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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에 관해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사교육 실상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교육에 대한 주요 국제 연구들을 검토하고,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년도 8, 12학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macro level의 학력주의 가치관, meso level의 경쟁적 입시제도, 공교육체제 학교운영의 특성, 
micro level의 개인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하여 사교육 유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교육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고 특히, 국제수준의 학
업성취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국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동
기는 보완적 동기뿐만 아니라 학력주의 가치관, 경쟁적 입시제도, 공교육 체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경쟁적 동기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IMSS 12학년에서의 사교육 참여
양태는 학력경쟁에 대응하는 사교육 참여형태를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유발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추후 
사교육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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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교육의 핵심 인 메커니즘은 고등학교 평 화 제도, 입제도,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

다. 그  사교육제도는 다른 공교육 제도와는 달리 교육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핵심 인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우리 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공교육과 립 인 계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

다. 특히 사교육 상이 우리나라만의 과열 상으로 보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로 취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으로 사교육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교육 

상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 역

시 그간의 사교육을 바라보는 부정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교육에 한 보완  근, 공생  

근을 하고자 하는 정책 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이종재, 2004). 그러나 국제 인 사교육 

상에 해 체계 으로 연구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에 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주로 사교육비 경감 책의 일환으로 규모 악에만 

주력해 왔던 한계가 있고, 최근 들어 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

되고 있으나 사교육 상에 한 국제  분석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외의 사교육 황을 

악하려는 시도에서도 각국의 상이한 연도에 실시된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사교육 참여율 등

을 평면 으로 비교하는데 그친 한계가 있다. 물론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문헌들을 상으로 

그 연구 동향을 면 하게 검토하는 것 역시, 각국의 사교육 황에 한 정확한 정보 획득 차

원에서 요한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각국의 실제  황에 한 구체 인 정보뿐만 

아니라 동일 측정 시 에 유사 연령층의 개별 학생을 상으로 국제 으로 실시된 자료를 토

로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동인 구조에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사교육 동향에 

한 국제  비교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황과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에 해  세계 인 동향을 개 하고

자 한다. 사교육의 세계 인 황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 기제에 

하여 구조 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교육 반에 한 체계 이고 실증 인 메커니즘을 이해하

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 그간의 사교육 연구는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간과한 채 책 마련에만 

했던 나머지, 각국의 사교육 책에 한 기술  검토에 을 두어, 모색된 안의 실 

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개별 학

생들의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 사교육 수요유발요인에 해서 종합 으로 검토함으로써 사교

육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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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의 틀

1. 사교육(Shadow Education)의 개념과 본질

사교육은 가정교사와 학생간의 일 일 교수 학습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사교육은 가정교사와 

학습 집단의 계로 확 되고, 학원(일본의 Juku, 터키의 dersane)의 형태로 확 되어왔다. 사교

육은 그 상과 내용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고 성격 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사교육의 

성격은 체로 공교육에서의 학업성취와 학업경쟁을 지향하는 경향을 반 하는 개념으로 보완

 사교육으로 규정되어 왔다. 공교육에서의 학력보완을 한 보완  사교육이 공교육과 ‘평행

체제(병렬구도)'로 존재한다는 은 UNESCO Report가 처음으로 지 하 다(UNESCO 1976:3). 

이후 Marimuthu 등(1991: 8)이 사교육을 공교육과의 평행체제의 에서 “shadow 

educational system”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소개하 고, Stevenson과 Baker에 의해 “shadow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최 로 등장하 다(Stevenson and Baker, 1992). Stevenson과 

Baker는 “shadow”라는 용어를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의 강한 연계를 의도하여 사용하 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받으며 학년이 올라가는 등의 공교육의 특징과 유사한 학교 밖 

학습활동의 이미지를 강조하 다. 그러나 그들은 사교육에 해 “shadow”라는 용어를 사용함

에 있어, 이러한 교육 활동이 음성 임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반면, Bray(1999)는 공교육에 한 음성  체제로서의 사교육의 의미를 강조하기 하여 

“shadow”를 사용하 고, The shadow education system의 특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해 포 인 검토를 하 고, 이후 “shadow education”이 세계 인 교육 상, 즉 사교육의 세

계  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Bray(1999, 2003)는 사교육을 의미하는 

“shadow”의 특징을 명료하게 설명하 는데, 첫째, 사교육은 공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하고, 둘째, 사교육은 공교육의 형태를 모방하며, 셋째,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하여 공  심을 

덜 받고, 끝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해 존재와 특징이 불분명하다는 을 강조하 다. 그러

나 오늘날 사교육은 “shadow”라는 특징과는 모순 되게 오히려 공교육에 향을 주고, 사교육

체제 자체가 제도화되는 경향이  세계 으로 두드러지고 있다(Bray, 2003; Baker et al, 

2005). 

사교육은 참여 주체와 목 , 상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는 사교육을 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학업성  향상  고입․ 입 시험 비 등을 목표로 

학교 밖에서 추가 인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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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우선, 사교육의 세계  동향을 분석하기 하여 사교육에 한 주요 국제 연구들을 검토하

다. 사교육에 한 주요 국제 연구들은 첫째, Bray(1999, 2003), Silova 등(2006), Foondun(2002) 

등 사교육의 황을 조사하여 국가간 비교를 한 연구, 둘째, Baker 등(2001, 2002, 2005) 국제수

의 data를 토 로 사교육에 한  세계  경향성을 분석한 연구, 셋째, 각국에 한 자체 조사 

연구(Tansel & Bircan, 2006)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국제수 의 조사에서 사교육의 황을 확인

하는 것은 개별 응답치의 강 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교육 실상에 한 상세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문헌 분석에서는 최근 각국 내지는 국제 비교 연구로서 사교육 상에 

해 직  조사한 정보들을 토 로 발표된 연구물들을 검토하 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각 연구물들의 조사 내용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에 각 내용들을 종합하여 세계 인 동향을 구성하는 것은 동일한 거에 의한 동향 분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국 사교육 실태에 한 구체 인 정보를 획

득하는 차원에서 주요 연구 문헌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사

교육의 세계 인 동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하여 동일 시 에 개별 학생들을 상으로 동일

한 거에 의해 사교육의 세계  동향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년도 8, 12학년 자료를 활용하 다. 

Baker 등(2001)의 연구에서 1995년 8학년 자료를 활용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

성을 높이기 하여 사교육 유발 동인기제에서 핵심 요소인 "경쟁  입시제도"와 보다 직

인 련이 있는 12학년을 분석 상으로 추가하 고, 최근 동향을 악하기 하여 2003년 8학

년으로 분석 연도 역시 확 하 다1). 

TIMSS 자료 분석에서는 1995년 자료를 활용한 Baker 등(2001)의 연구 결과와의 체계 인 

비교 분석을 하여 해당 분석 방법을 용하 다. TIMSS 자료 분석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로서 각국 사교육 참여율을 도출하고, 2단계로서 학업성취도 상  1/3 집단의 사

교육 참여율과 학업성취도 하  1/3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를 도출하 으며, 끝으로 

LRM(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와 수학 성  간의 logit coefficient

를 도출하 다. 1단계는 사교육이 우리나라만의 상인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한 단계이

고, 2, 3단계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밝히기 한 단계이다. 분석에 활용된 모형은 다음

과 같다2). 

1) 2003년도 TIMSS 조사에서는 12학년은 조사 상에서 제외되었다. 

2) TIMMS 설문지는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에 해 묻지 않기 때문에 Baker 등(2001)은 사교육

과 수학성 과의 계를 검증함으로써 사교육 참여 이유를 추정한 바 있다. 사교육 참여 여부를 종속 변인

에 두고 부모의 사회경제  지 , 문화  배경, 학생의 성별, 학교 로그램 등 사교육 참여 결정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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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 여부 = f(SES, 모국어, 성별, 지역사회 유형, 학교에서 개별화된 보충수업 제공 
여부, 수학 성적, SES와 수학 성적의 교호항 등)

3. 연구 분석 틀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이 우리나라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된 상인가?

둘째, 왜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사교육이 특정 국가만의 상인지 아니면 세계 인 상인지에 한 

질문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사교육 참여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질문이다. 

가 왜 사교육을 받으려하는가? 왜 사교육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이 일부국

가에 국한된 상이 아니고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교육과 련된 가장 

요한 질문이다.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에 한 이론  연구와 실증  분석은 사교육문제의 

분석과 응정책의 수립을 해서 필수 이다. 기존의 사교육 수요 결정요인에 한 연구들은 

체로 개인  특성에 기반을 두고 분석을 하 으나(Tansel and Bircan, 2006 등), 최근 사교육 

수요 유발의 요인과 작용 기제에 한 이론  모형으로 제도  을 도입한 연구들이 발표

되고 있다(Baker et al, 2001; Baker & Letendre, 2005). Baker et al.(2001)의 연구는 TIMSS 

data의 분석을 통하여 사교육의 참여도와 사교육 수요 결정 요인에 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최 로 시도하 다. 이 연구는 TIMSS에 참여한 41개 국가의 8학년 수학성 을 활용하여 사교

육의 보편성, 사교육 활용 략, 사교육 참여와 교육체제 특성과의 연 성 등을 분석하 다. 

Bray(1999, 2003)는 특정 국가에서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을 문화, 사회, 경제, 교육  요인

으로 구분하고 사교육의 유발 과정을 지 하 다. ① 유교주의 사상에 향을 받아 노력을 강

조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사교육이 성행한다. ② 90년  ·후반부터 미권 국가에서는 신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단 학교의 경쟁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교육 산업은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국과 호주에서는 1990년  반부터, 단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는 등

의 교육개  이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 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했다. ③ 고등교육에 

한 경제  기  수익이 큰 국가일수록 학입학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우  확보수단인 사교

육이 성행한다. 싱가폴의 경우, 무학자와 졸자 간의 임 격차가 무려 5배에 이르며, 고졸자

와 졸자 간의 임 격차는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이 학력에 따른 임 격차가 

주는 변인들(Stevenson & Baker, 1992)을 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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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사교육의 원인이 된다. ④ 공교육의 수업방식이 주로 교사 심의 교수학습방법에 편 되

어 있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심을 가지지 않는 교육체제에서 사교육이 성행한다.

Rohlen(1980)은 일본에서 사교육 상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앙집권 , 통제  시험, 지원

보다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체제, 등학교에서의 성취와 미래의 교육기회, 직업, 사회지

간의 강한 연 성을 등을 지 한 바 있다. 이 은 Baker 등(2001)의 제도  과 유사하

다. Blumenthal(1992) 역시 일본 사교육 팽창의 원인으로, 교육체제 운 의 몇 가지 특성을 지

하고 있다. 후 베이비 붐 세 의 자녀가 학에 입학하는 시기에 가계의 평균소득 증가로 

교육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 고, 1979년부터 실시된 국립 학시험의 획일화, 학교 교사

들이 사교육에 공교육의 기능을 임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던 학생들도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

는 상황, 학생·학부모의 경우 주변의 동료들이 모두 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동료집

단의 압력, 일본의 획일  교육제도 즉, 학교교육을 교과목에 한 선택의 여지가 고, 교재

가 동질 이며, 공교육분야에 평등주의 철학이 지배 이라는 , 교수자 심의 수업방식, 획

일 ·한정  교과내용에 기 하여 이루어지는 학입학시험제도 등을 지 하 다. 

Tansel과 Bircan(2006)은 터키에서 사교육이 만연한 이유를 고부담 입 시험에서 원인을 찾

고 있고, Foondun(2002)은 아 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만연한 사교육 상의 원인을 사교육의 

수요  공 측의 요인으로 구분지어 설명한 바 있다. 수요측 요인으로는 명문 학 입학 경쟁, 

공교육 부실(비효율  교수학습), 규모 학 크기로 인한 개별학생에 한 무 심, 동료집단

의 압력을 제시했고 공 측 요인으로는 교사의 낮은 임 과 사기와 교사가 주도하는 강요된 

사교육을 지 한다. 한 그는 주변 학부모의 자녀가 사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학부모도 

사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부모의 자녀보다 낮은 성 을 받는 것을 원

하지 않는 것이 부분의 국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학부모의 경향이기 때문으로 강조하

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① 교육체제 외 요인으로

서 학력주의와 ② 학력경쟁을 리하는 인증체제(gate-keeper)로서의 고부담 선발 시험, ③ 공

교육 체제와 학교교육의 특성, 그리고 ④사교육을 활용하는 개인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Baker 등(2001)의 사교육에 한 제도  은 교육체제 외  요인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

서 이상의 요인군이 계층을 이루어 사교육수요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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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 분석 모형

Ⅲ. 사교육 현상의 세계적 보편성

사교육의 참여양태는 다양하다. 사교육에 한 Bray(1999)의 개 은 사교육이 일본, 한국, 

홍콩, 만 등의 일부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에 한정된 상이 아니라 아시아의 싱가포르, 스리

랑카, 미얀마뿐만 아니라 남미의 라질, 아 리카의 짐바 웨, 탄자니아, 이집트, 모로코 등의 

국가에서도 폭 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교육은 캄보디아, 방 라데시 등과 같은 

소득 국가에서도 성행하고 있고, 구소련에 속해 있던 동유럽 국가 에서도 최근에 사회주

의체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이 요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Silova et al, 2006).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낮더라도 사교육에 참여 양상은 서유럽, 북미에서도 증가세에 

있다. 사교육은 이제 세계  교육 상으로서 정책결정자들의 깊은 심의 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Baker & LeTendre, 2005). 

Baker 등(2001)의 연구는 학생들이 학교 성 의 향상을 하여 학교 밖 사교육 활동을 활용

하는 상이 빈번해지는 것은  학교교육의 보편 인 상임을 보 다. 그들은 TIMSS 

1995 8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보편 인 상임과 사교육 참여 략 

 사교육 참여가 국가  특성과 련이 있다는 을 밝혔다. TIMSS의 수학 역, 8학년 상

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검사에 참여한 41개 국가 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40%가 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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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개 국가에 이르 다. 

이 연구에서 TIMSS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를 상으로 하여 TIMSS의 1995년 자료와 

2003년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는 반 으로 1995년도 8학년에 비해 2003년도 8학년 자료에

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진학 시 에 근 한 12학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

이 높은 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TIMSS data도 사교육 참여가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참여 정도 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2]는 TIMSS 1995, 2003년도 

8, 12학년 공통 참여국을 상으로 TIMSS 1995년에 비해 2003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와 8학년과 12학년 간에 사교육 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양  연구와 질  연구를 통합하여 연구한 Bray와 Kwok(2003)의 연구 결과와도 같

다. Bray와 Kwok(2003)은 홍콩의 사교육 수요 형태를 규명하기 하여 양  연구와 질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등교육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참여율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특징은 각 학년에서 시험의 상  요성을 보여 다. 둘째, 학

생들은 큰 규모의 시험에 기반한 규모 사교육 수업에 참여한다. 셋째, 사교육에 참여하는 주

된 동기로 시험 비와 학교 수업의 이해 부족을 들 고 있다. 특히 시험 비에 한 사교육 동

인이 가장 컸고, 이 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Kanellopoulos와 

Psacharopoulos(1997) 역시 1988년 그리스의 가계지출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 참여 형태를 분

석한 결과 학생이 학입학시험을 치루는 수험생일 경우(즉, 입에 더욱 가까운 고학년의 경

우) 사교육 참여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사교육 황에 해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사교육 참여가 세계 으로 보편화된 상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77% 학생이 사교육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통계청, 2008), 일본 역시 등학교 학생  75.7%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무성, 2003), 타이완도 등학생의 81.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seng, 

1998). 베트남은 고등학생의 76.7%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Dang, 2007), 터기의 경우도 

고등학생의 3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Tansel & Bircan, 2006). 북미지역의 경우는 사교육 

참여율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낮지만, 사교육 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16세 학생의 2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Davies, 2002), 미국의 경우도 SAT 비를 하여 

고등학생의 11%가 학원을 이용하고 7%는 tutor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chmann et 

al., 2007).

유렵지역에서는 독일의 경우 21%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Kranmer & Werner, 

1998), 그리수는 등학생의 80%가 참여하고 있으며(Psacharopoulos & Papakonstantinou, 

2005),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고교 재학  사교육 참여 경

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제르바이잔 92%, 리투아니아 58%, 우크라이나 68% 등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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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ilova et al., 2006). 아 리카지역은 이집트의 경우 6～15세 학생  71%가 사교육에 참여

한 경험이 있으며(Suliman & El-Kogali, 2002), 나는 68.6%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

로 나타났다(Nzomo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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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제 인 사교육 참여율 비교

Ⅳ.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 기제

1. 제도적 요인

사회가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업 주의 사회(meritocracy)를 구 하는 

요한 사회  선별장치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공교육은 요한 사회  역할을 배분하

는 주요 선별 기제로 발 해 왔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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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에 한 사회  요성 역시 증 되어 왔다. 결과 으로 학업성취 수 과 그 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력의 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학교졸업장을 포함하는 학력과 사회  가

치와 지 의 배분간의 긴 한 연 에 한 사회  인식이 학력에 한 사회  수요를 유발한

다. 이 학력을 획득하기 한 경쟁에서 상 학교의 입학을 한 시험이나 소  일류 학에 

한 입학 형이 시험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이 시험은 고부담 시험이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는 사회  지  획득을 한 경쟁은 고부담 시험에서의 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이 사교육에 한 제도  수요를 결정하고, 시험에 의하여 선별을 할 경우에 시험 

비를 한 사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한다.

사회가 업 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정은 그 사회  지 를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상

실하게 되었다. 공교육이 보편화되고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질 으로 보장될수록 사회  가치

와 지 를 획득하기 해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교육을 통한 추가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교육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상은 일부 국가에 국한된 상이 아니고 

세계 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이다(Baker et al, 2005). 

Baker 등(2001)이 설명한 사교육 수요 유발요인에 한 제도  은 3개의 요인을 내포하

고 있다. 사교육에 한 제도주의  은 그 사회가 업 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① 업

실 가능성을 측하는 지표로서 학력(credential)과 학력의 가치를 추구 하는 학력주의

(credentialism), ② 학력과 사회  가치실 간의 한 련성(tight linkage)과 이에 한 인

식, ③ 학력취득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  인증체제(social gate-keeper) 기능을 수행하는 

선발시험(high-stake tests) 등의 3개의 요인들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교육체제 외 인 제도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사교육은 이 사회  보상에 한 기 이익을 최 화하

기 하여 선발시험을 비하기 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투입하는 사 인 추가노력이 된다.

우천식 등(2004)은 ‘인 자본(human capital)’의 에서 ‘생애기 수익(life-time expected 

welfare)’ 모형을 제시하 다. 이 모형은 사교육을 생애기 수익에 기 한 교육투자의 일부로 

본다. 사교육에 한 수요를 생애기 수익의 에서 보기 때문에 사교육과 학교 내 학업성

과, 학진학성과, 학에서의 학업성과, 취업성과, 취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맥락에서 

사교육 참여 여부에 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모형은 긴 한 연계의 

고리로서 사교육의 진학성과, 취업성과, 취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주목하여 살피고 있

다. 이 연구는 사교육이 학진학에는 효과가 있으나, 학에서의 성 향상에는 효과가 없어, 

국가 수 의 인 자원개발 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 하 다. 한, 학입학자들의 

SAT 성 에 근거하여 학서열을 정했을 때, 학서열에 따라 성 차이에 비해 임  차이가 

증가함을 발견하 다. 학의 높은 투자 수익과 명문  졸업자의 임 리미엄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수요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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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주의 가치 (credentialism)과의 강한 연계(tight linkage)

학력주의(學歷主義)란 학력을 요한 사회  가치로 인정하는 가치 이나 사고체계로서 학

력이 능력 단의  기 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고정 념이나 편견이다. 학력주의를 가

진 경우, 학력을 유일한 능력의 확인 는 엘리트 선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김태

, 2003). 사회에 따라 학력을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요한 지표라고 인식하는 정도

에는 차이가 있다(이정표, 2001).

한국 사회는 일류 학에 입학하는 것에 과도한 요성과 가치를 부여하여 때로는 이를 인

생에서의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최상근, 2003; 주 외, 2003). 이러한 경향은 일류 

학의 학력을 가지기 한 높은 욕구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일류 학 입학을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김 진, 2004). 일류 학에 진학에 한 높은 욕구는 사교육 수요에 

결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 욕구가 사교육의 수요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06). 한국 사회의 경쟁구조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고, 일류 학 진학 그 자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왜곡된 교육 경쟁 

구조가 사교육의 효용을 높인다(이종재, 2004).

Bray(1999, 2003)가 지 한 학력간 임 격차는 학력주의를 강화하는 학력과 사회  가치의 

배분간에 강한 연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강화해  것이다. Tansel(2002)도 터키에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력주의와 강한 연계에 한 인식을 지 하고 있다. 졸업 후, 고소득 유망직

종이 보장되는 명문 학의 인기학과에 한 경쟁이 치열하다. 학부모들도 이러한 고등교육의 

수익에 해 알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켜 명문 에 합격시키고자 한다. 사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재정 인 희생을 의미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일단, 명문 국립 학교에 입학하면 등록  부담이 어지

게 되므로 결과 으로 이득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는 명문  입학

을 보장하는 명문 고등학교의 입학시험 비와 학교 수업보충으로 구분된다.

나. 경쟁  입시제도(high-stake test)

선행연구들은 한국, 그리스, 터키 등의 국가들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는 근본 인 원인을 진학 경쟁과 학입학시험이 존재하는데 두고 있다(Bray, 1999; Bray and 

Kwok, 2003; Tansel and Bircan, 2004; Psacharopoulos and Papakonstantinou, 2005). 등교

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이 학생을 선발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시

험 비를 한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을 검증하기 하여 Baker 등(2001)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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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가설을 설정하 다. 그는 사교육은 미래의 학 진학과 향후 노동시장서의 기회 획득 간의 

한 련성, 학 진입의 선별 장치로서의 고부담 입학 시험 등에 의하여 필연 으로 수반

되는 교육  기회 획득을 한 강력한 경쟁이고, 이러한 이론  에서 결과 으로 국가교

육체제 운 에서 고부담 입시제도가 경쟁  동기에 의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고부담 입시제도의 존재가 TIMSS에 참여한 8학년 학생의 사교

육 참여 결정에 유의미한 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힌바 있다. 8학년을 심으로 보았

을 때, 몇 가지 요한 분석상의 쟁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고부담 선발 시험이  세계

인 사교육 상과 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가 학교에서

의 학업성취를 보충하기 한 동기로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40개국  30개국 학생들

은 성 보충(remedial purpose)의 동기에 의해 사교육 참여하고 있었고, 한국, 루마니아, 태국

의 경우에만, 주로 경쟁  동기에 의해 사교육 참여하고 있었다. 결과 으로 Baker 등(2001)의 

연구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한 련성에 근거한 학력주의와 고부담 선발시험이 사교육수

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고부담 입학시험의 측정치가 합

도 낮고, 학 입학과 거리가 있는 8학년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인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에서 Baker 등(2001)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TIMSS data(수학 역)에 하

여 12학년의 자료를 추가로 분석 결과는 8학년에 비하여 12학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TIMSS에 참여한 국가를 상으로 1995년 8학년의 자료와 

12학년, 그리고 2003년의 8학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사교육 참여 동기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반 으로 1995년도 8학년에 비해 동년도 12학년, 2003년도 8학년 자료의 사교육 참여 동기

에 있어 경쟁  동기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학진학과 한 련이 있는 12학년의 경

우 그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TIMSS 자료에 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하 다. 

첫째, 사교육에 참여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3) 그러나 1995년에 8학년과 12

학년 간에서는 오히려 12학년의 경우가 참여율이 낮았다(N=15, M=36.2%, SD=31.3%). 

둘째, 8학년을 상으로 사교육 참여 동기 기제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1995년에는 한국, 

루마니아, 태국이 경쟁 기제를 활용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러시아, 슬로바키아, 홍콩, 콜럼비아, 

일본, 리투아니아 등이 입시 경쟁과 학력 보충의 혼합 기제를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2003년에는 만, 한국, 싱가포르가 경쟁 기제를 활용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혼합 기제를 사용

하는 국가도 헝가리, 일본, 루마니아, 홍콩, 이스라엘, 러시아, 네덜란드로 확 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1995년의 12학년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학력 보충 기제를 사용하는 국가 에서도 

3) 1995년에 M= 37.6%, SD=21.3% N=41, 2003년 M=46.7%, SD=21.8%,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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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IMSS 참여국의 사교육 참여의 Modal Strategy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에 수학성  상  1/3에 해당하는 학생이 더 많은 국가를 발견할 수 

있다. 러시아, 그리스, 남아공, 덴마크, 호주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는 학 진학을 앞둔 

시 에서는 경쟁기제에 기인하여 사교육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시아권에서 국제수 의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국가에서 학교성 이 높은 학생들의 과

외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Tight-Linkage” 와 “High Stake Testing”이 사교육수요유발 

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양정호, 2003; 이종재 외, 2007; Bray, 1999).

사교육에 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  이익을 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가진 집단의 참여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교육 참여가 합

리  계산에 의한, ‘학습에 한 투자행 ’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

는 부담능력(affordability), 사교육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역량(efficacy)과 사교육 서비스에 

근할 수 있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의 속성이 사교육 참여에 향을 다. 사교육 참여는 

체 으로 지역 으로 사교육 서비스 공 이 원활한 도시 지역에서 높다.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숙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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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 과 사교육비의 계에 한 실증분석은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체로 

성 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과외비를 지출한다(이주호, 김선웅, 2002). 

사교육에 참여하는 양태를 Baker 등(Baker, et al, 2001)이 분류한 참여동기의 구분을 보면 

한국의 사교육 참여형태는 반 으로 경쟁 략(competition strategy)이 참여동기가 되고 있

다. 즉, 한국에서의 사교육은 성 이 우수한 학생이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 으로 

학 진학을 한 략  동기에 의하여 과외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처

하게 될 상  경쟁력의 상실에 한 우려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 상 권 역시 과외참여도 높다(최상근, 2003; 이수정, 2006; 이주호, 

김선웅, 2002). 특목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이 학교와 등학교 고학년에 걸쳐 과열되고 있으

며, 고등학생은 학입시를 한 사교육 부담이 주된 동기가 되고 있다(강태  외, 1997). 등

학교․ 학교 단계에서는 학원의 선행학습 략이 경쟁동기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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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IMSS(1995) 12학년 상 각국의 사교육 참여 동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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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IMSS(2003) 8학년 상 각국의 사교육 참여 동기 분석

2. 공교육체제 학교운영의 특성

사교육은 교육체제의 발  유형에 따라서 참여 양태와 정도가 다를 수 있다. Baker 등(2001)

의 연구도 교육체제의 발 단계에 따라 사교육 수요 기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취

학률이 높고 교육 재정 지원이 충분한 국가 즉, 공교육체제의 질  수 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력 보충 동기에 의한 작은 규모의 사교육 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제시하 다. 

학교교육의 특성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부실을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 하는 논의가 있다. 교사에 의한 강요된 과외와 학교교육

의 부실로 인한 학습지도의 미비가 학력보충을 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사교육에 한 수요는 정부의 강한 학교규제와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질과 

다양성 결여에 의한 시장반응이라고 해석한다(이주호·홍성창, 2001; 이주호·김선웅, 2002).

공교육에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에 한 신뢰와 사교육 참여가 증가한다( 성일 

외, 2003; 김 진, 2004). 사교육을 선호하는 캐나나 학부모의 성향에 해 분석한 결과 사교육 

선택 여부에 인구통계학  특성보다도 공교육 만족도와 사립학교 선호도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공교육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Davies et al, 2002). 

Davies 등(2002)은 캐나다의 학원산업 팽창의 원인으로서 지방정부의 공교육에 한 규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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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교육 산삭감, 정치·사회  불안감 등을 지 하 다. 특히 Ontario 지방의 사교육 팽창

이 수학교육과정의 심화, 표 화된 검사의 시행, 학생성 보고카드 작성, 13학년제의 폐지로 

인한 학입시경쟁강화 등의 교육개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학교에서의 평가와 입학자 선발이 시험 성 에 의하여 결정될수록 시험을 비하기 한 사

교육 수요는 증 될 가능성이 높다. 한 학교간의 차이가 단일 기 에 따라 수직 으로 서열

화 될수록 상 서열의 학교에 입학하기 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시험성 에 의하여 입학

자를 선발할 경우에 이 시험을 비하기 한 사교육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교교육의 특성을 3개의 요인을 심으로 설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첫째, 학교의 서열이 수직 으로 서열 계층화되어 있는 정도와 수평 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정도와 둘째, 학교에서의 평가와 입학자 선발이 시험 성 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도

가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교교육의 특성으로 지 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 학교교육

의 발 수 이다. 학교교육 발 의 수 을 - 등교육에서의 취학기회, 학교교육조건을 지원

하는 재정지원수 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면, 취학율과 재정지원수 을 GDP 비 교육

산 규모로 규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6] 교육발 양상과 사교육 동기 략

사교육은 높은 취학률을 유지하면서 이를 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비용  근을 따를 경

우에,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육서비스에 한 수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시험성  심지향과 다양한 학업수행실 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재정지원 수 이 낮으면서 취학률이 높은 비용  근을 따르는 교육체제에서 

시험성 심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학입학자를 시험에 의하여 선발할 경우에 사교육 

수요가 가장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높은 단계 교육체제(재정지원 상황이 좋고 교육의 양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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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완성된 공교육 체제 즉, 양  질 으로 좋은 공교육 체제)에서도 경쟁  입제도(고부담 

입시제도)가 작용할 경우에는 사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취학률이 낮으면서도 재

정지원이 상 으로 높은 엘리트주의 근을 따르는 국가에서 사교육 수요는 상 으로 낮

을 것으로 추측된다. 취학률이 낮으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한 낮은 단계 교육체제의 

경우에, Bray(2003)가 학교교육의 부패 상으로 지 한 교사가 과외지도를 하고 추가수입을 

얻는 교사과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요인으로 배려와 보살핌의 학교교육 특성의 존재여부를 들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학업성취수 이 낮은 학생들에 한 배려와 보살핌의 존재여부이다(Bray, 2003: 26). 이들에 

한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로그램과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존재하는 학교,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수 에서의 학생간의 편차가 은 학

교일 수록, 학생의 학력보충을 한 보완 ․보충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한 참여가 을 것으로 기 된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낮은 학교교육의 질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종(2004)은 

과외수요의 결정요인에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이나 부모의 학력이 동일한 경우, ① 고교 1~3

학년 학력의 부가가치(학교의 생산성)가 떨어지는 학교, ② 교내 학생들의 성  산포도가 큰 

학교, ③ 교내 학생 성 의 평균이 낮은 학교, ④ 공립 고등학교 등 네 가지 특성을 가진 학교

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과외수요가 상 으로 큰 것을 밝혔다. 

이상의 결과는 공교육의 질이 낮을 경우, 학생이 자기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

게 되고, 그 결과 과외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며, 과외 책으로서 공교

육 내실화가 포함해야 할 정책내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개인적 차원의 요인 : 사회․경제․심리적 요인들

사교육 참여를 유발하는 심리  요인을 분석하기 해서는 사교육 참여 결정자들의 의사결

정과정을 이론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 참여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으로 기

이론과 게임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Vroom(1960)의 “기 이론(Goal expectancy theory)”는 

개인의 노력, 의사결정에 한 동기유발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으로서, 노력을 통해 일차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기 감과 일차  성과를 통하여 더 나아가 2차  성과 혹은 보

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노력을 유발하는 동기유발이 달라짐을 설명하는 이

론  모형이다. 이 이론을 확장한 Porter-Lawler(1968)의 모형 속에는 과외에 참여하려는 동기

유발을 조성하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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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론 모형을 확장하여 사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용할 경우에 사교육 참

여를 조장하는 개인의 사회, 경제, 심리  요인들을 규정할 수 있다. 사교육 참여에 따른 ① 제

1차  성과, ② 제2차  성과와 이에 한 보상의 가치, ③ 제1차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

되는 기 확률, ④ 제1차  성과를 통하여 제2차  보상을 실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인

식에 따라 사교육 참여 동기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 참여로 기 할 수 있는 성

과로서의 학력향상과 그 실  가능성, 학력향상으로 기 하는 궁극  성과로서 기 하는 보상

으로서 학입학이 주는 주  가치, 그리고 학력향상으로 학입학을 할 가능성에 한 주

 인식이 사교육 참여에 한 의사결정에 향을 을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사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능력수 , 사교육의 효

과성, 사교육의 효과로 최종 가치실 의 가능성에 한 인식, 최종목표의 가치에 한 인식, 

사교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 과 가정의 사회경제  수 (SES), 자녀수 와 

자녀의 출생순  등은 목표달성 기 치에 한 주  평가에 련되는 변인이 된다. 목표달

성 기 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이 사교육참여를 진하는 요인이 된다. 개인차원의 사

교육참여와 련이 있는 변인들은 그 자체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사교

육 참여를 조장하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기 이론의 에서 볼 때, 사교육에 한 참여는 

입 시험에서 좋은 성 을 내고자 하는 기 감, 그 결과 명문  진학에 한 기 감이 존재

하고 이들 기  결과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학력주의  가치  근거

하여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사교육의 효과를 기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경우에 사교육 참여에 한 동기는 강화된다.

[그림 7] 사교육 참여에 한 기  이론 모형 

학생의 특성으로서 성별과 출생 순 가 사교육비 지출 수 과 련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

이 있다. 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교육비 지출 수 이 낮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

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 한 기 가 다를 뿐 아니라 부모의 자원이 차별 으로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2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미정, 1998; 이정환, 2002). 한 부모의 첫 번째 자녀인 경우에 사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자녀에게 부모의 심과 자원이 집 된 

결과로 이해가 가능하다(이승신, 2002; 이정환, 2002). 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 과 사교육 참여

율 간의 양  인과 계를 밝힌 바 있다. Bray와 Kwok(2003)에 의하면 홍콩과 타이완의 경우, 

명문 학교 재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Kanellopoulos와 Psacharopoulos(1997)는 1988

년 그리스의 가계지출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 참여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 학입학시험

을 치루는 수험생일 경우 사교육 참여 경향이 높으며 사교육비 지출액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

다. Stevenson과 Baker(1992) 역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

로 밝힌 바 있다. 

사교육 참여와 부모의 학력․소득수 에 한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사교

육 참여 경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정환, 2002; 양정호, 2003; 김 진, 2004). 특

히 부모  어머니의 교육 수 이 자녀의 사교육 참여와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ay(2003), Foondun(2002)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  지 와 사교육 참여율 간의 양의 상

계가 부분의 국가에서 일 되게 나타남을 강조한 바 있다. Tansel과 Bircan(2006)은 

1994년 가계비 자료를 활용하여 터키의 사교육비 지출과 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 지

출 총액과 부모의 교육 수 이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lumenthal(1992)에 의하면 일본

의 경우, 상  20% 계층의 경우 하  20% 계층에 비해 10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학

부모의 직업을 보면 임원, 문직, 사무직 등 고등교육이 요구되는 문직 종사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evenson과 Baker(1992)는 일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수집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의 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으며 이와 같은 가정배경변수는 체 으로 사교

육 참여율의 12~15%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학부모가 비도시 거주 학부모보다 사교육 참여 경향이 높고, 특히 도시지역 아

트에 거주하는 학부모일수록 사교육 참여가 활발한 것은 여러 세 가 집되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자녀들에 한 경쟁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주호·김선웅, 2002; 

김 진, 2004).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차이는 외국의 부분의 연구에서도 도시 거주

일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들이 과외를 하므로 자신도 과외를 해야 한다는 심리 인 불안은 사교육에 한 수요를 

진하는  다른 요인이 된다. 남들이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만 학교교육에만 의

존할 수 없다는 심리  불안은 집단  강박 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

발원(성기선 외, 1999)이 수행한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에 한 질문에 체 응답자의 33.9%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  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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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여 한국 사회에서 실제 사교육에 한 집단 인 심리  불안이 존재함을 시사하 다. 

이러한 집단 인 심리  불안은 입시과외 수요의 결정  요인  하나로, 재 학부모들이 놓

인 상황은 “입시과외는 상 방 학부모의 략  과외 선택행 에 한 본인의 합리  선택”이

라는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백일우, 1999).

다른 이론  설명모형으로서 게임이론모형을 들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의 사교육에 한 참

여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죄수

의 딜 마 이론에 의한 설명도 제기된다((백일우, 1999; 김지하, 2005). 게임이론은 합리  의사

결정자들의 소비  경쟁 게임이 존재할 때 상호의존  선택에 한 이론으로서, 즉, 각 경기자

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어느 구도 그 결과를 마음 로 결정

할 수 없는 경쟁  상황에서의 략선택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고부담 입 선발 시험이 

존재하고 그 결과가 이후 학진학  노동시장에서의 유리한 치를 갖게 되는, 즉 학력주의 

가치 과 교육 성취와 사회  성취간의 한 연계 구조가 존재하는 제도  상황에서는 학

생, 학부모가 성 향상  입합격의 보상이 사교육 비용 보다 훨씬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구나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이런 결정은 합리 인 단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학습자의 특성, 목표 학 입학에 주는 가치, 소득 수 , 과외비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

가 형성되고 경우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진다.

Ⅴ.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토 로 사교육 황과 사교육 수요 유발 기제에 해 세계 인 동향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상이 아닌  세계 으로 보편

인 상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제수 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동기는 보완  동기뿐만 아니라 학

력주의 가치 , 경쟁  입시제도, 공교육 체제 등에 극 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  동기 역시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사

교육 참여 동기를 체로 학업성취수 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한 보완  기제 측면에

서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Baker와 LeTendre(2005)의 연구 역시 TIMSS 1995 8

학년, 41개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수요 유발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력 보충 동

기에 의한 사교육 참여 양상이 강함을 도출한 바 있다. 

사교육의 수요를 유발하는 이론  설명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 가치 , 교육 성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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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취간의 한 련성, 경쟁  입시제도, 공교육 운  체제로 연결되는 업 주의 사

회에서 학력경쟁에 한 응으로 보는 제도  은 아시아국가에서의 사교육 열풍을 이론

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TIMSS 8학년의 사교육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한 실증분석은 이 이론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향후, 국제 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교육참여 측정치를 확보하여 

이 가설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TIMSS의 12학년에서의 사교육 참여양태는 학력경쟁에 

응하는 사교육 참여형태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사교육은 한국과 일본, 홍콩, 만 등의 일부국가에 국한된 상이 아니고 캐나다 등의 북미 

등의 아시아, 아 리카,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 이행과정에서 있는 구소련 연방국가에서도 크

게 늘어나서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사교육을 학교교육에 한 보완  을 넘어서 학

교교육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shadow” 으로 개념화하여 이해하려는 최근의 노

력들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Bray(1999, 2003)의 지 처럼 사교육이 ”shadow”의 

특징을 넘어서 오히려 주도 으로 공교육 체제에 향력을 행사하고 제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사교육 유발 기제에 한 경험  연구는 사교육에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응 마련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 사교육에 한 충분한 경험  연구를 토 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안을 모색

하기 해서는 사교육 수요유발기제에 한 실증 인 분석뿐만 아니라 추후 사교육의 향과 

효과에 한 실증 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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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International Tendency of Shadow 

Education

- Focusing on the Demand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

4) Chong Jae Lee*․Heesook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al condition and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through analyzing international tendency on the scale and demand factors. For this purpose, 

major international studies on shadow education are reviewed and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 data is analyzed. Also, the demand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is analyzed by building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credentialism 

and tight linkage at macro-level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shadow education, high-stakes 

tes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chool management at meso-level, and finally the 

individual factors at micro-level. 

Findings of the study are followings; Firstly, shadow education is not limited to Korea, but 

global phenomenon. Especially, for the countries that the achievement at the international 

standard test is high, the participation rate of students is also high. Secondly, the demand 

of shadow education depends not only on remedial motivation but on enrichment motivation 

strongly in responding to credentialism, high stakes testing and public school system. The 

participation pattern of TIMSS 12 graders implies participation of shadow education for 

corresponding to credential competition. To realiz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the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as well as demand of shadow education is necessary. 

Key words: Shadow education, Demand mechanism, Remedial motivation, Enrichment 

motivation, I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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