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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가교육회의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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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 조민환 팀장 (02-2100-1314)

담당자 황지혜 서기관 (02-2100-1315)

국가교육회의 제2기 활동 백서 발간

- 2기 운영 및 활동 결과, 2030 미래교육 비전 및 중장기 정책 의제 등 수록 -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한 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를 발간하였다.

 ◦ 올 해 국가교육회의는 산업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준비와 이를 구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추진,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협의 모델 마련 등에 주력했다.

□ 제2기 백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기 국가교육회의 운영 

및 주요 활동 결과, 2030 미래교육 비전 및 중장기 정책의제,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결과 등을 수록하고 있다. 

 ◦ 국가교육회의의 개요와 구성 등을 담은 1장에 이어, ‘2장 국가

교육회의 운영’에서는 제2기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2030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정기 및 수시회의, 포럼,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업무협의 등 

총 130여회*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정기 및 수시회의 99회, 포럼 3회, 토론회 4회,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 12회, 
부처 업무협의 4회, 간담회 1회, 정책연구 지원 및 연구 협업 5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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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가교육회의 주요활동’은 올해 국가교육회의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교육주체

들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8개 핵심 활동*의 내용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② 2030 교육포럼 ③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 
권리선언 ④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 ⑤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⑥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 참여 및 연계 ⑦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⑧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 ‘4장 2030 미래교육 비전 및 중장기 정책의제’에서는 지난해 

제1기 국가교육회의에서 정리된 미래교육 의제들을 바탕으로 올해 

지속적 논의를 통해 발전시킨 미래교육의 방향과 정책 의제를 

5개 분야* 별로 제시하고 있다. 

   * ① 미래교육의 방향과 2030 교육체제, ② 새로운 시대의 유․초․중등 교육, ③ 미래를 여는 
고등교육 혁신, ④ 유연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체제, ⑤ 교육 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 이번에 발간된 제2기 백서는 2020년 국가교육회의 활동의 중요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마련하게 될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백서는 주요 국가기관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

교육회의 홈페이지(eduvision.go.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별첨) 제 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파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황지혜 서기관(☎02-2100-1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