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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승환 는 월
일 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 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
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ㅇ 작년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 에 이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방교육재정은
년 예산기준
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 초 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
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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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 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
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ㅇ 시 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ㅇ

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ㅇ

세션에서는
촉발된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 에 대해 발표한다

ㅇ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 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 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 를 요청했다

붙임

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계획 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과 구본억 서기관(☎044-203-6528) 및 기획담당관실 신민영 사무관(☎
044-203-663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최진욱 장학사(☎010-5897-6177),
한국교육개발원 최상준 연구원(☎043-530-9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

붙임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계획

□ 회의개요
목적

년 개최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매년 교육청 교육부 등이 함께 지방교육재정 투자방향을 논의
주최 주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시 장소

수

한국교육개발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층 중연회장

참석 부총리 시 도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 주요내용 및 진행순서(안)
❖
❖
세션
시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
간

15:30~15:35

주요 내용
5‘

비 고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5:35~15:45 10‘

▫ 인사말씀

15:45~16:00 15‘

▫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

기재부 2차관

16:00~16:30 30‘

▫ 발표주제 관련 참석자 의견제시 및 토론

KEDI 원장 사회

16:30~16:35

▫ 장내정리

세션
시

5‘

부총리, 교육감협의회장 등

사회자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안
간

주요 내용

비 고

16:35~16:50 15‘

▫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

교육부 기조실장

16:50~17:20 30‘

▫ 발표주제 관련 참석자 의견제시 및 토론

KEDI 원장 사회

17:20~17:30 10‘

▫ 마무리 말씀

부총리, 교육감협의회장 등

▫ 정리 및 폐회

사회자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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