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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같이! 미래가치! 미래가 묻고 통합운영학교가 답하다.

2022 경기통합운영학교 포럼 운영 계획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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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기획과

▢ 근거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 정책과제 4-1. 교육 사각지역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정책과제 6-1. 학교운영 다양화를 통한 미래학교 확산

▢ 목적
◦미래교육 기반의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생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학교체제 방향성 탐구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미래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경기도형 통합운영학교 모델 개발과 운영 방향 공유

▢ 방침
◦ON-OFF LINE 혼용 방식의 포럼 운영
◦졸업생, 재학생, 교사, 학부모의 통합운영학교 경험사례 발표
◦통합운영학교 관련 교육공동체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분야별 전문가 심층 토론으로 경기도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방향성 설정

▢ 세부계획
◦주제: “미래같이! 미래가치! 미래가 묻고 통합운영학교가 답하다.”
◦일시: 2022. 12. 1.(목) 15:00 ~ 18:00(등록 14:40~15:00)
◦장소: 의정부 몽실학교 3층 모떠꿈방
◦방법: 실시간 온․오프라인 진행(유튜브 생중계)
- 현장 참여: QR 코드 접속을 통해 사전 신청
- 온라인 참여: 유튜브‘경기도교육청TV’접속
◦주최: 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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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면
연번
1
2
3
4

대상
경기도 통합운영학교(13개교)
교육지원청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연구회
기타

인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각 5명
담당자 각 1명
수원, 부천, 의왕 각 2명
통합운영학교에 관심 있는 신청자

- 비대면
경기도 초․중 통합학교 대면 참석자 외 교직원 및 학부모
통합운영학교에 관심있는 교직원 및 학부모
◦일정
시간

운영내용

※ 자료집배부(통합운영학교 장학자료, 통합운영학교 포럼자료)

14:40~15:00 등록
(20′)
15:00~15:10 개회식(개회사 및 인사말)
(10′)

『미래같이』 내가 다닌 통합운영학교는?
【국내사례】30′
◦(재학생) 군서미래국제학교 9학년 이예슬, 대광초·중학교 9학년 한온유
15:10~15:50 ◦(졸업생) 별무리학교 2기 졸업생(교원대학교 4학년) 안지인
(40′)
◦(학부모) 향산초·중학교 학부모회장 김주하
◦(교사) 군남초·중학교 교사 이유림
【영상】10′
◦경기도 통합운영학교 모습

『미래가치』 미래가 묻고 통합운영학교가 답하다.
【진행자】왕남초등학교 교장 박대식
【주제발표】20′
◦주제: 우리가 바라는 미래학교의 모습은?
◦발표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실장 김현미
【주제토의】80′
15:50-18:00 ◦왜? 통합운영학교인가? (미래인재 양성 측면)
- 대광초·중학교 교사 원현정, 제천간디학교 교장 이병곤
(130′)
◦왜? 통합운영학교인가? (인구감소 측면)
- 선문대학교 교수 안병훈(인구감소 측면)
◦경기도 통합운영학교의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
- 홍익대학교 교수 조현희(군서미래국제학교 정책연구책임자)
◦경기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제안과 과제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재엽
【질의응답】30′
18:00~

공지사항 안내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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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참가신청
◦홍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 리플릿 제작(온라인용, 포스터용) 및 SNS 활용 홍보
◦현장참여
- 참가 신청 기간: 2022년 11월 14일~ 2022년 11월 2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인터넷 주소 및 QR코드)
구분
내용

주소

QR코드

https://naver.me/xD6iPvRq

◦온라인참여
- 포럼 당일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TV’ 접속하여 시청
-

https://youtu.be/cWK6PbpXWoc

◦자료집 :
-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미래학교기획과
- 인쇄물 포럼 당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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