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Ⅶ-A : 교육콘텐츠 153

I. 서론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사교

육 시장의 규모도 크며 교육서비스의 성장과 발전도 최

고 수준이다. 교육서비스의 변화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서 먼저 일어나며 사교육의 변화를 공교육이 뒤따른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교육이 시작되었다. 온라인교육은 90년대 말 시작

되어 2010년을 전후로 본격화되었다. 온라인교육은 사교

육에서 먼저 성장하고 발전하였고 최근에 들어서야 공교

육이 온라인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사교육시장의 온·오프라인 변화를 통

해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분석대상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 수용자가 이

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교육분

야에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

다.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공급자가 개발하여 아무리 중

요하다고 강조해도 수요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육서비스는 무의미하며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 변화

하는 시대에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사교육 시장의 온·오프라인 교

육서비스에 대한 총지출금액으로 수용자의 온·오프라인 

교육의 선택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교육서비스 

중 가장 비중이 높고 교육변화에 민감한 초·중·고 교

육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온·오프라인교육의 선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 초·중·고 사교육비총액과 학생수

표 1. 통계청 2009~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
(억원)

전년대비
증감률(%)

학생수
(만명)

전년대비
증감률(%)

2009년 216.259 745
2010년 208,718 -3.5 724 -2.8
2011년 201,266 -3.6 699 -3.4
2012년 190,395 -5.4 672 -3.8
2013년 185,960 -2.3 648 -3.6
2014년 182,297 -2.0 629 -2.9
2015년 178,346 -2.2 509 -3.2
2016년 180,606 1.3 588 -3.4
2017년 186,233 3.1 573 -2.6

  초·중·고의 사교육비총액은 2009년 21조6천2백5십9

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년 17조8천3백4

십6억원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서 2016년에는 18조6백6억원, 2017년에는 18조6천2백3

십3억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중·고의 사교

육비총액의 감소는 학생수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

인다. 2009년 초·중·고 학생수는 7백4십5만명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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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4차산업혁명시대는 AI로 대표된다. 인간의 노동과 기술이 로봇과 AI로 대체될 것이다. 교육분야에도 AI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이

로 인해 오프라인교육이 대부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온·오프라인 교육의 수용자 선택의 변화

를 분석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 흐름과 변화를 예측하여 보았다. 공급의 측면에서 온라인교육의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

고 수요의 측면에서도 온라인교육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교육이 아니라 오프라인교육의 변화이

다. 온라인교육이 도입되며 오프라인교육의 총지출은 매년 감소하였다. 하지만 오프라인교육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하

였지만 그 감소율이 점차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온라인교육서비스가 점차 발전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교육의 

지출 증가는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는 수용자의 선택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다름을 알 수 있고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

래하여도 교육은 달라야 함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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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5백7십3만명으로 줄었

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학생수가 감소하였는데 사교

육비총액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 그림 1.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및 학생수

3. 초·중·고 온·오프라인사교육 지출총액

표 2. 산업통상자원부 2009~2017 이러닝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온라인사
교육비
총액

(백만원)

전년
대비

증감률
(%)

오프라인사
교육비총액

(억원)

전년
대비

증감률
(%)

2009년 357,284 212,686 

2010년 382,210 7 204,896 -3.7

2011년 410,974 7.5 197,156 -3.8

2012년 414,572 0.9 186,249 -5.5

2013년 443,974 7.1 181,520 -2.5

2014년 472.684 6.5 177,570 -2.2

2015년 512,939 8.5 173,217 -2.5

2016년 515,334 0.5 175,453 1.3

2017년 551,267 7 180,720 3

  초·중·고 온라인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3천5백7십

2억8천4백만원을 기록한 후 매년 증가하여 2017년 5천5

백1십2억6천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초·

중·고 오프라인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조2천6백8십

6억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5년 17조3천2백1십7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며 2016

년 17조5천4백5십3억원, 2017년 18조7백2십억원을 기록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며 다양한 학습콘텐츠와 학습방법이 개발되

고 적용되고 있음에도 온라인사교육의 성장률은 일정한

데 비해 오프라인사교육의 성장은 매년 감소하였지만 전

년대비 감소률이 줄어든데다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수용자가 오프라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온라인

교육에서 오프라인교육으로 교육선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교육서비스에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

운 학습방법이 활용되고 여기에 AI가 도입되면서 오프라

인교육보다 개인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교육

의 총지출이 높아지는 것은 교육이 다른 서비스와는 다

르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온라인교육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저렴한 비용과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

용자들은 오프라인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선택의 변화

가 일어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프라인교육의 

선택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프라인사교육비총액

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매년 줄어들다 2016년부터는 증가

세로 돌아섰다. 더군다나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 

그리고 온라인 기술이 더욱 향상되고 온라인교육서비스

에도 AI가 도입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오프라인사교육

비총액의 증가는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로봇과 AI로 대체될 것

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육 부분도 그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의 선택은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

화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듯 하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

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

고 더욱 중요한 듯 하다. 창의성과 융합사고력 등을 고려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교과학습이라 하더

라도 온·오프라인교육의 수용자들의 선택의 변화를 고

려하면 교육은 직접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과정에서 지

식전달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

다. 수용자들이 온라인교육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아니 20년 전과 똑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교육으로 선택의 변화가 왜 다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 

수용자들이 원하는 교육, 그리고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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