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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4분기의 ‘가계동향지수’ 교육비 분석 관련 보도자료(2014.10.07.)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증

가했고,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가 전년 대비 9배에서 18배로 더 벌어졌

습니다.  정부는 4월에 예정되었던 ‘사교

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가계동

향지수’ 중 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전체가구당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 17만 9천원이었던것에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해,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소득계층 중 100만원 미만(최소)과 600만원 이상(최대)의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 2013년

2/4분기에 소비 지출 격차가 4.1배, 사교육비 격차는 9.7배인데 비해, 2014년 2/4분기

에는 각 4.1배, 18.3배로 벌어져 계층 별 사교육비 격차도 심각하게 커진 것으로 파악.

▲이것은 지난 MB 정부가 4년간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통해 줄인 1인당 사교육비(4년

합산 1인당 6,000원)가 현 정부 들어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1인당 3,000원)되어 4년간

의 정책 효과 50%를 1년 만에 상쇄시킨 맥락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파악됨.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이런 실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

해 지난 4월부터 발표를 유보해왔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비와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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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가구 대상 월평균 가계수지 중 ‘학생학원교육’ 비용

(2013, 2014년 2/4분기 비교)

(단위: 천원)

가계수지항목별 2013.2/4 2014.2/4

　학생학원교육 (사교육비) 179.3 181.1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교육비 통계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 통계는

▲매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와 ▲그해 분기마다 통계청이 발표하

는 ‘가계동향지수’의 ‘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 항목이 사교육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의 통계청 발표를 분석해 보니, 지난 MB 정부 들어서 날로

감소하던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

은 것은 물론이요 참여 정부 이후 MB 정부 들어서 매년 발표해오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자체마저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마침 통계청의 올해 2/4 분기 가계 동향 지수를 분석해 보니, 더 이상 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확인되어, 정부에 이에 대한 해명과 납득할만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 통계청의 가계 동향 지수 중 전체가구 당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 17만 9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더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음.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에 17만 9천원

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이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만으로 한정해서 조사하면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

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부터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증가세가 될 가능성이 높

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에 비해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인당 사교육비가 3,000원 증가해서

이전 정부의 사교육비 감소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는데, 이대로라면 2013년만이 아니라 2014년

역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 통계청의 가계 동향 지수 가운데, 소득계층 중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인 두 그룹

을 비교했을 때, 2013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전체 소비 지출 격차가 4.1배, 사교육비 격차

9.7배에서, 2014년 2/4분기에는 각각 4.1배, 18.3배가 됨에 따라, 두 그룹의 전체 소비 지출

격차 비율은 동일하나 사교육비 격차 비율은 엄청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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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구간별 월평균 가계수지 중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2013, 2014년 2/4분기 비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4분기에 소득계층별 100만원 미만(최소 단위)과 600만원 이

상(최대 단위)의 소비 지출은 4.1배 격차가 나는 것에 비해 사교육비는 18.3배가 격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림 1> 소득구간별 월평균 가계수지 중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2014년 2/4분기)

이런 상황은 전년 동월 대비 자료와 비교해 보면 매우 심각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2/4분기에는 소득계층별 100만원 미만(최소 단위)과 600만원 이상(최대 단위)의 소비

지출은 약 4.1배 차이가 나는데 반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3만 5천원에서 33만 5천원으

로 약 9.7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014년 2/4분기를 살펴보니, 최소와 최대 소득

계층별 격차가 소비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데 비해, 사교육비 부분의 차이는 '1만

8천원 vs 33만원'으로 무려 약 18.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즉, 전년 동월대비 소비지출 격차

는 동일한 것에 비해 사교육비의 비율 격차는 훨씬 커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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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격차의 증가는, 전년 동월과 대비할 때 600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 사교육비가 1.4%(실

질 1.4%) 감소함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무려 48.1%(실질 44.5%) 감소한 탓입

니다. 특히 100만원과 600만원 소비지출계층간의전년동월대비소비지출비율에 있어서는

동일함(1.9%)에 비해 유독 사교육비 지출상은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이 특기할 일입니다.

<표 2> 소득구간별 월평균 가계수지 중 ‘사교육비’ 증감률

(단위: 천원, %)

소득

계층별

가계수지

항목별
2013. 2/4분기

2014. 2/4분기

비용
증감률

명목 실질

100만

미만

소비지출 960.8 979.3 1.9 1.1

학생학원교육

(사교육비)
34.6 18.0 -48.1 -44.5

600만

이상

소비지출 3938.7 4013.5 1.9 4.2

학생학원교육

(사교육비)
334.5 329.8 -1.4 -1.4

<그림 3> 2014년 2/4분기 소득구간별 월평균 가계수지 중 ‘사교육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 정부는 이렇게 1년 사이에 최고와 최저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소득 계층 별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난 4월 발표 예정이었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함.

또 교육부는 지난 2월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2013년

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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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예정이던 관련 대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이 10월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 들

어서 사교육비가 매년 늘어가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참여 정부와 MB 정부 때 매

년 발표하던 사교육 대책마저 현 정부 들어서 중지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우리의 주장 및 요구

1.지난 MB 정부가 4년에 걸쳐 경감한 1인당 사교육비 총액 경감분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증가액이 1인당

3000원으로서, 지난 정부가 4년간 줄인 6,000원의 50%를 잠식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지수’를 토대로 볼 때, 지난 해 2/4 분기에 비해

2000원이 다시 증가하고,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는 9.7배에서 18.3배로 매우 심각

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교육부는 이와 같이 1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별 격차가 왜 이렇게 심화되었는지

시급히 조사 분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사교육비를 줄일 획기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할 것입니다.

3.교육부가 계속 이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민생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요 직무

태만입니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4. 10.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김혜령(02-797-4044. 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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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관련 항목 정리

월평균 가계수지 중 교육비 항목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단위: 천원, %)

가계수지항목별

(전체가구별)

2013. 2/4 2014. 2/4

금액 금액
증감률

명목 실질

소비지출 2,403.5 2,477.7 3.1 1.5

교육전반 234.0 235.1 0.5 -1.3

정규교육 26.7 31.6 18.4 17.8

　초등교육 8.3 9.5 14.0 7.5

　중등교육 17.5 19.6 12.2 12.1

　고등교육 0.9 2.5 180.9 181.5

학원및보습교육 189.0 189.9 0.5 -1.8

　학생학원교육 179.3 181.1 1.0 -1.2

　성인학원교육 9.6 8.8 -9.0 -11.3

기타교육 18.3 13.6 -26.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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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가계수지 중 교육비 관련 항목

(단위: 천원)

소득계층별 가계수지항목별 2013.2/4 2014.2/4

100만원 미만

소득 616.8 585.7

소비지출 960.8 979.3

교육전반 46.5 27.7

정규교육 4.8 4.9

　초등교육 2.2 0.1

　중등교육 2.5 4.8

　고등교육 0.1 -

학원및보습교육 38.4 19.7

　학생학원교육 34.6 18.0

　성인학원교육 3.8 1.8

기타교육 3.3 3.0

100~200만원 미만

소득 1534.4 1523.1

소비지출 1337.6 1267.1

교육전반 62.0 48.4

정규교육 8.1 12.1

　초등교육 1.5 1.2

　중등교육 6.5 10.5

　고등교육 - 0.4

학원및보습교육 45.8 31.9

　학생학원교육 41.9 28.9

　성인학원교육 3.9 2.9

기타교육 8.1 4.4

200~300만원 미만

소득 2523.8 2517.3

소비지출 1808.0 1820.7

교육전반 139.8 140.2

정규교육 17.0 16.0

　초등교육 4.2 3.4

　중등교육 12.6 12.4

　고등교육 0.3 0.3

학원및보습교육 110.0 114.8

　학생학원교육 106.9 109.5

　성인학원교육 3.1 5.3

기타교육 12.7 9.4

300~400만원 미만

소득 3475.8 3486.4

소비지출 2212.4 2329.5

교육전반 214.9 217.4

정규교육 25.9 24.0

　초등교육 8.7 8.3

　중등교육 16.4 14.9

　고등교육 0.8 0.8

학원및보습교육 170.9 180.5

　학생학원교육 163.8 174.3

　성인학원교육 7.1 6.2

기타교육 18.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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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만원 미만

소득 4455.6 4465.5

소비지출 2684.8 2632.4

교육전반 301.6 268.6

정규교육 35.3 31.6

　초등교육 11.2 10.8

　중등교육 23.6 20.1

　고등교육 0.5 0.6

학원및보습교육 242.5 212.9

　학생학원교육 228.9 204.8

　성인학원교육 13.5 8.1

기타교육 23.9 24.1

500~600만원 미만

소득 5451.4 5467.3

소비지출 2926.9 3019.3

교육전반 316.0 336.1

정규교육 38.0 46.7

　초등교육 11.4 10.0

　중등교육 25.7 24.9

　고등교육 0.9 11.9

학원및보습교육 253.5 273.2

　학생학원교육 242.1 262.3

　성인학원교육 11.4 11.0

기타교육 24.5 16.2

600만원이상

　

소득 8065.4 8106.8

소비지출 3938.7 4013.5

교육전반 426.1 431.7

정규교육 43.1 66.0

　초등교육 14.4 23.4

　중등교육 25.8 38.4

　고등교육 2.9 4.2

학원및보습교육 355.1 349.9

　학생학원교육 334.5 329.8

　성인학원교육 20.7 20.1

기타교육 27.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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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가계수지 중 ‘사교육비’ 증감률

(단위: 천원, %)

소득

계층별

가계수지

항목별
2013. 2/4

2014. 2/4

비용
증감률

명목 실질

100만 미만
소비지출 960.8 979.3 1.9 1.1

학생학원 교육 34.6 18.0 -48.1 -44.5

100~200만 미만
소비지출 1337.6 1267.1 -5.3 1.6

학생학원 교육 41.9 28.9 -30.8 -10.7

200~300만 미만
소비지출 1808.0 1820.7 0.7 5.5

학생학원 교육 106.9 109.5 2.4 21.6

300~400만 미만
소비지출 2212.4 2329.5 5.3 9.1

학생학원 교육 163.8 174.3 6.4 6.6

400~500만원 미만
소비지출 2684.8 2632.4 -2.0 1.2

학생학원 교육 228.9 204.8 -10.5 0.5

500~600만 미만
소비지출 2926.9 3019.3 3.2 11.0

학생학원 교육 242.1 262.3 8.3 12.3

600만 이상
소비지출 3938.7 4013.5 1.9 4.2

학생학원 교육 334.5 329.8 -1.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