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722.4%

세부사업명

수업료 지원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완 료 100%

교과서대금 지원 완 료 100%
수학여행비 지원 완 료 100%

1. 목 적

  ❍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주요내용

  ❍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2019년도부터 학년별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 무상교육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 내용별 연도별 소요예산, 지원 현황 등 자체 분석 실시

  ❍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혜택)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22년
목표

최종
목표

수업료 감면․지원 100% 100%

학교운영지원비지원 100% 100%

교과서대금 지원 1개학년 1개학년 1개학년 2개학년 1개학년 3개학년

수학여행비 지원 100% 100% 100% 100%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공약달성율 세부사업별 공약추진율

수업료 지원 지원학생수/
전체고등학생수 100% 100% 100%

100%

100%

100%

완 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학생수/
전체고등학생수 100% 100% 100% 100% 완 료

교과서대금 지원 지원 학년 수 3개학년 3개학년 100% 100% 완 료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학교수/
전체 고등학교수 100% 100% 100% 100% 완 료

 ※ 2018년부터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학년 전체 지원은 2021년부터 추진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무상교육 관련 규칙 개정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19.9.11.개정)고3 무상교육 시행→ (20.1.30.) 고2 시행→ (20.8.27.) 고1 시행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21년 전학년수업료·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무상교육 실현)

구 분 학년 항 목 대 상 비고

2019년 하반기 고 3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66개교 16,911명 -교과서대금: 익년 
상반기부터 지원

2020년 고2‧3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66개교 30,326명

하반기 (추가)
고1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67개교 10,926명 -비아고 1학년 

2021년 고1‧2‧3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67개교 44,306명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고

2018년 -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 468,422천원 지원(54교, 2,487명)

-추진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난민,
중위소득(150% 이내)

-지원단가: 1인당 200천원 이내
실비 지원

2019년 -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 463,021천원 지원(61교, 2,531명)

2020년 - 코로나19 감염병“심각” 단계 지속으로 20년 수학여행 운영 불가 -

2021년
- 2021년 1,104,200천원 편성(68교)
 ‧ 고등학교 1개학년 전체학생 14,023명, 50천원 지원
 ‧ 저소득층 2,687명 150천원내 실비 추가 지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1,850,470 3,275,740 5,126,210
자치단체(시,구) 30,630 14,460 45,090

자  체 187,900 3,098,600 3,286,500
계 2,069,000 6,388,800 8,457,8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2,525,000 25,156,289 36,540,871 64,222,160
자치단체(시,구) 1,952,908 2,851,238 4,804,146

자  체 468,422 7,724,437 31,710,229 36,744,680 76,647,768
계 468,422 10,249,437 58,819,426 76,136,791 145,674,076

확보비율(B/A) 100% 100% 2,842.9% 1,191.7% 1,722.4%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2,525,000 25,027,525 35,746,586 63,299,111
자치단체(시,구) 3,320,731 1,952,867 2,789,027 8,062,625

자  체 468,422 2,025,215 31,629,850 35,570,947 69,694,434
계 468,422 7,870,946 58,610,242 74,103,560 141,053,170

집행비율(C/B) 100% 76.8% 99.6% 97.3% 96.8%



  ❍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시행 2021.3.1.]

  ❍ 2021년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 목적사업비 교부(68교, 1개 학년, 1인당 50천원)

  ❍ 2022년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금 예산 편성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반영(67교, 1개 학년, 1인당 200천원)

5. 우수 사례

  ❍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공약에 제시한 계획보다 3년 앞당겨 19년 2학기부터 학년별 

단계적 시행하여 2021년 전학년 수업료·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편성으로 무상교육 실현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에 대한 교육회복 지원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2 1 1

<20년 참여 실적>

  ❍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교육부 설명회 2회 참석

  ❍“광주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광주일보외11곳,20.7.15.)

  ❍ 국민생각함 운영-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20.7.30.~8.20.)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수학여행을 포함한 새로운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안 마련(21. 6.)

  ❍‘위드코로나’대비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안 마련(21.10.)

8. 향후 추진계획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감면 및 지원 지속 추진

  ❍ 교육회복, 무상교육 정착을 위해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지속 확보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사람중심 미래 교육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

  ❍ 2021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교과서대금 무상 지원에 따른 학부모부담 완화



  ❍ 2020년「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고등학

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 근거 마련

  ❍ 코로나19“심각”상황에서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안 마련과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교육회복 지원 및 무상교육 실현  

주관 재정복지과 경리담당 김수정(380-4151) 담당자 황정숙(380-4155)

협조

행정예산과 예산2담당 정광희(380-4666) 담당자 양금옥(380-4667)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이규연(380-4301) 담당자 나미선(380-4309)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담당 이정아(380-4361) 담당자 안기채(380-4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