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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특별 신청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3 ~ 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운영(’22년 한시)과 관련하여 신청(∼10월)이 마감되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가계를 위해 특별신청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거점 서점을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점 방문 신청제’가 12월 한 달간 운영될 예정이오니,

아직 학습특별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가능 서점(붙임. 운영서점 현황 참고)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서점 방문 신청제’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 이내 도서 구매 지원
 ※ 지원 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3∼7월 기준)

운영
기간

2022. 12. 1.(목) ∼ 31.(토) [1개월간]
※ 해당 기간 중 신청인이 서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만 지원

방문
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학생을 보호 중인 시설의 장 등)
※ 방문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필수(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신청서 접수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신청
방법

①서점 방문

▶

②신청 접수

▶

③대상자 검증

▶

④도서 제공

[신청인]

 이용가능 서점으로

방문(신분증 지참)

  ※ 지역별 운영서점 

리스트(붙임) 참고

[운영서점]

 방문 신청인의 

신청서* 접수
 * 지원금 신청서 + 방문 

신청인 구매 희망 도서 

목록(10만 원 이내)

[한국장학재단]

서점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로

지원대상자 여부

검증
(서점·신청인 승인 통지)

[운영서점]

승인된 신청인에 

도서 제공

방문 수령 또는
택배 수령 지원 

▣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053-238-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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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서점 방문 신청제’운영서점 현황: 총 38개

지역 운영서점명 운영서점 주소

서울·인천·
경기
(7개)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교보문고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교보타워 지하 1·2층

교보문고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69 롯데캐슬골드 지하 1층

교보문고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지하 1층

교보문고 일산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036,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교보문고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 부천역사쇼핑몰 7층

운암문고  •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62 BYC건물 2층

부산·울산·
경남
(8개)

교보문고 부산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58 교보생명빌딩 1층, 지하 1층

행복서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495 정관주민자치회관 1층

교보문고 울산점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85 업스퀘어 지하 1층

교보문고 창원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04 마이우스빌딩 지하 1층

진주문고

 • (본점)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40번길8

 • (혁신점)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7번길30 드림어반스퀘어 1층

 • (엠비씨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13

 • (초전점)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61번길10 A동 1층

대구·경북
(6개)

교보문고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586 교보생명빌딩 1~3층

월드문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3224 지하 1층

종로서적 옥동점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415

학원사 서점
 • (본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266

 • (대흥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36-1

삼일문고  •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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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운영서점명 운영서점 주소

대전·세종·
충북·충남

(7개)

교보문고 대전점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26 명동프라자 3층

계룡문고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9 삼성생명빌딩 지하 1층

교보문고 세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63 파이낸스센터 1층, 지하 1층

휘게문고 본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6 나보나스퀘어 3층

책이있는글터서점  •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191

교보문고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43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B관 3층

반디앤루니스 당진점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49-19, 10층(수청동, 시네마타워)

광주·전남·
전북
(5개)

충장서림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93-5

한솔문고 하당점  •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64

서원문고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984-8

교보문고 전주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35 NC웨이브 B관 지하 1층

한길문고  •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38 나운프라자 2층

강원·제주
(5개)

춘천문고 본점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97-1 벨몽드 2층

북스타문고 원주점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121-1 M스타빌딩 2층

문우당서림 속초점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45

우생당 서점
 •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42

 • (서귀포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4

   2022년 12월 1일

포 천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