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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서열해소열린포럼> ‘포럼위원종합토의’ 예고보도(2020.11.20.)

11/21(토), 대학서열해소의 꿈, 시민들

의간절한목소리를모아내는종합토의

를 개최합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여는 강의

-1~3차 포럼 내용 정리 및 쟁점에 대한 종합 토의

-시민 퍼포먼스: 대학서열해소를 바라는 시민 선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1일(토) 오전 10시30분 사교육걱정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포럼위원 종합토론’을 개최합니다. 종합토론

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강의자와 약간 명의 현장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는 줌 프로그

램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포럼 취재를 위한 언론 기자님

들의 현장 참석은 가능합니다.)

이번 종합토의는 지난 세 차례의 포럼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시민이 바라는 대학서열해소 방안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대학서열 해소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11월 4일에 열린

제2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해소 방안과 입시 개혁이 어떻게 병행되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

다. 또 11월 17일에 개최된 제3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해소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지원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종합토의에서는 지난 세 번의 포럼에서 포럼위원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대학서열해소 방안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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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의의 주요 순서로는 먼저,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는 강의를 하고 포럼위원들과의 종합 토의에 직접 참여합니다. 또한 김태훈 사교육걱정 정

책위부위원장이 지난 제1~3차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는 발표를 하고, 3명의 포럼위원이 시민

발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14명의 포럼위원 중 약간 명은 현장에 참여하고, 나머지 포럼

위원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토의에 참여합니다. 또한 ‘대학서열해소를 바라는

시민 선언’ 퍼포먼스도 있을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포럼위원들이 A4 용지로

된 손 피켓에 각자 대학서열해소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여 다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종합토의를 통해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대학서열 해소 방안

의 밑그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는 11월 30일에 있을 포럼 결과 발표 기자회견 때 발

표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에 포럼위원으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

상 채널을 통해 포럼 시청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럼이 대학서열 문제의 해법을 마련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체 포럼 일정

일시 행사명
세부 주제(포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전문가 패널

10/20 (화) 

15:00

1차 개막 포럼
(박주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환영사: 박주민(국회의원)

-개회사: 

정지현,홍민정(사교육걱정없

는세상 공동대표)
-김종영(경희대 교수)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장)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김명연(상지대 교수)
시민 발언대

11/4 (수)

15:00
2차 포럼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

-강남훈(한신대 교수)

-안상진(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전경원(하나고 교사)

-김학윤(경기여고 교사)
시민 발언대

11/17 (화)

15:00

3차 포럼
(강득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영사: 강득구(국회의원)

-축사: 이원욱(국회의원)

-임재홍(방송대 교수, 

교육혁명포럼 연구위원장)

-김성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전 교수노조위원장)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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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

시민 발언대

11/21 (토)

10:30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위원 종합토의

-여는 강의: 김누리(중앙대 
교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차 포럼 내용 정리: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시민 발언대
-포럼위원 종합토의
퍼포먼스: 대학서열해소를 
바라는 시민 선언

11/30 (월)

11:00
포럼 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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