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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

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교통카드 사용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이용

신청 및 문의   광양시 교통과 ☎ 797-3366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전원

지원시기  매년 3월 중

지원내용   1학년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용품 / 1인당 5만원

지원방법    학교별 공동구매 후 학생에게 지급

문 의 처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2720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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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전입생 포함)

지원시기   매년 3월 중

지원내용    교복(동복, 하복) / 1인당 300천원

지원방법    학교별 공동구매후 학생 지급

     ※ 개별 구매 학생 지원 불가

문 의 처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2720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지원내용    

   - 실용중심의 영어 교육을 위한 광양외국어체험센터 운영

   - 소규모학교 방과후 외국어강사 지원

   - 다문화가족 학생 모국어교육 및 문화탐방 실시

   - 여름방학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 운영(140명)

   - 자매결연 국제도시 학교와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신청 및 문의  외국어체험센터  ☎ 797-4773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1960

광양시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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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신청기간   연중(기관 별도 문의)

지원내용    전문체험·학습지원과정, 자기계발·특별지원·생활

지원과정

신청 및 문의   

    -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 794-2230

    -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 761-1335

    -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 761-4438

지원대상   관내 유·초·중학교 42교, 학부모, 마을학교, 지역민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학생 중심 및 학교·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나는 학교문화 조성

   - 미래핵심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창의적 학급교육과정 운영 등

신청 및 문의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2720

구분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상 초등4~6학년 초등4~6학년 초등4학년~중등3학년

인원 40명(2개반) 40명(2개반) 20명(2개반)

광양혁신

교육지구

운영



2021 광양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 _ 33

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창의융합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영재교육원>

      - 찾아가는 인재육성 프로그램(관내 초·중학교 대상) 운영

      - 창의융합 영재 여름 집중 수업운영 등

   <발명교육센터>

      - 무한창의력 광양사랑 프로젝트 운영

      - 미래핵심인재 진로교육 운영 프로그램 운영

      - 산업재산권 창출과정 운영 등

신청 및 문의

      - 발명교육센터 ☎ 792-8909

      - 영재교육원 ☎ 791-0040, 0140 

      -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1960,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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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장학생

선발
지원대상   

   - (초중고생) 광양시에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대학생) 부모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선발분야 및 지급액

① 대학(원)생 : 1,000 ~ 2,500천원 ② 유학생 : 2,500천원

③ 특기생 : 300 ~ 1,500천원 ④ 선행학생 : 300 ~ 700천원

⑤ 다문화 가정 : 300 ~ 700천원 ⑥ 다자녀 가정 : 300 ~ 700천원

⑦ 향우자녀 : 500천원 ⑧ 지정기탁 : 500 ~ 2,500천원

⑨ 특기지도 우수학교 : 1,500천원

신청기간   2021. 8월

신청 및 문의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2246

지원대상    공고일(2021.8.2.예정) 기준 부모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신청기간   2021. 8월

지원내용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대출 학자금에서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계좌에서 차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2246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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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학사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대상    공고일(2021. 1. 4.) 기준 부모 모두 1년 이상 광양시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서울시, 경인권 소재 대학생

 - 지방 대학 교환확생

 -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신청기간   매년 1월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

모집인원   50명(남 20, 여 30)

이 용 료   광양시 월 12만원(단, 식사 미제공)

신청 및 문의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