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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공청회 (4차 대국민 토론회) 실시 -

◈ 1~3차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4차 토론회) 실시

◈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이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그간 진행한 주제별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5일(수) 14시 40분에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1차) 2021.7.16.(금)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2차) 2021.8.6.(금) / (중등) 교원 양성경로 정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연계 융합전공

(3차) 2021.8.20.(금) / (초등) 융합전공 신설,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제고

** 유튜브채널(교육부TV)을 활용하여실시간중계예정, 희망하는사람은누구나참여할수

있으며댓글로의견제출가능(※ 1～3차토론회영상도유튜브채널에서다시볼수있음)

ㅇ 교원양성체제 혁신은 교원양성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 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ㅇ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고, 3차에 걸친 주제별 토론회를 통해 

발전방안(시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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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청회 (4차 대국민 토론회)는 대국민 의견 수렴의 마지막 절차로,

발전방안(공청회안)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을 마련하였고,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접속 후, 생각찾기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를 통해 접근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접속 후, ‘교육정책소식 배너’를 통해 접근

※ 공청회 이후에도 2021년 10월 1일까지 ‘국민생각함’ 등 통해 의견 수렴

□ 4차례에 걸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위원장 성기선)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발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성기선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주제별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미래의

방향을 숙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 “이러한 논의 과정이 함께 꿈꾸는 미래교원 양성체제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1. 대국민 토론회 포스터

2. 1～3차 토론회 주요메시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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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국민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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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3차 토론회 주요메시지 (카드뉴스)

□ 1차 토론회 ('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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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토론회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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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토론회 ('2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