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한국학교 미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계획(안) 

□ 추진 배경                                                   

◦ 한국학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수요 및 소재국 상황 등에

적합하며, 국내와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세부과제 발굴 필요 

□ 추진 개요

◦ (운영 내용) 한국학교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공모 자격) 교직원, 학생, 학부모 ※ ‘교직원 / 학생 학부모’를 별도 구분하여 심사

◦ (공모 기간) ’20. 8. 31.(월) ～ 9. 11.(금), 2주간

◦ (공모 방법) 재외교육기관포털(okep.moe.go.kr) 회원가입 후

[알림․소식] - [이벤트 게시판] 탑재

□ 공모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학교의

원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 아이디어

※ 예시 영역 :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혁신, 교육적 배려대상 지원,

교육공동체 운영 강화 등

□ 시상 내용 

총 인원

18명

구분 인원 시상 내용 비고
최우수상 3명 상품권 30만원 총 인원 내에서 응모수를

고려하여 ‘교직원/학생, 학부모’의

시상 인원 결정
우수상 5명 상품권 20만원
장려상 10명 상품권 10만원

※ 선정기준 : 주제 적합성, 실현 가능성, 비용 효과성, 국내와의 차별성, 파급효과

□ 향후 추진 일정

◦ 아이디어 공모 실시(8.31.~9.11.)

◦ 수상자 선정(9.16.) 및 발표(9.18.)

※ 선정 사례 가운데 세부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필요시 추가 지원도 가능

붙임1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배경 안내문

<아이디어 공모전의 추진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급격한 위기와 변화 극복의 과정을 거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개국에 소재한 34개의 재외 한국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 한국학교는 국내보다 앞서 원격수업을 최초로 실시하였

으며 학습공백을 방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 소재한 한국학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원격수업을 뛰어 넘어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는 한국학교의 미래교육 방향과 정책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께서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참여해 본 경험을 소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

내와 차별화된 한국학교만의 특성을 살리면서 원격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교

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한국학교 미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제안자

인적

사항

소속 직 성명

○○한국학교 교사/학생/학부모 홍길동

연락처
전화 (집) (휴대폰)

e-mail

제안서 제목

제안

내용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1쪽 내로 작성하도록 함 -

<예시>

제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통해 학습자 선택권 강화

1. 추진 목적

가. 소수과목 선택이 어려운 한국학교 학습자들의 선택권 강화

나. 한국학교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반 조성

2. 추진 내용

가. (내용) 시차가 유사한 지역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나. (방법)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소수과목 강좌를 개설하고, 그 외 학교에서 참여

다. (대상) 한국학교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대상으로 시범운영

라. (일정) 2020학년도에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구안 후 2021학년도부터 적용

3. 기대 효과

가. 다양한 학습 선택권 강화를 통해 학습자의 진로 적성 계발 지원

나. 원격교육 활성화를 통한 한국학교의 미래교육 체재로의 전환

참고
사항

※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교육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여러 형태의 자료로 활용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제안자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