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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줄었음에도사교육비총액은

오히려 늘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교육

비 격차는더욱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

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난해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올 들어 야간자율

학습및방과후학교(보충수업)이 선택제

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증가세

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

광주전남고교생사교육비증가 수

능 불안? 학종 영향?교육부가 14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 초

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당월평균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전

년도(24만4000원)에 견줘 1만2000원(4

8%)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

다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 1인당 사교육

비는 2012년 23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멈추지않고있다

특히광주전남의경우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초중학교와 달리 유일하게

증가했다

광주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는 21만2000원으로 전년도(18만2000원)

에 견줘 3만원(165%)이나 폭등했다 광

주 일반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도 20만8000원(2015년)에서 지난해 24

만7000원으로 3만9000원이나 늘어났다

광주지역 사교육 참여율도 고등학교는

467%(2015년)에서 482%로늘었다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해 고교생들의 1

인당 사교육비는 16만4000원 2015년 12

만5000원에 비해 3만9000원이나 늘었다

일반고 학생 사교육비는 16만3000원

(2015년)에서 21만2000원으로 급증했다

전남지역 고교 사교육 참여율도 2015년

363%에서지난해 418%로증가했다

고교 공교육 강화 대책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이제대로작동하지못한다는지적이

나올만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공부만으로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학생학부모들 사

이에서반영되면서빚어진현상이라는해

석이 나온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

고 있는 대입 전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방과

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희망 학생에게

만실시하는것으로바뀌면서더욱심화될

것이라는우려도나오고있다

반면 광주지역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

육비는 23만3000원(2015년)→22만6000

원(2016년) 중학교 27만2000원(2015년)

→25만1000원(2016년)으로 줄었다 전남

도 초등학생의 경우 16만3000원(2015년)

→14만5000원(2016년) 중학생 21만2000

원(2015년)→19만1000원(2016년)으로 감

소했다

다만 광주지역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22만8000원으로 서울(35만2000원) 대구

(26만5000원) 대전(25만7000원) 부산(25

만6000원) 울산(23만9000원) 세종(23만

7000원)등7개특광역시중가장낮았다

전남지역 월평균 사교육비도 16만2000

원으로전국 17개시도중가장낮았다

사교육 격차 커지고 예체능 늘어

과목별사교육비를분석한결과 1인당교

과사교육비는전국평균 19만1000원으로

06% 증가한 데 비해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5% 늘

어증가폭이컸다

교과별로는 영어(17%↓)와 수학(07%

↓)에쓴돈은줄고국어(80%↑)와사회

과학(85%↑) 논술(118%↑)에 들인 돈

은늘었다

예체능가운데서는음악(208%↑)과체

육(193%↑) 취미교양(233%) 등의 사교

육비가큰폭으로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

의 확대로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점 자유학기제의영향으로소질과적성을

계발하기위한예체능교육수요가늘어난

점등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교육격차는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

다 사교육비지출은월소득 600만원이상

구간에서만 증가했을 뿐 600만원 미만에

서는모두감소세를보였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과월소득 100만원 미만저소득층의사교

육비지출격차도 8배가넘었다 고소득층

이 월 44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쓸 때 저

소득층은 5만원지출에그쳤다

학생성적구간별로사교육비를보면전

체 상위 10% 이내의 학생이 월평균 32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성적

81100%인 최하위 학생들은 돈도 가장

적게(17만5000원) 써 사교육이 성적에 영

향을미쳤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月 44만원 vs 5만원사교육비격차심해졌다

시도별1인당월평균사교육비 (단위만원 %)

구분
계

2015 2016 증감률

서울 338 352 44

부산 234 256 96

대구 244 265 86

인천 213 232 87

광주 228 228 01

대전 254 257 09

울산 219 239 90

세종 196 237 205

경기 265 279 54

고등학교

417

255

281

223

212

234

229

217

296

중학교

370

292

263

236

251

290

255

241

297

초등학교

299

237

254

235

226

253

236

242

259

제주 201 226 124 183269228

경남 204 209 26 206222204

경북 190 193 15 135225216

전남 165 162 14 164191145

전북 186 194 43 175214195

충남 180 177 14 146188192

충북 190 197 36 158226206

강원 171 184 77 155216186

전체 244 256 48 262275241

소득수준별1인당월평균사교육비

(단위만원 %)

구분 2015 2016 증감률

전체 244 256 48

100 미만 66 50 236

100200 미만 102 98 40

200300 미만 159 154 32

300400 미만 212 211 09

400500 미만 266 265 07

500600 미만 311 310 04

600700 미만 361 365 12

700 이상 420 443 56

교육부초중고조사성적 10% 이내학생지출최다

광주 1인당月 23만원전남 16만원지난해역대최고

조선대교수 직원 총동창회등으로구성된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14일오전조선대본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

이사회는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국민공익형이사제를즉각수용하라고촉구했다 나명주기자mjna@

광주시남구는 1000만원이상관급공

사에대해서는주민감독을받기로했다

고 14일밝혔다

감독관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 공사

감독경험자 통장 자치위원 공직퇴임

자등주민 48명이참여했다

이들은 2019년 3월까지 남구가 발주

한공사관련주민건의사항전달불법

부당행위감시등을한다

현행지방계약법은 3000만원이상 20

억원 이하 공사에 주민 참여 감독관이

활동하도록명시했다

남구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주민

참여감독관활동기준을1000만원이상

공사로낮췄다

일각에서는 이해타산에 얽힌 관련 업

계 종사자와 구청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감독관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가능성도있다고우려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북구는 북구 구민상 수상후

보자를주민의검증을거쳐선발한다

북구는 북구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앞서후보자명단과공적내용을공개해

주민들의 검증을 받는다고 14일 밝혔

다

북구는오는 21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공적요약서 성명 나이등을북구홈페

이지(wwwbukgugwangjukr)에 사

전공개해후보자별공적내용의오류및

착오 수상자로서의 적격 여부 등에 대

한주민공개검증을실시한다

올해 구민상 수상자로 추천된 후보자

는 지역경제 2명 지역사회봉사 3명 문

화예술체육 3명 효행 3명 장한 장애인

2명등 5개부문총 13명이다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주민은

의견서를 작성 북구청 문화관광과

(0624106618)로제출하면된다

구민상 수상자는 주민 의견과 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선정하

고 시상식은 5월에개최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구민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주민

공개검증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수상자

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구 1000만원 이상관급공사주민감독

북구 구민상 후보자주민검증후선발

주민에게묻는다

조선대대자협 국민공익형이사제수용하라

오늘의날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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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파고()
0510
0515
0510
05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0904 0353
2120 1610

여수
0435 1645
1049 2307

간조 만조

�주간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 � � � � � �
112 016 217 318 318 613 615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013

210

212

213

314

113

211

212

213

213

114

29

112

110

413

49

08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완연한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나 대기가 건조해
화재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44

해짐 1840
�� 2111

�� 0814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 �

��

월소득 700만원가구 월소득 100만원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