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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력 및 경력

한덕수

▪경기고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美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외교통상부 駐미국 대사
▪現 한국무역협회장,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조벽

▪미국 위스콘신대 기계공학과졸
▪기계공학박사(미국 노스웨스턴대)
▪미국 미시간공과대 기계공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現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오세정

▪경기고 졸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美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박사
▪한국과학재단 이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장
▪現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최순자

▪인천 인일여고졸
▪인하대 화학공학과졸
▪미국 남가주대 대학원 화학공학과졸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현)
▪원자력위원회 위원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현)
▪現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부

정재황

▪서울대 법학과졸
▪프랑스 파리제2대 법학박사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
▪법무부 헌법교육강화추진단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붙임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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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종

▪인천고졸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졸
▪성균관대 대학원 동양예술철학박사과정 수료
▪전국대학미전 심사위원
▪서울대 미술관장
▪現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여정성

▪중경고졸
▪서울대 가정관리학과졸
▪미국 코넬대 소비자경제학박사
▪서울대 연구부처장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현)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 회장
▪現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권영민

▪충남 홍성고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
▪서울대 문학 박사
▪단국대 석좌교수
▪한국문학번역원 이사
▪대통령 소속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문학위원(現)
▪現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황선혜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졸
▪교육언어학박사(미국 Univ. of Pennsylvania)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원장
▪한국사회언어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現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박광우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
▪성균관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문화부장관 비서관, 기획관리실, 문화정책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現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곽병선

▪청주사범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美 마케트대학교대학원 철학 박사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용도서발행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인여자대학 총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現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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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곤

▪전주사범대학 졸업
▪도쿄학예대학 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장학사
▪교육부 편수국장
▪교육행정연수원 교수
▪前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명수

▪서울대 교육학과졸
▪철학박사(미국 미네소타대)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장
▪現 한국교육학회 회장

강태중

▪서울대 교육학과졸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 교육학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육위원장
▪중앙대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現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허경철

▪美 스탠포드대학교 졸업
▪한국교육과정학회장
▪2007 국가교육과정 포럼 총괄책임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본부장 역임
▪제5차, 6차, 7차, 2007 교육과정 총론 개발 참여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안양옥

▪동성고 졸
▪서울대 체육교육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스포츠교육학 박사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대표상임의장
▪現 서울교대 교수, 한국교총 회장

이찬승

▪경동고졸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
▪능률교육 대표이사 사장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現 21세기 교육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