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희망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5.9.17.)

(희망) 고교 유형별 중3, 고1 총 3,869명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와 시간, 선행학
습 정도 등을 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은 2015년 9

월 21일(월)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실시할 예정임.

▲ 수도권 3,869명(99개 중학교 3학년 1,818명, 38개 고등학교 1학년 2,051명)을 대
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 중3학생 및 해당 유형
별 고교 1학년생들의
간,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것임.

▲ 특히 2013년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결과도 함께 비교 발표할 것임.
▲ 교사들 572명(중학교 교사 99개교 242명, 고등학교 교사 38개교 330명)을 대상
으로 고교 유형에 대한 교사 인식(일반고 상황, 입시 선발 방식, 선발 시
기, 개선 방향)도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21일(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희망) 고교 유형별
중3생, 고1생 총 3,8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13년 고교 별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인 실태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로 2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시 대규모 설문조
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기자회견의 형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사교육 참여비율, △ 고교 입학 후 선행학습 인식 정도, △사교육 비용과 시간 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고교 유형에
따라 위의 항목들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교체제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
교체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를 부탁합니다.
■ 행사명 : 2015년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5. 9. 21. 월요일 (오전 9시 4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실
■ 발표 사항
▪희망 고교유형별 중3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및시간 지출 상황, 선행학습정도 등
▪고교 유형별 고1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선행학습 정도 등
▪중학교 교사 및 고교 유형별 고교 교사들의 고교 유형에 대한 교사 인식(일반고 상황,
입시 선발 방식, 선발 시기, 개선 방향 등)
※ 조사대상
□ 중3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99개 중학교 3학년 학생 1818명
▪ 일반고,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국제고, 과학중점학교
희망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3 학생들 대상.
□ 고1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3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51명
▪ 일반고,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국제고, 과학중점학교
소속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고 1학생들 대상
□ 중학교 교사 대상 설문 : 99개 중학교 242명
▪ 위의 중3학생들 학교 소속 교사들 대상
□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 : 38개 고등학교 330명
▪ 위 고등학교 1학년생 소속 학교 교사들
※ 설문 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15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1주간

2015. 9.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준(02-797-4044. 내선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