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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사명 : 한국경제 / 2021. 10. 14.(목)

□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ㅇ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금 교부율 변화 >

구 분 2018
1단계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계획)
2019 2020 2022 2023

지방소비세율 11% 15% 21% 23.7% 25.3%
교부금 교부율 20% 20.46% 20.79% 20.9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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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간 있었던 교부금 교부율 조정은 지난 2001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에 따른 교부율 인상을 제외하고는,

ㅇ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개편, 국세-

지방세 개편 등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 재정안정화기금(2020.12. 기준 2.3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ㅇ 실제 2021년 교부금이 전년대비 약 2조 원 감소(본예산 기준)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전에 적립한 안정화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총 7,374억 원)한 바 있습니다.

□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본예산) : (’21) 53.2조원 → (’22) 64.3조원(정부안, +11.1조원)

ㅇ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ㅇ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

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