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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포함한자녀양육비부담은부부가아이

를 낳기를 주저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

다

지난 2015년 9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발표한조

사(학업자녀가있는가구의소비지출구조와교육비

부담)에서 응답자 961%는 출생아 수 감소 이유가

자녀양육비와교육비용의상승이라는데동의했을

정도다 엄마아빠들 사이에서 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 무섭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

이다 그렇다면 아이 한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마칠때까지부모가들여야할양육비용은얼

마나될까

자녀1명대학까지보내는데3억원지난2013

년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4월 발표한

2012년도 전국 결혼출산 동향 및 출산력가족 보

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총양육비는

3억896만원으로 2009년 조사(2억6204만원) 때보다

18% 증가했다 조사는 전국 남녀 1만3385명을 대상

으로이뤄졌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월 양육비는 118만9000원

으로 3년 전(2009년 100만9000원)에 비하면 18% 9

년전(2003년 74만8000원)에비하면 59%나늘었다

아이를낳아서대학졸업시키기까지약 22년을키

우는 동안 시기별로는 자녀가 대학교(만 1821세)

에 다닐 때 돈이 가장 많이들었다 대학 4년간 총양

육비는 7708만8000원이었다 대학등록금비중이크

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만 611세)고등학교(만

1517세)에 다닐 때도 각각 양육비 부담이 7596만

원 4719만6000원으로집계됐다

이보다3년앞선2010년기준자녀1명을대학까지

가르치는데드는비용은2억7000만원수준이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이상

민의원에게제출한 우리나라교육비부담현황보고

서에따르면 2010년기준자녀 1명이대학을졸업할

때까지의양육비가평균 2억7514만원인것으로나타

났다

연령대별 양육비는 4년제 대학교가 681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교 6300만원 고등

학교 5154만원 중학교 3535만원 유아기 2937만원

으로조사됐다 양육비가운데교육비비중이압도적

이었다자녀 1명당월평균지출가운데교육비비율

은 대학교가 448%(64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

등학교(431% 50만원) 중학교(391% 38만원) 초

등학교(363% 32만원) 유아기(326% 27만원) 영

아기(121% 8만원) 순이었다

부모 등골 휘는 사교육비 어느 정도기에 자

녀 1명을대학까지졸업시키는데 3억원이드는것별

개로 부모의머릿속에는 교육비를포함해양육에수

억원을쏟아붓고키워도내아이가우리사회에서온

전히홀로설수있을까하는걱정이자리잡고있다

특히 명문대진학→좋은직장→안정된삶이라는

낡은공식이여전히통용되는우리사회에서 명문대

진학이라는 좁은 관문을 내 아이가 뚫을 수 있는가

에대한우려가크다 이는자녀사교육비지출로연

결되고고스란히부모부담으로돌아오게된다

사교육에 대한 부모 부담은 지난 3월 15일 교육부

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

과에드러난다

전국 초중고 재학생과 학부모 등 4만명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는 27만1000원으로집계됐다 이는전년 25만6000원

에비해 1만5000원(59%) 증가한수치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학생포함)을대상으로한평균금액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5만3000원 중학교 29만

1000원 고등학교 2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8000원

으로 전년 비 34% 증가했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사교육비는 7만2000원으로 129% 늘어났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는 38만4000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비 18% 증가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0만7000원 중학교 43만

8000원 고등학교 51만5000원으로조사됐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184%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20만원 지출(137%)

2030만원 지출(127%) 순으로 나타났다 4050

만원지출 80% 3040만원지출 102% 10만원미

만 75% 사교육받지않음 295%로 각각 파악됐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과참여율이높았다 월평균소득 700만원이상가구

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

비는 9만3000원으로낮았다

광주전남지역사교육비는얼마나같은조사

에서 서울 학부모가 초중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월평균 39만원을쓸때광주학부모들은 24만5000원

을썼던것으로나타났다 전남은월평균 1인당학생

사교육비로 15만4000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국 17

개시도에서가장적은금액이었다

연단위로환산하면광주학생 1인당 294만원 전남

학생 1인당 184만8000원을 썼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둔 가정이라면 광주

는연간900만원 전남은550만원을사교육비에쓴셈

이다 사교육 참여 비율은 광주는 682% 전남은 56

2%로 나타났다 서울은 사교육 참여비율이 767%였

고사교육참여비율전체평균은705%로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광주 지역 가구당 월평균 총소

득은 265만원으로 전국 평균(281만원)보다 16만원

낮고 7대 특광역시 중 대구(26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낮았다 전남지역가구당월평균총소득

은 212만원으로전국평균에못미쳤고 9개 도

중에도가장낮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엄마들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경제적 양

육)을 언제까지 지속해야한다고 보고 있을까 대학

졸업까지라고생각하는응답자가가장많았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을대상으로자녀에대한경제적양육을언

제까지책임져야하는지질문한결과 대학졸업까지

라는비율이 624%로가장높게나타났다설문은전

국의 기혼여성(1549세) 1만1003명을 대상으로 이

뤄졌다

자녀에대한경제적지원을취업때까지라고답한

응답자는 172%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지원

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혼일 할

때까지라고 답한 응답자도 88%에 달했고 언제까

지나라고답한응답자도 12% 있었다

응답자 거주지별로 보면 농촌에 비해 도시(특히

대도시)에서자녀양육책임기간을더길게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농촌은 154% 대도시는 179%였다 응답자

가 저연령층일수록 양육책임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

게생각하는것으로조사됐다 고등학교졸업할때까

지만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5세 미만

에서 288% 4549세에서 55%로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양육책임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

게생각하고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해야한다는 비율이 전

국 월평균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에서는 154%이

었고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60% 이상 계층에서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혼인할 때까지라는 비율은

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에서 94%였고 가구소득

160% 이상계층에서 126%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

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녀 1명大卒만드는데 3억 여보 애 낳지말까?

월양육비 118만원 중교육비가 3040% 차지

월평균사교육비광주 24만5천원전남 15만4천원

대다수학부모 출생아수감소는양육교육비탓

광주일보연중기획 I♥DREAM 프로

젝트 아이가꿈이다에서는출생한아

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을 받고 있습니

다 아이와함께찍은사진과아이에게

들려주는덕담 태명에얽힌사연등을

보내주시면 출생축하방 코너를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보내실곳idream@kwangjucokr

출 방하축산

제1부저출산의덫

10 양육비부담에출산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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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연중기획 I♥DREAM 프로젝트

엄마 624% 양육 책임은대학졸업까지

2015년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취업때까지 172%

월양육비

74만8000

100만9000

118만9000단위원

2003 2009 2012년

연령대별양육비

4년제대학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유아기

단위만원

6811

3535

5154

6300

2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