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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5. 17(수) 조간 담당부서 ASEM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배포일시 2017. 5. 16(화) 담당과장 오응석 (02-3668-1591)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남윤철 (02-3668-1594)
주무관 홍선의 (02-3668-158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 서종원 (053-714-0460)

아시아-태평양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정보화 정책”
- ICT 활용 지역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태평양 교육 장·차관들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유네스코(UNESCO),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원장 한석수)과 함께 ‘2017 아시아․태평양 지역 ICT 교육장관

포럼(Asia Pacific Ministerial Forum on ICT in Education, AMFIE 2017)’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29개 회원국이 참여

(장관7, 차관5)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ㅇ ‘모두를 위한 ICT 활용 평생학습사회(Shaping Up ICT-Supported Lifelong

Learning for All)’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유엔(UN) 지속가능개발

교육목표(SDG4)* 달성을 위한 ICT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 수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총 17개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교육목표는 목표4(SDG4)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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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은 교육정보화 선도국가로서 국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ICT활용 전략 수립과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에

있어서 한국의 교육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 첫째 날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회사로 포문을 

연 본 포럼은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력을 위한 평생학습’

이라는 주제로 폴 킴 교수(스탠포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ㅇ 폴 킴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미래는 끊임없는 학습과 재학습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온라인 교육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T의 교육 분야 활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오후에는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 속에 아태지역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이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열띤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Asia-Pacific Regional Strategy on Using ICT to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Education 2030

□ 둘째 날 오전에는 서울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교실수업에서

ICT가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견학하고 수업참관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 미래학교 운영 연구학교(서울시교육청 지정)로, 디지털학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및 미래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중

ㅇ 특히 참가자들은 ICT활용 융․복합 교육, 학생 주도 참여형 프로젝트

교육 및 협업과 과정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ㅇ Loau Solamalemalo Keneti Sio 사모아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ICT

교육환경이 놀랍다고 말하며, 앞으로 (자국의) 교육 정책에서 중등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ICT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해답을 얻은 것 같아 기뻤다”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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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정보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 분야 ICT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두 개 

분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였다.

v (분과Ⅰ- 교육부/KERIS) ‘공개교육자원(OER)* 활용 활성화를 통한 SDG4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 공개교육자원(Open Education Resources) : 교수자, 학생, 학습자들이 교육과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수학습 자료

v (분과 Ⅱ - UNESCO)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특히, 참가자들은 온라인공개강좌(MOOC) 활용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기법에 대한 이해, OER 활용 교사들의 자체 교육자료 

개발․활용 사례, 한국 교육정보화 ODA 정책 등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 거꾸로 수업 : 학생들이 수업 전 동영상 등으로 학습 내용을 습득한 뒤 수업

시간에는 학습 내용을 토대로 과제수행, 토론, 문제풀이 등을 수행하는 방식

- 발표자였던 서순식 교수(춘천교육대학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교육정보화 ODA에 참여해보면 각 국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발전 

사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번 포럼은 한국의 교육정보화 ODA가 

태평양 도서국가 지역까지 확장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채택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은 하나의 지역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며, 한국 교육부는 4차산업혁명 등 

예측하기 힘든 미래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전 세계 모든 이가 

양질의 교육을 소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정책과 

평생교육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참가국 및 장 차관 참석국가 명단 1부.
2. 기조연설자 및 발표자 소개 1부.
3. 유네스코 아태 ICT교육 장관포럼 주요 현장 사진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ASEM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남윤철 사무관(☎ 02-3668-1594) 또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서종원 부장(☎ 053-714-04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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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가국 및 장․차관 참석국가 명단

□ 참가국

ㅇ 아․태지역 29개 국가 참석, 발표자 및 전문가 등 포함 총 120여명
    

구분 장관(7) 차관(5) 고위급 등(17)

참석
(29)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팔라우,
대한민국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태국,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동티모르, 싱가포르, 호주,
카자흐스탄, 부탄, 베트남,
타자키스탄, 마샬제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브루나이

□ 장․차관 참석국가 명단

ㅇ 장관

연번 국 가 명 이 름 직 위 소 속

1 쿡아일랜드 Mark Brown 장관 재정통신부

2 키리바시 Alexander Teabo 장관 교육부

3 사모아 Loau Solamalemalo Keneti Sio 장관 교육부

4 솔로몬제도 John Moffat Fugui 장관 교육부

5 투발루 Fanoa Maani 장관 교육부

6 팔라우 Sinton Soalablai 장관 교육부

7 대한민국 이준식 부총리 겸 장관 교육부

ㅇ 차관

연번 국 가 명 이 름 직 위 소 속

1 피지 Iowane Ponipate Tiko 차관 교육부

2 라오스 Kongsy Sengmany 차관 교육부

3 태국 Sophon Napathom 차관 교육부

4 파키스탄 Muhammad Baligh-Ur-Rehman 주 장관(차관급) 연방교육부

5 캄보디아 Sethany Kim 주 장관(차관급)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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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조연설자 및 발표자 소개

발표자 약 력

폴 킴

§ 주요 학력 :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 박사
§ 주요 경력
Ÿ 現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 및 기술책임자
Ÿ 現 Seeds of Empowerment 대표
Ÿ 前 미국국립과학원 자문의원 (2011～2013)
Ÿ 前 미국국립과학재단 자문의원 (2012～2015)

김광조

§ 주요 학력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 주요 경력
Ÿ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본부 본부장
Ÿ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이사
Ÿ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Ÿ 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인적자원정책본부장

데이비드 헝

§ 주요 학력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 주요 경력
Ÿ 싱가포르 국립교육대학교(NIE) 교수
Ÿ 싱가포르 국립교육대학교 교육연구 학장
Ÿ 싱가폴 교육부 교육기술분야 명예 컨설턴트
Ÿ Edulab 원장(교육부 및 NIE 공동 입명)
Ÿ 前 냔양기술대학교 국립교육연구소 교육학과 실천 연구 센터 수장

브라제시 팬스

§ 주요 학력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 주요 경력
Ÿ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태지역 교육자문관
Ÿ 前 중앙 및 남아시아 권역 교육 자문 위원
Ÿ 前 세계은행 아시아지역 교육 고문관

박종휘

§ 주요 학력 : 캐나다 맥길대학교 교육심리학 박사
§ 주요 경력
Ÿ 유네스코 아태본부 ICT 교육 팀장
Ÿ 유네스코 교사 ICT 역량 모델 연구, 교육정보화 정책 컨설팅,
유네스코 한국신탁기금 사업 등 유네스코 아태본부의 ICT와 관련된
프로젝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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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약 력

임진혁

§ 주요 학력 :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경영정보학 박사
§ 주요 경력
Ÿ 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 특임교수
Ÿ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 경영학부 교수, 학술정보처장

임혜정

§ 주요 학력 : 서울교육대학교 학사
§ 주요 경력
Ÿ 서울 강동초등학교 교사

안미리

§ 주요 학력 : 미국 퍼듀대학 교육공학 박사
§ 주요 경력
Ÿ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Ÿ 한양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 소장
Ÿ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서순식

§ 주요 학력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 주요 경력
Ÿ 춘천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Ÿ 춘천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대외협력처장
Ÿ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팀 팀장

김현철

§ 주요 학력 : 플로리다대학교 대학원 전산정보학 박사
§ 주요 경력
Ÿ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Ÿ 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 자문위원
Ÿ 제9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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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유네스코 아태 ICT교육 장관포럼」주요 현장 사진

<회의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개회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폐회사

기조연설(폴킴) 회의장 사진

단체 기념 사진 전문가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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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단체 기념 사진 학교 소개

교실수업 참관 1 교실수업 참관 2

교실수업 참관 3 교실수업 참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