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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9. 5.(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9. 4.(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9. 4.(수)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교육부 이러닝과 과장 권지영, 사무관 김수현(044-203-6417)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과장 이한철, 사무관 이금용(044-203-45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과장 김지현, 사무관 마경준(042-481-4580)

국내 최대 이러닝 전시회‘2019 이러닝 코리아’개막

맞춤형 학습‘인공지능관’, 코딩·메이커·로봇‘창의융합관’등

미래학자‘김창경’교수·에꼴 42 설립자‘니콜라 사디락’강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디지털 시대, 교육의 미래를 여는 

에듀테크’를 주제로 2019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 /

콘퍼런스 를 개최한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이러닝(온라인 교육)을 넘어 

학습자 맞춤 교육, 교사 업무 경감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콘텐츠 ·솔루션 ·하드웨어 ·

시스템 등에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

※ (예시) 학생이 게임 형식 문제 풀이를 수행하는 중, 인공지능으로 학생 수준을 진단

하고 취약 부분 보강과 심화 학습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수학 교육 콘텐츠

□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의 우수 에듀테크 제품을 교사·학부모·

학생에게 소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국내 최대 에듀테크 

전시회(에듀테크 페어)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 세계의 교육

혁신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회(콘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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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 기간 장소

에듀테크 페어 2019. 9. 5.(목) ~ 7.(토) 코엑스 3층 씨홀

콘퍼런스 2019. 9. 5.(목) ~ 6.(금) 코엑스 콘퍼런스룸 308, 317, 318호

< 에듀테크 페어 & 콘퍼런스 개최 개요 >

【2019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

□ 에듀테크 페어는 9월 5일(목) ~ 7일(토)의 사흘 간, 코엑스 3층 

씨홀에서 진행된다.

ㅇ 교육부 미래교육관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공간에서의 수업

시연과 소프트웨어교육 체험, 브이로그*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 비디오+블로그: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한 콘텐츠

교육부 미래교육관

-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유연한 교실 공간 조성

※ 사례발표 ·체험 공간 운영

- ‘수업 시연’과 ‘재미트리(Fun Tree)*’설치를 통한 디지털교과서 체험

* 큰 나무 화분에 엽서(증강현실 패드)를 걸어 체험 등

- 전시회 관람기를 3분 이내 브이로그로 제작 후 유튜브 업로드 이벤트

ㅇ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관, 산업통상자원부

유망 스타트업 존**도 운영된다.

* 메이커 체험 ·찾아가는 메이커 버스 운영(메이커스페이스 : 학생·일반인의

쓰리디 프린터를 통한 아이디어 구현 · 공유를 지원하는 ‘일반랩’과

전문 메이커의 창작과 지역 내 창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한 ‘전문랩’ 등

전국 120여 개소 구축)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

ㅇ 박람회에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미디어관, 코딩 ·

메이커 교구를 전시하는 창의융합관,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AI) 학습관 등이 꾸려져 다양한 기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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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최 해외 구매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다국적 기업 관계자의 에듀테크 경향 

강연(Trend Talk), 아시아태평양 교육부와의 기업 간담회 ,

제2회 한국 메이커 /코딩 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된다.

*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메이커·소프트웨어 부문 경진대회,

예선·본선을 거친 학생에 교육부·산자부·중기부·과기부 장관상 수여 예정

【2019 이러닝 코리아 : 콘퍼런스】

□ 콘퍼런스는 9월 5일(목) ~ 6일(금) 이틀 간 코엑스 콘퍼런스홀

(308, 317, 318호)에서 진행된다. 누리집(www.elearningkorea.org)

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 등록으로 무료 참가가 가능하다.

※ 콘퍼런스는 2018년부터 교육부 단독 주최

ㅇ 기조 연사로 9월 5일(목)에는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교수가 강연하며, 9월 6일(금)에는 니콜라 사디락 (Nicolas

Sadirac) 에꼴 42 설립자의 좌담회(진행: 이화여대 소효정 교수)가 

이어진다.

9월 5일 (목) 기조 강연 9월 6일 (금) 좌담회

김창경 교수

(한양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최적의 교육 플랫폼(EduTech)을

사용하라

“인류는 가장 심한 변혁의 시기를
지나야 하며, 어떤 직업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에듀테크다.”

니콜라 사디락

(Nicolas Sadirac)
(에꼴42 공동설립자)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의 제안

“교수도 교재도 수업도 학비도 없고
학력도 상관없다. 비슷한 주제와
목적을 가진 학생끼리 팀을 만들어
경쟁하며 학교는 ‘문제’를 내주고
상업성을 기업 ·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주며,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졸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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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외에도, 학교의 미래교육(디지털 시민성, 인공지능이 바꿀 교육,

소프트웨어 인재상, 게이미피케이션* 등)과 산업과 평생교육(아이티 

기업교육, 무크, 새로운 인적자원개발(HRD)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붙임】참조

* 게임의 요소(규칙·스토리텔링·임무와 보상 등)를 학습에 활용하는 기법

ㅇ 콘퍼런스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함께 초청한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여 자유롭게 강연을 듣고 자국의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에 관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아시아·대양주·유럽·중동·독립국가연합·아프리카 등 25개국 교육부

관계자 30명 초청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19 이러닝 코리아를 통하여 앞으로의 

교육을 변화시킬 미래 기술의 최신 동향과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교육 혁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 개최 계획

2. 2019 이러닝 코리아 : 콘퍼런스 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이러닝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64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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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9 이러닝 코리아 : 에듀테크 페어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 (목적) 미래 교육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우수 제품을 교사·학부모·

학생에게 소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에듀테크 전시회 개최

◦ (일시/장소) ’19.9.5(목)~7(토) / 서울 코엑스 씨홀(1+2)

◦ (내용) 미래교육관(교육부 정책관), 기업관, 부대행사(우수기업 콘테스트,

수출상담회, 코딩·메이커경진대회 시상식, 미니콘퍼런스 등) 개최

◦ (주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산업부 공동 개최(’06~), 금년도 과기부·중기부 참여로 주최 부처 확대

◦ (주관/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창업진흥원, KOTRA, 민간협회(한국교육

정보진흥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전자신문 등

◦ (참가규모) 124개사 282부스 예정 / 약 3만명 참관 예정

※ (’18) 10개국 121개사 240부스 참가, 관람객 27,345명 / (예상 계약 실적)

국내 92건 5.18억원, 해외 40건 133억원

◦ 행사장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전
시
관

에듀테크 기업관
- 실감미디어, 창의융합, AI러닝, 월드랭귀지, 첨단교실

&ICT기술, 직업훈련&평생교육 등 민간기업 부스 운영
73개사 115부스

우수기업
지원관

산업부 - 수출유망 스타트업관 16개사 20부스

교육부 - 우수기업 콘테스트 수상기업관 6개사 8부스

중기부 -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체험 부스 7개사 10부스

해외기업관 - 해외기업(일본, 호주, 베트남 등) 제품 초청 전시 22개사 22부스

미래교육관(교육부)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체험, 미래교실 구축 및 수업시연
15부스

아
레
나
등 

아레나(ARENA)/
휴게라운지 등

- Edutech Trend Talk
- 에듀테크 기업 간담회, 시상식, 휴게라운지 등

47부스

수출상담/체험 - 수출상담회장(9/5~6), SW교육 등 체험(9/7) 45부스

부
대
행
사

통합 개막식 - 에듀테크페어, 컨퍼런스 통합 개막식 개최

이러닝 코리아
어워드

-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교육부)
-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산업부)
- 한국 메이커&코딩 경진대회 시상(교육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

에듀테크 잡페어 - 청년인력과 에듀테크기업간 일자리매칭 및 취업컨설팅

KSM 에듀테크 
수출상담회

- KSM 에듀테크 수출상담회(9/5~6, KOTRA/KETIA 공동주최)
  · 해외바이어(최대50개사)와 국내기업 1:1 비즈니스매칭

해외 30개사
국내 8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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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9 이러닝 코리아 : 콘퍼런스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 (목적) ICT 발전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혁신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콘퍼런스 개최

◦ (일시/장소) ’19.9.5(목)~6(금) /서울 COEX 콘퍼런스홀 308, 317, 318호

◦ (내용) 인공지능·학습분석 등 새로운 기술 동향에 따른 초중등·고등·

평생·기업·직업교육 혁신과 디지털 시민성 등 관련 트랙 운영

◦ (주최/주관)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참가규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0여명 참관 예정

※ ’18년 국내·외 초청 강연자, 정책가, 교수, 학생 등 1,167명 참관

◦ (기조연사) 김창경 교수(한양대), 니콜라 사디락(에꼴42 설립자)

◦ (내용) 학교의 미래교육(디지털 시민성, 인공지능이 바꿀 교육, SW인재상, 게이

미피케이션 등)과 산업과 평생교육(글로벌IT기업교육, MOOC, 새로운 HRD 등)

◦ 프로그램 구성 개요

세션 주요 강연 제목

디지털시민성 기회와 위험, 유네스코와 세계의 정책, 미래 이슈 대비하기

인공지능 AI에 대응한 교육혁신, 인공지능 토익학습, 융합인재양성론

SW·게이미피케이션 컴퓨터적사고, 과학 실험의 시뮬레이션, 샌드박스게임과 수학

직업·기업·고등·평생
P-TECH*., Intel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새로운 HRD,
SKT인재 육성, 구글이 학교를 만든다면?, edX의 비전

이러닝세계화(ODA)
교사가 개발한 SW교육도구 몽골 지원(대전). 몰도바 화상연수(제주),

한국에서 구축한 첨단교실의 베트남 활용 사례(베트남)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뉴칼라 직업군(AI등) 수요 증가에 대응한 IBM의 5년제

공교육 혁신 모델로, ‘서울뉴칼라스쿨’ (’19개교, 52명 입학)에서는 ‘세명컴퓨

터고(3년)-경기과기대(2년)’에서 AI·클라우드 등 학습 및 IBM인턴십 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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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10:00-10:30 
(30')

참가자 등록

10:30-10:40 
(10')

개회식

10:40-11:40 
(60')

기조강연 (1일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최적의 교육 플랫폼 (EduTech)을 사용하라

• 발표:  김창경 교수 (한양대학교)
• 사회: 임연욱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11:40-13:30 
(110')

점심 및 전시관 참관

13:30-15:10 
(100')

[Track-A1] 글로벌 교육정보화 정책
지원Ⅰ(비공개)

[Track-B1] 인공지능, 교육을 바꾸다
[Track-D1] 학습분석 기술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다 

• 유네스코의 교육정보화 
마스터플랜 경험 및 사례 발표

박종휘 박사 (UNESCO 아태본부)

• 한국의 교육정보화 주요 정책
김민 부장 (KERIS 국제협력부)

• AI에 대응한 교육혁신 전략
이태억 교수 (카이스트)

•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노현빈 수석연구원 (뤼이드)

• 견고한 학습 분석 시스템을 위한 
IMS Global 주요 표준 활용 사례 소개

•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Unizin 
Data Platform) 구축 사례 및 
글로벌 에듀테크 동향 소개

Mr. Amin Qaz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5:10-15:30 
(20')

휴식

15:30-17:10 
(100')

[Track-A2] 한국의 교육정보화 
ODA (이러닝세계화)

[Track-B2] 교육의 혁신으로 내일의 
SW융합인재를 보다

[Track-D2] 학습분석이 바꾸는 교육의 
미래 

• ICT Innovative Classroom 
Practices

Thu Hoai Nguyen 교사 
(Cau Giay High School/베트남)

• 자체 개발 S/W 교육 도구를 
활용한 몽골 교원연수 
 민한식 교육연구사 
(대전교육정보원)

• 교육정보화 ODA 사업을 통한 
교육현장 연계

박기운 교사 (인천계양초등학교)

• 수요 맞춤형 기자재 지원을 통한 
수준별 교원 역량개발

 성미희 주무관 (제주도교육청)

•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서정연 대외부총장 (서강대학교)

• P-TECH, 미래 일자리는 
교육혁신에 달려 있다. 

손레지나 상무 (IBM Korea)

• 인공지능, 함께 배우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장병철 교사 (선린인터넷고등학교)

• 중국의 학습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AI 기반 학습 시스템

Ms. Jiachen Song
(Beijing Normal University)

• 학습분석 표준을 적용한 개인별 
맞춤 학습 서비스
유재욱 책임연구원

(KERIS 교육콘텐츠정책부)

Day1. 9/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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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2. 9/6 (금)
09:00-09:30   

(30')
참가자 등록

09:30-10:30 
(60')

기조 강연 및 대담 (2일차)
Collective learning- How to get ready to AI compatible jobs

• 발표: Nicolas Sadirac (에꼴42 공동창립자 / 프랑스)
• 진행 : 소효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10:30-12:10 
(100')

[Track-A3] 디지털시민성Ⅰ
Digital Citizenship for all children

[Track-B3] SW로 교실의 경계를 넘다
[Track-C1]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글

로벌 IT기업의 미래교육

• [패널토론] 아이들에게 깊이 파고든 
네트워크와 온라인, 기회인가 위험인가

Anita Low-Lim 
(TOUCH Community Services/싱가폴)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Lelia Green 교수 

(Edith Cowan University/호주)

• [발표] 미래의 디지털시민을 위한 노력
Jian Xi Teng (UNESCO 아태본부)

Aury Anne Atienza Santos
(SEAMEO INNOTECH/필리핀)

• Learning for the Future: 
E-Learn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
KONG Siu-cheung 교수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 과학 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전영석 교수 (서울교대)

• TBA
Anshul Sonak/ Regional Director 

이재령 전무 (Intel Korea)

• Education Digital Transformation
심재경 이사 (MS Korea)

• 구글이 학교를 만든다면? 문샷 스쿨 
박정철 교수 (단국대학교)

12:10-13:40 
(90')

점심 및 전시관 참관

13:40-15:20 
(100')

[Track-A4] 디지털시민성Ⅱ
Digital Citizenship and national policy

[Track-B4] 교육의 게이미피게이션, 
배움을 플레이하다

[Track-C2] 디지털시대의 인재육성 
방향과 직업교육

• [발표] 디지털시민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
Ugyen Dorji 

(Royal Education Council/Bhutan)
Dr Do Duc Lan

(Vietnam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s/Vietnam)

Dr Abdul Mannan (DSHE/Bangladesh)

• [패널토론] 미래 디지털 키즈를 
위하여 우리가 대비하여야할 이슈

Lelia Green 교수 
(Edith Cowan University/호주)
소효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Nhabhat Chaimongkol, 
 Phd. Faculty of Education

 (Chulaongkorn University/Thailand)

• Connecting to the world and 
SDGs through Interdisciplinary 

Robotic Games
Ju-ling SHIH 교수

(National University of Tainan 대만)

•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 
김상균 교수 (강원대학교)

• 샌드박스게임의 코딩과 수학
정진환 교사 (방원중학교)

• 디지털시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재육성방향 (가제)

송해덕 교수 (중앙대학교)

• 인적자원개발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홍정민 소장 (㈜휴넷)

• 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인재육성 사례

송일섭 부장 (SK 텔레콤)

15:20-15:40 
(20')

휴식

15:40-17:20 
(100')

[Track-A5] 글로벌 교육정보화 정책
지원 Ⅱ (비공개)

[Track-B5] 고등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Track-C3] 새로운 기술에 의한 평생
교육의 혁신

• [발표] 교육정보화 정책개발 경험 공유
Yeshey Lhendup

(Ministry of Education, Bhutan)
Constance Nasi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olomon Islands)
Usama Ali

(Senior Computer Technician, Maldives)

 •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mpacting global educational mobility

Anthony C. Ogden 교수
(University of Wyoming, USA)

• Collaborative Higher 
Education Ecosystem for Formal 

and Professional Learners
Dr. Hiroshi Kawahara 대표 

(Cyber University, 일본)

• 한국 고등교육 맥락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와 한국대학의 도전
배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 Global Innovations in 
Technology-Enhanced Lifelong 

Learning
Susan C. Aldridge 부사장

(Drexel University Online, USA)

 • Education 2030 – Are you 
future ready?

Amit Goyal / Business Head 
(edX - India & S.E. Asi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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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세션 소 속 성명 사  진 주요 경력

1일차

기조 강연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

(주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최적의 교육 플랫폼(EduTech)을 사용하라

- 현)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 MIT, 금속공학 공학박사

-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 교육 전망에 대한 강연 다수

2일차

기조 강연

에꼴42 

(Ecole42)

공동 

창립자

Nicolas 

Sadirac

(주제) Collective learning- How to get ready to AI compatible jobs

- 에꼴42 (Ecole42)* 공동 창립자이자, 前교장

- 컴퓨터공학 박사

  * 에꼴42 : 2013년 프랑스에 설립된 3년제 비영리 IT전문가 양성학교, 

대표적 SW 교육혁신기관으로 강사·수업·교과서·학비· 졸업장이 없다 

교육정책

개발, 

디지털시

민성

유네스코 

아태본부

박종휘 

박사

(주제) UNESCO ICT in Education Master Plan Experiences

- 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국가 ICT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 아태 교육부 ICT 장관 포럼, ICT 심포지엄 등 포럼 감독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및 캐나다 McGill University 학습과학 박사

유네스코 

아태본부

Jian Xi 

Teng

(주제) UNESCO Digital Kids Asia-Pacific: Insights into Children’s 

Digital Citizenship

- 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국의 ICT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 교육 마스터플랜 개발에서 ICT에 대한 기술적 전문 지식 제공 

및 개발을 위한 협력지원

- 싱가폴 국립대학에서 법학 학사 

인공지능, 

교육을 바

꾸다

카이스트
이태억

교수

(주제)AI에 대응한 교육혁신 전략

- 현)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

- 전) 대한산업공학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러닝 분야)

- MOOC 도입 및 확산 주도

뤼이드

노현빈

수석연구

원

(주제)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 현) 뤼이드 수석연구원

- 포항공대 수학과 박사

- AutoML(오토머신러닝) 연구

교육의 혁

신으로 내

일의 SW

융합인재

를 보다

서강

대학교

서정연 

교수/대

외부총장

(주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전산학 박사

- 현) 서강대학교 대외부총장 

-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제28대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IBM Korea
손레지나 

상무

(주제) P-TECH, 미래 일자리는 교육혁신에 달려 있다.

- 현) IBM Korea 최고 홍보 책임자(CCO) 및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부문 총괄

- B2B 브랜딩 브랜드 구축 및 관리 전문가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장병철

교사

(주제) 인공지능 - 함께 배우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한성과학고,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근무

- 인공지능 분야 박사(2012), 인텔과의 인공지능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시범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 교육청 주관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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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소 속 성명 사  진 주요 경력

SW로 

교실의 경

계를 넘다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KONG 

Siu 

Cheung

교수

(주제) Learning for the Future: E-Learn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

- 현) 홍콩교육대학교 수학·정보기술 교수, 학습·교육·기술 센터장

- 현) 세계교육연구회 산하 초중등 국제연구네트워크 컴퓨터 사고 교육 

담당 및 아태지역 컴퓨터학회 컴퓨터 교육 및 STEM 교육SIG 위원장

서울교대
전영석 

교수

(주제) 과학 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 

- 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 과학 수업에서의 ICT 활용, 과학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 

및 영재 학생의 재능발달 과정 연구

교육의 게

이미피케이

션, 배움을 

플레이

하다

강원

대학교

김상균 

교수

(주제)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

- 현) 강원대학교 교수

- 국내기관,국외 교육,제조기업 게이미피케이션 프로젝트, 자문 참여

- 기업 및 대학에서 다수의 게이미피케이션 교수법 강연과 워크숍 진행

방원

중학교

정진환 

교사

(주제) 샌드박스게임의 코딩과 수학

- 현) 방원중학교 교사

- 현) 서울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직무연수 ‘코딩수학’운영

- 중학교 학생 대상 코딩 교육 과정 진행 및 연구 

National 

University 

of Tainan 

(대만)

Ju- l i ng 

Shih

교수

(주제) Connecting to the world and SDGs through Interdisciplinary 

Robotic Games

- 크로스플랫폼 디지털 학습 게임 '타이완 에픽 게임', 인문학/컴퓨터 사

고/로봇 교육 접목 Great Voyage의 STEM 기반 제작 게임 등 개발

- 우수한 젊은 학자들 프로젝트 연속 수상 및 과학기술부로부터 

2012년 Ta-You Wu 기념상 수상

고등

교육,

새로운 변

화와 도전

Cyber 

University

(일본)

Hiroshi 

Kawahar

a 대표 

(주제) Collaborative Higher Education Ecosystem for Formal and 

Professional Learners

- 현) Cyber University 대표

- 전) 소프트뱅크 CTO

- ‘클라우드 캠퍼스’포함 클라우드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제품군 개발 주도

성균관대학

교

배상훈 

교수 

(주제) 한국 고등교육 맥락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와 한국대학의 도전

- 현)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

전위원회 창의인재육성 전문위원회 위원

- 현) International Journal for Research on Extended Education

(세계 방과 후 학교 연구 학술지) 편집위원

-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부이사관

University 

of 

Wyoming

(USA)

Anthony 

C. 

Ogden 

교수

(주제)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mpacting global educational mobility

- 국제 고등교육 분야 전문가 (25년)

- IES(Institute for the International Education of Students) 도쿄 센터 이사

- Kentucky Council on Education Abroad (KCEA) 공동창립자

- Michigan State University, Pen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Kentucky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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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분석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SA)

Qazi, 
Amin

(주제) 견고한 학습 분석 시스템을 위한 IMS Global 주요 표준 활용 사례 소개 
-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Unizin Data Platform) 구축 사례 

및 글로벌 에듀테크 동향 소개 
- Amass(UDP 기반 데이터 솔루션 설계 및 컨설팅) 대표

Unizin CEO(2014~2017)

Beijing 
Normal 

University
(중국)

Jiachen 
Song

(주제) 중국의 학습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AI 기반 학습 시스템
- AICFE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프로젝트 매니저

디지털
시민성

이화여자
대학교

정제영 
교수

- 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전)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서기관
- '미래교육포럼', ‘학습사회비전 2030 프로젝트' 등 

학교시스템기획부에서 초중등학교 시스템 기획, 관리
- 최근 유네스코 방콕 디지털 키즈 아시아 태평양 프로젝트 참여

이화여자
대학교

소효정
교수

-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부교수
- 현) 아시아태평양 컴퓨터 교육 협회(APSCE) 임원
-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연구재단,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후원 교

육 신흥기술 연구 프로젝트 다수 진행

Edith 
Cowan 

University
(호주)

Lelia 
Green

- 현) Edith Cowan University에 커뮤니케이션 교수
- 'EU Kids Online' 프로젝트의 국제고문과 호주 연구 위원회의 창조 

산업 및 혁신을 위한 우수센터 멤버

SEAMEO 
INNOTECH 
(필리핀)

Aury 
Anne 

Atienza 
Santos

- 현) SEAMEO INNOTECH Program Specialist
- 주요활동) 교육 및 학습을 촉진하는 모바일 기술 등 ICT를 활용

한 혁신 방안 발굴
- 기초교육의 대안적 전달방식, 교육인력을 위한 역량강화, 취약계

층 교육 모델을 위한 연구개발

TOUCH 
Communit
y Services
(싱가폴)

Anita 
Low-Lim 

- 현) TOUCH Community Services 선임 이사
- 현) 싱가폴 미디어 리터러시 위원회(MLC) 회원
- 서비스 학습, 정신 건강 및 사이버 웰빙 플랫폼을 통한 최첨단 

청소년 및 가족 프로그램 개발

한국의 교
육

정보화 
ODA 

(이러닝세
계화)

Cau Giay 
High 

School

Thu 
Hoai 

Nguyen
교사

(주제) ICT Innovative Classroom Practices
- 현) Cau Giay High School 영어 교사 및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 

구축 운영 사업 매니저
- 전) ‘ESD 교육 모듈 구축 프로그램’ 워크샵 베트남 대표
- ICT 교육 관련 국제 포럼 연사 다수 참여

대전교육
정보원

민한식
연구사

(주제) 자체 개발 S/W 교육 도구를 활용한 몽골 교원연수
- 현) 대전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 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몽골 교사 대상 피지컬코딩 등 S/W 연수 진행

제주도
교육청

성미희
주무관

(주제)수요 맞춤형 기자재 지원을 통한 수준별 교원 역량개발
- 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 몰도바공화국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 추진 및 시도교육청 
최초로 화상연수시스템을 대상국에 지원

- APEC국제교육협력원 교사연구회 시범운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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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IT
기업의 

미래교육

MS Korea
심재경 
이사

(주제)  Education Digital Transformation 
- 현) MS코리아 이사
-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미래교육정책 전략팀
- 인텔 코리아, 삼성전자 글로벌 담당
- 노텔 네트웍스 코리아, 마케팅

단국
대학교

박정철 
교수

(주제)구글이 학교를 만든다면? 문샷 스쿨
- 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 현)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 리더
- 대학 교육에서의 혁신적 교육 전파를 위한 다양한 강의와 저술 진행

디지털시
대의 인

재
육성 

방향과 
직업
교육

중앙
대학교

송해덕 
교수

(주제)디지털시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재육성방향
- 현)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학과장 및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원장 
- 현) 한국인력개발학회 회장 
- 전) 뉴욕주립대학교 Albany캠퍼스 교육학과 조교수
- 현)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컨설팅 

편집자 및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자문 편집자

(주)휴넷
홍정민 
소장

(주제) 인적자원개발의 디지털드랜스포메이션
- 현)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장
- 산업부 창의융합포럼 이러닝 고도화 분과 위원 및 산업부 장관 

창의융합산업 유공자 표창
- 교육 관련자 및 기업체 대상 에듀테크 관련 강의 다수 진행

SK텔레콤
송일섭
부장

(주제) 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인재육성 사례
현) SK텔레콤 역량문화그룹(HRD) 부장
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업계 AI분야 요구분석위원
전) SK텔레콤 사장실 SKMS팀 / 기술전략실 / 인터넷사업부문 

새로운 
기술에 
의한 
평생

교육의 
혁신

Drexel 
University 
Online, 
(USA)

Susan C. 
Aldridge 
부사장

(주제) Global Innovations in Technology-Enhanced Lifelong Learning
- 현) Drexel University Online
- 전) 미국주립대학및대학연합(AASCU) 선임연구원
- 기술 강화 학습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분야 국내외 콘

퍼런스 다수 참여

edX - 
India & 
S.E. Asia, 

India

Amit 
Goyal / 
Business 
Head 

(주제) Education 2030 – Are you future ready?
- 현) edX - India & S.E. Asia, India Business Head 
- 전) 삼성 인도 교육솔루션 사업 책임자
- 글로벌 교육단체 및 기업용 교육 모빌리티 제품 다수 출시 
- 현) 고등교육 회사 CEC London 공동 창립 및 CEO
- 인도 정부 의뢰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태블릿 PC ‘Aakash’ 런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