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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미국의 경우 인종에 기반한 대학입학 우대정책은 1990~2000년대에 와서 위헌
과 역차별 논란으로 서서히 다른 식으로 변형되어갔다. 이러한 변형 중 가장 혁신
적인 방안이 바로 텍사스주에서 채택한 내신 상위 10% 학생의 주립대학 자동입학
조치이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인종을 중심으로 한 우대정책을 펴지 않으면서 여전
히 대학 캠퍼스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자녀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아 학생집단의 사회적 다양성(diversity)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연구는
지역 격차와 대학 수학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으로 도입된
텍사스 대학 자동입학제를 조사한다. 우선 자동입학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미공개된 20년간
입시 자료를 가지고 이 제도가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텍사스
최상위 주립대학인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전체 논지를 요약하면서 마무리 한다.
■ 주요어 : 대학입학제도, 교육 불균등, 텍사스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 우대
정책, 내신 성적

* 익명의 심사위원 3명과 2016년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 연구년을 지원해준 SBS문

화재단에 사의를 표한다.
DOI: http://dx.doi.org/10.31008/MV.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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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입학정책은 어느 사회에서나 논쟁적이다. 대학입학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희소한 사회적 가치인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얼마나 명망이 높은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인가, 나아가 졸업
후 얼마나 좋은 직장을 구하고 그 이후 삶이 얼마나 윤택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입학정책은 대학에서
수학할 잠재적 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대학졸업생이 곧 국가 발
전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
수학능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선발하게 되면 국가발전 차원에서 손실
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수학 기회만큼은 동일한 잣대로 측정
한 능력(merit)에 따라서 배분되어야 공정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일차원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수
학능력이나 학업성취도 역시 다른 사회적·경제적인 요인들의 함수이기
때문이다.1) 수학능력 중 일부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환경적
인 요인에 기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낙후된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의 상위학군 지역 간에는 학생 개인의 타고난 지적인 능력과 무관
하게 학업성취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성기선·민병철 2010).

1) 관련 논의로는 김위정·김양분(2013), 남인숙(2011), 김성식(2008), 장상수·손병선
(2005), 김경근(2005), 방하남·김기헌(20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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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학생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타
고난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그만큼 타고난 능력과 무관하게 대학 입학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미 대학
입시에 농어촌특별전형을 도입하여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일반 학생과 달리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대학 입학의 기회에서 공
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후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우대하는 농어촌특별전형 정책은 미국에서 지
금은 위헌 판정이 난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대학입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연상시킨다.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 두 가지 모

두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미국의 경우 인종에 기반한 우대정책은 1960~1970년대 들어 시행되
기 시작하여 1990~2000년대에 와서 위헌과 역차별 논란으로 서서히 다
른 식으로 변형되어갔다(Anderson 2004). 이러한 변형 중 가장 혁신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텍사스 주에서 먼저 채택하고 다른 주에서 모방하
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내신 상위 10% 졸업생 주립대학 자동입학 조
치이다. 이 조치의 정식 명칭은 주립대학 단일통합입학정책(universal
admission policy)이나
Plan)로

통상적으로 상위 10% 제도(Top Ten Percent Rule or

불린다. 이 정책은 명시적으로 인종을 중심으로 한 우대 정책을

펴지 않으면서 여전히 대학 캠퍼스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자녀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아 학생 집단의 사회적 다양성(diversity)

240 기억과 전망 겨울호(통권 37호)

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 격차와 대학 수학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혁신적이고
민주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국 텍사스의 대학입학정책인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도(약칭: 자동입학제)를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다
음 제2절에서는 국내에서는 낯선 자동입학제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균형선발제와 비교한다. 제3절에서는 이 제도의 효과에
관한 기존 문헌을 재검토한 후 취약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다루지 못했던 개별 고등학교별
대학합격율의 변화 문제를 지금까지 미공개 된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약칭: 오스틴 주립대)의

약 20년간 입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대학은 텍사스 최고 명문 주립대학이자 입법 당
시 재학생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대학이었다. 또한 텍사스 의회가 자동
입학제를 도입한 취지가 전체 주립대학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학의 사회
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오스틴
주립대의 고등학교별 합격률의 변화를 검토하면 이 정책의 원래 취지대
로 고등학교 간 대학 진학 기회의 불균등 완화와 지역 간 교육기회 격
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전체 논지를 요약하면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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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 내용과 특징 및 우리나라
지역균형선발제도와의 차이점
1) 내용

이 절에서는 우선 자동입학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특징은
어떠하며 왜 이 법이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균형선발제도와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비교분석해
본다. 구체적으로 텍사스 자동입학제는 미국의 수학능력시험(SAT) 성적
과 무관하게 학생이 어디에 살든,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공
립이든 사립이든 텍사스 학력인증 고등학교에서 내신 졸업 성적으로
10% 안에만 들어간다면 텍사스의 어떠한 주립대학에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자동으로 입학이 되도록 한 법(House Bill 588)이다.2) 이것은 수많
은 텍사스 주립대학 중에서 가장 입시 경쟁이 치열한 오스틴 주립대에
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1998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실시되고

2) 텍사스 교육청 가이드라인, http://tea.texas.gov/Curriculum_and_Instructional_
Programs/Graduation_Information/Automatic_College_Admission 참조. 이른바 홉

우드(Hopwood) 판결로 인종기반 우대 정책이 폐기되면서 텍사스 소수인종의 대
학진학률이 급락했다. 이에 반해 소수인종의 수는 날로 증가하여 백인의 비중이
점점 줄어갔다. 이 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히스패닉 정
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동입학제가 입안되었다(Staff 1997). 보다 자세한 배경 설
명은 지면 제한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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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매우 오래된 사회적 격차 해소 정책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2011학년도에 한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쳤지만 큰 틀은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Senate Bill 375). 수정 사항은 주 의회가 텍사스 최상위
주립대학인 오스틴 주립대의 경우에만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합격생
의 75%까지만 자동입학제로 선발되게 제한한 것이다(Senate Bill 375).3)
이것은 오스틴 주립대에 자동입학제로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전체 신입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여 대학 당국의 신입생 선택권이 지나치
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동입학생의 수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주립대학의 경우는 여전히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 결과 오스틴 주립대
의 자동입학제의 커트라인은 1998~2010년까지만 내신 상위 10%이고,
2011년 상위 8%, 2012년 상위 9%, 2013년 상위 8%, 2014년과 2105년
의 경우 상위 7%다. 미리 예고된 2016년은 8%이고 2017년은 7%다(오스
틴 주립대 내부 서류). 오스틴 주립대의 경우 이렇게 자동입학을 받는 내

신 상위 비율이 2~3%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동입학제의 기본 골격
은 유지하고 있다.

2) 특징 및 의의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텍사스의 대학 입시제를 매우 단순
하게 만들고 합격 여부를 누구나 쉽게 판정하게 만든 것이다. 다른 미

3) 이 한시성 규정(sunset provision)은 2015년에 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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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주와 마찬가지로 텍사스 소재 대학의 경우 대학별 선발 인원이 내부
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수험생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학과나 단과대별 모집 인원도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 역
시 수험생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수험생들은
종합적 입학사정제도(holistic review) 때문만이 아니라 모집인원의 불확실
성 때문에 자신의 성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갈 수 있는지 가늠
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예년의 추세에 미루어 합격 여부를 추정할
뿐이다. 이렇게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별로 입학사정 요소의 조
합이 각기 다르고 각 요소 간의 가중치가 제각각인 텍사스의 대학입시
제도를 일시에 변경한 것이 바로 자동입학제다. 특정 주립대학 입학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나 대학교의 내부 선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눈치 작전이 필요 없는 투명하고 간
단 명료한 입시제도다.
텍사스의 자동입학제는 또한 그것을 모방하여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나 플로리다주의 자동입학제와 달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면
바로 그 대학에 입학이 되는 제도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특정 주립대학
캠퍼스의 입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전체 시스
템 중 어느 한 곳에 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등학
교 성적 상위권에 들더라도 여전히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텍사스의 경우에는 특정대학 입학을 두고
서 다른 10%권 졸업생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다만 텍사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취약점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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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학에 입학을 보장해주지만, 그 대학의 특정 학과나 전공에 입학
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특정 학과나 전공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 학과나 전공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고 다른 상위 10% 졸업생들과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텍
사스 자동입학제는 주 전체 학생들이 특정 캠퍼스로 몰리는 것이 이론
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캠퍼스에서 특정 학과로 몰리게 하지는 않는다.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대학교의 동일한 전
공에 진학하든가 아니면 해당 대학에 남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이 없
는 교양대학으로 우선 입학하여 나중에 전공 학과로 편입을 시도하게
된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학군별로 학생들의 학업능
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에서 흑인을 대상으로 한 분리 정책
(segregation policy)은

오래 전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이나 거

주지에는 특정 인종들이 모여 사는 것이 관행이고 이러한 인종적 집단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특정 구역에는 다른 구역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집단이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거주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편차가 심한 곳이 바로 미국이고 오랜 분리 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텍사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거주지별 격차
는 곧바로 고등학교의 위치에 따른 학교별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연결된
다. 따라서 고등학교 상위 10% 졸업생일지라도 졸업한 학교에 따라서
SAT 성적으로 다시 순위를 매기면 상위 10%에 들어가지 못하는 졸업생
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의 격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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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대학 입학에서는 동일한 기회를, 그것도 단순히 지원할 기회
가 아닌 실질적인 대학 입학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정책이 바로 자동입
학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 제도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우수한 학군에 들어
간 고등학교의 상위권 졸업생은 가장 명망이 높은 대학에 입학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적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없다면, 하위학군 고등학교의 졸업생은 뛰어난 내신
성적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군
졸업생보다는 학군이 좋지 못한 지역 고등학교 출신 졸업생들에게 인위
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 하위학군의 학교들은
비백인(non-White)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백인 집단 학생들이 대학 입
시에서 보다 유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는 미국이 비백인을
위하여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차별 시정 우대정책이나 기회균등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또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SAT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입학 자격을 가늠하지 않는다.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
른 방식으로 고등학교마다 특성을 살려서 교육을 하고 그 학교 스스로
정한 평가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만큼 고
등학교 교육 자체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실제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과목 담당 교사의 평가와 기준이 대학입시
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과거에는 대학입
시문제 출제 기관의 평가 성적과 개별 대학 소속 입시사정관의 평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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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개별 고등학교의 담당 과목 교사의 평가 성적
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한편으로는 학교와
학교 간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보다 철저하게 평등 지향적인
입시정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자체는 철저하게 고등학교별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또한 정치학적으로 볼 때, 자동입학제는 평등과 대표성(representation)
의 원칙에 더욱 충실한 입시정책이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민주적이고자
한 정책이다. 민주적 대표성(democratic representation)이라는 원칙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의회는 그 사회의 인적인 구성을 가장 잘 대표하도
록 의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백인이 사회 성원의 50%인데
의원은 90%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표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결과
적으로 민주적 의회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 텍사스의 자동입학제는 이
러한 민주적 대표성의 원칙을 대학생의 인적 구성에 적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소속집단이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고등학
교 성적 상위권에 속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대학생의
사회집단별 분포도가 전체 인구 구성을 대표하도록(represent)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 제도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부
상류층 집단들에게 불균등하게 배분되었던 대학 수학의 기회를 보다 균
등하게 배분하게 된다.4)

4) 지면 제한으로 이 제도를 주 의회에서 입법할 때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다루

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 중에는 우수 고교 상위권 졸업생의 역차별 문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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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지역균형선발제와의 차이점

텍사스 자동입학제는 지역 불균형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간
학력 편차와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
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입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와 비교할 때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간 대학 수학 기회의 격차나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정부는 농어촌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전형은 정
원 외 선발로 모집 인원의 4% 이내에서 선발한다. 이것은 분명히 농촌
과 비농촌지역 간의 대학 수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
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입학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고 이마
저도 다른 특별 전형들과 묶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
가 미미한 편이다. 심지어 이마저도 추천에 불과하고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시 내의 학군 간 또는 학교 간 대학 수학 기회의
불균등은 다룰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지역 균형 선발 혹은 지역 인재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루어지는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이 있는데, 이것을 고교별 균형
선발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런 전형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
로 하는 전형이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

학능력 미비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 문제, 등록금과 기타 재정 지원 문제, 졸업
생의 대학 지원 가능 연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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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정원 내 선발이고 농어촌전형과 달리
전국 모든 고교마다 몇 명씩 추천받아서 선발한다. 이것이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소속 지역이나 고교별 학생 수와 무관하게
어떠한 고등학교든 정해진 수만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
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지역 간 균형 선발로 보기
어렵다. 제한된 입학정원을 가지고 전공별로 이루어지는 칸막이 전형으
로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별로 골고
루 선발되지 않고 특정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이 불균형하게 선발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농어촌특별전형 혹은 지역 균형 선발과 달리 텍사스의 자동입
학제는 선발 인원을 대학별로 제한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학 차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 2011년 이후 선발 정원을
75%로 제한하고 있는 오스틴 주립대의 경우에도 최소한 내신 상위 7%
에만 속하면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입학제는 대학교의 본고사 내지 대학입시 담당자의 평가요
소가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로지 최저 기준인 내신 상위 10%
또는 7%를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다른 평가점수나 시험성적이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SAT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선발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이 하는 일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작업뿐이다. 하지만 농어촌특
별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신 성적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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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른 요소들을 같이 통합하여 보거나 다른 최
저 요건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다.

3. 문헌 검토와 데이터 및 연구내용
1) 문헌검토와 새로운 연구방향

자동입학제가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이 제
도의 효과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예를 들면 상
위 10% 자동입학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거주 지역을 옮
겨서 하위학군에 속한 고등학교로 전학이나 진학하는가(Cortes and
Friedson 2014),

학업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학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실제로 더 받는가(Office of Admission UT-Austin, 2008), 자동입학제
로 입학한 대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는가(Furstenberg
2010),

이 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소수인종 학생들의 고등교육 수혜율이

향상 되었는가(Harris and Tienda 2010), 지원자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때
이 제도로 인하여 선호도가 변화했는가, 즉 졸업생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은 상향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하향 지원했는가
(Long and Tienda 2010, Andrews, Ranchhod and Sathy 2010),

내신 상위 10%

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SAT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나 우대 정책의 혜
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인종 학생들이 다른 주로 진학하여 이른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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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brain drain)가 일어나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Tienda and Niu
2006).5)

인종차별의 역사 때문에 이 문제들 중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
제는 자동입학제가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백인계열 학
생들에게 얼마나 불리한가이다. 대체로 연구자들은 이 제도가 없는 완
전 경쟁시스템보다는 소수인종 학생에게 분명히 유리하지만 과거 명시
적으로 인종에 근거하여 소수집단을 우대해주었던 것보다 못하다고 결
론짓고 있다.6)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제도의 도입 명분에 맞게 텍사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군이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대학에 골고루 진
학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에 이 제도로 인하여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
의 격차가 감소되고 고교별 학업성취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대학진학률
이 보다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이 제도가 텍사스 지역의 균형 발전, 특
히 대학진학률의 지역별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우리는 최상위 주립대인 오스틴 주립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고
등학교별로 보다 균형 있게 바뀌었는가에 관심이 있다. 여기서 오스틴
주립대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논하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
지만 자동입학제가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오스틴 주립대를 주요 대상으
5) 국내에서도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의 우대 정책을 논한 연구들이 보이지만, 염철

현(2017)과 최경호(2014)처럼 대부분 인종집단 단위별 분석이거나 법리적인 차원
의 논의이다.
6) 상위 10%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Tienda(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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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했고 다른 주립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상위 10% 졸업생이라면
이 제도의 도움 없이 사실상 대부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보다 고등학교별 진학률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 인종문제는 미국상황에 보다 제한적인 이슈이지만 지역 간 또는 고
등학교 간 학력편차와 이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차이는 보다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자동입학제에 관한 기존연구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에서 부여하는 혜택의 기본단위가 개별 고등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를 단위로 한 대학진학
률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편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가
고등학교의 학력 편차와 관계없이 대학에 동일한 비율로 진학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고등학교별로 특정 대학 진
학률의 격차가 해소되었는지 아닌지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주요한 연구 단위를 인종이나 종족
혹은 개인으로 너무 넓거나 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 연구
에서 고등학교 단위별 연구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자료 수집의 난관
때문이다. 고등학교별 연구를 위해서는 고등학교별로 어떤 대학에 몇
명의 학생이 어떤 성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우선 공개
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서 이러한 기록은 원칙적
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별 특정 대학진학률의 변화를 추적한 논
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롱 교수팀은 자동입학제의 효과를
논의하면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오스틴 주립대에 졸업생을 입학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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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비중과 특정 고등학교의 편중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Long,
Saenz and Tienda 2010).

이것은 제도 도입 이후 오스틴 주립대에 학생을

보내는 고등학교군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매우 드문 연구이지만,
여기서 우리 연구의 주 관심사인 상위 10%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졸업
생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만 논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연구는
2007년까지만 다루고 있어서 입학 제한 성적이 상위 10% 아래로 조정
된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 내용

고등학교별 대학진학률의 격차에 미치는 자동입학제의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내신 성적과 이들의 대학별 진학
통계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 자료가 없이 자동입학제
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 군의 변화가
자동입학제의 도입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상위 10% 졸업생의
합격과 비상위 10% 졸업생의 합격을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
게 내신 성적에 따른 대학합격 자료를 가지고 자동입학제의 영향을 평
가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오스틴 주
립대의 입학 담당관으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얻은 것으로 지금까지 공개
된 적이 없다. 주어진 자료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하여
고등학교의 이름을 가린 채, 임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별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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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별로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한 상위 10% 졸업생 수와 비상위 10% 졸
업생 수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고유번호를 삭제하고 가
상의 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 관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입
학 자료마저도 담당기관인 텍사스 교육청은 개인정보침해를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자료에 포함된 연도는 제도 시행 1년 전인 1996년부
터 2015년까지다.
고등학교의 고유번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 성적 상위
10% 합격생의 수와 그 이외 합격생 수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관한 다른
정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기존에 텍사스 교육청이 공개하고 있
는 개별 고교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가 없다. 만약에
텍사스 교육청이 발표한 개별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사용하려고 한
다면 내신 성적에 따른 대학 입학생 수에 관한 정보를 포기해야만 한
다. 현재 텍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정보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데이터는 구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외
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자
료의 범위 내에서 제도의 직접적 효과를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여 유
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30개가 넘는 텍사스 주립대학 중에서 오스틴 주립대만 보는 단
점도 있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입학제는 사실상 오스틴
주립대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한 것이다.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한 졸
업생이라면 대부분의 다른 주립대학교에는 이 제도가 없더라도 입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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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학은 텍사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최고로 선호하는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텍사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니는 상징성이 매우 큰 곳이다.
주어진 자료의 한계를 전제로 할 때, 자동입학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시행 후 더 많
은 수의 고등학교가 오스틴 주립대 합격생을 배출하여야 한다. 즉, 기존
에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하지 못하던 중하위권 고교의 졸업생이 이 제
도로 인하여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주에 있는 모든 고등
학교의 상위 10% 졸업생 전부가 원한다면 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오스틴 주립대 졸
업장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 부여 정도, 가족의 거주지, 장학금과
가정 형편, 대규모 대학에 대한 선호도, 개설 전공 선호도 등에 따라서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동입학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고등학교가
오스틴 주립대에 졸업생을 합격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합격하는
그 고등학교의 학생은 상위 10% 졸업생이어야 한다. 즉, 열등한 고등학
교에서 상위 10% 졸업생에 속하더라도 과거에는 오스틴 주립대에 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는데,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졸업생들이 기
꺼이 지원하여 합격해야만 한다.
역으로 이 제도가 없을 때 많은 학생을 합격시켰던 상위권 명문 고등
학교가 이 제도로 인하여 보다 적은 학생을 합격시키게 되었다면 이 제
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상위권 고등학교 출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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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생 중에서 상위 10% 졸업생 이외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상위 10% 합격생 수는 졸업생 수의 감소 요인이 아니라
면 제도 이전에 비하여 이후에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자
동입학제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들은 우수한 고등학교
의 상위 10%에 들지 못하지만 여전히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이거나
교과 성적 이외의 다른 활동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자동입학제가 없었더라면 우수한 비교과활동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가
능성이 더 많았을 것이다.

4.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의 고교별 합격에 미치는 자동입학
제의 효과 분석
자동입학제의 취지가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상위 10% 졸업생은 자신
이 원하는 대학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오스틴 주립
대가 그러한 제도를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최고의 명문 주립대학이기 때
문에 오스틴 대학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모든 고등학교의 졸업생이 합
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추정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제
도 도입 이전인 1996년과 1997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오스틴 주립대
의 입시결과를 보면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의 수는 1996년도에 791개이
었던 것이 점증하여 2015년에 1,166개가 되었다(표1 (a) 참조).7) 이러한
합격생 배출 고교 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에 따른 고등학교 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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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이기도 하지만 주로 자동입학제로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의 수가 증가
한 탓이다. 실제로 상위 10% 졸업생으로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1996
년에 651개교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1,083개교로 늘어났다(표1 (f) 참
조). 이에 반하여 내신 상위 10% 이하 졸업생이 합격한 학교 수는 같은

기간에 655개교에서 473개교로 줄어들었다(표1 (e) 참조). 자동입학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상위 10% 졸업생이 합격한 학교의 수와 비상위
10% 졸업생이 합격한 학교의 수가 엇비슷했는데, 이후에 이 제도가 널
리 알려지면서부터 상위 10% 졸업생으로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 수가
비상위 10% 졸업생으로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 수보다 두 배 이상 많
아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자동입학제의 효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 상위 10% 졸업생이 합격한 고등
학교 중에서 오로지 상위 10% 졸업생만 합격한 고등학교를 골라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위 10% 졸업생과 비상위 10% 졸업생 모두가
합격한 고등학교를 배제하면 된다. 비상위 10% 졸업생은 한 명도 합격
못하고 오로지 상위 10% 졸업생들만 합격한 고등학교의 수[즉, 표1 (f)에
서 (g)를 뺀 값]를 보면 1996년도에 136개, 1997년 163개, 1998년 161개

이었던 것이 그 이후 급증하여 2015년에 700여 개 학교로 늘어나게 된
7) 1996년 이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전 연도에는 1996년과 동일한 입

학정책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별 입학 현황은 1996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
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도 이러한 전제 하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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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873

880

920

893

943

927

998

999

972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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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26

2010 1027

2011 1047

2012 1104

2013 1102

2014 1130

2015 1166

193

203

183

186

182

195

178

166

162

173

143

144

128

147

145

151

134

473

527

395

485

449

326

305

417

563

559

520

528

458

585

610

618

571

1083

1047

1058

1045

986

983

991

921

929

916

861

854

835

812

786

758

682

646

390

444

351

426

388

282

270

366

493

477

454

439

400

477

516

503

451

485

1855

1860

1846

1822

1799

1775

1747

1724

1708

1710

1731

1730

1725

1710

1661

1630

1601

1530

513

na

473

353

na

360

na

360

na

na

na

na

na

255

na

na

na

198

223

228

198

208

210

221

172

183

183

157

160

165

164

139

121

114

110

112

83

83

44

59

61

44

35

51

70

82

66

89

58

108

94

115

120

143

151

상위 10% 1명 비상위 10%만
비상위 10% (상위 10% 0명)
0명 합격한
합격한
고교 수 (i)
고교 수 (j)
86
140

13381

12339

12381

13647

12108

11944

11717

11453

11845

11551

10679

10543

10044

11360

10800

11522

10638

11640

10553

11674

합격생
총수
(k)

(단위: 개, 명)

10092

8976

9960

10625

9382

10362

10205

9244

8464

8343

7454

7080

7126

6304

5617

5572

4897

4334

3781

4333

상위 10%
합격생 수
(m)

일 시리즈 연간 발행물 참조. 사립학교 수는 Texas Private School Accreditation Commission 웹사이트.

자료: Office of Admissions, Univ of Texas at Austin 미공개 디지털자료. 공립학교 수는 Texas Education Agency(2016b)와 1997~2015년 동

* 주: na는 자료 부재.

837

825

783

799

765

773

735

722

668

628

232

802

131

1483

1999

658

456

789

619

1998

607

190

122

185

648

770

1997

총사립
고교 수
(h)

비상위 10% 상위 10% 상위 10%와
총공립
합격 합격 공립 합격 사립
합격생 비상위 10%
합격생
고교 수
연도 고교 수 고교 수 고교 수
고교 수 모두 합격생
고교 수
(g)
(a)
(b)
(c)
고교 수 (f)
(e)
(d)
1996 791
603
128
655
651
515
1447

<표 1> 내신성적 상위10% 여부와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 합격: 1996-2015년 고등학교별 통계

가로표

다. 이렇게 상위 10% 졸업생만 합격한 고등학교의 수가 인구 증가에
따른 고등학교 수의 증가에 비하여 급증했다. 이것은 오스틴 주립대 합
격생의 출신 고교별 분포가 자동입학제로 인하여 보다 균형적으로 되었
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졸업생만 합격한 고등학교라고 하더라
도 이들 학교가 다른 요인이 아닌 자동입학제 때문에 합격생을 배출했
다고 단언할 수 없다. 자동입학제의 진정한 효과는 오로지 이러한 제도
때문에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던 고등학교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
하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학교를 골라내는 것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
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비상위 10% 졸업생이 단 한 명도 합격하지 않고 오로지 상위 10% 졸업
생만 합격한 고교 중에서도 단 1명만 합격한 학교의 수가 어떻게 되는
지를 보면 간접적으로 자동입학제가 고교별 합격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표1 (j) 참조). 왜냐하면 이런 학교들 대부
분은 자동입학제가 아니면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생을 배출할 수 없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상위 10%졸업생 1명만 합격한 고교
의 수는 자동입학제 시행 이전인 1996년에 합격생이 나온 전체 고교
791개교 중 86개이고, 1997년에는 전체 770개 중 112개이었는데 최근
연도에는 전체 1100여개 중 약 200여 개의 학교로 증가했다. 이로 미루
어보아 우리는 오로지 자동입학제로 인하여 합격생을 배출하는 고등학
교의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제도 시행 이전 이
러한 학교가 80여 개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여 개의 고교는 자동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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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폐지된다면 합격생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들 학교가 자
동입학제의 절대적 수혜 학교들이다.
반대로 상위 10%로 합격한 학생이 한 명도 없고, 오로지 비상위 10%
의 학생만 합격한 학교의 경우, 내신 성적이 아닌 다른 활동에 의존하
여 합격시키는 고등학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적을수록 자동입학제로
인하여 손해 보는 학교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학교의 경우
1996년의 겨우 140개교였는데 이 숫자는 감소하여 2009년에 최저 35개
학교로 줄어들었다가 자동입학의 상한선을 설정하기 시작한 2011년부
터는 조금 증가하여 2015년에는 83개이다(표1 (k) 참조). 이들 학교는 자
동입학제와 무관하게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로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
다면 합격생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들 학교들은 자동입학제 탓에 피
해를 보는 학교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또 다른 부류의 고
등학교로는 이 제도 도입이전에 오스틴 주립대에 수많은 학생들을 입학
시킨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다. 이들 고등학교의 경우 전통적으
로 입시에 강한 면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제도와 무관하게 많은
입학생을 배출할 수도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었
을 것이다. 자동입학제의 도입 취지는 전통적으로 소수인종의 비율이
낮은 명문 고등학교의 합격 비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
업 인원이 고정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합격생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 명문 고등학교 출신 상위 10% 졸업생들
의 경우에는 타격을 덜 받겠지만 비상위 10% 학생들의 경우에 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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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명문 고등학교의 경우 상위
10% 졸업생들의 합격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비상위 10% 졸업
생들의 합격생 수는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입학제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명문이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비상위
10% 졸업생이 입학하는 것이 점점 힘들기 때문에 전체 비상위 10% 합
격생 중에서 이들 명문 고등학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 또한 자동입학제로 합격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늘어나면서 오
스틴 주립대 전체 합격생 중에서 명문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점유율과
상위 10% 전체 합격생 중에서 이들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입시명문고 혹은 상위권 고교를 정의할
때 고등학교 총수의 연도별 편차를 감안하여 합격생 기준으로 상위 5%
(이 수치는 임의적임)

고등학교로 정의하거나 연도별 편차를 무시하고 상

위 50 개교로 정의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상 상위 5%의 경우만
다루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상위 50개교로 설정하여도 비슷하게 나온다.
합격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 전체 수의 상위 5% 고교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1996년에 이들 학교는 전체 합격생의 36.6%를 차지했고, 1997년
에는 36.9%를 1998년에는 37%를 차지하다가 그 이후 부침이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에 27.6%로 최저를 기록한 다음에 조금 반등하
여 2014년에 31.6%와 2015년에 30.0%를 보이고 있다(표2 (c) 참조).
내신 상위 10% 전체 합격생 중에서 이들 상위권 고등학교가 차지하
는 비중은 1996년에 26.4%, 1997년에 26.3%, 1998년에 27.1%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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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위권5%고등학교의 오스틴 주립대 합격생 배출 비중
상위 5% 고교당
연도

내신 상위 10%
평균 합격생 수
(a)

상위 5% 고교당
내신 비상위
10% 평균
합격생 수
(b)

전체 합격생 중
상위 5% 고교
출신 비중

(단위: 명, %)
내신 상위 10%

내신 비상위

전체 합격생 중

10% 전체

상위 5% 고교

합격생 중 상위

비중

5% 고교 비중

(c)

(d)

(e)

1996

28.6

78.1

36.6

26.4

42.6

1997

25.5

74.5

36.9

26.3

42.9

1998

30.1

80.4

37

27.1

42.9

1999

32

63.3

35.8

26.1

44.1

2000

35.8

63.7

38

28.2

47.1

2001

32.9

53.7

35.3

25.8

45.6

2002

36.4

51.5

35.6

26.5

46.9

2003

41.7

31.8

33

26.4

49.1

2004

39.4

36.6

33.9

26.1

49.7

2005

39.7

34.2

31.8

24.5

48.8

2006

44.1

28.4

31.4

26.4

44.3

2007

43.2

30.6

31.1

25.5

45.2

2008

47.7

20.7

29.2

25.3

45.9

2009

49.9

14.7

28.1

24.9

49.6

2010

49.9

14.8

27.6

24.6

47.9

2011

40.4

27.1

29

22.4

51.7

2012

44.5

28.8

29.5

23

52.4

2013

38.9

24.1

28

21.5

54.9

2014

36.8

31.5

31.6

23.4

53.4

2015

38.1

31.1

30

21.9

54.9

자료: Office of Admissions, Univ. of Texas at Austin, 비공개디지털자료.

이후 대체로 25%에서 26%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추세에 접
어들어 24%대 이하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21.5%로 역대 최
저를 기록하고 2015년에도 여전히 약 22%대에 머물고 있다(표2 (d)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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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0년 이후 하락은 내신 상위 10% 전체 합격생 비중을 전체 모집

인원의 75%로 제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 정원 제한 이전에
는 상위권 고등학교 출신 내신 상위 10%의 하단 학생들, 즉 상위 9%와
10% 학생들까지 합격을 했으나 그 이후에는 이들이 자동입학제로 합격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기존에 내신 상위 10% 합격 할당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던 비명문 고등학교의 합격생은 상위 10%의
상단 부분이었기에 정원 제한으로 피해를 덜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 10% 합격생 전체에서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큰 변동이 없다가 자동합격생 수를 정원의 75%로 제한
한 이후 줄었지만, 명문 고등학교의 연도별 평균 합격생 수를 보면 그
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 제도 이전에는 명문 고등학교의 상위 10%
졸업생에 속하더라도 불합격하던 학생들이 이 제도로 인하여 합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도 상위 10%
학생들은 과거보다 합격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었다. 실제로 명문 고
등학교의 경우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학교당 평균 28.6명이었던 상위
10% 졸업 합격생이 이 제도 이후 2010년도에는 최대 49.9명으로까지
올라가고 정원 제한 이후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38명대를 보이고 있
다(표2 (a) 참조). 즉, 이 제도로 인하여 학교당 약 10명 정도의 내신 상
위 10% 졸업생들이 추가로 합격한 셈이다.8)

8) 상위권 고교는 텍사스의 비싼 주거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당 학군 내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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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비상위 10% 학생들인데 이들 명문 고등학교의 비상위
10% 학생들은 제도 시행 전에 평균 합격생 수가 고교 당 78.1명이었던
것이 2010년과 2009년 14여 명대로 줄었고 합격정원 제한 이후 합격률
이 반등하여 약 배 이상의 수가 추가로 합격하고 최근에는 31명대를 유
지하고 있다(표2 (d) 참조).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 시행 이전의 기록에는
한참 모자란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권 고등학교의 경우 상위 10% 졸업생들은 신
설제도로 인하여 추가로 이득을 보지만 비상위 10% 학생들은 제도 도
입 이전과 비하여 피해를 본다. 하지만 이들의 피해 정도는 중하위권
고등학교의 비상위 10%학생들보다 덜하다. 중하위권 고등학교에서 내
신 상위 10%에 속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 이후에는 합격이 더욱 힘들어
졌다. 내신비상위 10% 전체 합격생 중에서 상위 5% 고등학교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도 시행 전 약 42%였는데 제도 시행 후 40% 후반
대로 올라가더니 정원 제한 이후 2011년부터는 54%대로 올라갔다(표2
(e) 참조).

고작 텍사스 전체 고교의 5%가 내신비상위 10% 전체 합격생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틴 주립대 전체적으로 내신
비상위 10%의 합격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마저도 합격한 학생들은 상위권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이어서 중하
위권 고등학교 출신 내신비상위 10% 졸업생들은 입학하기가 더욱 어려
워졌다.

수가 대폭 증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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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이든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자동입학제의 경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합격생도 여전히
배출하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텍사스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연구
대상 기간인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텍사스의 공립 고등학교가 1400여
개에서 많게는 1800여 개가 존재했고 같은 기간 인증 받은 사립 고등학
교 중 12학년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185개에서 513개인데 합
격생을 배출한 학교 수는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770개에서 최대 1166개
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6년에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생을 배
출한 학교 수는 총 791개였는데 이 중에 공립이 663개이고 사립이 128
개였다. 이 당시 단 1명이라도 졸업생을 배출한 텍사스 공립 고등학교
가 1447개, 사립학교가 185개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텍사스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단 한 명의 학생도 오스틴에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했다(표1
(a), (b), (c), (g), (h) 참조)).9)

이러한 상황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크게 개

선되지 않은 편이다. 연도별 사립학교 총수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계산
은 어렵지만 자료가 있는 한에서 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절
반 이상의 고등학교가 졸업생 중 단 한 명도 오스틴 주립대 합격생이
없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2015년도의 경우를 보면 1800여 개의 공립
고등학교 중에서 단지 974개만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것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500여 개가 넘는 사립학교 중에서 300여 개 이상이 한 명도

9) 사립학교 연도별 숫자는 Texas Private School Accreditation Commission web
site, http://www.tepsac.org/#/search/archiv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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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배출하지 않고 있다(표1 (a), (b), (c), (j), (h)참조). 자동입학제로 인
하여 분명 과거에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생을 내는 것을 엄두에도 내지
못하던 고등학교 중 적지 않은 수가 새로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
만 모든 고등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텍사스 고등학교 수를 계산할
때 졸업생 수가 미미하거나 대안학교나 문제 학생 재교육 학교 혹은 특
수학교 등도 포함되고, 사립학교 졸업생의 경우 비싼 사립대학을 선호
할 수도 있어서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절반이 좀 넘는 고
등학교가 자동입학제 이후에도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생이 한 명도 없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최상위권 고등학교의 내신 상
위 10% 학생들은 자동입학제로 인하여 과거보다 더 많은 학생이 오스
틴 주립대에 합격하고 있다. 다만 추가 합격의 한계적인 효과는 최상위
권 고등학교의 경우 그 아래층의 고등학교보다 크지 않다. 반면 나머지
고등학교 중에서도 바닥을 형성하는 최하위권 고등학교는 제도 이전이
나 이후에나 여전히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최하위권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개별 고교의 입시 전통이나 학생 개인
의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하여 자동입학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
다.10) 따라서 가장 큰 혜택은 최상위권 고등학교 집단과 최하위권 고등
학교 집단 사이에 놓인 중위권 고등학교의 상위 10% 졸업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중위권 고등학교는 제도 도입 이전에 내신 상위 10%
졸업생 중 합격생보다 불합격생이 더 많았거나 내신 상위 10% 졸업생

10) 자동입학제는 입학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학비나 생활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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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동입학제의 고등학교 수준별 및 학생 내신등급별 효과
내신 상위 10%

내신비 상위 10%

최상위권 고교

다소 긍정적

다소 부정적

중위권 고교

아주 긍정적

아주 부정적

최하위권 고교

효과 없음

효과 없음

중 합격생이 전무했지만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
는 고등학교들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층은 과거 같으면 합격을
했던 중상위권 고등학교의 비상위 10% 졸업생들이다. 이들은 오스틴
주립대에 입학할 확률이 다른 어떤 부류의 학생들보다 크게 줄어들었
다. 이렇게 최상위 명문 고등학교의 내신비상위 10% 졸업생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보지만 이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고등학교의 내
신비상위 10% 졸업생들보다 덜한 편이다. 그리고 자동입학제 도입 이
후 명문 고등학교가 배출하는 내신비상위 10%권 합격생의 절대 수는
줄었지만, 비상위 10% 전체 합격생 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
려 더 늘어나서 절반이 넘는다.

5. 결론
텍사스의 경우 인종에 기반한 각종 우대정책이 위헌으로 판결나자 인
종 간 대학 입학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내신 상위 10% 대학 자동입학제를 도입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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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군과 이른바 입시 명문 고등학교에 백인이 많고, 그렇지 않은
곳에 유색인종이 많은 주거지별 특색을 역활용한 정책이다. 즉, 텍사스
는 지역 간 학군 간 학력 편차를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인종 간 대학 수
학 기회 불균등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 제도는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혁신적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
없이 태어난 가정의 교육환경에 따라서 대학 입학 기회가 결정되지 않
는다. 그 결과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자제들이 대학입시에서 과잉 대
표 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 제도에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다
니는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원하는 어떤
주립대학이든 합격이 보장된다.
이 연구는 새로운 시각과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입학제의 효과가 실제
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별 수준 차이에 따
라 제도의 효과가 차별난다는 점을 최초로 규명했다. 우선, 기존 미국문
헌에서는 이 제도의 간접적인 효과인 인종 간 교육 불평등 완화 문제를
주로 다룬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보편적인 지역 간 교육 불균등 문
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 제도의 직접적인 효과인 고등학교별 대
학 입학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다루었다. 이 결과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분석 단위를 인종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고등학교로 바꾸어서 텍사스
주내 개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분포
도에 따른 대학별 합격생 수를 연도별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
구들은 내신 상위 10% 졸업생의 특정 대학 합격 현황을 고교별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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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자동입학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연
구의 주요 단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등학교의 고유번호를 삭제하
고서 제도 도입 이전인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오스틴 주립대의 고교
별 내신 성적에 따른 입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와 달리 상위 10%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나누어서 자동입학제의 고교 단위 효과
를 처음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 대한 매우 의미 있
는 기여다. 기존에는 내신 성적에 대한 정보가 없이 특정 대학에 대한
고교별 합격 현황만 분석하여 자동입학제의 고교 단위 효과를 간접적으
로 추정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실제 필요한 고
교별 내신 성적 자료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과 자료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또한
자동입학제가 입법 취지에 맞게 고교별 대학 합격 불균형을 전반적으로
시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제도의 효과가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입증했
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위권 고등학교의 경우 자동입학제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고등학교가 오스틴 주립대에 한 명도 합
격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치는 대략 전체 고교의 절반에 해
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합격 보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
위권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제도 외적 이유로 오스틴
주립대에 지원하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상위권 고등학
교의 경우 상위 10%의 졸업생은 오스틴 주립대에 과거보다 더 많은 수
가 합격하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에는 내신 성적만으로는 합격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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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상위 10% 졸업생이 이제는 무조건 합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명문 고등학교 상위권졸업생이 오스틴 주립대 전체 합격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만큼 고고별 합격 편차가 많이 시정되어
절대적으로 보다 많은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입학 기회가 부여되었
기 때문이다. 즉, 이 제도로 인하여 과거에는 오스틴 주립대에 가고 싶
어도 갈 수 없었던 중위권 고등학교의 우등 졸업생들이 이제는 합격하
고 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한 피해자는 상위권 고등학교의 비상위 10%
졸업생과 중위권 고등학교의 비상위 10% 졸업생들이다. 특히 중위권
고등학교의 비상위 10% 졸업생들은 이제는 입학 기회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위권 고등학교의 비상위 10% 졸업생도 새 제도
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쪽에 속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변화된 환경에
서 내신 비상위 10% 졸업생의 오스틴 주립대 전체 합격생 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오스틴 주립대에 합격을 하게 되지만 이러
한 혜택 역시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환경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용은 쉽지 않지만, 미국 텍사
스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논급하고자 한다. 그중 하
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대학 수학 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
생선발전형의 대학 자율권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자체 선발권이 강한 제도를 선호하고 지역균형선발을 할
때도 대학 자체의 선발권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두 번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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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 수학 기회의 지역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고등학교나 특정지역 고등
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을 좌우한다면 대학 수학 기회의 지역별 불균등
완화는 요원한 과제이다. 거주 지역이나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와 관계
없이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위장 전입 문제, 지방 거주 기피 문제나 고교 서
열화와 출신 고교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고교별 대학 수학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내
신 산출 방식을 장려하고 사교육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고교 정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또한 매우 제한된 대학별 모
집정원과 수험생들의 대학 선호도를 감안할 때 모집 단위의 재설정이나
광역화를 통하여 단위별 모집정원을 확대하거나 모집 인원을 탄력적으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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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exas’s Top Ten Percent Rule and College
Admission Policy for Reduction of
Regional Disparity in Higher Education

Choi, Jungug
Konkuk University

Race-base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US higher education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change amidst the disputes of unconstitutionality
and reverse discrimination. One of the most innovative policies designed
to circumvent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s Texas’s top ten percent
rule. This policy aims to reduce the educational inequity in terms of
college admission among social groups and increase the social diversity
in the student population on college campus. This study explores the
features and effects of this democratic and innovative policy, using the
so-far unpublished high-school-campus-level admission data from 1996
to 2015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hich is the most prestigious
state university in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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