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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설문응답일시

==> 데이터 참조

q1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보유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826        100.0     100.0       

826        100.0     100.0       

q2 사교육을 위한 과외 중개업체 이용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용한 적이 있다 1 826        100.0     100.0       

826        100.0     100.0       

q3_1 중개업체 과외 교습 분야1: 일반교과 및 논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1          9.8         9.8           

그렇다 1 745        90.2       90.2         

826        100.0     100.0       

q3_2 중개업체 과외 교습 분야2: 예체능 교과 및 교양, 취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90        83.4       83.4         

그렇다 1 137        16.6       16.6         

826        100.0     100.0       

문1. 선생님 댁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문2. 귀하는 자녀의 사교육으로 개인 과외나 그룹과외를 시키기 위해 과외 중개업체(온/오
프라인 모두 포함)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문3. 중개업체를 통한 과외 교습은 주로 어떤 분야였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1) 일반교과(예체능 과목 제외) 및 논술

문3. 중개업체를 통한 과외 교습은 주로 어떤 분야였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
시오.
2) 예체능 교과 및 교양,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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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과외중개업체 이용에 관한 조사, 2012

q4 사교육을 하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진학 준비 1 91          11.0       11.0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 아이만
성적이 떨어질까 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니까 등)

2 263        31.8       31.8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 데 유리해서 등) 3 175        21.2       21.2         

학교수업 보충(성적향상, 내신관리 등) 4 263        31.9       31.9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5 20          2.4         2.4           

기타 99 15          1.8         1.8           

826        100.0     100.0       

q4_text 사교육을 하는 이유: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5 사교육 유형 중 과외를 선택한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1 90          10.9       10.9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교육 받기 위해 2 240        29.1       29.1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3 73          8.8         8.8           

과외 이외의 다른 유형의 사교육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4 27          3.3         3.3           

자녀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위해 5 370        44.8       44.8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6 25          3.0         3.0           

기타 99 0            0.0         0.0           

826        100.0     100.0       

문5. 여러 유형의 사교육 형태 중에서 과외를 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4. 사교육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4. 사교육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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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과외 교사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 23          2.8         2.8           

대체로 불만족 2 185        22.4       22.4         

보통 3 466        56.4       56.4         

대체로 만족 4 142        17.2       17.2         

매우 만족 5 10          1.2         1.2           

826        100.0     100.0       

q7 과외 교사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족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시간이 오래 걸려서 1 3            0.3         1.3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 54          6.5         25.9         

비용이 많이 들어서 3 92          11.1       44.0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4 56          6.8         26.9         

기타 99 4            0.5         1.9           

비해당 0 618        74.8       

826        100.0     100.0       

q7_text 과외 교사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족 이유: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8 과외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개인적으로 과외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1 362        43.8       43.8         

더 나은 과외 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2 269        32.5       32.5         

과외 연결 외에 사후 관리를 원해서(상담 등) 3 191        23.1       23.1         

기타 99 5            0.6         0.6           

826        100.0     100.0       

문6.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문7.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7.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문8. 과외 중개업체(온/오프라인 모두 포함)를 이용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A1-2012-0136
학부모 과외중개업체 이용에 관한 조사, 2012

q8_text 과외 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9_1 과외 중개업체 제공정보1: 과외교사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41        77.5       77.5         

그렇다 1 186        22.5       22.5         

826        100.0     100.0       

q9_2 과외 중개업체 제공정보2: 과외교사의 학력증명 자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65        56.3       56.3         

그렇다 1 361        43.7       43.7         

826        100.0     100.0       

q9_3 과외 중개업체 제공정보3: 과외교사의 경력 이력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21        51.0       51.0         

그렇다 1 405        49.0       49.0         

826        100.0     100.0       

q9_4 과외 중개업체 제공정보4: 약관 또는 계약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88        71.2       71.2         

그렇다 1 238        28.8       28.8         

826        100.0     100.0       

문9. 과외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과외교사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문9. 과외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 과외교사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생증, 성적표 원본 또는 사본)

문9. 과외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 과외교사의 경력을 알 수 있는 이력서

문9. 과외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4) 수업료, 환불 기준 등이 적시된 약관 또는 계약서

문8. 과외 중개업체(온/오프라인 모두 포함)를 이용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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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99 과외 중개업체 제공정보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79        94.2       94.2         

그렇다 1 48          5.8         5.8           

826        100.0     100.0       

q9_99_text 과외 중개업체 제공정보5: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10 과외 중개업체의 수업료 지불 방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달 교사에 선불 지급 1 268        32.5       32.5         

매달 업체에 선불 지급 2 287        34.7       34.7         

매달 교사에 후불 지급 3 85          10.3       10.3         

매달 업체에 후불 지급 4 69          8.3         8.3           

한 달 이상의 수업료를 교사에 선불 지급 5 45          5.5         5.5           

한 달 이상의 수업료를 업체에 선불 지급 6 41          5.0         5.0           

한 달 이상의 수업료를 교사에 후불 지급 7 28          3.4         3.4           

한 달 이상의 수업료를 업체에 후불 지급 8 3            0.4         0.4           

826        100.0     100.0       

q11 과외 중개업체에 수업료 이외에 별도 지불 비용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었다 1 248        30.1       30.1         

없었다 2 578        69.9       69.9         

826        100.0     100.0       

문10. 과외 중개업체의 수업료 지불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문11. 과외 중개업체에 수업료 이외에 별도로 지불한 비용(가입비, 연회비, 수수료 등)이
있습니까?

문9. 과외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5) 기타

문9. 과외 중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5) 기타
: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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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과외 중개업체에 수업료 이외에 별도 지불 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만원 미만 1 8            0.9         3.1           

1~3만 원 미만 2 71          8.6         28.6         

3~5만 원 미만 3 90          10.9       36.1         

5~8만 원 미만 4 35          4.2         14.0         

8~10만 원 미만 5 33          4.0         13.1         

10만 원 이상 6 12          1.5         5.0           

비해당 0 578        69.9       

826        100.0     100.0       

q13 과외 중개업체 이용경험1: 지정수업 미완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45        90.2       90.2         

그렇다 1 81          9.8         9.8           

826        100.0     100.0       

q13_2 과외 중개업체 이용경험2: 불만족스런 과외교사 자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04        48.9       48.9         

그렇다 1 422        51.1       51.1         

826        100.0     100.0       

문12. 과외 중개업체에 수업료 이외에 별도로 지불한 비용(가입비, 연회비, 수수료 등)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문13. 과외 중개업체 이용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수업료만 지불하고 수업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했다

문13. 과외 중개업체 이용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 과외교사의 자질에 만족하지 못했다(잦은 지각 및 결석, 수업준비 부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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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3 과외 중개업체 이용경험3: 과외 중단시 환불 거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01        72.8       72.8         

그렇다 1 225        27.2       27.2         

826        100.0     100.0       

q13_4 과외 중개업체 이용경험4: 학력, 경력 등의 거짓 통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782        94.6       94.6         

그렇다 1 44          5.4         5.4           

826        100.0     100.0       

q13_5 과외 중개업체 이용경험5: 연락 두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06        97.6       97.6         

그렇다 1 20          2.4         2.4           

826        100.0     100.0       

q13_99 과외 중개업체 이용경험6: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57        79.5       79.5         

그렇다 1 170        20.5       20.5         

826        100.0     100.0       

문13. 과외 중개업체 이용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4) 과외교사의 학력, 경력 등을 거짓으로 알려줬다

문13. 과외 중개업체 이용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5) 업체의 연락처 홈페이지 등이 사전 고지 없이 사라져 연락을 할 수 없었다

문13. 과외 중개업체 이용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6) 기타

문13. 과외 중개업체 이용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 과외를 중단했을 때 이미 낸 비용(수업료, 가입비 등)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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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99_text 과외 중개업체 이용경험6: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14_1 응답자 자녀의 사교육 유형1: 개인과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68        56.6       56.6         

그렇다 1 358        43.4       43.4         

826        100.0     100.0       

q14_2 응답자 자녀의 사교육 유형2: 그룹과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52        78.9       78.9         

그렇다 1 174        21.1       21.1         

826        100.0     100.0       

q14_3 응답자 자녀의 사교육 유형3: 학원수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72        45.0       45.0         

그렇다 1 454        55.0       55.0         

826        100.0     100.0       

문14. 선생님 댁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3) 학원수강

문13. 과외 중개업체 이용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6) 기타
: 기타내용

문14. 선생님 댁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1) 개인과외

문14. 선생님 댁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2) 그룹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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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_4 응답자 자녀의 사교육 유형4: 방문학습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59        67.6       67.6         

그렇다 1 267        32.4       32.4         

826        100.0     100.0       

q14_5 응답자 자녀의 사교육 유형5: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58        79.6       79.6         

그렇다 1 169        20.4       20.4         

826        100.0     100.0       

q15 사교육 비용 대비 교육효과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효과를 얻고 있다 1 15          1.9         1.9           

대체로 효과를 얻고 있다 2 486        58.8       58.8         

별로 효과가 없다 3 322        39.0       39.0         

전혀 효과가 없다 4 3            0.3         0.3           

826        100.0     100.0       

q16 사교육의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54          6.5         6.5           

대체로 필요하다 2 539        65.2       65.2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 213        25.7       2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1          2.5         2.5           

826        100.0     100.0       

문14. 선생님 댁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4) 방문학습지

문14. 선생님 댁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5)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문15. 선생님 댁에서 지출하는 사교육 비용(학원, 과외 등)과 대비해 볼 때,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6. 자녀가 장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교육(학원, 과외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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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만원 미만 1 40          4.8         4.8           

10~20만원 미만 2 77          9.3         9.3           

20~30만원 미만 3 89          10.8       10.8         

30~40만원 미만 4 108        13.1       13.1         

40~50만원 미만 5 129        15.6       15.6         

50~70만원 미만 6 170        20.6       20.6         

70~100만원 미만 7 112        13.5       13.5         

100~150만원 미만 8 61          7.4         7.4           

150만원 이상 9 40          4.8         4.8           

826        100.0     100.0       

sex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자 1 442        53.5       53.5         

여자 2 384        46.5       46.5         

826        100.0     100.0       

age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4 2            0.3         0.3           

30대 5 217        26.3       26.3         

40대 6 524        63.3       63.3         

50대 7 83          10.1       10.1         

826        100.0     100.0       

문17. 선생님 댁의 월 평균 사교육비 총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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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응답자 학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재학 1 4            0.5         0.5           

중학교 재학 3 6            0.8         0.8           

중학교 졸업 4 5            0.6         0.6           

고등학교 재학 5 3            0.4         0.4           

고등학교 졸업 6 326        39.4       39.4         

대학(전문대) 재학 7 1            0.1         0.1           

대학(전문대) 졸업 8 73          8.8         8.8           

대학(4년제) 재학 9 8            0.9         0.9           

대학(4년제) 졸업 10 300        36.3       36.3         

대학원 석사 재학 11 13          1.6         1.6           

대학원 석사 졸업 12 71          8.6         8.6           

대학원 박사 재학 13 2            0.3         0.3           

대학원 박사 졸업 14 14          1.7         1.7           

826        100.0     100.0       

occupation 응답자 직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회사원 1 285        34.5       34.5         

자영업 2 107        13.0       13.0         

고등학생 5 1            0.1         0.1           

대학생 6 0            0.0         0.0           

대학원생 7 4            0.4         0.4           

전업주부 8 182        22.0       22.0         

공무원 9 23          2.8         2.8           

교직자 10 23          2.8         2.8           

전문직 11 36          4.4         4.4           

의료인 12 10          1.2         1.2           

언론인 15 1            0.1         0.1           

농/축/수산/임업 16 1            0.1         0.1           

금융/증권/보험 17 29          3.5         3.5           

유통 18 24          2.9         2.9           

정보통신 19 5            0.7         0.7           

건설 20 7            0.8         0.8           

제조 21 27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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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22 30          3.6         3.6           

스포츠 23 1            0.2         0.2           

예술가 26 2            0.3         0.3           

부동산 27 0            0.0         0.0           

운송 28 1            0.1         0.1           

일용직 29 2            0.3         0.3           

무직 30 9            1.1         1.1           

무응답 99 15          1.8         1.8           

826        100.0     100.0       

income1 월평균 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모름 0 56          6.8         6.8           

0~100만원 미만 1 152        18.4       18.4         

100~200만원 미만 2 97          11.7       11.7         

200~300만원 미만 3 228        27.6       27.6         

300~400만원 미만 4 114        13.8       13.8         

400~500만원 미만 5 88          10.6       10.6         

500~600만원 미만 6 28          3.4         3.4           

600~700만원 미만 7 10          1.3         1.3           

700~800만원 미만 8 12          1.4         1.4           

800만원 이상 9 41          4.9         4.9           

826        100.0     100.0       

income2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모름 0 7            0.9         0.9           

0~100만원 미만 1 29          3.5         3.5           

100~200만원 미만 2 50          6.1         6.1           

200~300만원 미만 3 171        20.7       20.7         

300~400만원 미만 4 181        22.0       22.0         

400~500만원 미만 5 185        22.4       22.4         

500~600만원 미만 6 63          7.7         7.7           

600~700만원 미만 7 47          5.7         5.7           

700~800만원 미만 8 40          4.9         4.9           

800만원 이상 9 52          6.3         6.3           

82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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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 1 338        40.9       40.9         

부산 2 0            0.0         0.0           

대구 4 97          11.7       11.7         

광주 5 0            0.0         0.0           

경기 8 388        47.0       47.0         

강원 9 0            0.0         0.0           

충북 10 0            0.0         0.0           

충남 11 1            0.1         0.1           

전남 13 1            0.1         0.1           

경북 14 1            0.1         0.1           

경남 15 0            0.0         0.0           

82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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