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72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국가 신규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과장 이규봉, 교육지원팀장 박정규, 담당 필혜민 ☎ 729-3042

협조부서 -

협력체계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시·군

시민참여 -

□ 정책목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리 확대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의무교육의 단계적
추진 시점에 맞추어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비부담 없는 학업기회 제공

□ 개    요
❍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35개 고등학교 학생 24,492명(2021.9.교육청 산정)

❍ 지원제외교: 계원예술고, 하늘꿈학교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 지 원 액: 1인 年 약 169만원
❍ 재원분담: 국가 49.6%, 교육청 47.5%, 경기도 2.9%(도 분담율 중 성남시 5.35%)

    ∙ 경기도 분담비율 산정 기준: 2017. 학비지원사업 결산 결과 적용
    ∙ 분담방식: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도 교육청)
  ❍ 추진근거: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2020.3.)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정부 고교 의무교육 공약사항 추진 시점(2019년)에 맞춰 사업추진

2019년 하반기 ∘2019. 2학기 고교3학년대상 무상교육 실시

2020년 연  간 ∘2020. 고교2~3학년대상 무상교육 실시

2021년 연  간 ∘2021. 고교전학년대상 무상교육 실시

2022년이후 지  속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3년

~2024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4,207 - 2,394 - - 599 921 874 1,813



※ 기관별 재원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3년

~2024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711,428 - 1,542,930 - - 386,016 593,380 563,534 1,168,498

국비 1,344,868 - 765,293 - - 191,464 294,316 279,513 579,575

도비 18,769 - 10,680 - - 2,672 4,107 3,901 8,089

시비 4,207 - 2,394 - - 599 921 874 1,813

기타 1,343,584 - 764,563 - - 191,281 294,036 279,246 579,021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재원분담 고교무상교육 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군 764,563,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추진방침 결정 20 방침 결정 10월
방침 결정 100

2019년 정부 추진방침에 따라
무상교육 지원 20 무상교육 지원 2학기

3학년 무상교육 100

2020년 무상교육 지원 30 무상교육 지원 2~3학년
무상교육 100

2021년 무상교육 지원 30 무상교육 지원 전학년
무상교육 100

2022년 무상교육 지원 계속 무상교육 지원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 및 계획수립 방침결재

고교 3학년 무상교육 2학기실시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전면시행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전면시행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고교 수업료 등
지원 방침 수립

◦ 10월: 정부의 무상교육 조기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추진 시점에 맞추어 사업 참여 결정
  - 8월: 조례 제정에 관한 법률자문, 사업추진 쟁점 사항 검토
  - 9월: 정부 및 경기도·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12월: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추진”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 교육부 시행, 도 교육청 재원 100%부담
  -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 서영교 등 57명 공동발의)
  - 7월: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계획」 확정
  - 7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8월: 경기도 교육청 「2019학년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계획」 확정  
◦ 2학기 3학년 무상교육 실시

2020년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 4~9월: 재원분담 계획수립 및 지원
◦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2021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 4월: 재원분담 계획수립 및 지원
◦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63.5% 1,520 - 63.5% 1,520 - - 599 921 -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6,047 - 2,394 3,653 - 894 919 920 920

 ※ 2025년 이후 재정전망액은 정부의 재정분담계획 미도출에 따라 순수 추정액임

□ 기대효과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