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7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단기  - 명 - 명

주관부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담당 최규상 ☎ 729-8503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

□ 정책목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고통분담으로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

□ 개    요
  ❍ 근거법령: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제외: 대학(원)졸업생, 수료생, 타 기관 중복지원자, 한국장학

재단이외 학자금 대출자

  ❍ 지원방법

    ∙ 성남시: 주민등록 및 재학 여부, 학기별 발생 이자를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 재  단: 학생 대출상환계좌로 이자상환, 대출 및 상환 내역 확인

              타 기관 지원 내역 확인 등

    ※ 대출이율 : 교육부장관 고시(2019년 2학기 기준 : 2.2%)

  ❍ 지원기간 : 반기별(상·하반기) 신청에 한하여 1회 지원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간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년 연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및 지속 추진

2020년 연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중복사업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2,213 1,513 700 114 418 168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조례 개정 50 방침 결정 7월 방침 결정

10월 조례 개정 공포 100

2019년 확대 지원 50 대학원생 
추가 확대

사업 확대 지원
(대학원생 추가) 100

2020년 이자 지원 계속 이자 지원 경기도 중복사업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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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결정 방침 결정 및 조례 개정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사업확대 잠정 중단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7월: 추진방침 결정
◦ 10월: 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2018.10.29. 조례 제3213호)
  - 3,669명 240,051천원 지원

2019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및 지속 추진

◦ 사업 확대
  - 학자금종류: 취업후상환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일반학자금
  - 지원대상 : 대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4,373명 418,490천원 지원

2020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4. 3. 사업 잠정중단(경기도 중복사업으로 사업 잠정 중단)
  - 1,553명 167,866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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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시비 100 2,213 1,513 100 700 114 418 168



□ 기대효과 
  ❍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청년자립 기반 마련

  ❍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