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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생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등 / 2021. 8. 27.(금)

□ 제목

ㅇ 학생들“장학금도‘계층 갈라치기’하나”대학“등록금 자율화 

사실상 물 건너가”

ㅇ 월세‧반값등록금에 목돈마련까지‘선심성 돈풀기’

ㅇ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중산층 반값등록금…“퍼주기로 표심사나”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ㅇ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범위를 개편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해서 인하**하고,

*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120% 286→368만원(‘18년), 130% 120→368만원(‘19년)

** (`19년) 2.20%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1학기) 1.7%

ㅇ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급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대학생들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

□ 이러한 노력에 이어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연간 4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4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대학생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기존 저소득층 지원 중심에서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적었던 중산층

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ㅇ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 아울러, 한정된 국가 재원,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2022년에 증액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 8구간을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기타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개선하여 2021년보다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미래 사회 대비에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국회 및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