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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학생 중 74.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 원

국·영·수 등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하락 추세가 완연하나, 

예체능은 참여율 하락이 소폭에 그침

￭ 2014년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 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74.4%로 전국에서 서울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천 원이며, 이는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읍면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

-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74.4%로, 이 또한 읍면지역에 비해 15.2%p 높음

- 서울 학생 중 1/4 이상인 26.3%가 50만 원 이상을 사교육에 지출

￭ 서울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2009년 79.6%에서 2014년 74.4%로 5년간 5.2%p 

감소

- ‘국어’의 경우 지난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15%p 급락하는 등 일반교과의 참여율 하락 

추세가 완연하나 예체능의 경우 참여율 하락이 소폭에 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4%, 

32.2%로 두 과목의 합은 전체 사교육비의 65%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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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4년 권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단위: 만 원, %)

　

2014년

전체 서 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24.2 33.5 23.1 24.1 15.6

사교육 참여율(%) 68.6 74.4 67.8 70.1 59.2

계 100 100 100 100 100

사교육

받지 않음
31.4 25.6 32.2 29.9 40.8

10만 원

미만
8 6.1 8.4 8 9.2

10-20만 원

미만
13.1 11.1 13.1 12.7 16.2

20-30만 원

미만
13.7 11.2 13.6 14.2 15.2

30-40만 원

미만
11.3 9.8 11.7 12.4 9.1

40-50만 원

미만
8.3 9.9 8 9 5.1

50만 원

이상
14.4 26.3 13.1 13.9 4.5

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며, 중소도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市의 洞지역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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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 전체 79.6 77.5 77.0 73.5 75.0 74.4 33.5

과목: 일반교과

사교육
71.2 68.9 67.3 63.0 63.5 62.4 26.8

　 국 어 37.4 33.4 28.9 22.7 19.6 19.7 2.3

　 영 어 61.1 57.0 54.7 50.0 50.2 48.3 11.2

　 수 학 59.9 57.1 54.3 51.1 49.1 49.4 10.8

　 사회, 과학 24.1 20.5 17.0 14.6 10.4 10.2 1.2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12.9 11.7 8.9 6.5 5.3 4.6 0.3

　 논 술 10.5 9.5 9.8 9.4 10.5 9.2 1.0

과목: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39.2 36.5 37.2 33.6 36.1 37.0 6.5

　 음 악 22.1 20.3 21.4 17.1 17.3 18.6 2.7

　 미 술 9.0 8.1 7.9 7.0 9.0 8.7 1.2

　 체 육 20.7 18.4 19.0 18.4 19.4 20.4 2.1

　 취미·교양 4.9 4.1 3.5 4.3 3.8 3.7 0.5

<표 2> 서울 5년간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및 2014년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 원)

주: 취업관련 사교육 제외하였으며          는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과목 5순위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