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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기간) 2022.3.∼2023.2.

cc

○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대상 학생이 방과후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하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 1순위: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난민, 세월호 피해자, 탈북가정학생
- 2순위: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자녀
- 3순위: 학교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 기 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교육비 신청이 불가한 다문화가정 학생)

2022. 3.

경기도교육청

□ 지원방법
시군구에서
학부모(또는 소득재산조사를
학생)가
실시하여
▶
▶
주민센터에
학교로
교육비 신청 나이스를 통해
대상자 통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대상자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
결정 후 ▶
▶
▶ 학교로 예산
소요예산
으로 예산
소요예산
교부
신청
재배정
신청

[마 을 교 육 공 동 체 정 책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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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1학년도
2순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2022학년도
<변경> 2순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목차

쪽수
P.1
P.4

<추가>

1순위
가)~다) 기존동일
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
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
지원대상자 범위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

녀

<변경 및 추가>

3순위: 학교장추천
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나) 선정비율

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4조의2 개정에

P.4
P.15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Ⅰ. 목적 ·········································································· 1

자녀를 포함

Ⅱ. 근거 ······································································ 1

<추가>

Ⅲ. 사업개요 ······························································ 2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P.5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P.14~15

1.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 2
가. 지원기간 ······················································································ 2

학교장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신취약계층) 학

나. 지원금액 ······················································································ 2

교장 추천 비율을 15%까지 운영 가능(‘22년 한시)

다. 지원대상자 ·················································································· 3

<추가>
자유수강권
프로그램
지원범위
<추가>

라. 자유수강권 프로그램 지원범위 ··············································· 5

1)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있는 기관·
1)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서

바)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마. 지원내용 ······················································································ 7
P.6

바. 지원기간 산정 기준 ·································································· 8

등 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한 기관·단체에서 운

사. 전 ․ 출입시 처리 기준 ······························································· 9

영하는 프로그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EBS프로그램 운영 가능

2.

<추가>

가.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처리절차 ············································· 10

라. 방과후학교 지속적 운영으로 자유수강권 이용 제고

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 및 소득인정에 따른 지원자 외 선정 방법 ···· 11

1)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개설 위축 등으로

3.

자유수강권 집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극 운영
학교 행정사항
<추가>

가~다. (기존동일)
라. 추가

(자유수강권 자체점검 사항에 포함됨)
2) 자유수강권 활용 대상을 EBS강좌 수강(교재

P.21

※ 예시: 학교가 EBS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습상

1. 학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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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 16

Ⅳ. 행정사항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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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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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회계

자유수강권 신청 절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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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Ⅱ사업 개요

rudrlehrydbrc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Ⅰ

목

적

둔 사업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정한 일정액을 수익자 부
담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수강을 지원하여 학생의

1

자기계발 및 학업성취도 제고

Ⅱ Ⅱ근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가. 지원기간 : 2022. 3. ~ 2023. 2.

거

「
」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4.「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 지원)부터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 2022년 3월 운영 프로그램부터 지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7조(벌칙)

「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부터 제104조의7
(비용 징수의 통지),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부터 제92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

7. 2022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요령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700(2022.2.24.)호.]

나.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2) 학교별 교부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수강권의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 제한 없음
가) 학교별 1인당 연간 사용 한도금액 초과 후, 수강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보호자(학부모) 부담으로 수강해야 함
나) 학교의 예산 잔액이 남아있고, 학생 1인당 60만원 이하로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에게 발생한 수익자부담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반드시 환불토록 함
다) 지원대상자 중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연간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가능(예시: 출석률 90%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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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지적 사례(교육부)
(감사원)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결과(’14.9월)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원도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금액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수강료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자유수강권 대상학생의 자유수강권 지원액 및 자부담 현황 자료 제출 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처리

다. 지원대상자 : 초‧ 중‧ 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1)

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의2 개정에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를 포함
※ 난민 선정 방법 15쪽 참조

마)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피해자(교육비 신청 없이 지원)
- 2014학년도 2학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 ‧ 생존 학생의 형제‧
자매로서 초‧중‧고교 학생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의 자녀로서 초․중․고 학생

지원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바) 탈북가정학생

1)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교육비 신청 없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으로 확인 후 지원 가능

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 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연금)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舊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 대상: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초·중·고교 학생

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유형

- 근거: 경기도교육청탈북가정청소년교육지원조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경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내로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증의“주민등록번호”란 좌측에 구분자코드 “C,E,F”로 확인
(1년 이내 발급된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2)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단위학교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자를 높은 순위로 지원대상자 선정
3) 3순위 : 학교장 추천
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유수강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
위원회(방과후학교소위원회 대체 가능)를 거쳐 학교장추천 대
상자로 선정된 학생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인가받은 대안학교 (뒷장 참고1. [학교 현황] 24p 참조) 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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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나) 선정비율 :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지원대상자(기준일 : 5.31일자) 중
1순위(난민, 세월호 피해 학생 및 탈북학생 제외) 및 2순위 학생수의
10% 이내로 추천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신취약계층)

중복지원 제외대상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경기도교육청(공․사립)의 특수학교(급) 별도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미지원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 ․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방
과후학교 교육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사회통합전형이란?
자율형 사립고, 외고 ․ 국제고, 과학고 등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로 입학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
- 14개교 : 뒷장 참고3. [학교 현황] 24p 참조
※ 사회통합전형 해당학교이나 “사회통합전형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계획”에 의거 미지원하는 학생 중
자유수강권 지원 필요 학생은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 기준에 의거 처리

학교장 추천 비율을 15%까지 운영 가능(’22년 한시)
※ 1·2순위의 10% 또는 15% 이내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 텀별 지원대상자 변경 불가능하며 학교
장 추천으로 지원한 인원 비율을 준수해야 함
※ 5월 31일자 이후 1·2순위 학생수가 증가한 경우 10% 또는 15%이내 비율내에서 추가 학교장

라. 자유수강권 프로그램 지원범위
1)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가) 교과 ‧ 특기적성 프로그램

추천 가능함

다) 나이스로 통보된 1․2순위 학생수가 10%(10명) / 15%(15명) 이하일 경

나) 토요일 및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
다) 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우, 1명 / 2명 선정 가능

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4)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가) 다문화가정 학생 중 교육비 지원 신청이 불가한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유수강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
위원회(방과후학교소위원회 대체 가능)를 거쳐 지원
※ 선정 학생은 학교장 추천 10% 또는 15%이내 비율에 포함 하지 않음

5) 예산 범위 내 운영을 위한 1순위 ․ 2순위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및 순위별 차등 지원 가능

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미준수 시 미지원
바)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등 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한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EBS프로그램 운영 가능

2) 지원범위 제외대상
가) 일회성 프로그램 : 현장체험학습 ‧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위별 차등 지원하지 않음

나) 사설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수강료
다) 수익자 부담 경비가 없는 방과후 프로그램(※

전교생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학교의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라) 교육과정 내의 현장체험학습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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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내용

바. 지원기간 산정 기준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 자유수강권 지원범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가) 강사료, 교재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모두 지원 가능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는 급·간식비 지원 불가(초등

1)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텀)부터
해당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교육비 지원신청을 하고 소득·재산조사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추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는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 중 늦은 신청월로 소급하여 지원

돌봄교실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급·간식비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만으로는 지원 불가
? 업무 tip

지원기간 산정 예시 1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102쪽 수용비 관련 참조

4. (수용비)
①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강사료의 7%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þ 주의사항 : 수강료의 7%가 아니고, 강사료의 7%이내임
(예시 )
강사료
(A)
30,000

교재비
(B)
5,000

재료비
(C)
5,000

수용비 (D)
(강사료의 7% 이내)
2,100

[단위 : 원]
수강료
(E=A+B+C+D)
42,100

☞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액 : 42,100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
(1텀) 2022.3.4.-4.19. (2텀) 2022.4.22.-5.31. (3텀) 2022.6.3.-7.19. (4텀) 2022.7.22.-8.30.……
(예시)
- 교육비 지원 신청일: 2022.5.13.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2022.6.14.
☞ 2텀 수강 기간 중 교육비 지원 신청을 했으므로 2텀 프로그램 수강료부터 소급 지원

2) 초등돌봄교실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급 ‧ 간식비
가)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급·간식비는 돌봄교실 저

2) 지원대상자가 미지원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소득층 급·간식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청 지원금(초등돌봄

중지 된 경우

교실 운영예산)으로 우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당해 학년도말까지 지원 가능

사유에 한하여 방과후자유수강권으로 지원 가능
나)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자유수강권 대상자 1․ 2순위까지)와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산정 예시 2
A학생 2022.3.4.일부터 자유수강권 지원 시작, 2022.7.1. 자격 중지

지원 대상 3순위(학교장 추천) 및 기타(저소득층 다문화가정)까지 지원 가능

☞ 2022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가능(2023.2월까지 지원 가능)

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인당 한도액이 있으므로, 방과후학교 자유

B학생 2022.8.1. 법정 저소득층 자격 취득, 2022.12.31. 자격 중지

수강권을 급간식비로 이용할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용 금액이

☞ 2022.8.1.일자 텀이 속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부터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가능

줄어들므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안내 및 업무 처리 시 유의
3)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3) 학교장 추천 대상자(3순위) 및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확정일이 속한 프로그램 운영 기간

프로그램 개설·운영 금지

(텀)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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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당해학년도 최초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은 학년도
시작일부터 지원 가능
지원기간 산정 예시 3
프로그램 운영 기간
(1텀) 2022.3.4.-4.19. (2텀) 2022.4.22.-5.31. (3텀) 2022.6.3.-7.19. (4텀) 2022.7.22.-8.30.…
(예시1) 최초 학생복지위원회 심의일 : 2022.5.16.
☞ 최초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은 1텀 수강료부터 지원
(예시2) 2차 학생복지위원회 심의일 : 2022.7.1.

2

자유수강권 신청 절차

※ 지원절차 개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
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
제처리)
신청
학생, 보호자
(‘22.3.2.∼3. 18.)
상시

접수
읍면동
또는 온라인 ▶
▶

소득·재산 조사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시·군·구
(행복e음)

대상자 결정
▶

학교
(NEIS)

☞ 3텀 수강 기간 중 심의 선정 되었으므로 3텀 프로그램 수강료부터 지원

가.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처리 절차
사. 대상 학생 전․출입 시 처리 기준 : 전입교 지원 기준에 따름
1) 전출입 대상 학생을 NEIS로 송수신 처리
2) 전출시 대상 학생 해당학년도 지원 현황을 전학한 학교(전입교)로 알림
공문 시행: 뒷장 26p 참고4. 참조.
3) 전출입 학생으로 인해 자유수강권 소요액의 증감 발생 시, 교육지원청
소요액 파악 시 반영하여 신청

1) 신청
가) 신청인 : 학생 또는 보호자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자가 가구원의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 등을 주장하나 증빙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징구 후 가구원에서 제외

4) 타시도 및 타학교로 전출 시, 전학한 학교(전입교) 지원기준에
따르므로 지원 기준, 금액 등은 전입교로 문의하도록 학부모
(보호자)에게 안내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21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22년에 교육
학생 중에서
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농어업인의삶의질법」, 「댐건설법」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 지역 학교
진학 시 반드시 신청 필요
으로 지원받은 학생

나)

집중신청기간 : ’22. 3. 2.(수) ~ 3. 18.(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 자유수강권지원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하는 점, 학교장 추천
비율의 기준인원을 5.31.자로 결정한다는 점을 미루어 집중신청기간에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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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 ①, 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방문 신청

②인터넷 신청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라) 취소절차 :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 지원 예정자의 신청취소(철회) 절차
- 신청기간 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 요청하고, 지원 중지는

※ 학교장 추천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제도 개요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하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가) 교육비 지원 심사 이후 학교장 추천 절차를 진행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란 행정적으로 신청이 불가한 상태를 의미, 단순 원거리 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음
? 업무 tip

학교에 직접 요청
※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예시)
- 교장·교감, 관련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교원위원,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등으로 구성(※ 구성방법은 학교별로 결정)

2) 조사

- 지역내 학교간 선정기준의 형평성 및 지역간 형편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해당

가) 주체 : 시‧군‧구 통합조사팀

지역 읍·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석시킬 것

나) 대상 :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과 가구원

※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다) 내용 및 방법 : 행복e음에 등록된 각종 공적자료 조사
3)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가) 결과송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학교(나이스)로 조사결과 송부
나) 보장결정 : 4~5월 중 나이스로 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다) 나이스로 결과 통지 : 신청인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심사결과 통보
및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 및 소득인정에 따른 지원자 외 선정방법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

나) 선정비율 :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지원대상자(기준일 : 5.31일자) 중
1순위(난민, 세월호 피해 학생 및 탈북가정학생 제외) 및 2순위 학생수의
10% 또는 15% 이내로 추천 가능(5월 31일자 이후 1·2순위 학생수가 증
가한 경우 10% 또는 15%이내 비율내에서 추가 학교장 추천 가능)

다) 나이스로 통보된 1․2순위 학생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1명 선정 가능
(15명 이하일 경우, 2명 선정 가능)
(예시) 학교장 추천 비율
1․2순위 대상자수
1-19명
20명-29명
30-39명
40명 -49명
추천 가능인원
1명
2명
3명
4명
□ 1․2순위 대상자 수 : 당해학년도 5.31.일자 기준 나이스로 통보되어 온 1․2순위 대상자 수
□ 10% 또는 15%이내 이므로 소수점은 반드시 절사함

라) 추천 제출 서류
- 학교장 교육비 지원 추천서(양식 27쪽) : 초 ․ 중 ․ 고 의무사항
-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자격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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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수증을 나이스 교육비 자료로 갈음하여 처리 가능(나이스로

있음을 안내 후 학교장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 추천서 작성 ․ 제출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보호자의

통보된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장 추천 재고)
- 나이스로 통보된 자격 기준이 없을 경우, 기타 증빙서류 제출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 제출
․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v 학교장 추전 선정 사례 및 증빙서류 (예시) v
연번

선정사유

제출서류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2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회생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인 사항 인쇄
경우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3

4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부당 지원에 해당함(단순 미납자 선정 금지)
- 위원회 심사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방과후학교소위원회 대체
가능)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보호자의 근로 ․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득
인정액을 참고자료로 활용

부양 의무 자 가 질 병 ․장애 및 희귀 ․난 치성
▪진단서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경우(의료비 과다 지출 등)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인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
거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바) 유의사항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통/반장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폐업신고서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부득이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 교육비 신청 기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를 감안하여,

6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
▪경매진행통지서 등
진행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을 상 ․ 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7

신용불량자

수시로 실시할 것을 권장

8

▪금융기관 확인서
학교장추천의 당위성이 구체적인 경우로 ▪추천서에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등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인원은 제한비율 10% 또는 15%(‘22년 한
시적용, 신취약계층)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추가 추천 가능

마) 추천 절차

· 도교육청 승인 요청 시, 학교에서는 위의 절차를 준수하고 학생
면담

추천서 작성
▶

보호자 면담*

보호자 동의하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

심의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 및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복지심사위원회(방과후학교소위원회 대체 가능)에서 학교장 추천
10% 또는 15% 초과 사유 및 학교장 추천 모든 대상자의 증빙
서류(초·중·고 모두 해당)를 검토하여 승인 요청

- 보호자 면담 : 교육비 탈락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확인 및 학교장 추천자 선정시 신청자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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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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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
(진학 포함)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나)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2013.3.11 ~ 4.19 실시한 감사원 교육복지추진 실태 감사 결과 지적 사항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1과 – 1640(2013.6.21.)>

다)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학생 자유수강권 반납 처리
-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 처리 규정에 의거 자유
수강권 지원액 반납 처리
2) 자유수강권 소요액 신청

3)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선정

」

가) 근거: 난민법 제33조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4조의2

가) 자유수강권 실질적 소요 예산액을 예측하여, 적정하게 신청
- 과다한 소요액 신청으로 타교의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나) 지원대상: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돌아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학생 관리에 철저
(지원대상자×최대금액으로 산출 하지 않도록 유의)

다) 지원절차

법무부
▼
추천자 교육부
통보
법무부

1) 학생별 자유수강권 현황 관리 및 집행실적 제출

※ 집행실적 취합 양식 : 추후 알림

- 학교장 추천 제출서류 및 절차 준용
다) 유의사항
- 해당 학년도만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재선정 절차 후 지원

▶

가. 학교

※ 집행실적 자료 제출 : 분기별 실시(별도 시행 공문에 따라 처리)

- 다문화가정 학생 중 교육비 지원 신청이 불가한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단, 학교장 추천 1·2순위 내 10% 또는 15%비율과 무관)
나) 제출서류 및 선정방법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자유수강권 지원 관리

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리대장2) 활용을 통한 데이터 관리

2)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선정
가) 대상

「

3

학교로 추천서
제출

▶

민원인(난민)

추천서 보관 및
교육비 지원

▶

학교
▼(보고)

추천자 시‧도교육청
통보
▶
▶
교육부

추천자 명단 관리

※ 소요액 신청 자료 제출 : 별도 시행 공문에 따라 처리

3) 자유수강권 회계 처리 방법 준수
가) 뒷장 26쪽 참고6. [자유수강권 회계 처리 방법] 참조
※ 행정실과 업무처리 협의

시·도교육청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자 지위 계속 여부 확인 가능

- 15 -

전출‧진학 시,
해당 학교로
추천서 이송
학교

2) 공문에 첨부된 자유수강권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운영 및 추후 보고자료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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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 완료 시

나)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신청 및 교부(재배정) 시기

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

분기
(사용분)

- 신입생 예비 소집 시 법적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1분기*
(3~6월)

신청시기
교부(재배정) 시기

제출하면 교육비가 납부유예됨을 학부모에게 안내

4월 초

2분기
(7~8월)

3분기
(9~11월)

4분기
(12~21.2월)

7월

9월

12월

7월

9월

12월

※ 제출일정: 해당 신청시기에 별도 공문 안내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단, 교육비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 1분기는 학교별 19학년도 총 집행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교부 예정

제외될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1학년도 실적이 미비한 관계로 19학년도 실적 반영
-19학년도 이후 신설된 학교는 인근 지역 학교의 학생 수 등을 참고하여 신청

- 부득이, 학생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자로 선정 시

Ⅳ Ⅱ행정사항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부모(보호자)에게 환불 조치
다) 당해연도 예산 잔액 발생 시, 2023년 2월말 전액 반납 처리
- 학교회계 목적사업 적정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미집행잔액은 전액 반납

1

학교

가. 학부모(보호자) ․ 학생 홍보
1) 교육비 집중신청기간(‘22.3.2.~3.18.)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나.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1) 급별 ․ 학교별 자유수강권 현황 관리 철저

사전에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3월부터 수강토록 유도

2) 자유수강권 학교별 교부
가) 학교별 실질적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집행실적 현황을 반영하여
탄력적 교부 : 일률적 ․ 기계적 배분 지양
- 자유수강권 관리대장을 통해 잔액 과다 발생교와 자유수강권
예산 부족교의 지원금을 조정해서 실질적 지원금을 높일 수

- 학교는 학생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등 안내 실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텀)부터 소급하여 환불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소득계층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선별적 지원
4)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 및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있도록 교부

내에서 학생 ․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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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지역 내에서 학교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지 않도록 유의

나. 개인정보 보호 철저
1)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점검
2)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3)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및 지자체 지원 등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가)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하게 하거나,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특히, 타 지원금이 있는 학교에서는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에 대하여도

경제사정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

타 지원금에서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며, 자유수강권만으로 전액 지원 불가)

하여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 원칙적 금지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자유수강권 지원 예시
방과후학교 A프로그램
- 수강료 3만원
- 수강 총인원 30명(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10명 포함)
불가 사례
사례1

승인 후 해당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다)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3만원 × 20명 = 60만원
◦자유수강권 대상자 지원비
3만원 × 10명 = 30만원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라) 비밀엄수 의무 위반 시, 최고 파면 처분 가능
주요 노출 사례
◾A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개인 상담이 외부학생에 노출
◾B교 : 학교 내 각종 회의(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에 다른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육비지원 내역 등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 노출
◾C교 : 교육비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학교장 훈화(주위학생들에 노출)
◾D교 :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서로 인한 정보 노출
-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서를 일반학생에게만 받고, 자유수강권을 지원받는 학생에게는 받지 않음
◾E교 : 교육비 납입 고지서 및 납입 영수증으로 인한 정보 노출

가능 사례
사례2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2만원×30명 = 60만원
◦자유수강권 대상자 지원비
1만원×10명 = 10만원
◦자유수강권 비대상자 수익자부담금
1만원×20명 = 20만원

사례3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3만원×30명 = 90만원

※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전체학생에게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고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시, 자유수강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위의 집행 사례 유념하여 업무 처리

다.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부정수급 발생 근절
1)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기 위해
소득‧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비 납입 고지서, 영수증을 일반학생에게만 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 주지 않음
- 납입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끼리 고지서를 비교

다. 자유수강권 지원 관리 철저
1)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산 집행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일률적 수업 참여 독려 금지 : 특히, 중 ․ 고등학교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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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v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비용의징수) v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
받게 한 경우 비용을 징수 및 고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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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원

1) 자유수강권 학교별 교부 관리

․

가) 자유수강권 집행의 오용 및 조직적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가) 급별 설립별 구분 관리 철저

나) 지원대상 학생의 실제 수강여부 확인을 통한 방과후학교 자유

나) 지원인원 금액 데이터 관리 철저

․

2) 자유수강권 정산 내역 관리

수강권 지원금 관리 철저

가) 자유수강권 지원액, 자부담 수강액 세부 데이터 관리
사례

v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 v

라.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점검(7~9월) 추진 예정

○○학교 : 자유수강권을 대상학생들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생을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한 것처럼 수강인원을 부풀려 출석부를
조작, 1천500여만원의 수강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15.4. ○○뉴스)

라. 방과후학교 지속적 운영으로 자유수강권 이용 제고
1)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개설 위축 등으로 자유수강권 집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극 운영(자유수강권 자체점검 사항에 포함됨)
2) 자유수강권 활용 대상을 EBS강좌 수강(교재비포함)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 예시: 학교가 EBS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습상담-지도-관리 등 자기주도학습 지원

2 교육지원청
가.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학교 연수 실시
1) 자유수강권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안내 및 홍보
2) 부패 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교육 등

나.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
다. 자유수강권 학교별 교부 및 정산 내역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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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대안학교 현황

Ⅴ Ⅱ참고자료
구분

내

용

쪽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초1교, 중1교, 고 5교 (총 7교)
연번

1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인가받은 대안학교 현황
월 소득인정액 관련 중위소득 환산표

24
25

3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교 현황

25

4

(예시)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의 전출입 경우

26

5

학교장 교육비 지원 추천서 양식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96번길 88

교무실: 031-258-0232
행정실: 031-258-0233

안양시 만안구 냉청로 38

교무실: 031-441-4634
행정실: 031-441-4634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387번길 41

교무실: 032-349-5111
행정실: 032-349-6003

부천실업고등학교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1번길 35-29

교무실: 032-674-7823
행정실: 032-679-4212

5

고양송암고등학교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31번길 67-13

교무실: 031-977-6194
행정실: 031-977-6296

6

진영중학교

경기 부천시 은성로2번길 60

교무실: 032-439-5117
행정실: 032-349-6003

7

진영초등학교

경기 시흥시 포도원로 39

교무실: 031-313-3600
행정실: 031-312-3600

1

계명고등학교

2

안양상업고등학교

3

진영고등학교

4

비고

27

□ 인가받은 대안학교 현황
6

자유수강권 회계 처리 방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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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교명

1

경기새울학교

2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이천시 율면 금율로 862번길 231-20

031-639-9910

중

광성드림학교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61

031-929-9500

초·중·고

3

쉐마기독학교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80번길 184-16

031-858-3144

초·중·고

4

중앙예닮학교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90

031-217-1401

중·고

5

하늘꿈중고등학교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031-758-2071

중·고

6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연천군 전곡읍 양원로 268번지 106-125

070-8891-3830

고

7

티엘비유글로벌학교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031-960-1171

초·중

8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 231-14

070-8953-1009

중·고

031-500-5200

초·중·고

9

군서미래국제학교

시흥시 봉우재로37번길 5

10

새나래학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5

-

미운영

11

신나는학교

안성시 보개면 복평길 18

-

‘22.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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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참고 4

월 소득인정액 관련 중위소득 환산표

(공문 예시) 자유수강권 대상학생의 전출입 경우

□ 목적
자유수강권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학생 전학 시 해당학년도
(단위: 원)

지원금액을 전학한 학교(전입교)로 통보함으로써 자유수강권 지원의 공정성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반드시 비공개 처리 (개인정보 보호 철저)

중위소득 52% 이하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 나이스로 자격 송수신 처리

중위소득 60% 이하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70% 이하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소
득
인
정
액

확보하기 위함
□ 유의사항

□ 보고체계 : 학교 → 학교 ※ 양식 변경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금액 × 해당 %

참고 3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교 현황

수신
(경유)
제목

00학교장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지원 현황 알림

1. 관련: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계획

□ 자율형 사립고 : 안산동산고, 용인외고 (2교)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학생의 지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고 : 성남외고, 수원외고, 경기외고, 과천외고, 김포외고, 안
양외고, 동두천외고, 고양외고 (8교)
□ 국제고 : 동탄국제고, 고양국제고, 청심국제고 (3교)
□ 과학고 : 경기북과학고 (1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전출교

학생
성명

자격 ※

생년월
일

국민기
초생활
수급자

지원현황
지원기간

지원금액

2022.03.01.08.31

400,000원

전입교
(전입일)

비고

※ 나이스 상 통보된 자격을 기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연금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기타(소득수준조사대상자) 중위소득 00% 중 택일하여 기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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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참고 6

(양식) 학교장 교육비 지원 추천서

학교장 교육비 지원 추천서
대상학생

학년

반

번

성명

생년월일

관계

생년월일(나이)

▪ 근거: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2020년 지원금 이중처리의 불편함으로 인한 단위학교의 학부모부담수입 지원금 처리절차 개선 요구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제68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전원합의로 개선 추진했던 학부모부담수입 지원금

주소(실거주지)
성 명

자유수강권 회계 처리 방법

직업(구체적으로)

(14종) 원가통계비목 폐지
[원가통계비목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폐지 → 원가통계비목 ‘목적사업비전입금’ 사용]

보호자

전화번호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보호자 주소
처리 절차
- 일부지원: 일부학생, 일부지원

추천 내용 □학비지원 ⇒ 보호자 희망여부 □
(※ 해당란에
전부 체크 ✓)

‣ 세입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목적사업비 전입금 1,000천원
수익자부담수입>방과후학교활동비>방과후학교활동비 1,000천원 (징수 및 수납처리)

□학교급식지원 ⇒ 보호자 희망여부 □

※ 지원 사업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보호자 희망여부 □
따라 수정가능

상담내용 및
추천사유
추천
의견

(구체적으로)

‣ 세출 : 방과후학교운영>방과후학교운영>방과후학교강사수당>운영수당 2,000천원
세입

세출

항

목

원가통계
비목

금액

교육비특
별회계전
입금수입

교육비특
별회계전
입금

목적사업비
전입금

1,000

수익자
부담수입

방과후학교
활동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1,000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
비목

금액

방과후학
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운영수당

2,000

기타사항
- 학부모부담금(학생별) 징수 업무처리는 현행유지 (감면지원자 처리)
- 예산편성 점검 : 세입예산에 계상된 전체 금액과 세출예산에 계상된 전체 금액 일치

□차상위계층, □근로능력부족, □실직, □사고, □생계곤란
(해당 □에 ✓표시) 기타 내용 :

추천사유

- 목적지정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을 회계연도 내 일괄 반납[목적지정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 금지]
※「학교회계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698(2020.10.8.)호

증빙서류
위 학생을 상기 추천내용과 같이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직) 교사 성명)

(인) 또는 서명

※ 1.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학부모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
(추천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2. 환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첨부

※ 학교장 추천 시에도 반드시 신청서에 보호자 확인을 요함(보호자 의향 존중)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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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Ⅱ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관련 Q&A
Q 1

A 1

Q 2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한

Q 4

A 4

데 별도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
하시면 됩니다. 내부결재 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로 가능합니다.

Q 5

세월호, 탈북가정학생, 저소득층 다문화가정학생도 나이스 학교장 추천
관리 탭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야 하나요?

교육비 신청이 불가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을 증빙할수 있는 서
류는 무엇이 있는가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저소
득층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시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소득기준에 탈락한 경우에도 소
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자료(중위소득%)로 갈음하여 기타 증빙서류 없이도

A 5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영계획 12페이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으며, 내부결재 및 자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미등록 사유: 나이스 등록 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비
수혜이력 입력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지나, 탈북가정

A 2

Q 6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 등은 위의 기관과 별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교 대상이 아님

2023년 2월경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면 됩니다.(명시이월 금지)

※난민의 경우에는 교육복지기획과 또는 교육지원청 성과협력팀에서 추후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처리

Q 3

A 6

2022학년도 3월~5월에 필요한 예산은 2021학년도 1차 교부 방법과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예상 필요액을 산정한 후 교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모든 다문화가정학생이 대
상이 되나요?

Q 7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자유수강권 관리대장 양식을 꼭 사용하여야 하나요?

교육비 신청이 행정적으로 불가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만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비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가정(불법체류자도 해
당), 보호자 주소불명 등이 있습니다.

A 3

학교 자체 관리대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A 7

관리대장 시트 4번’을 활용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진흥 조례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정 대상 범위를 규
정하고 있으며, 3호에서는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도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신청이 가능한 다문화가정은 기타순위

단, 교육청에서는 자유수강권 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수강권

Q 8

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학생’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강권 프로그램 지원범위 중 역량 있는 기관·단체가 어느 기관을
의미하나요?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등 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한 기
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2022년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A 8

(EBS)에서 운영하는 강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EBS 교재 제공하여 학생이 집에서 선 학습 후 방과후에 강사와 함께
해당 부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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