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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2002년의 「제주국제ㅈH도시특별법，」을 흡수하면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 

정되면서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4개 기초자치단쳬를 폐지하고 제주특 

별자치도로 통합함으로쩌 단층제인 광역자치단체체제로 개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 

범하먼서 교육부문에서도 차별화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교 

육재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의 특례와 일반회계전입금 비율 특례조 

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타시도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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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2008. 6. 4. 조례 제368호）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상의 비율 

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는 일반 도 단위와 같은 수준의 1 

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기초자치단쳬의 학교 교육경비 보 

조액을 감안하였을 경우 졔주특별자치도세 전입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제주의 교육 

재정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제주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 합의는 과거 도시．군 체제 시의 보통교부금 교부율 만을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으로 미래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재정보전책을 차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법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및 관련 조례에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인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 및 중앙정부 

로부터의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에 대한 운용살태 및 진단을 통하여 법정교 

부비율의 적정성과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재정 특례규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ㅍ． 제주 교육재정 현황 

2.1 재원별 세입규모 

2012년 기준 제주의 유치원생 수는 5천명， 초등학생 수는 4만 명， 중학생 수는 2만 4천 

명， 고등학생 수는 2만 4천명으로 잔쳬 학생 수는 약 9만 3천명이다． 2012년 기준 제주의 

유치원 교원 수는 4백 명， 초등학교 교원 수는 2천5백 명， 중학교 교원 수는 1천 4백 명， 

고등학교 교원 수는 1천 4백 명으로 전쳬 교원 수는 5천 7백 명이다． 〈표 1＞과 〈표 2＞에 

제주도교육청 총괄， 연도별·재원별 세요拓千모가 요약되었는데， 2013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 

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은 궈722억원으로 2012년 회계연도 대비 6.3% 증가하였다． 

2013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80.6％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교육이전수입은 15.9% 수준이다． 중앙정부이전 수입은 '12년 대 

비 6.6%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13년 재원별 세입규모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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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80.6％로 전국평균 76.1％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쳬 이전 수입 중 '13년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이전수입은 '12년 보다 耿3% 증 

가하였으나， 비중은 15.9% 수준으로 '12년 보다 다소 낮아졌고， 전국평균 16.9% 보다 낮 

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비중은 3.5% 수준으로 전국평균 5.3% 

보다 낮은 수준으로， 2008년 기준으로 2013난까지 연평균 35 0％로 매우 급속히 증가하였 

다． 

지방교육채는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기간 6년 동안（2008-2013)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었 

으나，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결산기준으로 지방교육채 33,467,020찬원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을 제외하고 주민（기관）부담금 등 기타 세입은 없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08년도에 82.5％로 최고로 높은 비중이었으나， 2010년도（75.1%) 

를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80％수준으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졔주도의 지방 

세 수입 증가로 지자쳬 이전수입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세입예산 총괄별（관별） 

（천원， %) 

재 원 별 
'13회 계 연도 （A) '12회 계 연도 （B) 증감액 （A-B) 

구성 비 구성 비 증가 비율 
합계 772,171,555 726,559,361 71,217,656 6.3% 

중앙정 부“기 전수입 622,438,373 80.6% 584,132,505 80.4% 38,305,868 6.6% 
지 방재 정 교육재 정 교부금 621,355,431 80.5% 583,088,001 80.3% 38,267,430 6.6% 

국고보조금 1,082,942 0.1% 1,044,504 0.1% 38,438 3.7% 
지 방자치 단쳬 이 전수입 122,979,829 15.9% 116,821,394 16.1% 6,158,435 5.3% 

자방교육세 전 입 금 81,064,618 10.5% 76,974,240 10.6% 4,090,378 5.3% 
담배 소비 세 천 입 금 

시 도세 전 입 금 19,411,354 2.5% 19,411,354 2.7% 0 0.0% 
학교용지 일반회 계 부담금 2,232,000 0.3% 4,638,000 0.6% 2,406,000 -51.9% 

비 법 정 이 전수입 20,271,857 2.6% 15,797,800 2.2% 4,474,057 28.3% 
지 자쳬 교육비 특별회 계 부담 

수입 
26,753,353 3.5% 25,605,462 3.5% 26,753,353 4.5% 

교수학습활동수입 8,939,109 1.2% 9,486,566 1.3% 547,457 -5.8% 
행정활동수입 102,100 0.0% 107,150 0.0% 5,050 -4.7% 

자산수입 122,144 0.0% 261,746 0.0% 139,602 -53.3%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잡수입 등 390,000 0.1% 150,000 0.0% 240,000 160.0% 
이월금 등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지방교육채 
주민（기관）부담금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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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 재원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세입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謫＼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연 평 균 

증가율 전국（억 원） 

중앙정부 

이 전수입 

463,568 492,975 461,062 556,223 584,133 622,438 388,346 
6.4% 

82.5% 80.5% 75.1% 81.7% 80.4% 80.6% 76.12% 

지자쳬 이전수입 
86,260 92,737 98,650 98,838 116,821 122,980 86,132 

7.5% 
15.3% 15.1% 16.1% 14.5% 16.1% 15.9% 16.88% 

지자체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 

12,096 27,004 54,103 25,823 25,605 26,753 26,830 
35.0% 

2.2% 4.4% 8.8% 3.8% 3.5% 3.5% 丘26% 

지방교육채 
0 '0 0 0 0 0 8,865 

0.0% 0.0% 0.0% 0.0% 0.0% 0.0% 1.74% 

주민（기관）부담금 

등 기타 

5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561,974 612,716 613,815 680,885 726,559 772,172 510,173 5.6% 

* : 본예산 7 준으로 분석가간 6년 동안（2008-2013)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결산기준으로 지방교육채 33,467,020천원 발행하였음 

2.2 성질별 세출 予모 

인건비는 2008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성질별 세출규 

모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년간 평균 63.7%로 가장 높고， 인건비 비중은 2008년 

68.3％에서 2012년 61.3％로 타 교육청과 비슷하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3> 연도별 제주교육청 성질별 · 부문별 세출규모 
（단위： 백만 원） 

∼녹信꼰츠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 균 

증가율 

성질별 

인간비 
383,631 396,352 396,320 412,588 445,433 

3.8% 
68.3% 64.7% 64.6%% 60.6% 61.3% 

물건비 
24,130 24,746 25,315 26,347 28,891 

4.6% 
4.3% 4.0% 4.1% 3.9% 4.0% 

이전지출 
4,325 5,006 14,418 8,608 16,917 

40.6% 
0.8% 0.8% Z3% 1.3% Z3% 

자산취득 
71,149 78,508 71,826 96,372 82,946 

3.9% 
12.7% 12.8% 11.7% 14.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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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지출 
4,120 0 752 긔623 996 

29.9% 
0.7% 0.0% 0.1% 0.2% 0.1% 

학교지원 
69,231 80,915 100,983 131,863 147,720 

20.9% 
12.3% 13.2% 16.5% 19.4% 20.3% 

예비비 및 

기타 

5,388 27,189 4,201 3,484 3,656 
9.2% 

1.0% 4.4% 0.7% 0.5% 0.5% 

합계 561,974 612,716 613,815 680,885 726,559 6.6% 

성질별 세출규모 중에서 물건비는 2008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 1.8％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전 

지출 세출은 4년간 연평균 4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세출비중도 2008년 

0.8％에서 2013년 2.3％로 증가추세이다． 자산지출 세출은 2008년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산취득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2012년 4년간에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높다． 학교지원 세출은 2008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20.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지원 세출비중은 2008년 12.3％에서 2012년에는 20.3% 

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세출은 연평균 9.2％로 감소하였다． 

2.3 부문별 세출 予모 

유아 및 초중등학교교육은 2008년 기준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6.8% 증가하였다． 평 

생직업교육은 2Q08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4년간 연평균 9.8％로 증가했으며 전쳬 세 

욹구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없다． 교육일반은 2008년을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 

3.4％로 증가하였다． 

＜표4> 연도별 제주교육청 성질별 · 부문별 세출규모 

（단위 : 백만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O8-'l2증가율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6,160 565,693 585,504 649,310 696,599 
6.8% 

95.4% 92.3% 95.4% 95.4% 95.9% 
평 생 직 업 

교육 

1,534 L962 1,805 2,132 2,228 
9.8% 

0.3% 0.3% 0.3% 0.3% 0.3% 

교육일반 
24,280 45,061 26,506 29,443 27,732 

3.4% 
4.3% 7.4% 生3% 4.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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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전 · 후 제주도교육청 재정추이 

〈표 5〉에서 보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재정은 국가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 

치도 출범 전보다는 출범 후에 그 비중은 높아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국가부담 비 

증은 81.88％로 국가부담이 절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3년 평균 교육비특별회계 제주도의 부담비율은 17.51％이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간은 15.75％로 하락하아， 상대적으로 지자쳬 부담은 약 1.36%p가 낮아졌다． 자체수입 

비중은 2% 내외로 매우 미미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에 약 1.08%p가 낮아겼으나 

최근 2012년， 201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보다 2%p가 높아졌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인 국가부담금은 크게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6년에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통 

교부금의 1.533％인 숙568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에는 총액의 

10,000분의 157로 교부 받고 있다． 〈표 6〉에 나타나듯이 보통교부금은 꾸준히 늘고 있고， 

2013난 현재 보통교부금은 q2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5> 제주자치도 전．후 제주도교육청 재정추이 비교 

（본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국가부담 지자쳬부담 자체수입’ 합계（100%) 

특별자치 

도설치 

이전 

2004 306,615(77.51%) 76,573(19.36%) 12,393(3.13%) 395,583 

2005 332,675(78.89%) 72,601(17.15%) 13,025(3.08%) 418,301 

2006 368,157(80.59%) 73,192(16.02%) 13,405(2.93%) 454,754 

평균 79.00% 17.51% 3.05% 

특별자치 

도설치 

이후 

2007 409,321(82.40%) 75,080(15.11%) 11,311(2.28%) 495,754 

2008 463.567(82.49%) 86,260(15.35%) 11,096(1.97%) 560,923 

2009 492.974(80.46%) 92,737(15.14%) 12,004(1.96%) 597,715 

2010 461,062(80.49%) 98,650(17.22%) 13,103(2.29%) 572,815 

2011 556,223(83.18%) 98,838(14.78%) 13,613(2.04%) 668,674 

2012 584,133(81.91%) 116,821(16.38%) 12,205(1.71%) 713,159 

2013 622,438(82.21%) 122,980(16.24%) 11,753(1.55%) 757,171 

평균 81.88% 15.75% 1.97% 

* ; 자쳬수입은 이월금 제외 

자료 백헤선외 4얀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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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별 제주의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국고보조금） 

（단위 : 백만원） 

얀도 츠빈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합계 

2006 365,027 히130 368,157 

2007 403,992 5,329 409,321. 

2008 463,516 52 463,568 

2009 492,891 84 492,975 

2010 460,629 367 460,996 

201.1 555,230 702 555,932 

2012 583,000 1,045 584,045 

2013 621,355 1,083 622,438 

＜표 7> 연도별 법정 전입금 전입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 ^기 오스 淫」 = 

지방교육세 

전 입 금 
총계 

증가율 증가율 

2005 6,340 59,844 66,184 

2006 6,548 3.3% 64,868 8.4% 71,416 

2007 11,889 81.6% 63,352 2.3% 75,241 

2008 12,490 5.1% 
』 

68,111 7.5% 80,601 

2009 13,472 7.9% 70,099 2.9% 83,571 

2010 13,878 3.0% 71,678 2.3% 85,556 

2011 15,405 11.0% 71,873 0.3% 87,278 

2012 19,411 26;no,.'j to 76,974 7.1%, 96,385 

2013 19,411 0.0% 81,065 5.3% 100,476 

:2013년 본十l은 보수적으로 2012년 수준의 도세전입금으로 펀성 

제주도가 부담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세법’ 제26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포함한다． 

〈표 7〉을 보면， 특히 리스자동차 촤등록세입 증가로 2011년， 2012년， 2013년 도세 세입 

증가율은 크게 나타났다． 정부이전수입의 증가율에 비해 지방자치단쳬 이전 수입 증가율은 

낮으며 제주특별자치 출범이후 비법정전입금은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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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비법정전입금 전입실적 
（단위 천원） 

연도 쾅역 자치 단쳬 전 입 금 국고지 원지 원금 총계 

2008 5,465,000 195,000 5,660,000 

2009 7,117,394 49,200 7,166,594 

2010 7,962,394 0 7,962,394 

2011 11,559,800 0 11,559,800 

2012 15,797,800 0 15,797,800 

2013 20,271,857 0 20,271,857 

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특례 

3.1 보통교부금 법정률화 

3.1.1 보통교부금 개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라는 법적 근거 하에， 국가의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20.27％와 지방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 

로 나누고 보통교부금은 96%, 특별교부금은 4％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직원 인건비 지급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반면 흑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한 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차액을 배분한 

다． 

3.1.2 보통교부금 산정방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6조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 

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항목 및 측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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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대통스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 

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 ·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예상액으로 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교부한다．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녹 - 보통교부금  

   

(7개측정항목土자쳬노력） 
（지방세＋세외 수입액 I 

（조정률 적용） 

 

 

土자쳬노력） 

 

또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표 9> 수요 항목별 사용통계 현황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얀건비 

교원 및 교육천문직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증원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및 사무직원 공무원 	 수 

공무원 4 사무직원 외의 직원수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z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가긴 학교경비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근구，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수 

마긴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둥학교 
운영비 학교 수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학교 수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나； 지ㅒ咫커 경비 지뱅선거경비 

4' 교육복지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지원비 
교육복지우 크치원 학교 수 

정보화 치원 수급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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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게열 고등학교의 사희적 배려 대상 학쟁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허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5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신설 4 이전 . 증설비 
토지면적 

갼축연면적 

다｀ 교과교실 시설비 
증설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라길 학교 퉁폐합에 따른 
신살 4 이천 ; 개축 ' 증설 4 대수선비 

토치면적 

건축연면적 

마； 군（君懲 단위 학교 재배치예 따른 
신설 이전 개죽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지원 

건축연면적 

사．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6' 슭까교육비 

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수 

나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라｀ 공립유치원 신설 · 증설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사업지원 학급 수 

나 자유수강퀀 긔원 수급자 수 

다‘ 초등돌봄교샬 지원 학급 수 

8' 재정 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나』 민자사업 긔급금 

3.1.3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내역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보면 교직원인건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살비의 비 

중은 줄어들고 있고， 유아교육사업비의 비중은 2010년 2.1％에서 2012년 生6％로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인 방과후 사업비 예산도 2011년 및 2012 

년에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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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 비중 및 증가율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금액 구성 비 금액 구성 비 증가율 금액 구성 비 증가율 

기 준재 정 수요총계 410,462 100.0% 424,609 100.0% 3.45% 451,103 100.0% 6.24% 

교칙원인건비 275,751 67.2% 284,365 67.0% 3.12% 293,457 65.1% 3.20% 

학교교육과정운영비 63,010 15.4% 68,343 16.1% 8.46% 72,992 16.2% 6.80% 

교육행정비 36,724 8.9% 25,102 5.9% -31.65% 22,175 4.9% 11.66% 

학교시설비 17,139 4.2% 18,420 4.3% 7.47% 17,227 3.8% 6.48% 

유아교육사업비 8,592 2.1% 10,481 2.5% 21.99% 20,608 4.6% 96.62% 

방과후학교사업비 3,069 0.7% 4,219 1.0% 37.47% 6,248 1.4% 48.09% 
재정결함보전 숙397 1.1% 8,045 19% 82.97% 6,804 1.5% 15.43% 

자쳬노력수요 등 1,780 0.4% 5,634 1.3% 216.52% 11,133 2.5% 105.2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F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각 연도 

＜표 11> 보통교부세 산정항목별 증가율 

（단위： %) 

2010 2011 2012 

기 준재

정수요 

교직원인건비 2.39 玖12 3.20 

학교교육과정 운영 비 2〕．33 8.46 6.80 

교육행 정 비 17.64 -31.65 -11.66 

학교시샬비 -36.11 7.47 -6.48 

유아교육사업 비 29.11 21.99 96.62 

방과후학교사업 비 21.74 37.47 48.09 

재정결함보전 40.82 82.97 -15.43 

자쳬 노력 수요 9.47 216.52 105.27 

소계 -0.11 3.45 6.24 

기 준재 정 수요 2.97 13.57 -4.10 

보통교부금총액（제주도포함） 1.04 9.21 8.9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각 연도 

3.1.4 제주 보통교부금 관련 법령 및 법정률화 한계 

2006년도 졔주특별법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일반자치 보통교부세는 총교부세총액의 3% 

로 법정률화 하였고， 제주도의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율은 제주자치도 직전（2006년）의 

91 



92 順經論集 第33輯 

교부율 1.566％를 반영하고， 원어민교사 확대 등 향후 제주자치도로서의 교육수요를 감안 

하여 보통교부금 법정률이 10,000분의 157로 조정되었다． 보통교부금 비율의 1.57％를 법 

정률화 한 것은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될 수 있으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교육사업의 ＜긔予재원조달에는 한계를 보인다．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보통교부금 교부율 산정자료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총액 13,843,148 15,326,846 16,171,600 22,946,340 23,273,261 

제주도 200,980 230,692 243,084 345,251 364,502 

비율 1.451 1.505 1.503 1.505 1.566 

보통교부금 제도는 재정력이 약하면 보통교부금을 증가시켜 재정을 보잔해주고， 재겅력 

이 좋으면 보통교부금이 감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자치단쳬 교육재정 격차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제주의 보통교부금은 교부비율을 총액의 1 57％로 고정하 

여 법정화 함으로쩌 제주자치도나 교육청의 자쳬수입이 늘어 재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을 감소하지 않는 법정률화 제도가 유리하고， 반대로 자체수입이 감소 혹은 정 

체하여 재정력이 감소하면 보통교부금이 증가하는 경우 불리한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주의 1.57% 법정률화 제도는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어서 보 

통교부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교부금 1.57％세 법정률 합의는 

과거 도，시군 처l제시 보통교부금 전체 교부율만을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샬정으로， 재정수 

요 증가를 반영한 재정보쟌책을 차단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보통교 

부금의 법정률 고착화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수R재원조달에는 한계를 보 

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들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기준재 

정수요 측정항복들이 늘어나고，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타 지방에 별도의 측정항목으로 교 

부하는 예산까지도 총액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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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 

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 

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 

도 도입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가준재정수입액의 차액으로 총교부액의 1.57％만 교부받을 

수 있는 경직된 재정특례로 부여함으로서 이는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총액의 25％를 추가로 

5냔간 교부하는 재정특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표 13> 보통교부금 관련 법령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 

및 국제자유도시 조 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 

성을 위한 특별법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 

지 방교육재 정 교부금 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쳬에 그 미달 

법 
	

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재정 특례）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에 관한 특별법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 

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 

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3.23> 

3.1.5 제주교육청 교부금 현황 

(1) 보통교부긍 현황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는 제주의 교육재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추 

가 재원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주의 보통교부금 배분액은 갈산기준으로 2010 

년에는 전쳬 보통교부금의 1.629%, 2011년은 1.627％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의 제 

주의 1.57% 법정 배분율보다 높은 편이다． 국제학교 설립 등 특별한 경우에 별도로 추 

가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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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도별 교육인적자원부 보통교부금 교부율 산정자료（결산기준） 
（백만원， %) 

구분 전체 제주 

보통교부금 양여금 7ㅖ 보통교부금 양여금 계 비율 

2012 594,336 

2011 34,878,223 34,878,223 567,798 567,798 1.627 

2010 31,291,036 31,291,036 509,713 509,713 1.629 

2009 29,495,414 29,495,414 463,018 463,018 1.570 

2008 32,038,928 32,038,928 503,014 503,014 1.570 

2007 25,304,772 25,304,772 408,003 408,003 1.612 

2006 23,772,906 23,772,906 353,784 353,784 1.535 

2005 22,946,341 22,946,341 345,251 345,251 1.488 

2004 18,402,780 4,238,600 22,641,380 289,270 48,409 320,279 1.41 

2003 17,038,820 4,091,008 21,129,828 250,469 46,590 297,059 1.41 

2002 15,241,266 3,672,632 18,913,898 216,915 41,731 258,646 1.37 

(2) 특별교부금 현황 

특별교부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힌다．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 

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 

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 

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전국 특별교부금 총 배분액 중， 제주의 비중은 4년간（2008--2011) 평균이 z30％로 보 

통교부금 법정률 1.57％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시지역의 경우 대전이고， 도지역은 경북이 높으나 제주는 예산대비 

특별교부금의 누적액（2010 --2012）은 274억원을 받았다． 타 도시보다 장대적으로 많이 받 

은 것은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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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교부율 산정자료（결산기준） 

（백만원， %) 

2008 2009 2010 2011 평균 

전국 L18숙499 1,078,457 1,146,161 1,260,756 

제주 26,021 23,602 28,602 28,640 

비중 2.2% z2% z5% 2.3% 2.30% 

＜표 16> 2010-2012년 시 · 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배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합계 

시지역 

서을 3,890,550 1,600,000 3,503,590 8,994,140 

부산 10,560,065 6,500,000 8,603,594 25,663,659 

대구 6,113,722 9,500,000 12,503,590 28,117,312 

인천 4,557,502 9,500,000 12,503,590 26,561,092 

쾅주 8,003,418 6,500,000 3,503,590 18,007,008 

대전 9,893,114 12,000,000 12,503,590 34,396,704 

울산 5,335,612 6,500,000 8,603,594 20,439,206 

ㄷ∼

치역 

경 기 3,890,550 1,600,000 3,703,590 9,194,140 

강원 6,113,722 4,500,000 3,703,590 14,317,312 

충북 10,448,906 10,500,000 12,703,590 33,652,496 

충남 8,670,369 13,000,000 12,703,590 34,373,959 

전븍 4,446,343 1,600,000 3,703,590 9,749,933 

전남 5,002,136 7,500,000 3,703,590 16,205,726 

경북 10,893,540 13,000,000 12,703,590 36,597,130 

경남 6,113,722 7,500,000 믹003,596 22,617,318 

제주 7,225,308 7,500,000 12,703,590 27,428,898 

계 111,158,579 118,800,000 136,357,454 366,316,033 

3.2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3.2.1 제주특별자치도세 

제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자치도셰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 

율에 관한 조례 」(2008. 6. 4. 조례 제368호）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는 전국 도 단위와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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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잔출금 비율을 제주자치도 출범하기전과 

같이 3.6％로 정한 도조례로 인해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 

조액을 감안할 경우 법정전출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상 특별교육 

재정수요를 감안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 

원 대폭 증원，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의 재원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의 조정은 필요하다． 

물론 시군세가 자치도세로 전환되어 자치도세가 증액되어 법정전입금이 증가하나， 혠재 

각 시군에서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에 투입되던 경비보조가 없어지 

게 되어 실제 전입률은 낮아쳤다． 

3.2.2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광역시인 경우는 특별（광역）시세로 분류되고， 해당 교육청에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출하고， 도행정체제인 경우 시·군세로 분류되어 시군에 유보되기 때문에 도로부터 

해당교육청으로는 추가 전입이 없다． 제주자치도인 경우 2시， 2군 행정계층이 제주특별자 

치도로 흡수 통합 출범하면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쳬에서 지역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기에 제주자치도는 타 도와 다른 행정체제로 인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제주도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되어야 한다． 2013년 제주자치도 담배소비세 세입 

405억원을 도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간 182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 가능하다．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비세 세입 추이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6,135 38,408 38,891 38,537 35,339 38,614 40,490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인한 추가 전입이 없기 때문에 시·도세전입금만이라 

도 최소한 광악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서 최 

소한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시도세 전입금 38.9%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경기도는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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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관련 법령 

제 주특별자치 도 

살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청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 

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주특별자치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 

한 조례 

제2조（천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샬치 · 운영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지방세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 

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 2008. 6. 4 조례 제368호＞ 

지 방교육재 정 

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쳬의 부담） 

②공립학교의 설치 ·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 · 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 

시세 또는 도세 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 

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 

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세종특별자치 

시 살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재정 특례）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聊1조제2항제2호에 

도 블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천출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신설 2012.1.17>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 

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 

별자치시세 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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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개선방안 

4.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정전출금 비율 상향 조정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요 감축 기대도 았지만 지난 10년간 교육의 질 

적 개선 요구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수요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학교， 교원 수 

는 줄지 않았으며 교육재정 수요도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교육복지 살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 내국세 및 지방세 증세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하거나 그 전입 

비율의 상향조정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쟤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 

특별자치도는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2008. 6. 4. 조례 제368호） 

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조례는 일반 도 단위와 같은 수준의 1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 

별자치도 출범 이전 기초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액을 감안하였을 경우 제주특별 

자치도세 전입금은 오히려 감소하였으ㅁ로 일정규모 이상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자치와 협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전환되어 제주특딸자자치도세가 증액되어 법장전입 

금이 증가하나， 현재 각 시군에서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투입되 

던 경비보조가 없어지게 되어 실제 전입률은 낮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관 

련하여 행정시에 예산권 부여 문제와 안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孑l 시행했던 기초 

자치단쳬의 학교경비보조액을 행정시의 교육기관에 ‘교육재정보전금’ 형식의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법정 기타전출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재정들이 상당한데， 이를 포함하먼 전체적으 

로 교육에 소요되는 살질적인 재정이 7- 8％까지 지원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재정의 

일부를 자치단쳬장이 관리하게 되고， 혹 정치적 걸정에 의해 예산이 펀성될 우려가 크다 

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자율성 및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개정의 비효율적 운영 가 

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복지공약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되야 하는 사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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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과 같은 임기응변적 재원으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도교육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비법정 전출금을 줄이 

고 법정 전출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상 특별교육재정수요를 감안한 특 

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원 대폭 증원， 국제 

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의 재원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 

고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 대한 재원규모가 때에 따라서는 지자쳬와 교육청， 중앙정부 

간의 재원지원의 책임성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정전출금 비율 상향조정으로 안 

정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2시， 2군 

행정계층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 출범하면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제주특별 

자치도세로 흡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전출이 전혀 없었다． 시·군세 

였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었던 재원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와 다른 행장체제로 인정하고 담배소비세 

의 일부를 제주도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경우 담배소비세 

로 인한 추가 전입이 없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도세 전입금만이라도 최소한 광역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서 최소한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조정이 필 

요하다． 이는 斗도세 전입금 38.9%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2 보통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 

4.2.1 1.57% 법정률화의 보통교부금의 기능 상실 

보통교부금은 재정력이 약하면 교부금이 증가하고 재정력이 좋으면 교부금이 감소되 

는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자치단쳬의 교육재정격차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 

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법정률화 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 

의 지자쳬 전출금이나 자체수입이 늘어 제주도의 재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57% 

법정률화 제도가 유리하고， 반대로 제주도의 전출금이나 자체수입이 감소 흑은 장쳬하여 

재정력이 감소하면 보통교부금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57% 법정률화 제도가 

개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어서 보통교부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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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은 종전에는 일정 수요산식애 의하여 斷予칙적으 

로 교부 받아오던 재원을 교부총액의 1.57％로 법정률화 하여 국세의 증가에 연동되어 

증가하는 총액할당 방식의 지원으로， 재정의 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지만， 제주특별 

자치도 도입 후 환경 변화 및 미래 성장의 재원확보에는 역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4.2.2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騙子 재정수요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지 

원에 대한 특례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샬립비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지만，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 

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조칙과 인력구성에 들어가는 추 

가적 재정수요가 보통교부금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189조에는 국 

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한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가 망시되어 있지만 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개정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주 

재원 성격의 보통교부금 법정률 고착화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州구재 

원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한재 내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원조달 구조 

를 유지하면서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감소되어도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의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화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 

복지를 실행함에 새로운 제주도의 기준개정수용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제주는 최근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출생률， 순전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있 

으나， 관련 예산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제한되어 있어 변화된 제주의 교육복지 

정책 실행에 차질이 있을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제반경비와 급증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5년도 이후 

20.27％에 머물러 있는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재 20.27％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2％로 축소하여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금 1.57% 법정률 합의는 

과거 도．시.군 체제시 보통교부금 교부율만을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으로 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재정보전책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세 교부 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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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배분 법정비율 1.57％에 대한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2절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등 
제162조（외국어 교육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189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살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살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교육재정의 특별 키원）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ㅎㅏ각급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 
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18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 
학교「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4.2.3 교육복지 완성을 위한 今펴予 재정수요 증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2013 

년부터 만3세부터 5세의 어린이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셩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명시되. 

어 있는 졔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법정 

률화로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실행함에 새로운 제주도의 기준재정수요액 

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휵청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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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확대되어， 2015년에는 교육청의 교특회계에서 100%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96％인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는데， 제주는 최근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출생률， 순전 

입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제한되어 

있어 변화된 제주의 교육복지 정책 실행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 

실행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증가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쳬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임 

으로 보통교부금 총액이 되는 현행 내국세 교부율 20.17％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0월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애서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17％에서 

25.3％로 상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4.2.4 타 특별에 준한 특별법 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10. 1 시행） 」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에 대 

한 보통교부세의 통합 전 수준을 유지， 통합 산정한 재정부족액이 통합 전 자치단체의 개 

별 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적용한 특별법 개정요구가 

필요하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1호인 통합 창원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는 「지방행정 

쳬제 개편애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통합 직전 연도 3개시 보통교부세액의 6%(146억원）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 샬치 후 5년 동안은 보통교부금 산정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으 

로 보통교부금이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재정특례를 두고 있다． 앞 

의 사례를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적용하는 특례를 통해 추 

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4.2.5 시·군 폐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 제외 

시군 폐지에 따른 각 종 기초자치단쳬 대상 인젠티브가 제외되고， 정부사업 또는 시책지 

원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금 등에 대한 합리적 재원확충 방 

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쳬주특별자치도세가 급증하여 보통교부금 법정률 1.57％가 현시 

점에서는 불리하다고 단언 할 수는 없으나， 학교가 신설．확충이 깁중되는 경우에는 재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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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예상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재정수요가 계 

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법정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안정적이고 적정한 교육재정 확보방 

안이 필요하다． 

4.3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설립기금 내실화 

4.3.1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와 교육비특별회계아서 각각 2분의 1찍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 

회계부담금 전입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려T 

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977개교， 4조 꾀640억 

원이나， 2011년까지 시·도 일반회계에서 샬제 전입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조 히554억원으로 

실제 부담분의 5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지역인 경우 서울시교육청（95.3%）의 전입비 

율이 가장 높고， 대구시（28.5%), 광주시교육청（29.3%）이 낮으며， 도지역인 경우 강원도교 

육청（60.1%）이 가장 높고， 경북도교육청（4.4%）이 가장 낮다． 제주도교육청의 2001년 이후 

총액에 대한 전입 비율이 42.9%1）로서 전국평균 55.2%, 도지역 평균 51.9％보다도 훨씬 

낮다． 2006년 이전 기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매입 알반회계 부담금은 법적으로 받 

아내야 할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용지 비용을 충당해 왔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시개발지역 내 이미 신설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한 전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 제주특 

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2012. 03）에서 미전출금 89억 히000여만 원을 4년 균등 

분할 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이후 한라초（2001년 개교）를 비롯해 한라중（2002년 

개교）, 백록초（2006년 개교） 3개교가 신설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9 

억 히000여만 원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해 22억 

히200만원씩 분할해 부담키로 하고， 첫해인 2013년에는 22억 히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 

으나 2014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제주시 삼화지구내 초중학교가 

2015년에 산설됨에 따라 당장 2014년부터 2년간 7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이를 우 

1) 2015년 설립예정인 가칭 삼화1초 및 가칭 삼화중을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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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솬납한 후 차후에 편성해 지출하는 것이 도의 정책방향이다． 2014년 회계에 제주도는 

삼화 초·중학교 용지매입비로 1차분 45억 중 35억원 본예산에 펀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23억여원으로 삭감 펀성되 

었다．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에 대한 조속한 요구와 동시에 이산심의 

과정에 상반된 관련예산 삭감은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의 증가는 교육청의 학생들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다른 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자치도는 2012년 이후 지방세입 증가율이 전국 지자쳬들 중 가장 높 

고， 이에 따라 가용재원도 늘어가고， 비법정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의무 

적 부담금인 학교용지매입비 기존 미납금에 대한 분할 약속을 조속히 실행에 욺기는 신뢰 

성 있는 아산 정책이 필요하다． 

〈표 19>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현황（2001- 2011) 

（단위： 백만원， %) 

시 도명 매 입 비 총액 

시도일 반회 계부담액 

시·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A) 
시도실제전입금 

전 입 액（B) 비율（B/A) 

전 국 히528,115 4,264,046 2,355,362 55.2 

시 지 역 2,688,272 L344,122 842,266 627 

서 	울 947,234 473,602 451,512 953 

부 	산 272,263 136,132 65,522 48.1 

대 	구 279,222 139,611 39,825 28.5 

얀 	천 545,624 272,813 157,251 57.6 

광 	주 311,882 155,941 45,761 293 

대 	전 241,866 120,933 50,635 41.9 

울 	산 9 0. 181 45,090 31,760 70.4 

도지역 5,839,843 괴919,924 1,513,096 51.8 

경 	기 4,695,315 꽈347,659 1,311,305 55.9 

강 	원 47,479 23,740 14,262 60.1 

충 	북 163,030 81,514 25,070 30.8 

충 	남 197,991 99,002 49,715 50.2 

전 	북 74,778 37,389 氏696 15.2 

전 	남 80,272 40,136 11,681 29그 

경 	북 84,198 42,094 1,862 坐4 

경 	남 453,222 226,611 84,168 37그 

제 	주’ 43,558 21,779 9,337 42.9 

* : 2015년 설립예정인 가칭 삼화1초 및 가칭 삼화중을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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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제주의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매입비 납부 현황 및 확보계획 

（단위 액만원， 2013년 10월말 기준） 

학교명 학교설 립 일 수지총비용 지자쳬분담금 부담액 미부담액 

한라초 2001. 3.1. 
珊859 8,929 2,232 6,697 한라중 2002. 3.1. 

백록초 2006. 3.1 
탐라중 2011. 	3．그 . 8,389 4,194 4,194 0 
이도초 2012. 3.1 7,674 3,837 히837 0 

하귀 일 초 2002. 3.1 2,611 1,306 1,306 0 
가칭 삼2초 2014. 3.1 7,026 3,513 3,513 0 
가칭 삼1초 2015. 3.1 7,0그 6 3,508 0 3,508 
가칭 삼화중 2015. 3.1 8,120 4,060 0 4,060 

합계 9교 58,695 29,347 15,082 14,265 

4.3.2 학교설립기금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설립비용은 타 시도인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되지만 제주의 

경우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학교설립비용을 적립할 수 있 

는 기금을 만들 것을 요구한 갈과， 학교설립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먼서 특별법 제101조 보통 

교부금에 관한 특례로 타 시도 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먼서 교육부에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교부하던 학교산설 교부금을 별도로 교부하치 않기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도시개발 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 

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이서 적립하고 있다． 제주도교 

육청 ‘도립학교설립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2억 씨0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 

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118억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61억 원이다． 

＜표 21> 기금운용 현황 

（단위 천원） 

별-I_I- S 

2011 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2m 2년도 

현재액 

(A＋다） 

계 

(B=C-D) 쫓）액 
사員액 

U가 

합 계 41,713,844 z15,606,935 17,869,591 33,476,526 一O9 

감채기금 22,431,906 △22,43 1,906 6,044,620 28,476,526 0 
도립학교 설립기금 19, 28 1,938 6,824,971 11,824,971 5,000,000 26,1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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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별 교육수요에 대한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 

현 시도세 전입금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지만， 학교신설에 따른 특수 재 

정 수요， 학교용지구입 등 특별한 교육수요를 지원하기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같은 

성격의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용지매입비 등은 지방자 

치단쳬가 이전해야 할 교육예산 중 일부로서， 도세 및 지방교육세와 별도 항목이며， 지방자 

치단체가 반드시 도교육청으로 이전시킬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협조 

체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에는 지방예산과 별도로 실치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학교환경 개선 등의 소요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지원되는 

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에 대한 특수수요에 대처 

하고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같은 성격의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5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교육기관 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의 자치권한을 위해 예산권， 인사권의 일부를 돌려주기 위한 제 

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어 도세가 증액되어 법정전 

입금이 증가하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 창구가 광역자치단쳬로 일원화됨에 따라 다양 

한 지원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측되었으나（백혜선외 4인， 2010), 자치단쳬장은 교육 

경비지원을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지원액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수가 늘어난 상황2)아서 교육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의 각급학교에 대 

한 예산을 챙기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액수와 사례들이 많아진 결과로 사료된다． 시군세였 

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 

었던 재원이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흡수·통합되면서 담배 

소비세의 일부가 교육기관으로의 전입이 없어진다． 자치단쳬장의 교육경비지원은 자치단체 

장의 선택적 의무상황（하봉운， 2006）이므로 좀 더 예측가능하게 하기위해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가 

2) 7대야서 도의원이 29명이었는데， 8대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41명이 돠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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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교육재정에 관한 조례」 를 통해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2> 제주도의 교육경비보조 유치실적（자치단쳬·학교）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원학교수 130 125 141 102 152 

지 원 액 3,971 5,880 6,579 , 7,956 12,983 

증가액 1,909 701 1,190 5,027 

증가율 48% 12% 18% 63% 

자료： 백혜선외 4안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한황과 과제” 재편집 

V ．결론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 

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지방소비세） 보전， 내국세 수입 증가율의 둔화 등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의 결손액 

이 발생하거나 증가율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상급식，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 

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 

린이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 

해， 타도시와 차별화한 인재양성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 번 

째， 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 

면서， 내국세의 20.27％의 1.57％를 법정률화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는데， 

출생률 증가와 전입자 증가로 타 도시보다 누리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자치단쳬 전출금 과 

다로 재정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교육청의 부담분이 확대 

되고， 2015년에는 교육청의 교특회계에서 100%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교 

육재정교부금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아서 상향 조정이 무엇 

보다도 필수적이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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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의 수준으로 국졔자유도시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비율이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의 보통교부 

금 총액의 25％를 추가로 5년간 교부하는 재정특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세종시 사례 

를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하는 특례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시도세 전입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 102조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 

주특별자치도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졔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챤분의 36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는 깅기를 

제외한 일반 도 단위와 같은 수준의 1천분의 36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을 제주자치도 출범하기 전과 같이 1천분의 36으로 정한 도조례로 인해 종전 기초자 

치단쳬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을 감안할 경우 법장전출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제주특별법상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원 대폭 

증원，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을 감안한 특례규정의 입법취 

지를 살리기 위한 재원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시·군세가 자치도세로 전환되어 자치도 

세가 증액되어 법정전입금이 증가하나， 기초자치단쳬가 폐지되어 창구가 광역자치단쳬로 

일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측되었으나 지방자치단쳬장은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지원액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에는 지방예산과 별도로 샬 

치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쳬가 관할구역 내 학교환경 개선 등의 소요경 

비를 보조하기 위한 교육기콴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지원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제주도의 비법정 기타전출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랍성을 고려한다면 제주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높여 제주도교육청에서 쳬계적 

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는 담배소비세액의 45％가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입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도지역은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없다． 

도자역에 담배소비서l전입금이 없는 이유는 국세에서 지방세 전환시 특별시， 광역시지역과 

도지역 지방자치단쳬 간 재원조정에 기인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2시， 2군 행정 

계층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 출범하면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제주특별자치도 

세로 흡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전출이 전혀 없다． 따라서 시군세였던 

담배소비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초자치단쳬에서 지역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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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재원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와 다른 행정쳬제로 인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제주도교육청으로 재원이전이 되어야 한다． 담배소비세 전입대신 전입비율을 현 3.6％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인한 추가 전입도 없기 때문에 시도세 전입금만이라도 최소한 광역시 및 경기도 수준은 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미 도지역 

의 경우， 경기도는 광역시 수준인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특별교육수요에 대한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 시·도세 전입금 

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이지만， 학교용지구입 등 특별한 교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같은 성격의 ‘특별 도세 전입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설립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례법」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졔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 

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받아 

내야 할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교육청 자쳬예산으로 학 

교용지 비용을 충당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제 

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로 타 시·도 보다 굔부 

비율을 높이면서 교육부에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교부하던 학교산설 교부금을 별도로 교부 

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확 

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살치 및 운용 조례」 를 근거한 도립학교설립기금의 통 

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주특별 

자치도는 행정시의 자치권한을 위해 예산권， 인사권의 일부를 돌려주기 위한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교육재정에 관한 조례」 를 통해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디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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