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설명자료
2021. 7. 22.(목)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 당

교육복지정책과
(꿈사다리/교육급여)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이상돈
이승재
신동진

(☎ 044-203-6526)
(☎ 044-203-6773)
(☎ 044-203-6946)

고교교육혁신과
(영재키움)

과  장
교육연구관

김혜림
장원영

(☎ 044-203-6276)
(☎ 044-203-6686)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겨레 / 2021. 7. 22.(목)

□ 제목 : 코로나발 학습 결손에도... 저소득층‘성적순’지원한다는 교육부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보도된 저소득층 장학금(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성적기준이 필요

없거나 일부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 성적 외에 학생의 역량 및 

자라온 환경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선발인원중 37.5%는성적과무관하게잠재력, 긴급지원필요성등을기준으로선발하며,

나머지도전체학생의약 90%가포함되는최소한의성적기준만을요구하고있음(高기준)

ㅇ 장학금 외에 1:1 멘토링, 진로·진학컨설팅 등을 지속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과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 중고생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 시까지 

학업장려금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장학제도

  * 지원인원: (’19.) 1,500명 → (’20.) 2,350명 → (’21.) 3,317명

 ** 꿈유형: 꿈이 있는 우수 중·고생을 학교별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지속 지원

재능유형: : 성적과 무관하게 재능·잠재력이 있는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지속 지원

SOS유형: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중·고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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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ㅇ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영재키움 프로젝트사업 :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양한 영재 성장 프로그램과 멘토 교사의 1:1 멘토링 등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지원인원: (’18.) 400명 → (’19.) 458명 → (’20.) 516명 → (’21.) 647명 (누적, 시도 대응 투자 포함)

 ** 지원대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선발방법: 심사위원회에서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21년 평균

24%인상에 이어, ’22년 평균 20%이상 인상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