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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및 근거 
  ㅇ 설립 목적
    -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재육성에 기여

  ㅇ 설립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연 혁
  ㅇ 2009. 02.「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ㅇ 2009. 05. 한국장학재단 설립
  ㅇ 2009. 07.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직접대출) 실시
  ㅇ 2010. 0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시
  ㅇ 2011. 07. 전 직원 성과연봉제 실시
  ㅇ 2012. 01.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ㅇ 2015. 0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
  ㅇ 2015. 09.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
  ㅇ 2015. 11. 한국장학재단 본사 대구 이전 완료
  ㅇ 2016. 09.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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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 조 직 
  ㅇ 3 본부: 대출경영 ‧ 나눔경영 ‧ 협업 본부
  ㅇ 16부서: 5실 10부 1소

<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

 □ 인 원
  ㅇ 정 원: 261명 (임원 4명, 직원 257명)
  ㅇ 현 원: 257.5명 (임원 4명, 직원 253.5명) 

(단위: 명, ’16.8.31.기준)

구분 임원 정규직 합계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정원 4 6 12 38 83 110 8 257 261
현원 4 5 9 33 80 111.5* 15 253.5 257.5
* 채용형 단시간근로자 5명은 2.5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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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및 예산 
 □ 주요 사업
  ㅇ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지원, 학자금 대출, 인재육성기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장학 지원) 소득연계장학, 우수·취업연계장학, 기부장학 등 

- (학자금 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 (인재육성기부) 국가인재육성 프로그램, 기숙사 지원 등

 □ 예 산 
  ㅇ (수입) 정부출연금 4조 1,490억 원*, 차입금(재단채) 2조 1,213억 원 등

* 국가장학금 3조 6,546억 원, 근로장학금 2,506억 원, 학자금대출지원 2,155억 원 등  
  ㅇ (지출) 맞춤형 국가장학금 3조 9,446억 원, 대출사업 4조 4,151억 원 등

(단위: 백만 원, ‘16.8.31.기준)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계삼성기부금 인재육성 기부금 수익

수
입

1. 정부출연금 4,148,955 - - - - 4,148,955
2. 차입금 2,121,262 - - - - 2,121,262
3. 융자원리금회수 2,067,112 -　 59 - - 2,067,171
4. 자체수입 87,688 2,962 392 15,775 41 106,858
5. 전입금 64,018 - - - 1,716 65,734
6. 전기이월 78,125 194,193 16,436 17,406 610 306,770

합 계 8,567,160 197,155 16,887 33,181 2,367 8,816,750

지
출

1. 사업비 8,451,124 3,786 5,072 33,181 1,757 8,494,920
2. 재단운영비 39,008 -　 -　 -　 -　 39,008
3. 예비비 448 - - - - 448
4. 전출금 65,734 - - - - 65,734
5. 차기이월 10,846 193,369 11,815 - 610 216,640

- 4 -

Ⅱ. 주요사업 세부 현황 
주요 사업 유형별 세부 현황

국가장학지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학자금 상환 관리 ▸상환 및 연체 관리
▸신용회복 지원

인재육성기부

차세대 리더 양성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대학생 재능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 멘토링
▸대학생 지식 봉사(캠프)

대학생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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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지원 사업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주요 성과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50% 수준으로 경감 
□ ’15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ㅇ 등록금 총액 14조원(’11년 기준) 대비 7.1조 원을 마련(정부 3.9조원, 

대학 3.2조 원) 하여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1.3% 경감
* 정부 : (‘11) 0.5조 원→ (‘12) 1.9조 원→ (‘13) 3조 원→ (‘14) 3.7조 원→ (‘15) 3.9조 원

* 대학 : (‘11) 1.8조 원→ (‘12) 2.9조 원→ (‘13) 3조 원→ (‘14) 3.2조 원→ (‘15) 3.2조 원

< ’15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 >

◇ ’1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기준액 인상(480→ 520만 원) 및 C학점 
경고제(기초~2분위)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 대학 등록금 안정화
ㅇ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등록금 인상율은 안정화 추세
* 평균등록금(만원) : 국공[(‘11)435→(‘15)409, △6.0%], 사립[(‘11)769→(‘15)73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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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연계형 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①   국가장학금  
 ☐ (지원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15년 예산 및 ’16년 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16년
예 산 예 산 실 적

계 36,000 36,545 17,984
Ⅰ유형 29,000 29,000 14,048
Ⅱ유형 5,000 5,000 2,858

다자녀(셋째아이) 2,000 2,545 1,078

 ☐ (지원유형)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로 구분하여 지원
  ㅇ (Ⅰ유형)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연 52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80점) 이상

* ’15학년도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에따른E등급대학의신·편입생은지원대상에서제외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를 2분위이하까지 적용
※ C학점 경고제(’14.2학기∼): C학점을 받은 경우에도 1회까지 경고 후국가장학금지원

<2016년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 금액>
(단위 : 만 원)

년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15년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16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증 액 40 40 40 30 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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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Ⅱ유형) 대학의 자체 노력(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확충)과 연계하여 지원
    -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실적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4,000억 원)

* ’1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D, 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인재 장학금 지원(1,000억 원)

* (’15) 신입생 → (’16) 2학년까지 확대 지원(2년간)

  ㅇ (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기초∼2분위 이하: 연 520만 원 이내, 3∼8분위: 연 45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 Ⅰ유형과 동일,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연차적으로 확대)
* (’14) 1학년 → (’15) 1～2학년 → (’16) 1～3학년 → (’17) 1～4학년

②  드림장학금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및 우수 인력 양성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드림장학금 10 

(42건)
23.8 

(58건)
9 

(40건)

 □ (지원기준) 저소득층 중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ㅇ 유학 준비 기간 확대를 위해 유학준비생 유형으로 고교 2 ‧ 3학년 선발

*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통해 확인

  ㅇ 우수 해외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해 해외대학 입학 확정 후 유학생 
유형 전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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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등록금(실비) ‧ 체재비 등 연 $50,000* 이내, 항공료 
별도(USD $2,500* 이내)

   * $1 = 1,215원 기준, 약 6천만 원

  ㅇ 해외 대학 입학 전에는 진학 비용 지급(학업관리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

③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지원목적) 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및 우수 인재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ㅇ 학자금, 거주지원비, 생활비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분야로 지원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56 
(3,789건)

55 
(3,662건)

27
 (1,861건)

* 삼성기부장학금 포함

 □ (지원기준) 기부자의 의사(기준)에 부합하는 장학생 선발
  ㅇ 대한LPG협회 ‧ 하나금융 등 기업 및 개인 기부자 의사를 반영

하여 지원 내용 결정 및 장학생 선발
* 기부금품운영위원회 및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지원

대상 및 금액, 선발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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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수학생 장학금 
각 분야(이공 ‧ 인문 ‧ 예체능계) 및 대상(학부 ‧ 대학원)별 인재 육성을 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①  국가우수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계 759 

(24,464건)
759

(27,446건)
380

(12,087건)
이공 이공계 장학금 617 

(19,645건)
607

(22,086건)
283

(9,101건)
인문·사회 인문 100년 장학금 131 

(4,555건)
130

(4,800건)
81

(2,590건)
예·체능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11 

(264건)
22

(560건)
16

(396건)
  

 ☐ (지원유형) 이공계·인문사회계·예체능 계열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4년제)

  ㅇ (이공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
으로 육성하고 해당 학문 분야 발전 도모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당해 
연도 우수 신입생 대상 지급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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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문100년) 인문학 및 기초학문분야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 후속세대로의 성장 도모

    - 국내 고교 3학년 및 인문·사회계열(4년제) 학과 1 ‧ 3학년 대상 선발*
      * (전공탐색) 고교3학년, 대학교1학년, (전공확립) 대학교3학년

- ’15년 이후 선발자부터 학업장려비 300만 원(학기별) 지급
* 대학 대응 투자 50% 포함

 ㅇ (예술체육비전)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창조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15년 신규 도입)
- 국내 예체능계열(4년제) 학과 3학년 대상 선발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학업장려비*

    * ①인문 100년: 학기별 300만 원 (대학대응투자 50% 포함), ②예술체육비전:

잔여예산 발생 시 연 1회 최대 150만 원

②  대통령과학장학금
 ☐ (지원목적)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대통령과학장학금 58 

(895건)
59 

(944건)
27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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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준)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
 □ (지원금액)
  ㅇ  (국내)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250만 원(성적기준 충족자), 생활비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ㅇ  (해외) 연간 최대 미화 $5만 이내(학비, 체재비)

③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 (지원목적) 인문사회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리더로 양성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50 

(1,446건)
50 

(1,400건)
23

(669건)
 

 □ (지원기준) 인문사회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금액) 학기당 최대 400만 원 지원(등록금 범위 내)

* 1인당 최대 1년 간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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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의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를 지원하는 장학금

①  국가근로장학금 
 □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생활비)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국가근로장학금 1,800 
(94,797건)

2,271 
(110,000건)

1,155
(52,960건)

*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차년도 2월 말에 종료되는 관계로 상기 ’15년 실적은 ’16년 2월 말

까지지원한최종 실적

** ’16년 실적은 대학 교부금액 기준(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멘토링 사업 제외)

 □ (지원기준)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지원 가능
  ㅇ 장학생은 동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대학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지원금액) 교내 8,000원/시간, 교외 9,500원/시간

* 국가근로장학 수혜자는 중복수혜 대상(금액)에서 제외

 □ (지원유형)
  ㅇ (일반근로형) 장학생의 근로지에 따라 교내 및 교외근로로 구분
  ㅇ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형(교내)) 장애학생 학습지원으로 사회

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취업연계형(교외)) 취업연계가 가능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활동 진행

* 장애대학생 도우미와 취업연계형은 2015학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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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의 효과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

  ㅇ 주요 거점 도시별 점검센터 운영,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장학금
지원에 대한 관리 철저

  ㅇ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②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자와 예비 창업 대학생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

  ㅇ 1학기 69억 원, 2학기 신규 및 계속장학생 139억 원 지원 예정
     * 장학금 지원자를 1년에 2회(상 하반기) 선발하여 지원 대상 확대 노력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희망사다리장학금 190 

(4,361건)
208 

(4,000건)
69

(1,609건)

 ☐ (지원기준)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및 전문대학 2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학기별 200만 원
  ㅇ (교육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별 직무 및 창업 교육 

지원, 지역별 중소기업 리스트 제공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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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대출 사업 
<<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 주요 성과 >>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한 대학생 이자 부담 경감
 ㅇ 재단 설립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노력으로 ’09년 2학기 

대비 ’16년 2학기 3.3%p 인하 달성
  - 금리 인하 : [’09.2학기] 5.8% → [’16.2학기] 2.5% (△3.3%p)
* 직접 대출 등으로 경비 절감 및 조달금리 인하 가능

< 재단 설립(’09.5월)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이 >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확대
 ㅇ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B→ C학점, ’12.1학기) 및 소득

기준(7→8분위, ’15.1학기) 완화, 특별추천제 도입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 구제

 ㅇ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연간 200→300만 원, ’13.1학기) 
및 연령 제한 완화(만55세→만59세*, ’15.2학기)로 학자금 대출 수혜 폭 확대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ㅇ 대출선택제 도입(변동금리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고정
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선택권 부여) 및 초과학기 대출 완화(3회→4회), 
이수학점 제한 완화(12학점→대학 최소이수학점) 등(’16.2학기)

 ㅇ 학자금 대출 금리와 채권 조달금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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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자금 대출지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여 고등교육 기회 부여

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13,705

(522,847건)
15,431

(534,161건)
10,757

(419,363건)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ㅇ (지원기준) 가구소득, 학점, 성적,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 ’15년도에는 소득기준을 7→8분위 까지로 확대하여 수혜대상 증가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②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7,549

(189,832건)
8,491

(207,651건)
6,556

(167,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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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출신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농어촌 학자금융자 901

(37,191건)
960

(42,000건)
679(28,979건)

  ㅇ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ㅇ (지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인 대학생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사업

2-2 학자금 상환 관리 
효과적인 상환 및 연체 관리로 신용유의자 발생을 억제하여 건전한 
학자금 상환 체계 구축
① 상환 및 연체 관리   
 □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군복무자 이자면제 등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채무자 상환 부담 경감
  ㅇ ’15년에는 485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여 신용유의자 발생 억제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485 372* 207**

* 이차보전 204억 원, 군복무이자 103억 원, 특별상환유예 65억 원

** 이차보전 101억 원, 군복무이자 61억 원, 특별상환유예 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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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방지 및 연체자 신용보호를 통한 연체율 감소
  ㅇ (연체방지) 조건 변경, 대출원리금 납부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채무자의 단순 부주의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ㅇ (연체정상화) 연체정상화상담센터 운영, 자체프리워크아웃* 등 

자체 연체정상화 제도 운영 중
* 신용유의등록 이전에 분할상환기간 장기화 등 자발적 사전 채무 조정

  ㅇ (연체율) ’16년도 연체율은 3.43%(전년 대비 1.57%p↓)이며, 연체자 수는 
37,965명(전년 대비 20,455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 학자금 대출 연체율 관리 현황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대출 잔액(A) 73,955 65,882 59,834 57,980
연체 금액(B) 3,866 2,867 2,991 1,988
연체율(B/A) 5.23% 4.35% 5.00% 3.43%
연체자 수 75,854명 60,736명 58,420명 37,965명

* 일반․보증부․전환대출 포함,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대위변제) 제외

②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분할

상환,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등 다양한 제도 운영

ㅇ (분할상환) 장기연체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채무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조정

ㅇ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신용회복 지원

ㅇ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재학 및 졸업 후 2년까지 채무자의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여 사회활동(취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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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육성기부 사업
<< 인재육성기부 사업 주요 성과 >>

◇ 국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 추진
 ㅇ 사회지도층 인사 1,847명이 대학생 15,267명에게 멘토링
 ㅇ 국무총리 초청행사, 배움지기 진로추적조사, 연구논문 게재 등 추진
* 참여자의취업률(73.9%) 및대기업․공공취업률(49.8%)이일반대학생대비각15.3%p, 34.1%p 높음

◇ 대학생 지식나눔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
 ㅇ 대학생 12만명이 저소득 초중고생 30만명에게 멘토링
* 연도별 참여인원: (‘10) 1만 명→ (‘13) 10만 명→ (‘15) 9만 명

* 정부3.0 협업: 학교밖청소년(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산업통상자원부), 경제캠프(기획재정부) 등

< 인재육성기부 사업 참여 현황 (’16.8.31.기준) >

 

◇ 인재육성에 기반한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 주거안정
 ㅇ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인재육성 공간 마련
* (1호 기숙사) ’17년 1학기 1,000명 입주 예정, 기숙사비 15만원 이내,

은행연합회 기부재원(326억원)

* (2호 기숙사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기부 협의 중 (약 400억원)

  ※ 민·관협업: (부지) 국유지(6,090㎡) , (건립재원) 공공기관 기부(약 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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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사회지도층 인사(나눔지기)의 경험과 지혜를 대학생(배움지기)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 육성 프로그램   

 □ (지원목적)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꿈과 끼, 창의력, 전문성 
및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대학생 경력 개발을 지원

 □ (참여대상) 멘토링 운영 위원회 심사 및 면접을 통한 멘토링에 
참여할 나눔지기 ‧ 배움지기 선발

  ㅇ (나눔지기) 기업 CEO, 석학 등 사회 각 분야 리더
  ㅇ (배움지기)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16년도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사업 실적 >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고 
260명 2,190명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8명

 □ (운영방식) 팀별 연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 수행

  ㅇ 역량진단, 사이버 아카데미, 리더십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대학생 역량 개발 지원
* 배움지기의 부족역량을 진단ㆍ개선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ㅇ 나눔지기의 추천을 통해 우수 배움지기가 기업 채용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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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생 재능멘토링  

대학생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초·중·고등학생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 나눔 봉사
①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참여대상
  ㅇ (나눔지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 대학생

* 교외 국가근로장학금과 동일 단가(9,500원/1시간) 기준 지원

  ㅇ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16년도 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실적 >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 고 

7,133명 21,940명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3.1명

* 연간 나눔지기 12,000명, 배움지기 33,600명 내외 인원 배정

②  다문화 학생 멘토링 
 □ 대학생이 다문화 가정 초·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 및 

한국 문화체험 등을 통한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 다문화 학생 멘토링 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에 기여

 □ 참여 대상
  ㅇ (나눔지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의 지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ㅇ (배움지기) 다문화·탈북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16년도 다문화 학생 멘토링 사업 실적>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 고 
4,521명 5,029명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1.1명
* 연 1회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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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생 지식 봉사(캠프) 
 □ 대학생이 방학 중 캠프 형식의 지식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방학 중 저소득층 초·중·고생 대상 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진로

상담 등 멘토링 활동
 □ (참여대상) 재단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및 초·중·고생
  ㅇ (나눔지기)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의 대학(원)생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경비만 지원

  ㅇ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16년도 1학기 대학생 지식 봉사(캠프) 사업 실적 >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 고 
2,555명 내외 7,392명 내외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2.9명
* 연간 나눔지기 4,433명, 배움지기 11,000명 내외 인원 배정

 □ 나눔지기인 대학생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창의형 
캠프 운영으로 타 기관 멘토링과 차별성 확보

  ㅇ (어울림 캠프) 배움지기 맞춤형으로 학업 집중지도 및 진로 상담을 
하는 캠프

  ㅇ (특성화 캠프) 예·체능 등 다양한 주제로 창의적 활동을 체험하는 캠프
ㅇ (KOSAF캠프) 재단 국가 우수장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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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저소득층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
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 사업 개요
◈ 정부와 민간기관 등이 협력하여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기반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ㅇ (사업기간) ’14.3월 ~ ’16.12월
  ㅇ (규모) 연면적 19,894㎡ (1,000명 수용)

 □ 기숙사 운영 계획(안)    
  ㅇ (입주대상) 당일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 등 위주 
  ㅇ (기숙사비) 국 ‧ 공립 대학교 수준 (15만 원 이내 / 2인 1실 기준 예정)
  ㅇ (시행시기) 2015. 9월 착공 ~ ’16.12월 준공 예정
  ㅇ (입주시기) 2017년 1학기 예정
  ㅇ (지원혜택) 주거 공간 외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입주생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멘토링, 지식봉사, 금융 교육, 

학자금 상담, 열린 도서관 및 학습지원 공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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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현안 추진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홍보 추진

 □ 대상별 맞춤형 홍보강화
  ㅇ 미래 수혜자인 유·초·중·고교생 및 교원, 학부모, 일반국민으로 

홍보범위를 확대하여, 전방위·입체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소통 제고
- (유·초·중) 전국 2만여 개 유·초·중·고교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장학금 소개 홍보포스터” 게시
- (교사) 교육직능단체 간담회, 교원 연수 및 교육연수원 강의 개설 등을 

활용하여, 미래 수혜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한 학교 현장 홍보 극대화
    - (고교생)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이 자주 접하는 EBS, 수능

책자, 대학입시설명회 및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 (대학생) SNS, 포탈 블로그, 대학 홈페이지 배너 게재 및 캠퍼스내 

포스터 게시, 전광판 안내, 학보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추진

<유·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특성화고등학생> <대학생>

- (학부모 및 일반인) 대학생 홍보대사를 통해 대학생 눈높이에 
맞춘 현장홍보 및 대학 입학박람회 등을 통해 정책 이해도 제고

  ㅇ 국가장학금 지식봉사단 및 활동 수기공모 등 나눔사례 발굴
-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들의 초·중·고교 지식봉사활동을 통해 

장학금 정책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및 긍정적 여론·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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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현장모니터링 강화 

□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모니터링 점검
대학 확대 및 자체점검 강화

  ㅇ 올해부터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2년주기로 단축하여, 전체 대상 
대학 408개교 중 전년보다 64개교 증가*한 204개교 점검 예정
* ’15년 140개교 → ’16년 204개교 (예정)

  ㅇ ’16년 하반기 전체대학 자체점검 시행을 통해 대학의 자정능력 
향상 및 업무오류 방지 강화

 □ 부실 관리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예정)
  ㅇ 장학금 사용 목적외 집행, 부정수급 목적의 부적절한 학사관리 등 

고의·중과실에 의한 장학금 관리 부실이 밝혀진 경우
    - 부정수급액 환수 및 해당 대학·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최대 2년간)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
 □ 향후 계획
  ㅇ ’16년 하반기 학사관리 부실 우려 대학 교육부와 공동점검 지원
  ㅇ ’17년부터 매년 전체대학 전수조사를 위한 점검인력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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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이자지원 확대
 □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확대 현황
 

  ㅇ (협약 체결 현황) 서울시, 경기도 등 16개 지자체(’16. 8월말)
    - 부산시(’16.7.27.) 업무 협약 체결 완료 등 지속적인 확대 추진 중
  ㅇ (체결 예정 현황) 전라북도, 남원시, 군산시, 청주시 등 4개 이상 지자체
    - ’16년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절차 진행 중

∼ ’16년 8월말(16개) ’16년 하반기(4개)
 서울, 경기(성남, 과천 포함), 경남(통영 포함),
 광주, 제주, 장수, 대구, 부산, 전주, 김제,
 완주, 진안, 아산

 전북, 남원, 군산(조례제정 완료)  
 청주(조례제정 중)

 □ 해결 과제 및 향후 추진 계획
  ㅇ (확대 추진 해결 과제) 지자체 한정된 재정으로 사업 예산편성 곤란
    - (미참여 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된 지자체(전남, 경북 등)와 타 

사업 집행 예산이 과다한 지자체(강원 등)가 참여 소극적임
    - (기참여 지자체) 지원대상 등에 제한을 두어 지원금 추세가 정체
  ㅇ (참여 지자체 확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 (’18년까지)
    - (홍보전략) 적은 예산으로 지원효과가 크고, 지자체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사업임을 홍보 (신문기사, 블로그 등 SNS 홍보) 

    - (지자체 맞춤형 방문 홍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수요, 
필요예산 및 사업효과를 분석한 맞춤형 소개자료 제공 및 참여 유도

  ㅇ (지원대상 확대) 
    -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8분위 이하)뿐만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9∼10분위)이자 까지 포함토록 권고
      ․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여 주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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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된 대학생 연합기숙사 운영 확대 추진
□ 추진 전략
 특화된 운영을 통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선도적인 모델 제시

  ㅇ (차별화) 특화된 연합기숙사 모델화, 전문화된 모형 추진
    -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인재육성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선도적인 

창의 인재육성형* 기숙사 운영 추진
      * 공동체생활교육, 인성교육, 멘토링, 금융교육, 글로벌 리더십교육, 재능기부, 역량

개발 교육 및 참여대학간 학점교류 등 전문화된 모형 추진

    - 여러 대학의 대학생 및 외국인 대학생과의 다양한 문화 교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회성 제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ㅇ (관련기관 협력) 기부처 재능기부(멘토링) 및 기숙사가 위치한 지방
자치단체 협력형 연합기숙사 모델화 추진

 ㅇ (입사생)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입주 추진

 □ 추진 방법
 ㅇ (수요자 중심) 학생 참여로 매 학기 운영 개선 사항을 반영
   - 학생 참여형 운영제도, 학생부담 경감을 위한 저렴한 기숙사비 

책정, 졸업 시까지 안정적 주거 지원
 ㅇ (세계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특별한 운영
   - 외국인 학생과 공동체 생활 및 문화 교류 등 활동 지원

 □ 향후 계획 
 ㅇ (운영모델 확대) 다양한 문화, 인재육성교육 등을 종합한 특화된 

연합기숙사를 권역별로 확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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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장학재단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실적 
제고방안 등 상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법령개정을 통해 의무상환 방식 개선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령 개정을 통해 

선납허용,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상환
방식 변경, 사망‧심신장애시 채무면제 
등 상환제도 개선·보완

 2) 채무상환 안내 서비스 강화
  ◦ 채무자에 연 1회 우편을 통한 상환안내를 

신설하여 상환의식 제고
   - ’15년 채무자(91만명)에 상환대상 원리금 

및 상환제도 전반 안내(’15.9월 완료)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공적자료 활용 강화
  ◦ 채무자 현황 및 경제적 수준 확인을 

위해 공공정보 연계 및 활용을 강화
   - 주민등록전산정보(행자부), 저소득자격

정보(복지부) 등 공적자료 활용협의
(’16.4월)

 4) 국세청과 협업체계 강화
  ◦ 국세청과 상시협의체 운영의 효율성개선
   - 상시협의체 개최 정례화, 이슈카드 관리, 

사전 실무자 협의 확대(’16.3월)
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심사 및 채권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동시에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강화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학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심사 강
화 및 상환율 제고

 2) 대출채권별 맞춤형 상환관리
  ◦ 상환실적 점검, 원리금 납부일 안내 등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개선
  ◦ 소득‧재산 신고 시 공적자료 활용을 통

한 동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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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정기 신고 기간외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연도 중 사전신고 허용 추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개정 추진

 4) 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내용강화
  ◦ 신용관리 의식제고
   - 연체 시 불이익 및 신용관리 중요성
  ◦ 핵심위주의 맞춤형 교육 제공
   - (기존) 26분 → (개선) 신입생10분, 

재학생 8분, 대학원생 7분
  ◦ 팝업퀴즈 등 교육 집중도 향상
 5) 채권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대출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6) 대학생 금융교육 콘텐츠 지속적 내실화

3. 실제 학업을 위한 선택적 
비용은 수업료로 인정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할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유지 필요
  ◦ 실습비 등의 선택적 비용은 학생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 1조* 등에 따르면 수업료가 
아닌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

  * 제1조 : 이 규칙은···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적 비용은 학교·학교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학생들 
간의 형평성 및 한정적 예산을 고려할 때 
지원의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선택적 비용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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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시중 학자금대출 금리가 
2.7%인데 2010년 1학기 
이전에는 금리는 5.8 ~ 
7.8%로 학생 부담이 적지 
않음. 재정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 ’09년까지 상대적 고금리(최대 7.8%) 

학자금대출자(’05.2학기~’09.1학기 정부
보증학자금대출자 및 ’09.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한 전환대출 근거 마련 (’14.5월)

  ◦ 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으로 현행 
대출금리(2.9%)로 전환완료 (2.1조 원, 30만 명) 
(’14.7월~’15.5월)

5. 학자금 이중지원과 관련
하여 비영리법인 등 외부
기관이 의무적으로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개정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협력을 통해 소관 공공기관
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의견수렴을 거쳐 법개정 완료(’16.5월)
  ① 의견수렴(’16.2월)
  ◦(지방공기업) 대구도시공사 외 2개 기관
  ◦(민간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외 2개 기관
  ◦(민간기업) 동부그룹
  ② 법률 개정(’16.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 완료
 2) 기획재정부와 협업으로 공공기관 참여 독려
  ◦｢’16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에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내용 반영(‘16.1월)

 
직원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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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학자금 이중지원의 사전
예방이 힘든 이유는 연계된 
기관이 많아서 집행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타 
재단이나 기관 시스템 연
계에 대해 검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진행
 ◦공무원연금공단과 사설망을 이용한 시

스템 직접 연계 완료(’12.1월)
 ◦국군재정관리단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이용하여 시스템 직접 연계 
완료(’15.1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추진 중(’16.11월 예정)

  ※ 주요기관의 학자금지원 정보를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학자금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2) 기존 연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개선
 ◦ 국군재정관리단 대출상환 정보 연계 

개선 완료(’16.1월)
 ◦ 공무원연금공단과 선감면정보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사전예방 개선 완료(’16.7월) 
나. 향후 추진계획
 1)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연계 확대  
  ◦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행정망 이용 연계 추진
   - 현재 사설망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행정

정보 공동망으로 변경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보안 강화(’16.12월 예정)

7. 장학금 이중지원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참여
기관의 증가율과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낮음. 공공기관
이나 공익법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중지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중복지원 방지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TF 

구성․운영(’15.9월~)
  ◦상임이사가 직접 지휘하는 현장지원반(5명)과 

시스템운영반(2명)을 구성하여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

  ※ (현장지원반) 각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 파악 및 
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 (시스템운영반) 현장지원반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
으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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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15년 ’16년(∼5월)

설명회, 간담회 13회 5회
기관 방문 67회 107회

 2) 기획재정부와 협업으로 공공기관 참여 독려
  ◦｢’16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내용 반영(’16.1월)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의무화를 위한 「한국장

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
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완료(’16.5월)

  ◦공공기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등이 학
자금 중복지원 방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8. 장학금 이중지원과 관련
하여 졸업생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고 재회수도 안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
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해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완료(’16.5월)

9. 소득분위 변화폭 문제는 
산정체계 개편 전에도 동일
하게 존재하던 문제였으므로 
장학금 지급 방법을 개선
해야 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효과적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연구 등 실시
  ◦표준화되고 수용성 높은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사업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효과적 개선방안 연구” 실시

   - 연구기간 : ’15.9월∼’16.5월  
  ◦수혜자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절대기준의 경계값 산정방식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토론회 등 진행(∼’1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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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추진계획
 1) 정책연구 결과, ’15∼’16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석 등을 활용한 산정방식 개선 추진
  ◦기준 중위소득 등을 활용한 절대기준의 소득

분위 산정체계 도입 검토(’17년 이후)체계 
도입 검토(’17년 이후)

10.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받은 학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와 
관련하여 소득분위 비산정
자의 설문조사 결과 신청
절차 복잡이 56.8%임. 
바뀐 절차로 인해 저소득
층의 수혜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가구원 동의절차 편의성 제고
  ◦ ’15년 소득분위 산정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를 통한 
가구원 동의 절차가 추가됨

  ◦ ’15.2학기부터 동의절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해외체류자, 고연령자, 농어촌 지역 거
주자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가구원을 
위해오프라인 동의 확대(’15.5월)

  ◦ SMS발송, 독려 전화 등을 적극 실시하여 
가구원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15.1월∼)

 2) ’16.1학기 소득분위 미산정자 감소
  ◦ 신청절차 편의성 제고, 가구원 동의 독려 

등으로 ’16.1학기 소득분위 미산정자 감소
     - 소득 미산정자 : (’15.1) 10.0만 명 → 

(’16.1) 5.5만 명, 4.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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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 
불용액이 886억 원인데 
이를 예상해서 저소득층 
장학생들에게 더 지원해
주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유형별 예산 전용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유형별 잔여예산을 Ⅱ유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추가 지급하여 사업 체감도 제고
   - 국가장학금 예산 36,000억 원 중 35,748

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 99.3% 달성

12.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의 
지급액이 50만 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우수한 지방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
도록 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지방인재장학금 지원금액 상향(’15.1월)
  ◦ ’15년부터 선발조건을 강화하고 지방인재

장학금 지원 금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상향
하여 지방인재 육성기반 마련

   - 선발조건: (’14년) 내신/수능 5등급 →    
(’15년) 내신/수능 2등급

   - 지원금액: (’14년) 대학 자체기준 → 
(’15년) 등록금 전액

13.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
사업이 지방인재를 유치하
는 데도 성과가 부족하다
는 지적이 있고 고소득에
도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16.1월)
  ◦ ’16년부터 지방인재장학금 지원기간을 2학

년까지 확대하여 지방인재 유치 효과 제고
   - (’15년) 1학년 → (’16년) 1~2학년
 2)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지방인재 유치효과 제고, 고소득 지원 등에 

대한 개선 검토를 위해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추진

   - 연구기간 : ’16.1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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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추진계획
 1) 정책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지방인재장학금 제

도개선 추진(’17년 이후)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정책연구진 및 학생⋅학부모⋅전문가의   
의견수렴 추진

14. 근로장학금에 대한 학생
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릴 
방법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16년 예산 

증액(’15년 대비 ’16년 예산 412억 원, 목표
인원 2.1만 명 증가)
[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및 목표인원 증감표]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예산 2,063억 원 2,475억 원 412억 원

목표인원 103,000명 124,000명 21,000명

 2) 한정된 예산 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수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한 학기당 근로가능최대시간 신설(450시간)
  ◦국가근로예산 내 세부사업* 간 중복참여 금지
    *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학생 멘토링

 3) 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추진

  ◦더 많은 학생들의 국가근로사업 참여를 위
한 예산증액 적극 협의 중

    
15. 장학금 신청을 하는 

집중기에 콜센터 임시
직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이 부족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으
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상담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신규 상담원 투입 전 5일간 집중 교육 실시
  ◦ 신규 상담원 투입 후 매일 업무시작 전 

보충 교육 실시



- 35 -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대통령 과학장학금 관련 
취지는 좋으나 특정 지역, 
고소득층, 특정학교에 편중성 
존재함. 부의 대물림이 우려
되며 타학생에게 좌절감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가. 시정․처리결과
 1) 지역추천제 운영 및 사교육 방지를 위한 개선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

하여 17개 지역별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는 지역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6년부터는 사교육방지 차원에서 평가기준에 
과학활동 실적 중 연구 및 논문실적 제외

나. 향후 추진계획
 1) 정책연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제도개선 추진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학생⋅학부모⋅전문가의 의견수렴 추진
17.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시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 
한 학생이 5.6만 원 미반납
으로 220만 원의 장학금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기한 연장(’14.1월)
  ◦학적변동 등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하도록 기한 연장하여 고객 편의 
제고

   - (’13년) 10일 이내 반환 → (’14년) 1개월 
이내 반환

 2) 학적변동에 따른 수혜여부 선택권 부여(’16.1월)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가 해당학기 장

학금을 수혜할지 또는 전액 반환할지에 대
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수혜자 권익 보호

18. 희망사다리 장학생들은 
의무근무를 해야 하므로 
계속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에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선 해야 
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졸업자 진로 및 근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
  ◦ 관련보고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윈회 

제출완료(’16. 9. 6.)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졸업자 진로 및 취업 중소기

업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201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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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데, 부당업무지시, 고용
승계,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
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가. 시정․처리결과
 1) 점검결과 8개 항목 모두 적합



- 37 -

Ⅴ. 2015∼16년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ㅇ「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지적사항 및 조치결과(‘15.1.26~3.13.)

지적사항 조치결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ㅇ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부족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반환받거나 차년도 차등지원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 철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계획 
수립 및 관리 부적정(주의)

ㅇ부채 감축 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출연금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ㅇ출연금 예산 신청 시 출연금을 과다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 업무 철저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ㅇ 2015년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IT전략실

종합감사

· 전산자산 관리 체계 및 관리업무 부적정 · 「업무용 전산기기 전산자산 운영관리 지침」
제정 및 시행

·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전산장비 관리
부적정

· 태블릿PC 운영기준 변경(안) 시행 및 미사용
기기 일괄 해지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대가지급
부적정 · 정보화사업 대금지급 기한 준수

· 하도급 승인 등 하도급 관리 업무 부
적정

· 정보화사업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따른
승인 등 업무철저

교육기부사업부

종합감사

· 사랑드림장학금(GUCCI) 장학생선발부적정
· 장학금 지급 및 반환기준 일치 및 부서원
교육 완료

· 기부금품 관리 업무 부적정(1) · 기부금 관리시스템 자료 수정 완료

· 기부금품 관리 업무 부적정(2)
· 소득공제 시뮬레이션 및 명예의 전당 수정
완료 등

·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정산업무 부적정
· 근로 학생 명단 제출 및 분쟁방지 조치
완료

대외협력실

종합감사

·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관리 부적정(1)
· 활동비를 기존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
급으로 개선 등

·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관리 부적정(2) · 잔여 활동비 7백만 원 환수조치 및 관련 규
정 개정

· 선금 지급 업무 부적정 · 「계약규정」 관련 교육 실시

·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수의계약 관련 업무 철저

기숙사신축

추진단

종합감사

· 건설공사업무수행지침미준수(1) · 공사관리관 임명 완료

· 건설공사업무수행지침미준수(2) ·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 등

·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으로 공사비 예산
절감

· 1.15억 원의 정지비용 절감 및 난방공사
비 1,530만원 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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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6년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부패·청렴도

제고 및

무사안일

점검

특정감사

·직원 상호평가 운영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관리 미흡 ·2016년부터 분기별 임직원 외부강의, 회의결
과 이사장 보고 추진

·국가근로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처리 및
사고보고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가구원동의 안내
업무 부적정

·가구원동의 관련 VOC답변 검토 및 재정비
·이메일 상담 표준 답변 가이드 개선

결산감사
·결산명세서 작성 부적정 ·중복으로 기재된 재단고유계정의 단기미지급

금명세서 수정 완료

·미지급금 계정 관리 부적정 ·원인불명 미지급금에 대하여 영업외수익(기타
잡수익) 처리 완료

국각장학금
수혜내역
DM 발송
오류 관련
특정감사

·국가장학금 수혜내역 DM발송을 위한 자료
확인 부적정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RCSA(리스
크 통제 자가진단)을 통한 분기별 자체 점검,
자료 추출 프로세스 개선

단체상해보험
업체 선정
관련 민원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 확인 절차 미흡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멘토링 사업 등에 따른 보험가입 계획 수립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완료

감사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고객감동

경영실태

특정감사

· 상담센터도급인력관리부적정(1) · ‘16년 상담센터 서비스레벨(SLA) 평가 항목
에 반영

· 상담센터도급인력관리부적정(2)
· 신규상담원 교육 최소 2주(관리자 3주)로 연장
진행

· 고객 민원응대 대표번호 서비스 개선 필요 · 재단 홈페이지에 이용요금 안내표기

· 가족관계 서류처리업무 부적정 · 가족관계 서류 오처리 관련 주의사항 교육

· 자동응답서비스(ARS) 기부 취소 업무 개선
필요

· 고객 통화 비용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및
절차 수립

대학생

취업연계

장학금

성과감사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교부금 배정 부적정 · ‘16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반영

· 교외근로기관 분류기준 부적정 · ‘16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에 ‘중복
참여 방지’ 등 반영

· 우수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성적 제한 기준
부적정

· 전문가 자문과 교육부 협의를 통해 성적
상향 검토

· 인력수급을 고려한 중소기업 업종 제
한 미비

· 부족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관련 학과
우선배정

· 비영리 법인 사업참여 확인 미흡 · 부정수급관련전액환수(1명) 및환수조치

· 직계 존속 등 업체에 고용 확인 부적정 · 부정수급 관련 환수 조치 중(1명)

· 직무기초교육 허위 이수에 따른 희망사다
리 장학금 부정수급 · 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 전액 환수완료

· 희망사다리 수혜자의 중소기업 의무종사
관리 미흡

· 건강보험공단등대외기관과업무협조의무종
사이력관리검증

·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부적정

· 법률 검토 및 인센티브 지원 및 안내 방안
은 교육부와 검토 중

· 중소기업 계속 근로 및 취업률 효과 미흡 · ‘16년도 기본계획에 계속근무를 위한 대외
기관과 협업계획 반영

실물감사 · 내부통제 개선 필요 · 내부통제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실시
및 ‘16년 상반기 시행

하반기

기강감사
· 청렴문화 선도 모범사례 ·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등을 즉시

반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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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15∼16년 민원처리 현황
  □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16.8.31.기준)

구분 신청 ‧ 접수 처리결과
‘15년 ‘16년 계 처리완료 처리율

계 193 78 271 271

100%장학금지원 141 64 205 205
학자금대출 40 12 52 52

기  타 12 2 14 14

 □ 장학금 지원 관련 주요 민원
  ㅇ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불만 → 산정 세부내역 설명 및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통해 불만 해소
  ㅇ 가구원 동의 절차의 불편 및 복잡함 → 소득연계형 지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
* 동의대상 가구원의 부득이한 사유(고령, 입원 등)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서면 동의 방법이 가능함을 안내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민원
  ㅇ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시간 연장 요청 → 휴일이나 

영업시간 외에는 거래가 제한적임을 설명 

* 2016년 1월 12일부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8월 8일 시행)

중도상환예약 신청시간이평일, 주말, 공휴일 09:00∼23:00까지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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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재단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 법령 제·개정 현황 

(’16.8.31.기준)
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9. 5. 7. ㅇ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ㅇ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개정 2010. 1. 22.
ㅇ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ㅇ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을 설치함

개정 2011. 1. 1.
ㅇ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재단

으로 이관
ㅇ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정 2013. 5. 10. ㅇ 일반상환 학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1. 7.
ㅇ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자료 

활용(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ㅇ 소득분위 정보 대학에 제공
ㅇ 이자지원 운용계정변경(장학금→대출계정)

개정 2014. 5. 14.
ㅇ 전환대출 및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ㅇ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ㅇ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개정 2016. 5. 29.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공 대상기관 확대

ㅇ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가능

ㅇ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 
부가 가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9. 5. 7.
ㅇ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ㅇ 국가장학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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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개정 2011. 6. 7.
ㅇ 기금폐지 및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ㅇ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및 고등교육

기관별 대출한도 운영방안 수립 

개정 2014. 9. 30.
ㅇ 사회복지통합망 관련 소득분위 산정기준 

명확화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

개정 2016. 8. 29.
ㅇ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정함
ㅇ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2010. 1. 22.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함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유학생)에 대한 상환‧관리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소득에 따른 상환‧관리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게 위임(위탁)하도록 함

개정 2013. 5. 10.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5. 14.
ㅇ 전환대출 근거 마련
ㅇ 금리는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

수익률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ㅇ 대출원리금 단리 계산

개정 2015. 6. 22.

ㅇ 채무자의 상환의무 면제 사유 추가
ㅇ 채무자의 졸업 전 의무상환 유예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방식 개선
  -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 의무

상환액 상환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
  - 원천공제 상환방식의 정비
ㅇ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근거 마련
개정 2016. 5. 29.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공 대상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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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 개정 제외

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ㅇ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가능
ㅇ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 
부가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0. 2. 2
ㅇ 채무자의 상환의무 관련 사항 : 채무자의 

신고의무 등
ㅇ 소득별 상환 방법, 체납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6. 7. 19.

ㅇ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을 정함

ㅇ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
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개정 2016. 8. 29.
ㅇ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정함
ㅇ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1. 1. 1.
ㅇ 부채 등 재산 세부범위 및 채무상환의  환

급 등 특별법 및 시행령 위임사항
ㅇ 세법상 서식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등에 필

요한 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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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사항
1 2015∼16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 8조 5,672억 원 중 5조 2,091억 원 집행(60.8%)

(단위: 백만 원, ’16.8.31.기준)
항 목 `15 예산 `16 예산(A) `16 집행(B) 집행율(B/A)
합 계 9,780,893 8,567,160 5,209,092 60.8%

Ⅰ. 사업비 9,718,384 8,451,124 5,132,778 60.7%
  1. 고유사업 33,800 37,944 19,498 51.4%
  2. 학자금대출 사업 5,769,650 4,415,096 3,133,446 71.0%
   ❍ 학자금대출 3,398,900 2,392,200 1,811,166 75.7%
   ❍ 학자금대출 지원 125,396 38,742 20,720 53.5%
   ❍ 차입금상환 2,242,072 1,979,822 1,300,863 65.7%
   ❍ 채권발행관리 1,038 793 260 32.8%
   ❍ 부실채권 회수관리 2,244 3,539 437 12.3%
  3. 장학금 지원 사업 3,845,630 3,944,596 1,967,507 49.9%
   ❍ 국가장학금 3,600,000 3,654,595 1,799,066 49.2%
   ❍ 대학생 근로장학금 209,482 250,602 150,296 60.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6,148 18,115 10,931 60.3%
   ❍ 희망사다리 장학금 20,000 21,284 7,214 33.9%
  4. 보증사업 69,304 53,488 12,327 23.0%
Ⅱ. 재단운영비 52,823 39,008 22,952 58.8%
  1. 인건비 22,506 23,649 14,744 62.3%
  2. 경상경비 19,431 13,347 6,903 51.7%
  3. 지방이전비 10,886 2,012 1,305 64.9%
Ⅲ. 예비비 416 448 - 0.0%
Ⅳ. 전출금 - 65,734 53,362 81.2%
Ⅴ. 차기이월 9,270 10,846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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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 실적 
 □ 학자금 대출 사업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건 수 792,484 766,807 761,361 825,067 825,383 749,870 615,574
금 액 28,673 27,956 24,189 26,541 25,214 22,155 17,992

평균(만 원) 362 365 318 322 305 295 292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건 수 232,448 303,792 510,052 590,746 585,407 522,847 419,363
금 액 8,456 10,873 15,149 17,811 16,386 13,705 10,757

평균(만 원) 364 358 297 302 280 262 257

ㅇ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건 수 528,943 429,742 217,615 194,054 198,315 189,832 167,232
금 액 19,205 15,980 8,115 7,709 7,831 7,549 6,556

평균(만 원) 363 372 373 397 395 398 392

  -일반 대출
건 수 323,203 321,625 166,133 194,054 198,315 189,832 167,232
금 액 12,300 12,265 6,682 7,709 7,831 7,549 6,556

평균(만 원) 381 381 402 397 395 398 392

  -무이자 대출
건 수 102,782 56,160 25,353 - - - -
금 액 3,337 1,866 637 - - - -

평균(만 원) 325 332 251 - - - -

  -저리 대출
건 수 102,958 51,957 26,129 - - - -
금 액 3,568 1,849 796 - - - -

평균(만 원) 347 356 305 - - - -

ㅇ 농어촌 융자
건 수 31,093 33,273 33,694 40,267 41,661 37,191 28,979
금 액 1,012 1,103 925 1,021 997 901 679

평균(만 원) 325 332 275 239 239 242 234
* ’13-1학기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없음 / 전환대출 제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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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금 지원 사업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사업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건 수 262,234 285,730 2,597,252 3,190,385 3,181,284 2,967,864 1,444,654
금 액 4,151 5,426 18,969 28,055 35,488 38,469 19,680

 ㅇ 소득연계형 장학금 건 수 228,818 248,184 2,565,544 3,157,485 3,146,297 2,932,785 1,426,644
금 액 3,112 4,290 18,021 27,031 34,437 37,344 19,139

  -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장학금 포함)

건 수 - - 1,080,027 1,859,939 1,944,214 1,779,461 919,864
금 액 - - 9,169 20,406 28,010 28,741 15,126

  - 국가장학금 Ⅱ유형 건 수 - - 1,434,139 1,221,221 1,115,865 1,058,527 453,820
금 액 - - 8,161 5,442 4,746 6,803 2,858

  - 기초생활수급장학금 건 수 90,474 92,666 - - - - -
금 액 1,544 1,963 - - - - -

  - 차상위계층장학금 건 수 78,578 59,213 - - - - -
금 액 858 648 - - - - -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건 수 - 46,854 - - - - -
금 액 - 986 - - - - -

  - 국가근로장학금 건 수 59,766 49,451 51,378 76,325  86,218  94,797 52,960
금 액 710 693 691 1,183 1,681 1,800 1,155

 ㅇ 성적우수 장학금 건 수 32,073 35,484 29,608 28,377 26,166 25,483 12,612
금 액 987 1,072 885 862 833 829 416

  - 대통령과학장학금 건 수 925 836 845 793 874 895 469
금 액 57 49 49 48 55 58 27

  - 국가장학생(이공계)　 건 수 25,665 24,507 20,778 21,867 20,035 19,645 9,101
금 액 772 765 649 665 636 617 283

  - 인문100년 장학금 건 수 5,311 5,490 4,587 5,369 5,097 4,555 2,590
금 액 150 162 125 140 132 131 81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건 수 - - - - - 264 396
금 액 - - - - - 11 16

  -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건 수 172 10 2 - - - -
금 액 8 1 0.1 - - - -

  - 전문대학우수장학금 건 수 - 4,641 3,386 333 137 82 16
금 액 - 95 61 8 3 2 0.4

  - 드림장학금 건 수 - - 10 15 23 42 40
금 액 - - 0.7 1 7 10 9

 ㅇ 재단장학금 건 수 1,343 2,062 2,100 2,342 6,646 5,235 3,789
금 액 52 64 63 69 123 106 56

  -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건 수 1,252 1,434 1,440 1,429 1,439 1,446 669
금 액 50 49 49 50 50 50 23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건 수 91 628 660 913 892 996 426
금 액 2 15 14 19 18 20 9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삼성)

건 수 - - - - 4,315 2,793 1,435
금 액 - - - - 55 36 18

 ㅇ 희망사다리장학금 건 수 - - - 2,181 2,175 4,361 1,609
금 액 - - - 93 95 190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