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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1. 9.(수) 06:00

(지  면) 2022. 11. 9.(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11. 8.(화) 15:30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구영실 (044-203-6784)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수진 (044-203-6785)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교육토론회(포럼) 개최

-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논의 -

주요 내용

□ (1일 차)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교육토론회(포럼)」, 

‘에이펙(APEC)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 

□ (2일 차) 「제 20차 국제교육협력단(알콥, AlCoB) 회의(콘퍼런스)」, 에이펙

(APEC)회원국 교원 및 대학생의 국제교육협력 우수사례 공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이사장 박동선)은 ‘에이펙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교육토론회(포럼)」을 11월 10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2005년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에이펙 미래교육토론회(포럼)는 

에이펙 역내 최장기 및 최대 규모의 교육분야 전문 토론회이며, 이번 

토론회는 에이펙 회원 21개국의 교육 전문가와 교사가 함께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 국제교육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교육포럼 개요】

 ㅇ (주제) “APEC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ㅇ (일시) (1일차) 11.10.(목) 13:00~16:20 / (2일차) 11.11.(금) 14:00~19:15

 ㅇ (방식/장소) 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온라인 송출)

    ※ (1일 차) 제18차 에이펙 미래교육포럼 유튜브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j1HAYQcrQQ (우리말), https://youtu.be/gcYzD_q0Iug (영어)

(2일 차) 제20차 국제 알콥콘퍼런스 유튜브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VF1VQIBELO0 (영어)

 ㅇ (주최/주관) 교육부 /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

https://youtu.be/-j1HAYQcrQQ
https://youtu.be/gcYzD_q0Iug
https://youtu.be/VF1VQIBEL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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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교육토론회(포럼)’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개회사(녹화영상 송출)와 박동선 에이펙 인적자원개발 실무

그룹 의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기조 강연과 세 개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기조 강연 분과에서는 ‘에이펙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마이클 워커(Mr. Michael Walker) 미국 교육평가원 

심리평가책임의 기조 강연에 이어 정해문 전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이정택 전 에이펙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학력과 고등교육의 교육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의한다.

 ㅇ 첫 번째 주제별 분과에서는 ‘교육디지털화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마가리타 발레스테로스(Dr. Margarita Ballesteros) 필리핀 교육부 

국제협력국장이 ‘필리핀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카를라 마그다레나(Ms. Karla Magdalena) 멕시코 교육부 

언어교육센터 조정관이 ‘교원 및 교육정책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ㅇ 두 번째 주제별 분과에서는 ‘학생의 이동성과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염재호 한국 태재대학교 총장이‘학생의 이동성을 고려한 미래교육의 

설계’에 대해 발표하고, 수몰타 무앙실라파삿(Dr. Sumoltha Muangsilapasat)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과장이‘고등교육의 미래와 대학교육으로의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ㅇ 세 번째 주제별 분과에서는 ‘미래일자리를 위한 21세기 역량’을 주제로 

미치 사라빌로(Ms. Michelle Sarabillo) 시미오 이노텍(SEAMEO INNOTECH) 

전문관이‘변화하는 미래사회를 고려한 글로벌 역량 개발 교육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크리스티나 스콜레베흐(Ms. Christina Schoenleber)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정책연구 책임이 ‘변화에 강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및 생태계조성 사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행사 2일 차인 11월 11일(금)에는 회원국이 모여 국제교육협력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제20차 국제교육협력단(알콥, AlCoB) 회의(콘퍼런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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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에이펙 교육협력사업은 아태지역 내 최대 규모의 교육 인적 관계망(네트워크)인 

국제교육협력단 알콥(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 ALCoB)을 기반으로 

역내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공동 번영을 위해 추진 중이다.

 ㅇ 코로나19 이후 학교 단위에서 시행한 에이펙 회원국 간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문화교류 사례를 소개하고, 아태지역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 교수학습 및 문화이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행한 ‘국제교육

협력단 파견 사업(ALCoB ICT Volunteer)’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교육현장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제 교사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장의 역량(디지털·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 결과와 

교육 혁신 실천 사례 등을 발표한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아태지역 공동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과 우수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사가 에이펙 회원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육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제18차 에이펙 미래교육토론회 및 연계 행사 세부 일정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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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18차 에이펙 미래교육토론회 및 연계 행사 세부 일정

□ (11.10, 목) 제18차 에이펙(APEC) 미래교육토론회(포럼)

시 간 주요 내용
12:50~13:00 등록(참가자 인터넷 접속)
13:00~13:20 개회식

13:00~13:05 (1)
개회사(녹화영상 송출)

장상윤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

13:05~13:15 (2)
공동 지지국 축사

‧ 박동선 APEC HRD 실무그룹 의장

13:15~13:20 (3) 제17차 APEC 미래교육포럼 개최 결과
13:20~14:00 기조강연

13:20~13:35 (1)
“APEC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 마이클 워커(Mr. Michael Walker) 미국 교육평가원 심리평가책임

13:35~14:00 (2)

기조강연 패널 토의

[좌장]

‧ 박동선 APEC HRD 실무그룹 의장

[패널]

‧ 정해문 前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 이정택 前 APEC HRD 실무그룹 의장
14:00~14:40 주제 세션 1. “교육디지털화의 도전과 전망”

14:00~14:10 (1)

발표 1. 필리핀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방향

‧ 마가리타 발레스테로스(Dr. Margarita Ballesteros) 필리핀 교육부

국제협력국장

14:10~14:20 (2)

발표 2. 교원 및 교육정책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카를라 마그다레나(Ms. Karla Magdalena) 멕시코 교육부 언어

교육센터 조정관

14:20~14:40 (3)

패널 토의

[좌장]

‧ 이지연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패널]

‧ 김성봉 이슬람권 세계교육과학문화원(ICESCO) 기술교육 전문관

‧ 고곳 수하르워토(Mr. Gogot Suharwoto)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교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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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요 내용

14:40~14:50 휴 식

14:50~15:30 주제 세션 2. “학생의 이동성과 고등교육의 미래”

14:50~15:00 (1)
발표 1. 학생의 이동성을 고려한 미래교육의 설계

‧ 염재호 한국 태재대학교 총장

15:00~15:10 (2)

발표 2. 고등교육의 미래와 대학교육으로의 연계방안

‧ 수몰타 무앙실라파삿(Dr. Sumoltha Muangsilapasat)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과장

15:10~15:30 (3)

패널 토의

[좌장]

‧ 이은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패널]

‧ 파울리나 파넨(Dr. Paulina Pannen) 인도네시아 방송통신대 위원장

15:40~16:20 주제 세션 3. “미래일자리를 위한 21세기 역량”

15:40~15:50 (1)

발표 1.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고려한 글로벌 역량 개발 교육과정

‧ 미치 사라빌로(Ms. Mitch Sarabillo) 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

혁신기술센터(SEAMEO INNOTECH) 전문관

15:50~16:00 (2)

발표 2. 변화에 강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및 생태계 조성 사례

‧ 크리스티나 스콜레베흐(Ms. Christina Schoenleber) 환태평양

대학협회(APRU) 정책연구 책임

16:00-16:20 (3)

패널 토의

[좌장]

‧ 장덕호 상명학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패널]

‧ 크레이그 로버트손(Mr. Craig Robertson) 호주 교육부 담당관

‧ 전상현 사회적기업 닥터포지티브(Dr.Positive) 대표

16:10~16:20 1일차 마무리 및 2일차 행사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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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금) 제20차 국제교육협력단(AlCoB) 회의(콘퍼런스)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및 줌 회의 입장 사회: IACE 이소연 연구

원14:00-14:15 콘퍼런스 개회 및 2022 ALCoB 활동보고
14:15-15:00 2022년 알콥 협력프로젝트(ACP) 우수사례 공동 발표

14:15-14:30 (1)
ACP 1. (초등) 우수사례
- ICT를 활용한 예술 놀이로 세계 연결하기

이지은 (서울동신초 교사) /
Mr. Orly E. Gredoña

(필리핀 Catmon
Integrated초 교사)

14:30-14:45 (2)
ACP 2. (중등) 우수사례
- 우.사.세.
(우리가사는세상, 함께아름답고평화롭게가꾸기)

박종미 (구포중 교사) / Mr.
Peechanon Sukondhakehar

(태국 Chitralada중 교사)

14:45-15:00 (3)
ACP 3. (대학) 우수사례
- 아동을 위한 평화교육 & SDGs 환경 프로젝트

황서영 (한국교원대 학생) /
Ms. Susan Sahut

(태국 송클라 프린스대 학생)
/ Ms. Lin Szuyu 학생 (국립
타이베이 교육대)

15:00-15:20 2022년 국제교육협력단 파견(AIV)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15:00-15:10 (1) AIV 1. (말레이시아) 비대면 연수 우수사례
Mr. Nornizam Bin Jamal
(말레이시아 SMK Canosa
Convent중 교사)

15:10-15:20 (2) AIV 2. (인도네시아) 비대면 연수 우수사례
Ms. Dewi Lestari
(인도네시아 UPTD SMPN
5 Budong- Budong중 교사)

15:20-15:50 2022년 알콥 전문적 학습공동체(APLC) 연구 결과 공동 발표

15:20-15:35 (1) APLC 1. ‘알콥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

이은주 (International Youth
Media Press 교사) / Ms.
Ann Michelle Medina
(필리핀Tagumpay 국립고교사)

15:35-15:50 (2) APLC 2. ‘APEC 역내 교육 현황 분석’ 공후재 (이리모현초 교사)

15:50-16:00 2021년 APEC 스쿨리더십 프로그램(ASLP) 운영 결과 발표

15:50-16:00 (1)
ASLP. 2021 APEC 스쿨리더십 프로그램
참가 우수사례

Ms. Shuling Wang

(대만 Chengzhou초 교장)

16:00-16:10 2021년 APEC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AEEP) 결과 발표

16:00-16:10 (1)
AEEP. 2021 APEC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 우수사례

Mr. Afiq Izzuddin Abdul
Mujib Yahya

(브루나이 다루살람대(UBD)
학생)

16:10-16:20 폐회식
16:10-16:15 (1) 폐회사 IACE 박동선 이사장

16:15-16:20 (2) 단체 사진 촬영 대면 + 비대면(Z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