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우리 아이 모두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든든한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2021.3.2.(화) ~ 3.19.(금)
※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교육급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44,040 원

2인 가구

1,991,975 원

3인 가구

2,438,145 원

4인 가구

2,878,687 원

5인 가구

3,314,302 원

6인 가구

교육급여 신청

어떻게 신청 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신청하기]

[교육급여]

※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교육급여 지원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원

376,000 원

448,000 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학생) 계좌로 지급되며,
교과서·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학교로 지급)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금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언제 지원이 되나요?
교육활동지원비

3월 연1회

교과서 대금

3월 연1회

입학급·수업료

3·6·9·12월
※ 분기별 지원되며, 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만 연1회 지원

※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일부터 월할계산하여 지원

참고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
하여 도출한 값

소득인정액
1)

2)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2) (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재산: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www.bokjiro.go.kr)

2021년

“
”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 됩니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2021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초등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6,000원에서 28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95,000원에서 37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422,200원에서 4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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