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포럼(3차)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모두를 위한 교육
일시: 2021년 8월 13일(금) 15:00~17:40
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 / https://youtu.be/yCJQGPTaFIo

주최
주관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포럼>은 지난 1차, 2차 포럼을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과 학교급별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모두를 위한 교육'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소외된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구 급감 시대를 맞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대루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현장교사들의
생생한 제언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관(교육과정개선 현장소통 포럼 단장)

참여안내
참여안내
포럼 외 2021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포럼에 의견을 주실 분들은 ->
국가교육과정포럼홈페이지 (www.ncforum.co.kr) "참여마당"을 통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안내
본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방청을 원하는 분은 포럼 당일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yCJQGPTaFIo

문의 및 자료 안내
2021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3차 포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2021eduforum@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2021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3차 포럼 발표집은 포럼 당일 홈페이지
(www.ncforum.co.kr) 게시판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사회 : 조현희 (홍익대학교 교수)

순서

시간

세부내용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 현장소통 지원단장)

개회

15:00-15:10

개회사 및 축사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15:10-15:30

발표

15:30-15:50
15:50-16:10

휴식

16:10-16:20
16:20-16:40

발표
16:40-17:00

토론

17:00-17:40

폐회

17:40

[발표1]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과제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2]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과제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연구본부장)

[발표3] 특성화고 일반교육 강화 방안
이강은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교사)

휴식
[발표4] 기초학력 미도달 문제와 국가교육과정
우문영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발표5] 현장 교사들이 제안하는 개정 과제
정유숙 (소담초등학교 교사)

종합토론
폐회
※당일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