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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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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428)

<총 괄> 이러닝과 담당자 사무관 제유진 (044-203-6417)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범교실, 

세르비아에 개소
- 온라인 개소식 및 양국 교육정보화 정책 토론회 개최 - 

주요 내용

□ 한국의 교육정보화 성공 경험이 집약된 첨단교실을 세르비아에 구축

□ 한-세르비아 국제 공개 토론회(포럼)를 통한 교육정보화 정책 공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교육협력원(이사장 박동선)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개소식과 교육정보화 국제 공개 토론회(포럼)를 1월 25일(화)과 26일(수),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유튜브(LEAD TV KOREA 채널)를 통해 중계한다.

 ㅇ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사업’은 교류

협력국에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교실을 구축하고 

5년간 교원 연수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2021년까지 

총 20개국*에 26개 교실을 구축하였다.

   *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파라과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페루, 라오스, 케냐, 네팔, 르완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세르비아

 ㅇ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교육

기술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ㅇ 이번에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지역에 있는 데스팟 초등학교(Despot Stefan 

Lazarević Primary school)와 필로로스카 외국어고등학교(Filološka Gimnazija 

High school)에 각 1개 교실을 개소한다.

□ 먼저, 1월 25일(화) 개소식에는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과 

브랑코 루지치(Branko Ružić)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장관, 첨단

교실 구축학교 학생·교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ㅇ 첨단교실 사업 소개 및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현지 교원의 첨단교실 

활용 시범수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이번에 개소하는 첨단교실은 한국과 세르비아의 교육현장 전문가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기획·설계하였으며, ‘다교과 융합 실습 및 국제적 

원격교류 수업’이 가능한 교실로 구축되었다. 

 ㅇ 구축한 첨단교실에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교육

정보화 기자재(전자칠판, 노트북, 스마트패드, LCD TV 등)를 제공하였다.

□ 개소식 다음 날에는 국가 간 교육정보화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세르비아 교육정보화 국제 공개 토론회(포럼)’가 이어질 

예정이다.

 ㅇ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한국과 세르비아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소개하고, 두 나라의 교육정보화 선도 교원 간 지속적 교류·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ㅇ 또한, 네팔(2017년 첨단교실 구축국)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글라데시(2019년 

첨단교실 구축국) 교육부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첨단교실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공유한다. 

 ㅇ 특히, 바부람(Babu Ram) 네팔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은 첨단교실이 네팔 

교원의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여한 현황과 지역 교원의 학습 시설로 

활용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개소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11일(토)부터 12일(일), 12월 20일(월)부터 

21일(화) 4일간, 세종교육청 소속 선도교원(LEAD 교사단*)이 주축이 되어 

세르비아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역량 개발을 위한 원격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 리드(LEAD, Leading Educators for Achieving e-Learning Development) 교사단: 

17개 시도교육청 선도교원으로 구성된 이러닝 세계화 지원 전문그룹

□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개소식에서 “세르비아 첨단교실이 

한국과 세르비아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두 나라 교육현장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ㅇ 또한, 브랑코 루지치(Branko Ružić)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장관은 

“한국 교육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첨단교실 사업을 통해 세르비아 

교사와 학생들의 정보화 활용 학습역량이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며, 

 ㅇ 드라그나 체체스 유키치(Dragana Ćećez lljukić) 필로로스카(Filološka) 외국어

고등학교 교장은 “첨단교실을 통해 창의력과 국제 교류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두 나라 교육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교육협력원에 감사하다.”라며 첨단

교실 구축에 대한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붙임】1. 세르비아 첨단교실 개소식 개요

        2. 한-세르비아 교육정보화 국제포럼 개요

        3. 세르비아 첨단교실 개요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국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428)

<총괄> 이러닝과 담당자 사무관 제유진 (044-203-6417)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책임자 교육연구관 서태성 (044-9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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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APEC국제교육협력원 책임자 총괄실장 차중찬 (053-719-2945)

국제2팀 담당자 팀 장 선현웅 (053-719-2941)

     



붙임 1  세르비아 첨단교실 개소식 개요

□ 개요

 ◦ (행사명) 한-세르비아 첨단교실 구축 온라인 개소식

◦ (목적) 세르비아 첨단교실 구축을 기념하는 공식 개소식을 통한 

세르비아 내 첨단교실 홍보 및 양국 협력 강화

 ◦ (주최/주관) 한국-세르비아 교육부 / APEC국제교육협력원

 ◦ (일시/방법) ’22.1.25.(화), 17:00~18:15(한국시간 기준) /온라인(zoom)*

* 세르비아 필로로스카(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교실 구축학교)에서 유튜브

채널(LEAD TV KOREA)을 통해 실시간 중계

◦ (참석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장관

및 차관보, 주 세르비아 한국대사, 교실 구축학교* 학생·교원 등 50여명

* 필로로스카(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 데스팟(Despot) 초등학교

□ 세부일정(안)  ※ 한국시간 기준

구분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부]
개회식

(17:00~17:45)

17:00~17: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7:05~17:20 국가제창 및 문화공연 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

17:20~17:25 개회사 한국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17:25~17:30 환영사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차관보

17:30~17:40 축사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장관

주 세르비아 한국 대사

APEC국제교육협력원 이사장

17:40~17:45 사업소개 및 경과보고 동영상

[2부]
기념행사 및 

시범수업
(17:45~18:15)

17:45~17:50 테이프 커팅식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및
구축학교 관계자17:50~17:55 현판제막식

17:55~18:00 첨단교실 시범 수업 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18:00~18:05 폐회사 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18:05~18:10 폐회 사회자

18:10~18:15 기념사진 참석자



붙임 2  한-세르비아 교육정보화 국제포럼 개요

□ 개요

◦ (행사명) 한-세르비아 교육정보화 국제포럼

◦ (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 교육현장의 ICT 활용

교육정보화 정책 공유 및 교육협력 방안 논의

◦ (일시) ‘22.1.26(수) 17:00~20:30(한국시간) ※ 09:00∼12:30(세르비아시간)

◦ (방법) 온라인(Zoom)

※ 유튜브채널(LEAD TV KOREA)을통해실시간중계 / 국내스튜디오: 세종시티오송호텔

◦ (주최/주관) 한-세르비아 교육부 / APEC국제교육협력원 

◦ (참석자) 한-세르비아 교육부 관계자 및 교원, 첨단교실 기 구축국

(네팔, 방글라데시) 교육부 관계자, 교육현장 전문가 등

◦ (언어) 영어(주 언어) / 동시 통역(영어↔한국어)

□ 주요 내용

① 세션 1 : 코로나 상황 속 양국의 ICT 교육정보화 현황 및 계획

- (한국) 한국 코로나 및 Post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

- (세르비아) 세르비아 코로나 및 Post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

② 세션 2 : 첨단교실 활용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

- (네팔) 첨단교실 활용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 우수사례

- (방글라데시) 첨단교실 활용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 우수사례

③ 세션 3 : 양국 교원 커뮤니티 역할 및 활동 현황 소개 

- (한국) 한국 LEAD 교사단 역할 및 활동 현황 소개

- (세르비아) 세르비아 교사 커뮤니티 역할 및 활동현황 소개

④ 패널토론 

- (주제) 한-세르비아 간 교육협력 방안 논의 및 의견 교환



□ 세부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개회
17:00~17:25

‘5 ◦ 개회 준비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5 ◦ 개회사 : 고영훈 한국 교육부 이러닝과장

‘5 ◦ 환영사 : Ms. Danijela Nela Šćepanović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자문관

17:25~17:30 ’5 [세션1] 소개

<1부>
17:30~18:10

‘40

[세션1] 코로나 상황 속 양국의 ICT 교육정보화 현황 및 계획

◦ 발표 1 : (한국) 코로나 및 Post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

   - 발표자 : 제유진 이러닝과 사무관, 한국 교육부

◦ 발표 2 : (세르비아) 코로나 및 Post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

   - 발표자 : Ms. Danijela Nela Šćepanović 자문관,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18:10~18:15 ‘5 휴식

18:15~18:20 ’5 [세션2] 소개

<2부>
18:20~19:00

‘40

[세션2] 첨단교실 활용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 
 

◦ 발표 1 : (네팔) 첨단교실 활용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 우수사례

   - 발표자 : Mr. Babu Ram 국장, 네팔 교육과학기술부 

◦ 발표 2 : (방글라데시) 첨단교실 활용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 우수사례

   - 발표자 : Mr. Kayes Hossain 서기관, 방글라데시 교육부

19:00~19:05 ‘5 휴식
19:05~19:10 ’5 [세션3] 소개

<3부>
19:10~19:50

‘40

[세션3] 양국 교원 커뮤니티 역할 및 활동 현황 소개
 

◦ 발표 1 : (한국) LEAD 교사단 역할 및 활동 현황 소개

   - 발표자 : 정우영 교사, 다정초등학교(세종 LEAD회장)

◦ 발표 2 : (세르비아) 교사 커뮤니티 역할 및 활동 현황 소개

   - 발표자 : Mr. Zlatko Probojčević 교사, 세르비아 Despot 초등학교

19:50~19:55 ‘5 휴식

19:55~20:00 ’5 <패널토론> 소개

<패널토론>
20:00~20:20

‘20

[패널토론] 주제 : “한-세 간 교육협력 방안 논의 및 의견 교환”
(좌장 : 서순식 교수, 춘천교육대학교)

◦ 패널 1 : 고영훈 이러닝과장, 한국 교육부

◦ 패널 2 : Ms. Danijela Nela Šćepanović 자문관,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발전부

◦ 패널 3 : Mr. Babu Ram 국장, 네팔 교육과학기술부 

◦ 패널 4 : Mr. Kayes Hossain 서기관, 방글라데시 교육부

◦ 패널 5 : 정우영 교사, 다정초등학교(세종 LEAD회장)

◦ 패널 6 : Mr. Zlatko Probojčević 교사, 세르비아 Despot 초등학교

폐회
20:20~20:30

‘10

[폐회사]
◦ 폐회사 : Ms. Dragana Ćećez Iljukić 세르비아 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단체사진촬영]



붙임 3  세르비아 첨단교실 개요

□ 교실 개요  

◦ (대상 학교) Despot 초등학교* 및 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각 1실)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소재

* 공립초등학교(1∼8학년, 59학급), 학생 수 : 1,688명, 교원 수 : 93명

** 공립고등학교(1∼4학년, 29학급), 학생 수 : 634명, 교원 수 : 102명

◦ (구축 모델)

- (Despot 초등학교) 첨단 다교과융합 실습형 교실

- (Filoloska 외국어고등학교) 첨단 글로벌 화상교류 지원형 교실

※ 세종교육청 ICT 담당자 및세종 LEAD 교사단(선도교원)이직접기획·설계에참여

< 교실 디자인 >

【 Despot 초등학교 】 【 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 】

< 구축 교실 >

【 Despot 초등학교 】 【 Filološka 외국어고등학교 】



□ 주요 기자재

구분 설치장소 
교사용 전자칠판 교실 전면 

전자교탁 교실 전면 
학생용 노트북 학생 공간 
교사용 노트북 교사 공간 

스마트패드 학생 공간 
3D 프린터 학생 실습 공간  
3D 스캐너 학생 실습 공간  

EV3 Core set 45544 학생 실습 공간  
Tello Edu 학생 실습 공간  

캠코더 크로마키 스크린 배경 반대쪽에 위치 
크로마키 스크린 벽면 활용 

모둠별 스마트 TV 모둠별 공간 

□ 교실 활용 연수  

◦ (목적) 첨단교실 활용 온라인 연수를 통해 세르비아 교원의 ICT
활용 교수학습 역량 향상 및 지속적인 첨단교실 활용 제고

◦ (대상) 첨단교실 구축학교 30명 및 인근 지역 교원 10명

◦ (기간/유형) ’21.12월 / 온라인 

◦ (주제) 온라인 협업방법, 그래픽 디자인, 전자책 만들기 등

< 연수 일정 >

구분 Despot 초등학교 Filološka 고등학교

①
사전연수
(비실시간)

[비실시간 온라인강의]
12.01.(수) ~ 12.10.(금)

[비실시간 온라인강의]
12.01.(수) ~ 12.19.(일)

②
본연수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강의]
12.11.(토) ~ 12.12.(일)

[실시간 온라인강의]
12.20.(월) ~ 12.21.(화)

< 실시간 연수 >

【 한국 실시간 연수 】 【 세르비아 실시간 연수 수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