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교육,

배움의 공간을

이야기하다 

2018
미래교육

학교공간포럼

학교는 아이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학교는 학생을 담아내고 학생은 학교를 담아갑니다. 이처럼 공간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교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교육, 배움의 공간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3일『2018 미래교육 학교공간포럼』을 개최 합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삶과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 공간의 요소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교육공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학교 공간이 학생들의 행복공간, 성장공간,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학교혁신을 위한 

배움의 공간에 대한 논의의 장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5.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모시는 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12429) 및 큐알코드 접속

행사문의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정삼헌 (041)640-1604 / behappy66@cne.go.kr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장 소

10:00∼10:10 10′

10:10∼10:50 40′

개        회  |  사 회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  김경호
- 환 영 사  |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 축     사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

주제발표 1  공간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의 방향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전상인

10:50∼11:30

충청남도
교육청
대강당

급식실

40′주제발표 2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박성철

12:10∼12:40 30′상호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12:40∼13:30 50′중식 및 세션별 이동 

세션 1 세션 2 세션 3

놀이공간
분과별 세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친환경 에너지학교

11:30∼12:10 40′

13:30∼14:10 40′
주제

발표 1

주제
발표 2

14:10∼14:50 40′

14:50∼15:30 40′

15:30∼16:20 50′

16:20∼16:30 10′

좌장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토론 1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김진욱  |  토론 2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김문광

건축가가 짓는 학교 놀이터 
| 미국 EUS+ Architects 대표  지정우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교공간
재구조화 | KEDI 연구위원  이윤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제로에너지스쿨 
| 한밭대 건축공학과 교수  윤종호

좌장

토론 1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김 민 녹색환경연구원 박사  송병준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 교수  김찬국

세이브더칠드런 과장  제충만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  고인룡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박사  이승민

토론 2

상호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

폐  회 

거산초 교장  김영갑 서산여고 교감  윤여준 금마중 교장  주진익

학교, 놀이터디자인에서 놀이디자인으로 
| 꿈을 담은 놀이터 자문관  편해문

앎과 삶이 함께하는 학교공간 설계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정선아
쾌적한 학교, 쾌적한 교실
| 한국방송통신대 교양교육원 교수  이필렬

충청남도
교육연구
정보원

세션1

세미나실

세션2

대회의실

세션3

제1연수실 

제1부  |  오프닝 세션

제2부  |  분과별 세션

일        시    2018.11. 3.(토) 10:00~16:30

장        소    충청남도교육청 대강당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수실 3곳

공동주최    

주        관                                 

후        원                          (한국교육방송공사)

(KEDI)

포럼 신청하기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12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