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2012에 참가하는 세계 지도자들  

 

- ADEC 사무총장 HE Dr Mugheer Khamis Al-Khaili와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수상, 제1회 

TES에서 연설 예정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2년 5월 8일 PRNewswire=연합뉴스) 아부다비 교육위원회(Abu 

Dhabi Education Council, ADEC)가 전 세계적인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 (TES)를 공식 출범시켰다. 아부다비 황태자이자, UAE 군대 

최고 부사령관이며, ADEC 회장인 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장군의 후원 하에 

열리는 이 회의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평가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3817-ADEC 
 

5월 7-9일 Emirates Palace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일련의 기조 연설, 패널, 브레인스토밍 세션 

및 전 세계 사례 연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ADEC 사무총장인 H.E. Dr. Mugheer Khamis Al-Khaili가 회의를 개장했다. 

 

Dr Al Khaili는 “어느 사회에서든 교육은 핵심적인 가치를 발휘한다”면서 “만약 이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수십 년 간 아부다비가 걸어온 여정을 본다면 의구심이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TES에서 아부다비는 국제 사회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타국의 교육 변혁 사례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수상과 교육 변혁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Andy Hargreaves가 

“Thinking Ahead”라는 제목이 붙은 첫 기조 강연을 열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에서는 전 아일랜드 교육과학부 장관(2004-2008)인 Mary Hanafin과 전 

아일랜드 교육과학부 서기(1998-2005)인 John Dennehy가 'Delivering Within'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했다. 

 

5월 9일에는 전 핀란드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2000-2012)과 말레이시아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Muhyiddin Yassin이 'Leading Across'에 관한 기조 연설로 그 날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Health Authority Abu Dhabi의 CEO인 H.E. Eng. Ziad Al Siksek가 리더들이 

민간 부문과 제 3부분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식을 다룰 예정이다.  

 

TES는 ADEC, OECD 교육 이사회, 세계 굴지의 경영 컨설팅 업체 Booz & Company 및 

Mubadala의 기술 투자 부서인 Advanced Technology Investment Company (ATIC)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Booz & Company 는 ADEC와 공동으로 TES 논의에서 나온 권고를 반영한 회의 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일련의 특별조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국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Gregg Fray: +971(0)50-812-9566, greggfray@sevenmedia.ae, Yazan Neme, 

yazanneme@sevenmedia.ae 
 

영상: http://www.multivu.com/mnr/53817-ADEC 

 

출처: AD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