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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교육과정포럼 지역교육과정포럼(4차)

초대의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봄기운이 나날이 생생해지듯
우리 교육도 학생들에게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넉넉하게 품어 주고, 더 많은 쓸모를 담고,
모두가 자기 그릇의 모양대로 빛날 수 있는 ‘존엄교육’으로 전환되길 소망해 봅니다.
저희 지역교육과정 지원단이 기획한 네 번째 포럼 주제는 <교육자치 시대, 지역교육과정 실행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교육과정 안착의 선행 조건인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배분 문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역량 제고 문제 등에 대해 갖은 사고실험을 하고, 실제적인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참여해서 규범과 원칙을 만들고, 내가 그 규범에 구속되는 것이 바로 ‘자치’ 또는 ‘자율’입니다.
교육자치의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자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자율성의 범위’. ‘교육내용 구성’,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을 설계하는 것, 이는 바로 공화(共和)의
이념을 교육과정분야에서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도 교육과정 연구자,
정책 담당자,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공화하는 교육’, 바로
우리교육의 미래이지요.
앞으로 저희 지역교육과정 지원단에서는 네 차례 포럼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교육과정의 개념, 실행 조건, 실천 과제 등을 정리·종합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말의 무서움’을 경계하면서 현장의 기대와 고민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김태정 시인의
고민을 저희도 반복해서 새기겠습니다.
가끔 말이 헛나온다. 혀가 이를 피해갈수록 말이 자꾸 교묘해진다.
말이 교묘해질수록 발은 자주 덫에 걸린다.
-김태정, <혀와 이> 중에서교육의 새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따뜻한 기운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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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과정지원단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2020 국가교육과정포럼 지역교육과정포럼(4차)

포럼 세부일정
사회: 노우석(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순서

시간

개회

14:00~14:10(10′)

14:10~14:30(20′)

내용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함영기(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인사말씀
환영사

교육과정 분권화의 방향과 과제: 학습자중심에 대한 재정립과
교사별교육과정 및 교사별평가 지원을 위한 협치체제를 중심으로
손민호(인하대학교 교수)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 사례가 지역교육과정 실행 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최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세션1

14:30~15:15(4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과정 분권화 실현 방안 탐색
송영필(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학교교육과정 지원조직으로서의 교육청
고흥섭(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휴식

15:15~15:30(15‘)
지역교육과정 실체화 추진 방안(안)
손동빈(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세션2

15:30~16:00(30′)

토론

16:00~17:00(60′)

폐회

17:00~

※ 당일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역교육과정지원단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 본 국가교육과정
권한 배분 가능성과 지역교육과정 실행 과제
박승열(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좌장 : 백병부(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유토론지정자 : 한희정(서울 정릉초 교사),
김은주(부산 모동초 교사), 오윤주(경기 수일여중 교사)
폐회

2020 국가교육과정포럼 지역교육과정포럼(4차)

참여안내

포럼 사전 등록 및 참여 안내

• 지역교육과정 4차 포럼 사전등록 및 참여자 질의는

https://forms.gle/gsr8azqpSgadrG8P8 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사전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본
 포럼 외 2020 국가교육과정포럼에 의견을 주실 분들은 국가교육과정포럼

홈페이지(www.ncforum.co.kr) "참여마당" 을 통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안내

• 본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 방청을 원하는 분은 포럼 당일 Youtube 채널

https://youtube.com/c/경기도교육연구원 으로

접속하여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료 안내

• 지역교육과정 4차 포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off305@gie.re.kr로
문의 바랍니다.

•지
 역교육과정 4차 포럼 자료집은 포럼 종료 2주일 후, 국가교육과정포럼

홈페이지(www.ncforum.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과정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