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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Admission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Military Academy
The purpose of the entrance examination is to select promising and potential students who could understand each curriculum in the university. Therefore, each university focuses on researching and developing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for
recruiting talented students. Likewise, the entrance examination of Korea military
Academy is not only important, but also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selecting potential officers for the future. Furthermore, the selection system adds to an interview
and physical strength test in order to evaluate the volunteer’s character and aptitude.
It is clear that the unique system closely correlates with prominent officer for the
fu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adets and the entrance policy factors that could verify predictive reliability for admission factors such as former grade point average, high school’s academic achievements, aptitude test battery for cadets, English test, interview and physical strength test. Finally, it provides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useful
tools for the entrance policy in Korea military Academy.
Key Words : admission factors, Aptitude test battery for cadets, academic
achievement,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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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수 인재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모든 조직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글의 채용 방식을 들 수 있다. 구글은 채용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직원이 5만여 명일 때 인사 채용
담당자는 2,500여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매
번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을 한 명 뽑는 데 적게는
150시간, 많게는 500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발한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
용보다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한
경비즈니스, 2018). 이러한 구글의 사례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선발의 중요성
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각 대학과 우리 군에서도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수(2017)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우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육군 인재상을 신분별･계층별로 정립하고 이를 인적자원관리 전 영역
(모집, 선발, 배치,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을 주
장하고 있다. 각 대학들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발제도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전형 관련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정
환･송준협, 2014; 김현철, 2004, 2005; 배현웅, 2007; 오정현･정재윤･홍영훈･박
상규･김삼용, 2010; 지은림, 1999; 허명회･전성연, 1996).
각 대학들은 그 대학의 교육목적에 맞고 그 교육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
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인 학점평균(Grade Point Average: GPA)의 연관성 분
석을 통해 입학전형요소의 예측타당성을 분석하고 입학전형요소들이 우수한 학
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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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분석해 볼 때 입학전형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제한되었으며,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GPA에 영향을 미치는 입학전형요소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그 설립목적이 육군의
정예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학업성
취도를 단순 지적영역에 대한 GPA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일반대학과과 다른 확
장된 의미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입학전형요소 간의 연관성 분석이 필요하다. 김
인국(2019)은 사관학교의 임무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과 장교 양성기관
으로서의 기능 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여 초급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하고 고급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소양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지적능력 개발, 군성(military character) 개발, 신체 능력 개발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관학교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각 사관학교들은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학, 훈육, 군사학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GPA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사관학교의
GPA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일반학 성적, 군사학 성적, 훈육 성적으로 나뉘어져
측정되고 있으며, 사관생도의 졸업성적 또한 이 세 가지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관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일반학 성적, 군사
학 성적, 훈육 성적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연구
들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육군의 초급장교(장･단기) 중 7%, 장기 근무장교의 30% 이상을 배
출하고 있는 A사관학교의 입시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계량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사관학교는 국가
의 안보를 책임질 정예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대학으로서 일반대학과
는 다소 다른 입학전형요소(고교성적, 대학학점, 영어시험, 간부선발도구, 면접
1)

2)

김인국(2019, p. 2) 고등교육법으로서의 기능은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도들이 대
학 졸업자로서의 보편적 능력과 특정 전공분야의 학문지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2) 김인국(2019, p. 2) 장교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장교양성이라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
교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면서, 군사훈련과 훈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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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체력검정)를 허용하여 학업에서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적성도 함께 보유
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A사관학교의 입시전형
은 학군사관 후보생(ROTC) 및 학사장교 선발전형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 만큼
본 연구는 A사관학교의 입시정책뿐만 아니라 육군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선
발 정책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각 대학 및 사관학교의 입시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중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요약･정리하고, 대학 입학전형자료들이 우수 학생을 선
발하기 위해 갖는 의미들을 재검토해 보았다.
허명회와 전성연(1996)은 1994년도와 1995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선발요소와
대학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수능성적보다 고등학교 내신성
적이 학업성취도에 조금 더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최국렬과 이동석(2000)은
1996년과 1997년 인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현
행입시제도하에서 획득 가능한 요인들과 평점평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허명
회와 전성연(1996)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학능력시험은 고교내신성적에 비
하여 대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최현석과 하정철
(2012)은 2011년 B대학교 일반전형 입학생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입학전형요소
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표준화계수를 통해 고교내신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으로 수능성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위의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모두 수능성적보다는 고교내신성적이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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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는 없다.
고정환과 송준협(2014)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수능중심으로 입학한 학
생들이 학생부중심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도 김현철(2004, 2005), 이해경(1999) 연구에서도 수능성적이 대학성적과 상관관
계가 높게 나타나거나 또는 수능성적, 고교내신성적 모두 대학성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처럼 학업성취도와 입학전형요소 간의 연관성은 각 대학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내에서도 그룹별로도 상이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최
현석 등(2008) 연구에 따르면 수능성적에 따른 상･중･하 그룹 중 하위그룹에서
는 고교성적과 학업성취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상위그룹에서는 고
교성적과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서의훈
(2006)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상대학교 입시 자료를 이용하여 입학성적
과 대학 1학년 성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계열별로 상이했으며, 인문사
회계열은 입학성적과 대학 1학년 성적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
면,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들 때문에 대학입학전형과 학업성취도분석 간의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대학별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학전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강성우 외, 2010; 남궁경현･이승아･정다운, 2015; 양은목 외, 2016; 오정
현 외, 2010).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간의 연관성을 분
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배현웅(2007)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육군사관학교
에 입학한 생도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입시 성적과 입학 후 일반학 학점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학전형요소 중 고교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순으로 학업성취도 중 일반학 학점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성시험(논술, 체력, 개별면접)은 일반학 학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광현 외(2014)은 A사관학교의 입학전형요소인 간부선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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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능력검사에서의 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점수와 일반학 성적 간의 분석을 통해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이 일반학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사관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일반학 학점에 국한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입학전형요소들 중 일부 항목 또는 세부항목들을 종합하여 학업
성취도와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가. 연구대상

본 연구 자료는 A 사관학교의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에 입학한 남자 생도
들 중에서 정시전형방법으로 합격한 생도들의 입학전형요소별 점수와 학업성취
도(일반학 성적, 군사학 성적, 훈육 성적) 자료이다. 2017학년도 입학한 인원들은
졸업한 인원들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2018학년도 입학한 인원들에 대해서
는 현재 학적상태가 휴학이거나 제적된 학생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대상자의 수는 2017학년도 375명, 2018학년도 378명으로 총 753명
이다.
나. 입학전형요소 자료

사관학교 입학전형은 특수목적 대학이면서도 편입학 대학이라는 특성 때문
에 일반대학 및 타 사관학교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A 사관학교의 입학전형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누적 합계 점수로 최종선발
이 이루어진다. 1차 시험은 고교성적(또는 수능성적), 대학성적, 2차 시험은 영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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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간부선발도구, 3차 시험은 면접과 체력검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부 배점
은 <표 1>과 같다.
<표 1> 입학전형요소와 반영점수

구분
반영점수
(반영률)

차 시험
고교
대학
(수능)
학점
1

60
(15%)

40
(10%)

차 시험
영어
간부
시험 선발도구
2

100
(25%)

100
(25%)

차 시험
면접
체력
평가
검정
3

60
(15%)

40
(10%)

차 시험인 고교성적은 고교내신(검정고시 포함)과 수능점수 등급 중 본인에
게 유리한 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학학점의 경우는 대학에서의 누적학점에 대한 평가로 표준화한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2차 시험은 A 사관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필기시험으로 영어는 토익 문제
유형 시험이며, 간부적성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초급간부선발도
구 중 인지능력검사로 직무성격검사와 상황판단능력검사를 제외한 시험이다. 인
지능력검사에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4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언어논리영역은 언어자료의 이해 능력 및 의미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들로 구성되며, 자료해석영역은 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기초적 산술지식과 도표,
그래프 등 수치정보를 이해 및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다. 공간지각영역은 입체적 공간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상을 심적으
로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지각속도 능력은 여러 시각적 정보를 정확
하고 신속하게 비교 및 대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최광현 외, 2014).
면접과 체력검정으로 이루어진 3차 시험은 체력검정은 체력검정 기준을 등급
화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면접은 등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면접위
원의 점수를 부여할 때 A, B, C, D, E로 부여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등급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면접은 지원자의 인성과 소양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대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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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선발에서 필요한 지식,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심층면접을 실시
하고 있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의 입학전형요소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2>
와 같다. A 사관학교의 입시전형요소별 점수를 직접 공개하는 것은 입시정책을
수행하는데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값은 일
괄적으로 일정 수를 더하거나 빼서 원데이터를 조금씩 변형시킨 값들이다. 2개
년도의 입학전형요소별 점수는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영어시험 점수만 조금
상향되었다. 영어시험과 간부선발도구의 경우 자체 시험으로 연도마다 난이도
및 입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학전형요소 기초자료
분석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2개년도 모두 영어시험의 표준편차가
다른 입학전형요소에 비해 아주 크다는 사실이다. 입학전형요소에서 표준편차가
높다는 것은 합격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A 사관학교의 입시 정책은 영어를 잘하는 생도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요소 중 영어와 학업성취도
간의 연관성이 높은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표 2> 입학전형요소 기초자료분석

구분
반영점수
명목반영률)
2017학년도
평균(표준편차)
2018학년도
평균(표준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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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험
고교
대학
(수능)
학점
1

차 시험
영어
간부
시험 선발도구
2

차 시험
면접
체력
평가
검정
3

60
(15%)

40
(10%)

100
(25%)

100
(25%)

60
(15%)

40
(10%)

47.38
(3.68)

30.01
(5.09)

45.15
(15.5)

69.58
(7.50)

44.04
(5.49)

32.18
(4.02)

47.96
(4.03)

31.58
(4.18)

50.08
(14.06)

69.13
(7.62)

43.69
(5.00)

34.64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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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성취도(일반학 학점, 군사학 학점, 훈육 학점) 자료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관학교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지적인 능력인 일반
학 학점 외에도 군인으로서 필요한 군사적 지식과 인성분야까지 평가하고 있으
며 군사학 학점과 훈육 학점에 그러한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의 학업성취도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A 사관학교의 학점 체계는 상대평가로 매년 동일한 비율로 학점들을 부여
하고 있으므로 2개 년도의 학업성취도 점수는 유사한 분포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학업성취도 기초자료분석

구분
2017학년도
평균(표준편차)
2018학년도
평균(표준편차)

일반학 학점

군사학 학점

훈육 학점

3.25/4.5
(0.58)

3.40/4.5
(0.45)

3.25/4.5
(0.53)

3.27/4.5
(0.58)

3.43/4.5
(0.50)

3.30/4.5
(0.67)

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4개 학기 동안의 학업성취도 데이터가 가용한
반면, 2018학년도 입학생들은 2개 학기 동안의 학업성취도 데이터만 가용하였
다. 하지만 입학전형요소와 학기별 학업성취도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입
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기가 지날수록 다른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연관성 분석을 위해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학
생 모두 2개 학기 동안의 평균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7

2. 분석모형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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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모델은 데이터의 정규성 등 여러 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변수(입학전형요소)와 종속변수(학업성취도)의 관계에 있어서
선형성을 통해 모형을 단순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
취도 간의 선형적 관계라는 가정 없이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MARS) 모델을 이용하였다. MARS 모델은
Friedman(1991)이 제안한 모델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비선형적 관계를 연구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모수적 추정기법 중 하나이다.
MARS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고   는 MARS모델의 기저 함수
(basis function)함수로 일종의 경첩함수(hinge function)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여기서 ⋅   max  ⋅   는 상호교차의 차수,  는 ±  ,  는 knot
인  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나타낸다. MARS는 상수항으로 출발하여 잔차제
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기저함수를 추가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과다적합된 가능
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 기준값 GCV(generalized cross-validation)값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최종모형을 선택하게 된다(Hastie, Friedman, & Tibshirani, 2009, p. 325).
















     

 









    
      

위 식에서   는 모형에 포함된 모수의 유효개수(effective number of
parameters)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MARS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R 프로
그램의 earth package를 활용하였다(Milborrow, 20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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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모형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교내신 점수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값이 0.03이라면 고교내신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일반학 학점
이 0.03점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형성에 대한 가정은
모형을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고 해석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은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고교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일반학 학점이 높은
경향성을 갖고는 있지만 일반학 학점이 고교내신에 일정하게 정비례하기보다는
하위 그룹에서는 고교내신의 점수 차가 일반학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반면 고교내신이 일정 점수 이상인 상위그룹에서는
일반학 학점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형모
형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 반면 비선형모
형들은 다소 불안정적일 수 있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정확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비선형모형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MARS 모델 외에도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이나 GAM(Generalized Additive Model) 등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
한다. 하지만 GLM이나 GAM은 독립변수의 전 구간에서 일정한 회귀계수값이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며, 가산(Additive) 형태의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MARS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변수
들의 전체 범위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각 일정 범위 안에서 데이터 패턴에
맞는 회귀분석 모형을 찾는 방법으로 여러 연구(이창로, 2015; Elith et al., 2006;
Friedman, 1991; Leathwick, Elith, & Hastie, 2006)에서 비선형의 주효과들을 찾
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의 상호효과가 존재하는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기법
임을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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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입학전형요소와 일반학 학점의 연관성

입학전형요소와 일반학 학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MARS 모델에서
설명변수로 입학전형요소인 고교내신, 대학학점, 영어성적 간부선발도구, 면접,
체력검정을 포함시켰다. 일반학 평균 학점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앞 절에
서 언급한 것처럼 이때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학생 모두에 대해서 2개 학
기의 일반학 학점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결정계수 R 값은 0.33~0.34로 일반학 학점에 대한 변동은 입학전형
요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
함하지 않은 입학전형요소 외에 개인적인 학습 동기나 다른 환경 요인 등에 의하
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입학전형요소와 학업
성취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로 다른 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 비
교했을 때 일반학 학점에 대한 결정계수는 높은 편으로 입학전형요소들은 일반
학 학점에 대한 예측타당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분석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귀계수의 p-value 값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변
수들을 설명하는 다중회귀분석 모델과는 다르게 MARS 모델의 경우에는 GCV
값을 최소화하는 기저변수들이 선택되므로 설명변수 중에 의미있는 변수들만이
최종 모델에 포함된다. 또한 이렇게 선택된 변수들의 중요도를 추정하는 방법으
로는 해당 변수들이 제거되었을 때 GCV의 변화량을 상대적으로 측정하여 변화
량이 가장 높은 것을 중요변수로 추정한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학생 분석 결과 변수선정 및 중요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연도마다 일반학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입학전형요소에 차이가 있었
지만 2개 년도 공통적으로 일반학 학점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입학전형요소는
고교내신, 간부선발도구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내신과 간부선발도구는 일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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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요소가 일반학 학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
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그림 1>으로 제시하였다. MARS 모델의 경
우 여러 개의 기저들이 포함되어 수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저변수들의 계수들
을 수식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4> 일반학 학점 관련 변수선택 여부 및 중요도

구분
고교내신(HHS)
대학학점(CS)
영어성적(ES)
간부선발도구(KS)
면접(IS)
체력검정(PS)

(GCV

2017학년도
기준 상대적 중요도)
○(100)
○(41.5)
○(55.9)
○(71.9)
×
×

(GCV

2018학년도
기준 상대적 중요도)
○(100)
○(59.9)
○(29.4)
○(74.2)
○(46.5)
×

그림 1>의 (a)는 고교내신과 일반학 학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모두 고교내신이 높을수록 일반학 학점도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
으나 고교내신의 점수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2017학년도는 고교내신
이 49점 이하인 경우보다 49점 이상의 경우에 고교내신 성적이 일반학 학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8학년도는 41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학 학
점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으나 41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교내신 점수가
높은 인원들이 일반학 학점도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의 (b)는 간부선발도구와 일반학 학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간부선
발도구는 80점 이상 고득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학 학점과 선형관계를 보
이고 있다. 간부선발도구 점수가 높은 인원일수록 일반학에서도 높은 학점을 받
는 경향성을 보였다. 다만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자
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자 데이
터가 많지 않아서 비모수적 통계방법론 특성상 정확도가 떨어짐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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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교내신과 일반학 학점 연관성

(b) 간부선발도구와 일반학 학점 연관성

(c) 대학학점과 일반학 학점 연관성

<그림 1> 입학전형요소와 일반학 학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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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c)는 대학학점과 일반학 학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대학학점은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대학학점 점수가 고득점(35점
이상)에 국한해서 일반학 학점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2017학년
도는 2018학년도와 다르게 학점이 낮은 인원(20점 이하)들은 일반학 학점도 낮
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입학전형요소들도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서 중요도의 차이를 보이
고 있지만 일반학 학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17학년도에는 영
어가 대학학점보다 더 높은 연관성을 보인 반면 2018학년에서 영어성적이 일반
학 학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았다. 면접 또한 2018학년도에서는 영어성적
보다 일반학 학점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2017학년도에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
지 않았다. 이처럼 면접, 영어성적은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서 일관된 결과
를 도출할 수 없었다. 모델링 결과 기저변수들이 선택되긴 하였지만 의미를 부여
하기에는 제한되었다. 체력검정의 결과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모두 일반학
학점과 연관성을 갖지 않았다.
<

2. 입학전형요소와 군사학 학점의 연관성

입학전형요소와 군사학 학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은 앞에서 설명
한 MARS 모델에서 종속변수만을 군사학 학점으로 변경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결정계수 R 값은 0.118~0.202로 일반학 학점에 비해 낮은 설명력을
가진다. 즉 입학전형요소들은 군사학 관련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보다는 일반
학 관련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MARS
모델의 변수 선택 및 중요도는 <표 5>와 같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모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면접이였으며, 그 외의 중요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7학
년도는 중요변수 순서는 면접, 체력검정, 간부선발도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8
학년도는 면접, 대학학점, 고교내신, 간부선발도구, 체력검정 순으로 나타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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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군사학 학점 관련 변수선택 여부 및 중요도

구분
고교내신
대학학점
영어성적
간부선발도구
면접
체력검정

2017

학년도 (GCV)
-

○(37.4)
○(100)
○(60.1)

학년도 (GCV)
○(39.9)
○(62.2)

2018

-

○(19.0)
○(100)
○(18.8)

입학전형요소와 군사학 학점 모델은 설명되지 않은 변동이 아주 큰 모델로
2018학년도의 경우 많은 변수들이 군사학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
만 그 영향력은 아주 작은 수준으로 연관성을 설명하기에는 제한된다. 다만 이러
한 분석을 통해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입학전형요소는 면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사학 학업성취도도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전형요소들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입학전형요소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면접과 군사학 학점
간의 세부적인 연관성을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에
서 고득점을 받은 입학생들에게서는 면접점수가 높은 인원이 군사학 학점도 높
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면접 점수가 40점 중반
점수 이하인 경우는 면접 점수가 군사학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학 관련 학업성취도
가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는데 면접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지만 군사학 학업성
취도의 저조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군사학 학업성취도
가 낮은 인원들은 면접 점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설명되지 않은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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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입학전형요소(면접)와 군사학 학점 분석 결과

3. 입학전형요소와 훈육 학점의 연관성

입학전형요소와 훈육 학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은 앞에서 설명
한 MARS 모델에서 종속변수만을 훈육 학점으로 변경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결정계수 R 값은 0.143~0.202로 일반학 학점에 비해 낮은 설명력을
가진다. 입학전형요소들은 대부분 일반학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으며, 체력과 면접만이 인성과 기타 군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반학 학점 모델에 비해 군사학, 훈육 학점 관련
모델에서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MARS 모델의 변수 선택 및 중요도는 <표 6>과 같다. 훈육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입학전형요소의 중요도는 2017학년도에는 면접, 간부선발도구, 체력검
정, 대학학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8학년도는 면접, 체력검정, 고교내신, 대학
학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모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면접
이였으며, 그 외 공통적으로 선택된 변수는 체력검정과 대학학점이였다.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데이터별로 상이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군사학 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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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접은 훈육 학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며
그 외 체력과 지적 능력(대학학점, 간부선발도구, 고교내신)을 나타내는 입학전
형요소도 연도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훈육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6> 훈육 학점 관련 변수선택 여부 및 중요도

구분
고교내신
대학학점
영어성적
간부선발도구
면접
체력검정

2017

학년도 (GCV)
-

○(22.7)
-

○(61.0)
○(100)
○(41.3)

2018

학년도 (GCV)
○(42.4)
○(19.7)
-

○(100)
○(59.5)

<그림 3> 입학전형요소(면접)와 훈육 학점 분석 결과

그림 3>은 입학전형요소 중 가장 큰 연관성을 보이는 면접과 훈육 학점 간의
세부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면접의 경우에는 45점 이상인 입학생들에게
서는 면접점수가 높은 인원이 훈육 학점도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면접 점수가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접이 훈육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군사학 학점과 면접과 연관성과 유사하며, 면접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
<

186

사관학교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의 연관성 분석

은 인원이 훈육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지만, 훈육 학업성취도가 낮은 원인
이 면접이 낮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입학전형요소들이 A 사관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을 통해 입학전형요소들의 예측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MARS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MARS 모델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전형요소들은 학업성취도 중 일반학 학점에서 가장 높은 예측타당
도를 보였다. 즉 입학전형요소들은 학업성취도 중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일반학 학점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변수들은 고교내신, 간부선발도
구, 대학학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교내신은 낮은 그룹에서는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이 없거나 낮은 반면 고교내신 점수가 중간 이상인 그룹에서는 고교내
신이 높은 인원들이 일반학 학점도 높은 경향성을 갖는다. 반면 간부선발도구는
점수별로 일반학 학점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간부선
발도구 점수가 높은 인원들이 일반학 학점도 높은 경향성을 갖는다.
셋째, 군사학과 훈육 학점에 대한 모델에서 설명력이 일반학 학점에 비해 낮아
서 상대적으로 예측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입학전형요소와 무관하다고
는 볼 수 없다. 군사학 학점과 훈육 학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면접, 체력검정, 대학학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면접과
체력검정은 학업성취도 중 학업 관련 예측타당도는 없거나 미미하지만 특수 목
적 대학으로 군인으로서의 적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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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넷째, 입학전형요소 중 학업성취도 일반학, 군사학, 훈육 학점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가장 낮은 연관성을 보인 요소는 영어이다. 영어는 입시에서 400점
배점 중 100점으로 25%의 반영률을 갖는 요소로 합격여부를 결정짓는 데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에서는 영어성적이 미치는 영향력은
없으므로 학업성취도의 예언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2. 정책제언 및 한계점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육군의 미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수 인재 확보가 아닐 수 없
다. 우리 군은 양적 위주의 인력충원체계에서 벗어나 질적 위주의 인력 충원과
장기활용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정예화된 국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
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교의 양성과정은 무
엇보다 중요한 국방운영계획의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 군복무기간 단축 등 사회 인력 환경의 변화로
우수 인력 획득 및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학군후보
생 및 학사장교의 지원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A 사관학교 또한 우수 생도를 확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노력은 급변하는 현재 환경에 걸맞는 선발시스템을 통해 줄어든
지원자들 중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A사관학교의 선발제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선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들을 아래와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입학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일반학, 군사학, 훈육)의 연관성 분석을 통
해 입학전형요소 중 3차 시험인 면접과 체력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대
교육영역 및 중점(지적능력 개발, 군성 개발, 신체능력 개발) 중 지적능력에 중점
을 두고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입시전형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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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점 비율을 살펴보아도 1~2차 시험 배점이 전체의 75%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A 사관학교는 특수 목적을 갖는 학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학업성취도 중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군성과 신체능력 분야가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발 시험에서 군성과 신체능력이 우수한 인원을 선별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적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관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희생정신, 내적 엄격함, 도덕적 용기 등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3차 시험에 대한 배점을 높여 나감과 동시
에 특히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면접관들의 평가 기준을 명료화하고
면접 문항을 개발하며 평가방법을 표준화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면접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입학전형요소 중 전체 점수에서 25%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성적
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영어성적
은 학업성취도 중 일반학, 군사학, 훈육 세 분야 모두와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
어성적은 여러 입학전형요소 중 가장 높은 표준편차를 가졌고 이것은 영어성적
이 합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 A 사관학교의 입시에서는 영어성적에 대한 가산점까지 부여함으
로써 영어성적은 실제 배점보다 합격여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A 사관
학교 입시정책 수립 시 현재 평가되고 있는 학업성취도(일반학, 군사학, 훈육)와
무관하게 교육 목적상 중요한 요소인지 검토 후 만약 중요도가 높지 않은 요소라
면 입시전형요소에서의 배점 조정 및 점수 반영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 2개 년도의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므로 연구 대상을 확대시켰을 때 세부 연구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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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교내신과 간부선발도구가 지적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입학전형요소
로 나타났지만 실제 타 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시험(국어, 영어, 수학)
등 확대 가능한 다양한 입학전형요소들을 포함한 연구는 아니므로 고교내신과
간부선발도구의 배점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계량
적 분석을 통해 선발정책이 갖는 문제점들을 찾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
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선발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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