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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어왔으며, 교육의 상당 부분은 사
교육에 의존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사교육의 대상이 취학 전 아동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대상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2017년도 기준 만 3세~7세의 미취학 아동들의
사교육 이용 행동,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영향 요인과 사교육비 간의 관계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가
정 내 학습량과 공교육 불안 태도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도 사교육이 이미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었으며, 사교육비 지출 수준
역시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보
다 나은 사교육 서비스 제공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요청됨을 확인하
였다.
핵심어 : 취학 전 사교육, 사교육비, 지출요인, 사교육 정책

Abstract
Traditionally,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education has been highly evaluated in Korean
society, and a great deal of efforts has come to depend on private education. Recently, the subject of
private tutoring has been lowered to pre-school children. This paper describes the use behavior of
private education and analyzes the antecedent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preschool children
aged 3 to 7.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cost factors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s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result shows that private education is already
universalized for preschoolers, and the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s also very high. Thus,
based 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of preschool children,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better private education services and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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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여 왔으며, 교육의 상당 부분을 가
정교육과 공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사교육에 의존하여 왔다.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적
극적인 사교육 이용을 통하여 성적 향상을 도모하여 왔고, 대학생이나 일반인들 역시 사교육을 통
하여 보다 높은 생애소득의 달성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최근에는 사교육의 대상이 초중고 학생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까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
국의 부모들은 유아 및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계성을 대부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 이전부터 무엇인가 학습을 시작해야한다는 관념을 갖기 쉬우며[1], 상업적 목적
의 사교육 업체들이 영재 교육의 중요성 등을 부각하면서 사교육은 저연령층까지 빠르게 확산 되
었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가장 강력한 문화자산으로서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학력이 보장하는 좋은 직장과 고소득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취학 전 자녀
의 부모들마저도 자녀 교육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2].
그러나 점증하는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사교육 연구에 비하여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나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였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
쳐 이루어진 기존 관련 연구 362편을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의 현황 및 실태, 사
교육 참여 요인, 사교육의 효과성, 사교육 경감대책, 공교육과의 비교, 세계의 추세 등 다양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고 한
다[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서비스
의 실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조기 사교육의 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구
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취학 전 아동 사교육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관련 사교육
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취학 전 사교육
사교육이 주로 뉴스나 구전 등을 통하여 전파되는 사회적, 시사적 관심사 위주로 부각되어온 반
면, 이에 대한 구체적 학문적 정의나 관련 연구는 비교적 희소하다. 통일된 개념적 정의의 부재에
따라 사교육의 의미나 범위는 다양한 정책 자료나 통계 보고서 전반에서 다소 일관성 없이 사용되
어왔다. 일예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 관련 통계의 집계 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이전에는 공
교육을 제외한 광의의 모든 교육비 지출을 의미하는 일반 사교육 및 개인학습, 그리고 학원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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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칭하는 과외 교육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그 이후의 조사에서는 일반 사교
육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기준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고찰하는 것은 사교육 연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공교육이 제공되기 이전인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은 기존 연구만으로 설명되기 어
렵다[4]. 관련된 소수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학원, 그룹 및 개인과외, 학습지, 방과 후 교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실상부한 공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교재비나 재료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6]. 유치원
이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연구자간 의견이 상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유치원
의 무상교육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제37조 1항을 근거로 유치원 교육비를 공교육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반면, 일부 다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였
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용이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느냐 여부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의 범
위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이란 가족에 의하여 혹은 공적인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을 제외하고, 개인 부담 비용
을 지출하고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수업과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선행 연구의 동향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초중고 대상의 사교육 연구에 비하여 풍부하지는
않지만, 사교육의 실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교육 참여 동기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아동 대상의 사교육의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들이 통계청,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일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취학 후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 21.6조원
에서 2013년 총 18.6조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4.2만원
에서 2013년 23.9만원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이 꾸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
둘째, 사교육이 기대한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또 다른 흐름을 이루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은 단순히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과
경쟁적 성적 향상을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대부분 사교육의 목적이 학
업 경쟁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공교육에서의 학업 성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화되고 있다고 한다
[8]. 관련 연구들은 이런 관점을 공유하며, 수업이해도 증대 등 학업성취에의 영향, 명문대학 진학

영향, 졸업 후 취업여부, 취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9]. 반면에 사교육에
비판적인 연구들은 사교육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자녀의 스트레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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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습 태도 및 습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계의 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

셋째, 가장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연구는 사교육의 영향요인 및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들이다. 사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영향 요인은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소득, 교육 등
개인적 특성, 학교 교육의 특성, 사회적 인식, 정부 정책의 영향 등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우선 개인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수준과 교육열, 가계 소득 수준, 개인의 성취동기 등의 요

인이 보고되고 있다[11]. 학교 특성요인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방과 후 수업, 학교의 특성화
수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12], 정책적 요인으로는 누리 과정의 도입, EBS 수능 강의, 내신 및 수
시 반영 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4].
그러나 기존 연구는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투자라는 매우 제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교육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취학 전 아동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공
기관인 초중등 학교와 사교육 기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의 출발
점은 공교육의 문제점 제기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존재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연구 출발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존 사교육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 실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지도의 방향이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절차 및 결과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3~7세 취학 전 자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의 학부모 18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서
비스 이용 행태와 사교육 제공 기관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36.5세였으며, 조사대상 자녀의 평균 연령은 5.1세였다. 이들 가정의 총 자녀수
는 1.67명으로 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비는 남(52.8%), 여(47.2%)로 남아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외벌이(27.8%), 맞벌이(72.2%)로써 맞벌이 가정의 비중
이 높았다.

3.2 분석 결과
사교육의 이용증대는 필연적으로 가계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연결된다. 초중고 학생 대상과 달
리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 규모나 내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신뢰할 만큼 충분한 연구나 반복적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 부족 현상은 부분적으로 사교육비 집계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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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 순수한 학원비 등의 집계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서도

영유아의 교육비 항목은 유치원 순수교육비, 유치원 특가활동비용, 유치원 돌봄 추가비용만을 교육
비 지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순 이용료, 어린이집 추가 비용은 기타 상품 서비스 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관련 통계 자료의 산출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결과 정부의 공식적 통계 자료 이외에 실제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28.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취학 후 사교육
은 취학 전과 질적, 양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취학 전 아동
에 대한 조사 결과 비교 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는 1인당 평균 28.33만원 수준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여 다소 상향된 결과이며, 취학 후 아동과 비교하
여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
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사교육비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주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모의 학력 및
소득수준, 도시지역 거주 여부를 주요 선행 변수로 주장하기도 하였고[7][14], 소득수준과 더불어
자녀 연령 간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이므로, 그 연구모형을 취학 전
아동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인구통
계적 변수(부모 학력, 총 자녀수)에 추가하여, 사교육에 대한 태도(사교육 만족도, 공교육 불안태
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정도(육아 시간, 가정 내 학습시간, 가정 내 학습량)를 추가 변수로 고
려하였다. 특히 저연령층 자녀의 특성상 가정 내 활동 시간이 사교육에 필요한 시간이나 참여 기
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교육비 지출에도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1] 투입 변수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put Variable

변수명

종속
변수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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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균

표준편차

광의의 사교육비로서, 자녀 1인당 학원과
육아지원기관의 총 지출비용 및 관련 특기활동을
포함한 총 비용(단위: 원/1개월)

28.33

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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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부모 학력

더미 변수: 고졸이하=0, 대졸이상=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총 자녀수

총 자녀수(단위: 명)

1.67

.692

육아 시간

광의의 육아 시간으로, 취침 및 학원 등을
제외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단위: 시간)

10.63

4.662

가정 내
학습량

학원 및 육아지원기관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단위: 시간/1일)

2,26

1.998

가정 내
학습비중

총 육아시간 중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의 상대적
비율 (단위: %)

15.33

11.432

사교육
만족도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3.29

.722

공교육
불안 태도

학원과 육아지원기관의 교육서비스만을
의존하기에는 불안한 정도(단위: 5점 척도)

3.51

.918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r2값이 0.263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를 측정하였다. 공차한계는 독립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이미 투입된 설명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총 변동 부분을 의미하며, 다중공
선성이 낮을수록 공차한계 값은 반대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공차한계의 최대값은 1이므로, 본 연
구 결과의 경우 공차한계 값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우려는 낮다고 판
단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독립변수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교육비를 예측하기 위한 총 7개의
변수 중에서 부모학력, 총 자녀수, 육아시간, 가정 내 학습량, 가정 내 학습 비중, 공교육 만족도의
6개 변수가 유의하였으나 사교육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 자녀수, 가정

내 학습량, 가정 내 학습비중, 공교육 불안태도는 사교육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학습을 권장할수록, 그
리고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의 학
력 수준은 비교적 낮은 유의확률(p<0.10)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육아시간과 사교육비
간에는 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고 많은 상호
작용 시간을 갖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독립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정 내 학습량(.261)과 공교육 불안(.206)이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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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결과
[Table 2] Test Result

회귀계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표준오차

부모 학력
총 자녀수
육아시간
가정 내 학습량
가정 내 학습 비중
사교육 만족도
공교육 불안태도

9.471(.119)
6.447(.201)
-.665(-.140)
2.890(.261)
.392(.203)
.146(.005)
4.967(.206)

5.345
2.130
.318
.738
.131
2.075
1.668

t값

유의확률
(*<0.10,
**<0.05)

1.772
3.026
-2.095
3.916
2.986
.070
2.978

.078*
.003**
.038**
.000**
.003**
.944
.003**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957
.967
.958
.967
.932
.935
.895

1.045
1.034
1.044
1.034
1.073
1.070
1.045

4. 결론
4.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교육 이용실태와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등 인식을 조사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통하
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논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 수준이 취학 후 학생들과 비교하여도 적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
준(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 28.3만원으로 확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과
다함과 동시에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가정 간 격차와 불균형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취학 전
아동부터 사교육으로 시작되는 교육 격차는 향후 취학 이후의 성적 등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으며,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하여 향후 정상적
인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
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적 변수 이외에 사교육에 대한 태도와 부모-자
녀 간 상호작용 정도를 모두 변수로 고려하여 진행한 연구는 본 연구만의 특장점이다. 연구 결과
에 의하면, 과거 초증등생 대상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받아온 부모 학력의 영향력이 낮은 유
의수준(p<0.1)에서만 지지되었고, 일상적 유의수준(p<0.05)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이 순수한 교육 목적 이외에 육아 부담의 경감에도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사교육에 자녀를 위탁하는 동안만큼은 어느 정도 육아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이런 동기 요인이 부모 학력과 무관하게 모두 작용함으로써 기존 취학 후 아동에 대한 연구 결과
와의 차이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정도를 의미하는 가정 내 학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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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정 내 학습 비중이 모두 긍정적 유의한 관계임을 규명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 내에서 학습을 유도하는 가정 분위기의 자녀는 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그러나 이런 사교육비 영향 요인 중에서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
는 상식적으로 고객 만족이 더 많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더 높은 구매비용 지불 행동을 보이지
만, 사교육 서비스에서만은 만족도와 사교육비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 지출이 단기적 효과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성적이나 석차의 변화로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취학 후 사교육과 달리 성과 측정
지표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

4.2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 확장 및 개선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3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이며, 그 이하 연령대의 사교육은 고려하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 조기 교육의 연령 하향으로 인하여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도 사교육이 부
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후속 연구는 취학 전 사교육과 취학 후 사교육 간의 연
계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사교육의 일부는 보충학습이나 초등학교 진학
을 대비한 외국어 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의 선행학습 노력이 취학 이후의 학업이나 학
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표
본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다. 설문 조사의 용이성과 사교육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점을 고려하면 어느정도 표본 선정의 근거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농어촌 지역 중 규
모가 큰 거점 지역의 경우에는 사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존재하며,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추가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
화와 보다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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