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능 수학 절대평가 전환 관련 국민 긴급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2015.1.28.)

국민� 86%는,� 영어� 외에� 수학도�

수능에서�절대�평가�전환�지지해.�

▲교육부에서 현 중3이 수능을 치르는 2018학년도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겠

다고 발표함에 따라,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 수학 교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2015. 1. 14~1.21. 시민 833명 참여)

▲설문에 응답한 국민 92%, 수능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학에 대한 학생

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국민86%는수학도수능에서절대평가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 특히 2018학년도수능을

치룰 중3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90%는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 도입 찬성.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입에서 변별력의 양대 산맥으로 인식되는 수학과 영어 교

과 중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되면, 수학으로 변별력이 옮겨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유로 든 것이 영어교

육정상화와 사교육비경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수학교육은 정상화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 여전히

상대평가 방식으로 남아있는 수학 교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



◈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어 변별력이 약화되면, 현재 상대평가로 치루어지는 수능 수학을 대학들이

더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이다.   724 87%

그렇지 않을 것이다.   102 12%

No Answer   7 1%

◈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수학·국어 영역으로 사교육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743 89%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86 10%

No Answer   4 0%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였고,

본 단체 메일을 받아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83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 시민 89%,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 시, 풍선효과 우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시기부터,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풍선효과는 영어 사교

육이 일부 줄어들지라도 수학·국어·과학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9%인 풍선효과가 나

타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표1>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인식

■ 시민 87%, 상대평가로 치루어지는 수능 수학을 대학들이 더 중시할 것이라 응답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에서의 변별력 때문일 것입니다. 영어가 절대

평가로 변별력이 약화되면, 그 변별력이 수학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입시

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어 변별력이 약화되면, 현재 상대

평가로 치루어지는 수능 수학을 대학들이 더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그럴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표2> 대학에서 변별력 파악을 위해 수학 점수를 중시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 



◈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수학 과목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커질 것이다.   763 92%

커지지 않을 것이다.   66 8%

No Answer   4 0%

◈ 수능 영어 절대평가만 도입되면 수학에 대한 학습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수학’

교과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716 86%

동의하지 않는다.   111 13%

No Answer   6 1%

■시민 92%,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변별력이 수학으로 옮겨가고, 대학들이 수학을 더 중시하는 등 대입에서 수학의 비중이

더 커지는 현상은 자연스레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2%인 763명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

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표3>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공부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의견

■ 시민 86%,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함.

수학도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

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수능에서 수학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에 동의하였습니다.

<표4>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대상인 중3 이하의 자녀를 둔 시민 90%,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함.

응답자를 자녀의 학교 급 별로 살펴보았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능 영어 절

대평가는 현 중3부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현 중3 이하의 학부모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 응답자만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

자의 90%가 절대평가에 찬성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부

모는 이보다 낮은 84%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을 받는 중학



교 이하의 학부모 및 학생들이 더 수학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5>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사교육걱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

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영어뿐

만 아니라 수학 등 다른 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 관계가 좋아지고, 학생들 사이에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등 의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수학도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수학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

화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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