시제도2)
가. 개요

까오카오는 중국 각 지역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6월 7일에 시작하여 각 성의 상황에 따라서
2∼3일에 걸쳐 시행된다. 비록 전국 통일성 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은 각 성 단위로 실시
되며 2001년부터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자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庆), 산둥(山东), 장쑤(江苏), 후난(湖南),
푸젠(福建), 쓰촨(四川), 장시(江西),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산시(陕西),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하이난(海南)등이다. 2015년에는 장시, 랴오닝, 산둥성이 교육부
의 전국 통일 시험지를 전면적으로 채택하였고, 2016년에는 후베이, 광둥, 산시, 쓰촨, 충칭,
푸젠, 안후이 성이 전국 통일 시험지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대입 시험의 형식은 중국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통일 시험 내용으로 한다.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은
각 성과 시의 교육입시원이 정하는 시험 범위에 따르지만 전국 통일의 《입시 요강》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시험 과목은 개인 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문, 수학, 외국어는 필수 과목이며, 선
2)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검색어: 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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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험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현재 필수 세 과목 외에 대부분 지역의 수험생은 수업
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목 시험에 참가하고 있다. 종합과목은 문과, 이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문과 종합은 정치, 역사, 지리를, 이과 종합은 생물, 화학, 물리를 포함한다. 특수 지역의 수험
생은 단과 또는 기타 조합을 선택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75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절대평가 제도를 사용하지만 일부성에서는 만점
이 900점인 상대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표준 점수를 과목당 각 900점으로 정해놓
고 까오카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점수를 만점으로 환산한 후 다른 학생들의 점
수를 이에 대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백성호, 2006)

나. 입시 가산점

중국은 1950년대부터 대입 가산점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산점에는 학생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격려성 가산점과 소수민족, 열사자녀 등 특수 집단을 위한 지원성 가산점으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21세기 초에 이르자 각종 시합에서 받은 일등상, 국가급 운동원, 성급 우수학생 간부, 군
복무기간 공을 세운자, 극한지역 거주자 등 가산점 항목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점 규
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수험생들은 허위로 제작한 자료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사항들을 불법으로 적용하여 가산점을 얻었다. 예를 들어 원래 비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하
는 소수민족 수험생이 소수민족 거주 집단으로 이사한 후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가산점을
얻는 등의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가산점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0년 11월 14일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국가민족
위원회 공안부 국가체육총국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대학 입학시험 가산점 종목과 관리 사업 강
화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라 약함)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
목들을 대폭 축소하였고, 모든 대입 가산점 학생의 명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2014년 기
준으로 유지되는 전국성 가산점 항목은 총 11가지이며, 격려성 가산점 항목이 6개, 지원성 가
산점 항목이 5개이다.

다. 대입시험제도

각 성마다 문과와 이과를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이과와 문과의 어문, 영어 시험은 동일
하지만 수학 시험은 문과가 더 쉽게 출제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
가 있으며 대표적 시험제도는 다음과 같다.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검색어 : 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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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시험제도

가) 3 :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른다.
나) 2 : 문과 학생은 정치, 역사, 지리 중 두 과목, 이과 학생은 물리, 화학, 생물 중 두 과
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2) 3+X 시험제도

3+X 시험제도는 3+2 시험제도에서 변형된 것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된다.
가) 3 :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른다.
나) X : 문과 학생은 정치, 지리, 역사를 포함하는 문과 종합, 이과 학생은 물리, 화학, 생
물을 포함하는 이과 종합 시험을 치른다.

3) 3+1+X와 3+1 시험제도

3+1+X 시험제도는 상하이에서 시행된 2011년까지의 대입제도로 종합능력측정 시험을 도
입한 것이다. 2012년 이후 X의 종합능력측정 시험은 취소되어 만점은 630점에서 600점으로
수정되었다.
가) 3: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르고, 매 과목 만점은
150점이다.
나) 1: 상관 과목으로 학생의 흥미와 특기에 따라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여섯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는 대학에서 150점 만점으로 반영하고 있으
며 전문대학에서는 이를 총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X: 종합능력측정과 문과 이과 시험이 있다. 문과 학생은 정치, 역사, 지리 중 하나, 이
과 학생은 물리, 화학, 생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종합능력측정에는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의 문제가 출제된다. 단
문과에는 문과 선택 과목의 문제가 더 많고, 이과 선택 과목의 문제는 적다. 이과는
그 반대이다. 종합능력 시험은 150점이 만점이고 이 점수에 20%를 곱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4) 3+2+X 시험제도

가) 3: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른다.
나) 2: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중 학생의 두 과목을 선택한다.
다) X: 이과, 문과 종합 시험으로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 모집시 참고 자
료로 활용된다.

5) 3+X+1 시험제도

가) 3: 문과와 이과 학생 모두 어문, 수학, 외국어를 필수로 시험을 치른다.
나) X: 학생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문과, 이과의 종합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다) 1: 기초능력측정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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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지식, 지능,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다.

라. 대학의 종류

중국의 대학은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눌 수 있고, 공립대학은 다시 중앙 공립대학과
지방 공립대학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중앙 공립대학은 대학교육 개혁의
일차 대상이며 강의, 연구, 사회복무에서 다른 대학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공립대학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지방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며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지방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대학은 기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 사
회조직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각 대학에 진학한 후 전문과 교육 또는 본
과 교육을 받는다. 전문과 교육을 마친 학생에게는 전문과 졸업증만 발급하고, 4∼5년 교육과
정인 본과 졸업생에게는 학위증과 졸업증을 함께 발급한다.
대학은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칭화대와 베이징대, 2, 3단계는 985공정
대학3), 4단계는 211대학4), 5단계는 보통대학이다. 1950년대 중점대학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이후 211공정과 985공정을 거치며 중점대학 중 소수대
학을 집중적인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

마. 대학의 학생 모집

대입 전형은 까오카오 점수와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모집은 크게 ‘사
전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된다.

1) 사전 모집
각 대학의 학생 모집 시기는 각각 다르며 특히 예술, 군사적으로 특출난 학생을 대상으로
까오카오 점수 비율보다 실기 시험의 비율이 높은 ‘사전 모집’이 시행된다. 주로 ‘사전 모집’에
해당하는 학교는 미술, 체육, 외교, 군사, 홍콩 대학 등이다. 모집 시기에 따라 1차부터 5차까
지 나눌 수 있으며 1차는 중점대학, 2차는 보통본과대학, 3차는 전문대학 혹은 전문 직업학
교, 4차, 5차는 직업학교이다. 수험생은 자신이 진학할 대학의 지원서를 작성한 후 매 차수 4
∼6개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일류대학 건설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정식 명칭은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그램’이다. 985는 이 프
로젝트가 1998년 5월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4) 일류대학 건설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학
문분야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11은 21세기와 100개 학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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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모집
‘사전 모집’이 끝나면 ‘일반 모집’이 시작되며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가) 베이징, 상하이의 수험생은 대입 시험 실시 전 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한다.
나) 헤이룽장성은 2013년 이전, 랴오닝성은 2014년 이전에 실시된 방법으로 이 지역 수험
생은 대입 시험이 끝난 후 점수가 발표되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공개된 표준 답안에 따라 자
신의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에 맞게 지원서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많은 지역의 수험생은 시험 점수를 받은 후, 지원서를 작성한다.

바.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
1) 획일적 수업과 시험
학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수업과 까오카오 총점을 높게 받기 위하여 취약 과목
학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험 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
목을 선택하여 흥미 적성을 살리는, 즉 학생의 학습 중심을 더 이상 약점 과목을 보충하는 것
이 아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옮겨가자는 것이다.

2) 점수제의 부담
학생들은 점수제의 부담을 안고 비정상적인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인생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진로탐색
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3)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진행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에 주요 과목 위주로 까오카오가 실시되어 교육 과정의 정상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입시 과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그 외 과목들은 형식적으로
수업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까오카오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위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교과 내용
을 학습하지 못한 채 단순 주입식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

4) 형식적 학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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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작성하고 있는 학적부는 형식적인 것으로 입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필기시험만으로는 학생의 단면적 평가만 가능하므로 학생의 발전가능성이나 재능
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적임자인지 학생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학적부 제도를 개선하여 입시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2014년 중국 교육부 발표 대학 입시 개혁안5)
2014년부터 시행될 대학 입학시험 제도 개혁은 사실상 그 핵심이 고등학교 학업수준고사에
맞춰져 있다. 유리민(刘利民) 중국 교육부 부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개혁제도는 고등학교
학업수준고사 강화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모든 응시생이 학과목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편
과목 현상을 줄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수준고사는 합격, 불합격 및
등급제를 실시해 대학입시를 실시하는 과목 외에 나머지 교과목은 전부 국가에서 제정한 기본
적 교학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 과목
당 시험기회를 2회씩 부여함으로써 일회성의 시험으로 학생들이 안게 되는 부담감을 감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京华时报 2014; 김순남, 2014 논문재인용)

가. 개요

2014년 12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실시의견》과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완
성을 목표로 다음 표와 같은 대학입시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기
2014년
2015년
2017년
2020년

<표 1>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입시 개혁 로드맵
진행 사항
- 대입 개혁 방안 공포 - 학업수준고사, 종합소질평가
- 대입 가산점 축소 규범 확정
- 전국 통일 시험지 사용 확대
- 체육, 예술 방면 가산점 삭제
- 보통고등학교, 직업학교, 성인학교 사이의 학점 상호 인정, 교환 가능
- 각 성별 대입 합격자 비율 조정
- 농촌 학생의 중점대학 입학생 수 증가 제도 형성
- 중국 특색에 맞는 대입시험 제도 완성
- 학생 선발, 시험 관리 감독 시스템 완성
- 평생학습의 교차로 완성

5) 중국 대입입시 사이트인 http://www.gaokao.com에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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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수준고사 개혁
1) 문과 이과 통합과 학업수준고사 개혁
《실시의견》에 따르면 문과 이과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학교는 시험을 매 학년말 균
형 있게 배분해야 하며 매 학년 학생들의 참가 시험 과목 수량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원칙상
고등학교 1학년은 약 2과목, 2학년은 약 6과목, 3학년은 약 6과목이다. 특히 영어 시험은 일
년에 여러 차례 시행하며 최고 점수 선택이 가능하다. 즉, 각 과목을 이수한 후 바로 치를 수
있도록 매 학기 말에 실시되며 다음 시험 실시 때 재시험도 가능하다. 현재 3년 동안 배운 내
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이는 시험이 3년 동안 시험 과목수를 분산할 수 있고 재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이 가져오는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매 과정
을 제 시기에 열심히 학습할 것과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통고등학교 과정방안(실험)》에서 시험과정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성급 교육행
정부분 통일 조직에 의해 어문, 수학, 외국어,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은
시험 과목에 넣고, 미술, 음악, 체육, 통용기술, 정보설계 시험은 각 성급 교육행정부 요구에
따라 세부적 조직 방식을 결정한다. 시험 성적은 ‘등급’ 또는 ‘합격, 불합격’으로 표현된다. 학
업수준고사에서 사상정치, 역사, 지리, 생물, 화학, 물리 중 학생이 자신의 특장과 진로에 따
라 선택한 3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그 외 과목은 ‘합격, 불합격’으로 나타난다. 등급제 성적
은 5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순으로 A, B, C, D, E이다. 이때 A등급
은 15%, B등급은 30%, C등급은 30%, D, E등급은 합해서 25%이며 E등급은 불합격이다.

〔그림 1〕 평가 방식 분류

또한 전국 단위 통일 시험지 사용을 확대하며 시험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하지만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학업수준고사의 성적으로 학생을 줄 세워서는 안 되며, 시험 성적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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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교사의 평가의 근거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나) 학생을 모집하려는 각 대학에게 점수가 제공된다.
다) 학생이 다른 성으로 전학 시 시험 점수를 근거로 학교를 선택하여 전학 간다.

2) 가산점 항목 축소 및 엄격한 가산점 관리
《통지》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는 245개의 가산점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2014년에는 100
여 개의 항목으로 축소하였다. 향후 가산점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다.
<표 2> 전국적 가산점 취소 및 유지 항목
취소 항목
유지 항목
- 체육 특기생
- 열사자녀
- 올림피아드 입상자
- 소수민족 수험생
- 과학기술대회 입상자
- 귀국한 교포 자녀 및 타이완 수험생
- 퇴역한 직업 군인
- 각 성급 우수 학생
- 복무기간 일등 공을 세운 군인
- 특출난 이력이 있는 학생

3) 문제의 질 확보를 위한 방안
문제의 질 확보를 위해 문제 출제위원 자격 기준과 문제 전문 라이브러리를 세우고, 문제
출제위원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
제를 실시하여 좋은 문항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된 문항을 문제은행에 저장하여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발표한 교육 개혁안에서도 이를 더 확대, 촉진하여 문제은행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시험평가와 분석을 발전시키고, 문제 출제의 수준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4) 시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중국 교육부는 시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 교육시험 규정 위반 처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된다.
가) 각 성급 교육 행정부의 통일된 관리로 일괄적 시행이 되도록 한다.
나) 국가 교육 과정 표준에 근거하여 각 성별로 전문 문제 출제 기구를 설치한다.
다) 국가 교육 시험 표준에 맞게 시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라) 시험 채점 과정과 방식을 표준화하고, 성적 보고 방식을 개선한다.
마) 책임추궁제 실시로 행정담당자와 학교, 교사, 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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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입 지원 시기의 통일
학업수준고사와 자주선발(自主选拔), 즉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입학 사정 시기를 통일
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원 시기 혼란을 막는다. 자주선발은 필기시험 위주인 입시에서
다원화 종합 평가 시스템을 곁들인 것이다. 이는 대학교 인재 선발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시
도이기도 하다. 새로운 선발제도는 인재선발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모집인원의 확충과 지속가능
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림 2〕 시기별 대학 지원 과정

6) 2017년 시범 실시 지역인 상하이와 저장성 시행 개요
2017년 대입에서 상하이와 저장성은 새 제도로 시범 실시한다. (上海市教育委员会. 2014)
<표 3> 상하이와 저장성 학업수준고사 시범 실시 비교
총점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실시
시기

상하이

660점
- 어문, 수학, 외국어
- 매 과목 150점 만점, 총점 450점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매 과목 70점 만점, 총점 210점
- 1월 : 외국어 시험
- 6월 : 어문, 수학, 외국어 시험
- 학년말 : 등급성 시험

700점

저장성

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기술
매 과목 100점 만점, 총점 300점
- 4월 : 선택 과목 시험
- 6월 : 어문, 수학, 외국어 시험
- 10월 : 선택 과목, 외국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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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소질평가 개혁6)

《의견》에 따르면 종합소질평가는 학생의 발전상황과 진행 과정을 관찰, 기록, 분석하여 대
학에서 신입생 모집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학업수준고사 점수가 대입에서 참고 자료가 되고 종합소질평가가 주자료가 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 학업수준고사 60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한다면
우선 600점 이상인 학생을 1차 선발한 후 대학은 종합소질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학생들
중 합격자를 최종 선발한다.
사상 품덕 학업 -수준 심신 -건강 예술 소양
사회 실천 -

<표 4> 종합소질평가의 주요 평가 사항과 중점
주요 평가 사항
중점
당과 국가에 대한 사랑
- 당원으로 활동
사상에 대한 신념, 성실과 신용
- 사회 단체 활동
자애로운 마음과 교우 관계
- 공인 노동
책임과 의무, 법에 대한 준수
- 자원 봉사
매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
- 학업수준고사 성적
상황 파악에 대한 기본 지능
- 선택 과목 내용과 학업성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운용 능력
- 연구성 학업과 창의성 과목
건강한 생활 방식
- <국가학생체력건강표준>측정 결과
신체 단련 습관, 신체 기능
- 체육 특기생 항목, 체육 운동회 참가 결과
운동 지능과 심리 소질
- 어려움과 좌절에 대한 대처 표현
미술에 대한 심미적 감상, 이해,
- 음악, 미술 등에 나타난 흥미 특기
감상과 표현 능력
- 미술 활동에 참가 결과
사회 활동 중 조작
- 활동 횟수, 지속 시간, 형성 작품
체험 경험
- 조사 보고

1) 종합소질평가에 대한 기대
첫째, 단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만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종합 발전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어서 한 학생을 전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종합소질평가 결과가 누적되면 향후 각 학교의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여 학
교 수업 환경과 질 개선에 활용 가능하다.
6) http://opinion.hexun.com/2014-09-24/168793616.html
http://news.gmw.cn/2015-01/07/content_14421419.htm
http://www.yzcn.net/broadcast/news/2014/1217/426149.shtml
http://www.chinanews.com/edu/2014/12-16/6882534.shtml
http://edu.sina.com.cn/gaokao/2014-12-17/075844894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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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질평가 문서 작성 단계
종합소질평가는 교사의 지도하에서 학생이 평소에 작성한 후 학기말 공시하며,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최종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그림 3〕 종합소질평가 문서 작성과 사용 단계

3) 각종 의견 및 선결 과제
가) 종합소질평가 양식이 각 고등학교에서는 작성하기 쉽고, 각 대학에서는 사용하기 쉽도
록 점수화 되어야 한다. 즉 학생의 3년간의 중요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점수를 내고,
이 평가를 계량화해야 한다. 또한 매 평가에 대한 합당한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같
은 특기라 하더라도 국제급, 전국급, 성급, 시급, 학교급, 반급으로 나누어 정도에 따라서 다
르게 점수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급 임원, 학교 임원, 사회단체 간부로 활동한 경우도
각 상황에 따라 점수는 다르게 주어져야 한다.
나) 종합소질평가는 학생의 3년간 발전량 또는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
로 지속적으로 학생의 상황을 추적하여 기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록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 평가에서 학생이 입학했을 때 측정한 첫 폐활량, 달리기 속도 등을 매
학기마다 다시 측정하여 3년 동안 총 6번 기록하고 이 학생의 신체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다) 종합소질평가가 전국 단위로 전산화되고 초,중,고등학교 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한 학생의 12년간의 활동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
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 기록 이전도 쉽게 만들고, 학생은 대학 지원시 간편하게 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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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지 않고 향후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도 손쉽게 자신의 자료들을 활용 가능하다.
라) 종합소질평가는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활동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한 학급 인원이 50여명인 현실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철저한 기록 지도가 힘들 것으로 예상
된다. 학급 인원을 축소하여 담임교사와 담당 교과교사의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바탕이 되어야 객관적 종합소질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생들이 종합소
질평가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기본 교과과목
외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나 기타 활동 과정들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속적
인 재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3. 중국과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비교
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종합소질평가
한국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크게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년간 시행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 보완되었고, 점차 그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 중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항목은 학생이 스스로 활동한
자료들을 정리해두었다가 담임교사와 담당 교과교사에게 제출한다. 한국은 교사가 직접 학교생
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생은 잘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종합소질평가를 학
생이 직접 작성하고 교사는 지도, 확인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학생 본인이
직접 자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학생들이 각자 기록할 경우 다양한 표현이 예상되어 계량화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비교과 내신반영에서 한국은 다양한 항목을 신설하여 다원화를 꾀한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활동, 수상 실적, 자격증, 리더십 활동, 체육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교사 추
천서를 교과전형에는 미반영하지만 종합전형에는 정성적 반영한다.
항목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표 5>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및 그 내용
입력 내용
학생과 부모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
중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 재학 중 학적변동 시 전출교와 전입교 등
총 출석해야 할 일수와 결석, 지각, 조회, 결과 등
교내에서 수상한 상 명칭,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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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입력 내용
자격인증 기술관련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취득상황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진로희망사항 진로지도에서 파악한 학생의 특기, 흥미, 진로희망, 희망 사유 등
창의적체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활동상황
교과학습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기준의 특성 등
발달상황
독서
독서분야 및 읽은 책, 독서성향 등 특이사항을 담당 교과교사가 입력,
활동상황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음
행동특성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종합의견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
* 교육부, 2015년도 중고등학교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국은 기존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 가산점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종합소
질평가와 통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산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
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에는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소질평가의 다양
한 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활동들을 기록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려는 중국은 현재 구체적으로 통일된 형식이나
그 내용은 공포되지 않고 방향과 큰 틀만 나온 상태이다. 향후 중국 대학입시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소질평가를 3년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를 계
량화, 전산화하여 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큰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각 대학에서
도 종합소질평가를 입시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다양한 입시 전형으로 적절한 인재 선발의 목
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수준고사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4년 12월에 2018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과목
의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영어의 절대평가를 통해 상대적 경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다른 과목으로 절대평가 확산이 예상된다.
중국은 처음부터 필수 과목 9개는 합격/불합격제, 선택 과목 3개만 등급제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며 실험적이다. 소위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 편중을 막고 학생의 흥미와 진학하고
자 하는 대학에 맞게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만 등급제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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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의 과목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의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대학과 수험생의 수를 고려하면 동점자의 수도 많을 것이며 이들의 대학 지원시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중국내 교육전문가들은 각 등급 내에서 더 세분화하여, 즉 A등
급일지라도 A+, A0, A-와 같이 더 세분화된 등급으로 나누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시험의 실시 시기를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으로 분산한 것은 그동안 대학 입시의 핵
심이었던 까오카오를 폐지하고 소위 내신 시험으로 전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학업소질평가
의 주요 항목으로 매학기 말 시행되는 학업수준고사 성적이 포함되어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내신 시험과 차이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학교
자체 시험 출제가 아니라 전국 통일 시험이라는 것이다.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학생
의 입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줌으로써 좋지만 다른 학기에 시행되는 동일 과목의 시험에서 난
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시험으로 그 결과가 학
교 간 비교됨으로써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해져서 중학생의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과열되지 않
을까 우려된다. 또한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는 것은 학교나 각 성과 시 교육부에서는 큰 부담
이 될 수 있고, 수시 시행에 따른 관리 소흘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다. 문과 이과 정책
1) 한국의 문과 이과 정책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4년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
다.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 계열 구분 없이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가르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통과목을 끝낸 2학년부터
는 문과 이과 진학 등 각자 필요에 따라 고교 단계의 기본적인 교과인 ‘일반선택’과 심화·융합
학습을 위한 ‘진로선택’ 등의 선택 과목을 배우도록 했다. 각 안을 비교해보면 1안은 과학 교과
군의 필수이수단위가 현행보다 2단위 늘어났으며,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군은 2
단위, 과학교과군은 4단위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3안은 1안과 필수이수단위 배정이 같되 기
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등 4개 교과영역으로 구분을 하였다.
현행

교과 교과(군) 필수
이수
영역
단위
국어 10
기초
수학 10

<표 6> 고교필수이수단위 배정안
제1안
교과(군)
국어
수학

필수이수 공통과목
단위
(단위)
10
국어(8)
10
수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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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수
단위
12
12

공통과목
(단위)
국어(8)
수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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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과(군) 필수
이수
영역
단위
영어 10
사회
(역사/도 10
탐구 덕포함)
과학 10
체육 10
체육 예술
예술 (음악/ 10
미술)
기술가정
생활 /제2 16
교양 외국어/
한문/교양
소계
86
학교 자율과정 94
24
창의적 체험활동 (408
총 이수단위

시간)

204

필수이수 공통과목
단위
(단위)
영어
10
영어(8)
6
사회(역사 (한국사) 한국사(6)
/도덕포함) 10 통합사회(8)
통합과학(8)
과학
12
과학탐구
실험(2)
체육
10
예술(음악/ 10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16
한문/교양
소계
94
학교
86
자율과정
24
창의적
(408
체험활동 시간)
총 이수단위 204
교과(군)

*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공통과목
(단위)
영어
영어(8)
6
사회(역사 (한국사) 한국사(6)
/도덕 포함) 12 통합사회(8)
통합과학(8)
과학
14
과학탐구
실험(2)
체육
10
예술(음악/ 10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16
한문/교양
소계
104
학교
76
자율과정
24
창의적
(408
체험활동
시간)
총 이수단위 204
교과(군)

필수이수
단위
12

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통합사회교과와 통합과학교과는 고등학교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교과이다. 이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수준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지식을 통합하여 학습함으로서 창의융
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겠다.
통합사회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대주제 중심의 고교 과목
이다. 즉, 분과 학문적 개념을 넘어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주제를 선정하
여 사회 현상의 특징,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종합
적으로 모색하는 교육과정이다.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대주제
중심의 고교 과목이다. 즉, 분과 학문적 개념을 넘어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과학사적 측면에서 자연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
술의 발달과 인간 생활 이해 등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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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
201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현재 수학Ⅰ, Ⅱ를 통합한 과목, ‘수학’을 배우게 된다.
통합된 ‘수학’은 기존 ‘수학Ⅰ’과 ‘수학Ⅱ’를 통합했지만 ‘수열’과 ‘지수와 로그’ 단원은 2학년으로
옮겨 학습량을 줄였다. 2학년부터는 일반선택 4과목, 진로선택 4과목 중 선택하여 배운다.
진로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자연계열에서 선택하는 ‘기하’ 는 기존의 내용 중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공간 벡터’ 내용이 삭제된다. ‘실용수학’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학생과 예체
능계열 학생을 위한 선택 과목이며, ‘경제수학’은 인문계열에서 상경계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환율, 세금, 이자 등 경제지식과 수학을 연계한 과목이다. ‘수학과제탐구’는 수
학과에서 처음 도입되는 과목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탐구 활동을 자
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스스로 수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설된 교과과목이다.
<표 7>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과목 체계
과목
보통 교과
학교급
학년
공통 과목 일반선택선택 과목 진로선택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Ⅰ
기하
고등학교
수학Ⅱ
실용수학
미적분
경제수학
3학년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탐구
* 교육부(2015). 2015 개정 수학 교육과정 토론회 발표안

전문 교과
심화수학Ⅰ
심화수학Ⅱ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2) 중국의 문과 이과 정책

중국의 역사상 문과 이과 분리는 청말 서방교육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가 근대교육제도가 정
립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문과 이과 분리제도에서의 시험에서는 어문과 영어는 공통이지만
수학과 종합과목에서는 <표8>,<표9>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표 8> 2009년 까오카오 수학의 내용영역
내용영역
문과
평면벡터
출제
집합, 간단한 논리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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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영역
문과
이과
함수
출제
출제
부등식
출제
출제
삼각함수
출제
출제
수열
출제
출제
직선과 원의 방정식
출제
출제
원추곡선의 방정식
출제
출제
직선, 평면, 간단한 기하
출제
출제
순열, 조합, 이항정리
출제
출제
확률
출제
출제
통계
간접출제
출제
수학적 귀납법,극한과 연속성
출제 안 됨
출제
도함수
출제
출제
수 체계의 확장
출제 안 됨
출제
행렬
전국권에서는 출제 안 됨, 지역권에서는 출제
* 신일용 외 (2010) 표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음.
<표 9> 중국 고등학교 문과종합, 이과종합 과목의 교육과정
학습
필수
과목
선택이수 학점Ⅰ
선택이수 학점Ⅱ
영역
이수학점
사회의 인재 다양화의 수요에
학교는 해당 지역
8
문 인문 사상
정치
근거하여
학생의
서로
다른
사회,
경제, 과학기술,
과 과
종 사회 역사
6
잠재능력과 발전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발전의 수요와
합
공통 필수 과목의 기초 위에서 각 학생의 흥미에 근거
지리
6
교과 교육과정 표준 분류와 유형을 하여 약간의 선택 이수
물리
6
이
나누고 수준을 나누어 약간의 선택 단위를 개설하여
과 과학 화학
6
이수 단위를 개설하여 학생이
학생이 선택하도록
종
합
선택하도록 한다.
한다.
생물
6
* 정영근 외 (2009) 표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음.

향후 통합된 수학이 문과와 이과 중 어떤 수준에 맞추어 질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문
과 수준에 맞추면 학생의 학력저하와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 후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과 수준
에 맞추면 학업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위와 같은 수학교과 과정의 수준에 대한 논쟁이 팽팽한
우리나라도 향후 중국의 결정을 지켜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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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시 전형

한국의 대학입시 전형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
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하는 전형,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면접 또는 서류를 포함한 단계별 전형이 있다. 또한 수시 전형에서
대학별고사 전형은 논술고사와 적성고사가 있다.
정시 전형은 수시 전형이 끝난 후 보통 진행되며 수시 전형보다 수능의 반영비율이 더 높다.
수시 전형의 도입초기에는 각종 전형이 난립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으나 매년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해가고 있다. 또한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교육부는 수시는 종합생활기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을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자체고사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평소에는 종합소질
평가 항목에 집중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자체고사 준비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대학별 다양한 입시전형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종합소질평가에 대한 세부 시행 안이 나오고 정
착하게 되면 다양한 입시전형이 나오리라 기대가 된다.

마. 소외 계층 및 지방인재를 위한 정책
1) 한국의 정책
가) 대학별 자율적 시행

한국의 소외 계층을 위한 입시 정책은 각 대학별 입시 전형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5학년도 입시부터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연세한마음전형을 실시해 왔고 2014학년도 대입에서 이 전형에 해당하는 전체 모집
인원 100명 중 40명을 대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이 전형으
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꾸준하게 관찰하고 수능 최저 등급 기준 폐지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는 지역인재 전형 실시를 뼈대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하 ‘지방대학 육성법’이라 약함) 시행령 제정안’을 201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지역인재 전
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하여 선발하는 방안으로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
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설정,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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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표 10> 해당지역의 범위

범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부(20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이 모집 전형의 일부를 자기 지역 출신의 고등학
교 졸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특히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2015학년도 대입부터 이 전형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선발 비율은 학부 30%, 전문대학원 2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선발기준을 완화했
다. 그리고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만 설치. 운
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
집 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토록 했다.

2) 중국의 정책
지역할당제의 취지는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천명한 가운데, 소외계층 문제, 학력의 대물림,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 또는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위해 가산점이나 각 지역별로 입학정
원 할당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소외 계층의 대학 진학 비율을 증가시키려 한다. 과거 대학 합
격률이 가장 낮은 성과 전국의 대학 합격률의 차이는 2007년에는 17%, 2013년에는 6%였
다. 교육부는 새로 발표한 개혁안에서 2017년까지 이 합격률의 차이가 4% 이내가 되도록 조
정하는 정책을 실시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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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이 가장 낮은 성과 전체 합격률과의 차이

30
백
분
율

계열1

15
0
2007

2013

2017

해당 년도

〔그림 4〕합격률이 가장 낮은 성과 전체 합격률과의 차이
Ⅲ. 결론

중국 교육 개혁의 내용을 고찰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 개혁에서 우려되는 점과 우
리나라 교육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자.

1. 문과 이과 통합의 필요성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학문, 직업, 적성 등은 문과와 이과로 분명히 구분될 수 없다. 역사적
으로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천문과 수리와 같은 과학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었
다. 또한 조선 후기의 선비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
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이 있는 우리 민족은 일제가 남겨준 문과 이과
의 구분에서 아직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문과 이과 구분이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 일
본, 대만, 중국 정도이며 이제 중국도 이를 폐지하려 한다. 우리도 학생의 미래와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문과 이과 통합 교육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문항 공모제를 통한 문제은행 구축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문항 공모제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확보함으로써
문제 은행을 구축한 후 수능 문제 출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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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이래 총 6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분석기간 확대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었는데 문항 공모제를 통한 문제 은행 구축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공모제는 그 시행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
모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제 출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한다. 또한 공모에 응한 문제가 채택되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 인지, 채택 문제의 활용 기준은 무엇인지, 문제 은행 구축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
로 검토를 한 후 실시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여러 차례 시험 기회를 주었을 때 문제점
우리나라 1994학년도 수능은 1993년 8월과 11월에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되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현실에서는 시험 당일 컨디션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
였다. 시험 기회를 두 번 부여하고 그 중 좋은 성적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
의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두 번의 시험 모두에 엄청
난 부담을 느끼고 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표준점수를 도입하지 않아서 1차, 2차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무척 컸기 때문에 원점수 반영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다. 이러한 문
제점이 속출되자 시행 1년 만에 제도를 바꾸어서 1995학년도 수능부터는 다시 1회의 시험만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시험을 여러 차례 시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의 단편적인 예이
다. 중국도 새로운 교육 정책에 따라 매 학기말에 기존에 치렀던 과목의 시험도 재응시가 가
능하게 됨으로써 과거 우리나라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매 시험의 난이
도 조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하루에 모든 과목 시험이 치러
지는 수능을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즉, 여러
차례 시행하거나 또는 한 차례 시행하되 과목을 2,3일에 나누어 치르는 방법도 수험생의 입장
에 서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입학 사정의 다원화를 위한 노력
중국처럼 수험생의 수가 많은 나라에서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은 학연, 지연, 부, 권력 등이
배제된 채 실력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공평한 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기본
바탕이어야 한다. 또한 시험 채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 응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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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이 일괄적으로 채점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각 성 별로 채점을 한다면 채점 과
정에서 혼돈과 비리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입학 사정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경향에서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을 실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
생 모집 방식 다원화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입 추세이다. 현재 중국은 대학별 고사로 학
생을 선발하는 대학 수가 많지 않은데 향후 이러한 대학 수를 대폭 늘여야 할 것이며 우리도
대입전형의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입학사정의 다원화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5. 학생 선발 후 대책
형평성을 위한 노력은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모습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
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방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그 동안 여건상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 한 후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에 부족한 학습 여건 때
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문과 이과 통합 교육 후 선발된 학생들 역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학이나 과
학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깊게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학은 기
초 학업 능력 보충을 위한 수업들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학 학문 수준의 저하를 막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교육정책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대입 시험을 폐지하는 길만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국 통일 고사를 주장하
는 측과 대입 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 양측 모두 중국 교육 현실에 대한 날카롭고 깊은 통찰
에서 이루어진 고민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간과하
여 넘길 수만은 없다. 향후 중국 교육부는 대입 개혁 로드맵에 따른 세부 시행 안들을 발표할
것이고 이에 맞춰 각 대학과 고등학교는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를 주시
하여 각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 개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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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reform plans of China that were pres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December, 2014.

Ji-Hyeon Baek
(The Doctor’s Course, Changwon University)

This study was executed based on <Opinion of Regular High School Education Level
Examination> and <Opinion of Regular High School General Talent Assessment> that were
pres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December, 2014.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and meaning of future curriculum of Chinese regular high school and
university entry policies, to compare it with Korean university entry policies and to
consider it.
This study intensively analyzes 2020 reformation plan of university entry that was
presented by China's ministry of education such as the abolition of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moving classes implementation, normalization of general talent assesment,
dispersion of education level examination, reduction of additional points and polities for
minorities. And they were compared to the current and planned Korean education policies,
and I predicted the direction of Chinese education from now.
The lists of detailed enforcement of educational reform plans of China have been
gradually presented. This study needs to be supplemented by scoping 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educational reform with continuous observation on the regions that are
implementing a test oper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think what we can learn from
educational reform process of China.
Key Words : educational reform plans of China, Opinion of Regular High School
Education Level Examination, Opinion of Regular High School
General Talent Assessment, the abolition of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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