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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7. 3.(금) 배포

담당과 예산담당관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4,260억원 

 - 고용안전망 강화 658억원 및 청년지원 50억원 

-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85억원 등 5,053억원 증액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 국회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먼저, 초 중등학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국립대학 ICT 고도화 등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에 4,260억원을 투자한다.

ㅇ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에 658억원을 편성하고,

- 청년 지원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예정인 대학생 

약 1,200명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확정된 교육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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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그린 뉴딜)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➀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 : 2,708억원

- ’21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실(약 20만개)에 고성능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2,367억원을 편성하였다.

- 공공 학습관리시스템(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기능 개선에 15억원을 

투자하고, 온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1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 아울러 국립 유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그린 + 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에 198억원이 투입된다.

    ※ 무선AP 설치(5억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30억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44억원), 제로에너지 확산 친환경 단열재 보강(119억원) 

②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 1,000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 연구환경 개선비 집행상한 확대를 통한

간접지원 : 1,0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1,000억을 증액 편성하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각 대학의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및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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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자율성 제고 및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집행 상한 확대(30%→ 40%)를 통한 약 1,000억원 수준의 

재정 여력으로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 및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신규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교원 원격교육 역량강화 지원 : 33억원

- 교․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원격 쌍방향 수업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④ 대학 전산망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480억원

- 국립대학의 노후 전산망 교체 및 클라우드 전환에 352억원을 투자

하여 온 오프라인이 연계된 다양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예산을 확보(128억원)하여 대학이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⑤ 온라인 공개강좌 및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 : 39억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및 활용활성화 사업을

29억원 증액하여 차세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 아울러 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애듀테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4 -

 (고용 안전망) 공공일자리 창출

⑥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 658억원

-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보조인력(900명) 및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도우미(4,200명) 일자리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고,

- 초 중 고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듀테크 멘토링(멘토 

2천명, 대상 학생 약 4만명)을 제공한다.

 (청년 지원) 청년 지원 

⑦ 희망사다리장학금(I유형) 장학금 지원 : 5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 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에

대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희망사다리장학금(I유형) 수혜자 수 확대 : 6,200명 ⟶ 7,400명 (+1,200명)

 (학교 방역) 유‧초‧중‧고 방역 물품 지원 

⑧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 85억원 

- 하반기 학교 방역활동에 필요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 

예산을 85억원 추가 편성하였다.

    ※ 마스크, 손소독제, 의료용장갑,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학교 방역물품에 

국고 188.5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709.54억원 등 총 898억원 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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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정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공공부문에서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ㅇ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편성하였다.

    ※ 보통교부금(△2조 522억),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87억), 재난안전관리 특별

교부금(△62억), 국가시책 특별교부금(△374억원) 등 △2조 1,145억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학교와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를 즉시 확충하고, 현장에 필요한 보조인력 방역물품과 

긴급재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ㅇ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이러한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

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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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추경 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5, 6, 14번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기정예산을 일부감액하고 뉴딜‧고용안전망 내역 증액

   – 괄호 안(굵은 글씨)은 뉴딜‧고용안전망을 위한 증액 내역으로 동 내역을 합계(소계)에 포함

사업명
’20년 
예산
(A)

제3회 
추경예산

(B)

증액
(B-A) 주요내용

소계* 505,302 한국판뉴딜‧고용안전망 및 
방역물품 지원 

1. 초중등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신규)

- 236,717 236,717
ㆍ(무선AP 설치) 1,481억원
ㆍ(노후 PC․노트북 교체) 886억원

2. 공공 LMS 기능개선(정보화) 
(신규)

- 1,500 1,500 ㆍ초중등 공용 LMS 개선

3.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신규)

- 12,800 12,800 ㆍ시범학교 운영(400개교)

4.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신규)

- 19,785 19,785

ㆍ(무선AP 설치) 5억원
ㆍ(노후 PC․노트북 교체) 30억원 
ㆍ(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44억원
ㆍ(제로에너지 확산 친환경 

단열재 보강) 14개교, 119억원
5. 대학혁신지원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
803,122 828,822

(76,000)
25,700

(76,000)
ㆍ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760억원)
6. 전문대학혁신지원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
390,786 388,386

(24,000)
△2,400
(24,000)

ㆍ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240억원)

7. 교원양성대학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신규)

- 3,300 3,300 ㆍ교원양성대학 10교 × 3.3억원

8.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신규)

- 35,214 35,214
ㆍ(전산망 고도화) 319억원
ㆍ(클라우드전환 지원) 33억원

9-1. 대학온라인 강의지원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1,779 14,579 12,800
ㆍ(원격지원센터) 센터 10개소 

운영, 128억원
9-2. 대학온라인 강의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 41,180 41,180 ㆍ(온라인 원격 도우미) 4,200명

1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3,507 16,439 2,932
ㆍ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 및 

K-MOOC 플랫폼 인프라 보강 
11. 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신규)
- 1,000 1,000

ㆍ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구축 
ISP

12.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신규)

- 15,680 15,680 ㆍ(에듀테크 멘토) 2천명

13. 인문사회 기초연구 185,120 189,383 4,263 ㆍ(일자리 확충) 435명

14.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대학연구기반구축)

337,366
(92,541)

334,718
(95,893)

△2,648
(3,352*)

ㆍ(일자리 확충) 342명

15.인문학 진흥 43,153 44,476 1,323 ㆍ(일자리 확충) 135명

16.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3,989,959
(86,408) 

3,994,939
(91,388) 

4,980
(4,980)

ㆍ(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지원 장학금) 약 1,200명

17.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 8,476 8,476 ㆍ초‧중‧고 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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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추경 감액 현황 

□ 교부금 감액
(단위: 억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기금

’19
예산

’20년

반영 내용
본예산

기조치
(1차 2차 
추경)

3차 추경 
감액(순감)

소 계 552,486 553,720 2,533 △21,145 교부금 사업 조정,
4개 사업

1.보통교부금 일반 536,822 538,113 2,522 △20,522

ㆍ내국세 감소(△4%)

2.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일반 4,699 4,682 3 △187

3.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일반 1,566 1,560 1 △62

4.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일반 9,399 9,365 7 △374

□ 사업비 감액 

(단위: 억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기금

’19
예산

’20년

반영 내용
본예산

기조치
(1차 2차 
추경)

3차 추경 
감액(순감)

소 계 △2,591

5.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특 38,153 40,316 - △416

ㆍ유류비 감소, 국제행사

국제교류 취소 및 

기타 집행 잔액, 추계 

오차 등 불용예상액

6.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일반 735 1,107 - △368

7.고등학교 무상교육 일반 0 6,594 - △134
8.국립대학부설
특수학교 설립

일반 27 138 - △131

9.BK21 플러스 일반 2,967 3,839 - △72

10.개인기초연구(R&D) 일반 2,922 1,707 - △31

11.국립대학 시설확충 일반 6,203 7,166 △200 △200

12.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ODA)

일반 591 674 - △84

13.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일반 139 156 - △41

14.국립대학 노후 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일반 424 590 - △32

15.글로벌교육교류지원
(비ODA)

일반 159 17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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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기금

’19
예산

’20년

반영 내용
본예산

기조치
(1차 2차 
추경)

3차 추경 
감액(순감)

16.글로벌교육지원
사업(ODA)

일반 144 160 - △11

17.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일반 93 91 - △10

18.국립대학육성 일반 1,500 1,500 - △75
19.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균특 2,925 3,689 - △83

20.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일반 33 30 - △2

ㆍ교육부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기본경비 운영비
절감 

21.학술원 기본경비 일반 48 49 - △4
22.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
일반 20 20 - △1

23.교원소청심사 위원회 
기본경비

일반 12 13 - △1

24.국립대학 기본경비 일반 1,129 1,189 - △8.3

25.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일반 31 28 - △2

26.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일반 293 323 - △1.3

ㆍ출연기관 운영비 

절감

27.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일반 194 212 - △1
28.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일반 379 379 - △0.5

29.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일반 146 166 - △2
30.한국장학재단 출연 일반 2,274 2,064 - △7
31.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일반 4,576 4,866 - △21.5

32.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일반 880 962 - △7.2

33.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일반 71 61 - △0.1
ㆍ보조사업 

사업비 절감 
34.이러닝세계화(ODA) 일반 60 47 - △5
35.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

정보분석 시스템운영
일반 21 22 △0.04

36.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일반 2,177 3,374 - (△60)
ㆍ구조조정 △60억원

ㆍ증액 +34억원

37. 대학혁신지원 일반 5,688 8,031 (△503)
ㆍ구조조정 △503억원

ㆍ증액 +760억원

38. 전문대학혁신지원 균특 2,908 3,908 (△264)
ㆍ구조조정 △264억원

증액 +24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