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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5차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개최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직업교육의 미래 공동논의

◈ 동아시아 국가 간 직업교육 관련 방법 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를 11월 8일(금)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회원국 간 직업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

 ㅇ 행사명 : 2019년 제5차 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 EAS(East Asia Summit) 18개 회원국 : ASEAN 10개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 한·중·일 + 호주·뉴질랜드·인도 + 미국‧러시아

ㅇ 일시/장소 :  2019년 11월 8일(금), 09:15 ~ 18:30/ 리베라 호텔 서울

 ㅇ 주최/주관 : 한국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참석자 : EAS 회원국 교육부‧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30여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및 
교육청, 직업계고 교사 등 교육 전문가 150여명 등 총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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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에서 권대봉 교수(고려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교육’을 주제로 분야를 넘나들며 통합적 능력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직업교육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 더불어, 김영생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동아시아 직업교육

협력 우수 사례’를 주제로 태국 인도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직업

교육협력사례를 발표한다.

□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나준호 선임연구원(LG 경제연구원)에서 ‘스마트

생산기술과 직업교육’, 정태화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직업계 학교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

이다.

◦ 또한,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과 보장’과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협력과 인적 교류 및 이동’ 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와 인도 태국 등 해외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직업교육이 당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와 

혁신방안을 통해 해결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의 원고 전문은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누리집

(www.east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19년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개요 1부..

2. 2019년 동아시아(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프로그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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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년 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개요

□ 추진 목적

ㅇ EAS* 직업교육훈련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위해 

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 성과를 

확산하고 역내 직업교육 현황 파악 및 협력 과제 발굴

* EAS(East Asia Summit) 회원국 : ASEAN 10개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 한·중·일

+ 호주·뉴질랜드·인도 + 미국 러시아

<EAS(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 EAS는 역내 주요 관심사에 대해 각국정상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을 제공(정상회의/지역협력체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

- 아세안+3 회원국에 호주․인도․뉴질랜드․미국․러시아가 참여하여
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재난관리, 연계성 6개 협력분야 관련 세미나
등 협력사업 실시

<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 2012년 EAS 교육장관회의에서 직업교육 전문가 및 기관 간 지식과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역내 직업교육 협력 촉진을 위해 제안한 과제로
’13년부터 총 4회 개최

- EAS 회원국 정부부처 관계자 및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석하는 포럼

성격의 행사로 2013년부터 4회총 18개국 200명 참석 규모로 진행

□ 행사 개요(안)

ㅇ 행사명 : 2019년 제5차 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ㅇ 일 시 : 2019. 11.8(금), 09:15 ~ 18:30

ㅇ 주최/주관 : 한국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장 소 : 리베라 호텔(강남구 청담동)

ㅇ 참석자 : EAS 회원국 교육부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30여명, 국내 직능원 원장 및 

교육청, 직업계고 교사 등 교육 전문가 170여명 등 총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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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9년 EAS 직업교육 네트워크 콘퍼런스｣ 프로그램

시 간 세션명(발표자/ 좌장)

1부

08:45-09:15 ▪등 록

09:15-10:00
▪개회사
▪환영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10:00-11:00
▪주제강의 1 :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직업교육
(권대봉 고려대 명예교수, 전 직능원 5대 원장)

11:15-12:15
▪주제강의 2 : EAS 직업교육협력 우수 사례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12:30-13:30 ) 점 심

2부

13:30-15:30

▪전체참여세션 :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진전과 과제

- 스마트생산기술과직업교육(나준호 LG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 4차산업혁명과직업계학교의도전과제(정태화직능원명예연구위원)

- 토론(좌장권대봉교수)

16:00-17:30

▪동시진행세션 : 직업교육 질적 개선과 보장

- 한국NCS와직업교육질적개선(김진실산업인력공단NCS기획팀장)

- 인도의직업교육질적개선사례
(라제시캄바얏인도교육부직업교육연구소소장)
- 토론(좌장 이원덕 직능원 전 4대 원장)

▪동시진행세션 : EAS 직업교육 협력과 인적 교류 및 이동

-태국 직업교육교류와 이동
(령선태몬드리태국교육부직업교육국제협력과장)

- 한국 직업교육교류와이동전망
(김영생직능원선임연구위원)

- 토 론(좌장 윤인경교원대학교명예교수)

17:30-18:30
▪세션 요약, 질의 응답, 6차 콘퍼런스 안내

▪폐회

19:00-20:30 ▪공식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