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 즉시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1.

5.

18.(

화)

09:00

담당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과
담 당 자 팀
담

장: 신명철
장: 고재종
당: 김성은

(053-609-6521)
(053-609-6522)
(053-609-6539)

동북지방통계청,「2021년 1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실시
- 조사실시기간 : 2021. 5. 20. ~ 6. 10.

□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이재원)은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구ㆍ경북지역의 179개 학급을 대상으로 ｢2021년 1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자 실시하며,
-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조사항목(27개)”, “담임교사 조사항목(7개)”,
방과후학교 교사 조사항목(5개)” 등 33개 항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 조사결과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9~10월 2차 조사 이후 2022년 3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재원 동북지방
통계청장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니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2021년 1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개요

동 자료는 ‘출처표시’ 및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1년 1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연구기관의 사교육 및 사교육비 통계분석, 사교육경감정책 연구 추진 등에 활용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920011호)
□ (조사연혁)
❍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최초 실시(7월, 10월)
❍ 2013년 인터넷조사 전면 실시
❍ 2014년 교육부와 공동통계 작성 승인
❍ 2016년 사교육비조사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로 통계명칭 변경
❍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전국 초중고 1,553학교대구ㆍ경북
학부모 약 37,000명대구ㆍ경북

178학교

, 1,556학급대구ㆍ경북

179학급

학생의

약 4,200명

□ (조사실시기간) 2021. 5. 20. ~ 6. 10.
□ (조사주기) 매년, 연 2회 조사 실시 (작성주기 : 매년)
□ (조사방법) 인터넷(모바일)조사, 종이조사표인터넷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

조사

□ (조사항목) 학생 인적사항 등 33개 문항(학부모 27개, 담임교사 1개, 방과후 교사 5개)
□ (주관) 통계청‧교육부 공동 작성 통계
□ (결과공표) 2022년 3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