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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국정과제 2년 반, 국민과 함께 점검한다

◈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개최
◈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언론인, 직원들이 함께 교육정책 성과와 과제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1일(월),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지난 것을 계기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했다.

ㅇ 이 행사는 그간 교육 분야 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국민의 시선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집중할 부문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 오전에는 분과별 세부토론, 오후에는 국정과제 성과보고 및 분과별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학부모․교원, 언론인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국정과제 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주에 걸쳐 교육부의 

실‧국별 담당자들의 소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토론과

부서 및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중점과제*에 대한 사전 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 공정 : 고졸취업 활성화, 사학혁신 방안

미래 :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일반고 역량강화), AI분야 인재양성, 학교공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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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는 교육부 내 회의실에서 5개 분과*별로 토론을 실시하였다.

* 1) 학교정책 2) 대학정책 3) 평생・직업 4)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5) 기획・국제・사회정책

분과 토론 주제

학교정책 혁신학교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등 4개 주제
대학정책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5개 주제
평생・직업 ICT 연계 교육서비스 등 7개 주제
교육복지・학생지원
・안전정보 유‧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 등 3개 주제

기획・국제・사회정책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등 3개 주제

ㅇ 오후에는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부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협업과제 논의 결과와 분과별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 이어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원회 교육

분과 위원과 교육부 자체평가 위원 등의 총평도 이루어졌다.

□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 정책제안을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ㅇ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사전토론 일정

2.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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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참고1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사전토론 일정

【 국별토론 】

국(관) 회의일정 회의장소 비 고

정책기획관 11.4.(월) 14:00 517호 회의실

국제협력관 10.31.(목) 10:30 320호 회의실

운영지원과 11.1.(금) 16:00 512호 회의실

고등교육정책관 ·
대학학술정책관

10.31.(금) 09:30 / 11.6.(수) 09:00 419-1호 회의실

직업교육정책관 11.4.(월) 14:00 417호 회의실

학교혁신정책관 10.31.(목) 09:00 510호 집무실

교육과정정책관 10.29.(화) 09:30 505-1호 회의실

교육복지정책국 11.1.(금) 11:00 501호 회의실

학생지원국 11.1.(금) 14:00 303호 회의실

평생미래교육국 11.1.(금) 14:00 429호 회의실

교육안전정보국 10.31.(목) 10:00 210호 자료실

지방교육자치강화
추진단

10.28.(월) 13:30 536호 회의실

【 협업과제 】

과제명 회의일정 회의장소 비 고

고졸취업활성화 11.5.(화) 15:00 425호 회의실

사학혁신방안 11.4(월) 10:00 536호 회의실

AI분야 인재양성 11.4(월) 14:00 426호 회의실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일반고 역량강화)
11.4(월) 16:00 505-1호 회의실

학교공간혁신 11.6(수) 14:00 426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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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참고2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일정

시간 주요내용

< 사전토론 >

10.4주~11.1주

1. 국별 사전토론

• 각 국별 사전토론

 - 국별 주요 추진과제 점검 등

< 11일 오전 세부토론 >

09:20~11:50

2. 분과별 토의

120’

30’

• 5개 분과* 토의
  * 1) 학교정책 2) 대학정책 3) 평생・직업 4)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5) 기획・국제・사회정책

 - 성과, 개선점, 향후 주안점 등 도출

• 토의내용 정리

11:50~13:30 • 오찬 및 휴식

< 11일 오후 결과공유 >

14:00~14:15

3. 개회식
15’

• 국민의례

• 개회사

14:15~14:30

4. 국정과제 성과보고
15’

• 국정과제 성과보고

 - 교육부 국정과제 내용, 그간의 성과 등

 - 국정과제 향후 추진계획 등

14:30~16:20

5. 분과별 토의결과 발표
110’ • 협업과제 토의결과 및 오전 분과별 토론결과 발표・공유

16:20~16:40

6. 총평 및 마무리
20’ •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총평 및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