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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1. 9. 13.(월) 배포

보도일
2021. 9. 1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9. 1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이러닝과 과장 고영훈  사무관 제유진 (☎ 044-203-6417)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과장 장근무 사무관  이금용 (☎ 044-203-4557)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의 활용, 학습 혁신의 시작

- ‘2021 에듀테크 코리아’9월 14일 온라인 개막 -

◈ 가상전시관에서 새롭고 다양한 교육기술을 체험하는 박람회(페어) 개최

◈ 새로운 교육기술을 활용한 학습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개 강연(포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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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학습 혁신을 논의하는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행사를 9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개최한다.

※ 명칭 변경: (기존) 이러닝 코리아(2006∼2019) → (변경) 에듀테크 코리아(2020∼)

※ 2020년 행사규모: (박람회(페어)) 166개 기업 참가 / 102,369명 참관
(공개 강연(포럼)) 12개국 45명 연사 발표 / 2,309명 참여

ㅇ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교육 기술과 관련하여,

우수 제품을 소개하고, 교육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며 선도 사례도 공유한다.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온라인 행사 개최 누리집: ‘2021 에듀테크 코리아(www.edtech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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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 박람회(페어)는 ‘에듀테크, 학습 혁신과 메타버스의 시작’을 주제로,

3차원(3D) 형태의 가상전시관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전시관을 둘러보듯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 가상전시관 조감도 >

【 정책홍보관 】 【 에듀테크 기업관 】 【 세미나홀 】

ㅇ 가상전시관 내 교육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수업사례 발표 영상, 디지털교과서 실감형콘텐츠(가상현실,

증강현실, 360도 영상) 등을 볼 수 있으며,

- 산업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등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연구개발 우수 기술에 대한 소개와 체험이 진행된다.

ㅇ ‘에듀테크 기업관’에는 약 140개 기업이 참가하여 확장가상세계

(메타버스)·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 특히, 올해 새롭게 구성된 ‘메타버스 서비스관’에서는 교육 저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한 사례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ㅇ 또한,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약 200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을 마련하며,

* 올에듀(www.alledu.shop): 제품등록, 검색, 상담, 테스트 및 구매(링크) 등이
가능한 통합 누리집(원스톱 마켓)으로 행사 종료 후에도 지속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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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 관련 우수 기업과 교사를 초청한 온라인

세미나, ‘K-Edtech 투자설명회’*와 ‘K-Edtech 산업 학술대회

(콘퍼런스)’**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 투자기업(VC)의 투자 동향·방법 발표 및 투자
유치 희망기업 설명회 실시

** 신남방 진출을 위한 한·중·일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 동향 및 우수
진출사례 발표

□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과 관련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행사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 교육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공개 강연(포럼)은 ‘에듀테크, 학습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영어

(동시통역)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ㅇ 이번 공개 강연(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학습분석 ▴교육의

디지털전환 동향 ▴평생교육 총 6가지다.

□ 특히, 행사 첫날(9.14.)에는 ‘칸 아카데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살만 칸을 초대하여 ‘온라인 교육어제의 불안, 오늘의 변화,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을 주제로 미래교육 대담을 나눈다.

* ‘살만 칸’이 멀리 떨어진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조카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시작된 비영리 교육 단체

살만 칸
(Salman Khan)

온라인교육 - 어제의 불안, 오늘의 변화,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
“교육은 깨끗한 공기나 물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 칸 아카데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 2005년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비영리 교육재단 칸 아카데미 설립

-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MIT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석사
- 저서: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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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외에도, 안토니 살시토(마이크로소프트 교육사업 총괄부사장), 팀 언원

교수(런던대), 김상균 교수(강원대) 등 총 10개국 50명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학습 혁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다.

ㅇ 마지막 날(9.16.)에는 유네스코 평생교육학습원, 24개국 교육정책가,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 관련 국제기구·기업 등이 참여하는 교육

정보화 정책 개발회의(비공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의 보다

많은 선생님, 학생, 교육 및 기업 관계자 분께서 미래교육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통한 교육환경 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최 개요

2.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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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최 개요

�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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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소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에듀테크 전시회 개최

◦ (일시) ’21.9.14(화) ~ 9.16(목)

※ 행사기간 이후(9.17(금)∼계속) 홈페이지(가상전시관* 외 모든 자료) 상시 운영(무료)

* 가상전시관은 ’21.11.30까지 운영

◦ (장소) 에듀테크 코리아 온라인 누리집(edtechkorea.or.kr)

◦ (주제) 에듀테크, 학습 혁신과 메타버스의 시작

(Edtech Unlocks Learning Innovation & Metaverse)

◦ (내용) 가상전시관(교육부·산업부 정책관, 우수기업관),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부대행사(수업사례 발표, 우수기업 피칭, 화상 수출상담 등) 개최

◦ (주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산업부 공동 개최(’06~)

◦ (주관/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

협회(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자신문 등

◦ (행사구성) 온라인 전시관  

구분 내용

가상
전시관

정부정책 홍보관

 - 교육부 : 에듀테크 활용 수업사례, 디지털교과서, 
e-ICON 세계대회 수상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산업부 : 지식서비스 연구개발 우수 기술
           (AI한국어, 디지털트윈코딩, XR트레이닝)

우수기업 지원관
 - 교육부 : 에듀테크 우수기업 콘테스트 수상기업(9개사)

 - 산업부 :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수상기업(9개사)

에듀테크 기업관
 - Hall 1 : AI 러닝 & 메타버스
 - Hall 2 : 그린 스마트스쿨 & 창의융합
 - Hall 3 : 어학/자격/서비스 & HRD/평생교육

온라인 세미나  - 교사 연수 및 국내외 연사 강연

공식
홈페이지

에듀테크 마켓플레이스(올에듀)  - 국내외 우수 제품 온라인 마켓플랫폼 운영

에듀테크 웹 디렉토리  - 가상전시관 참가기업 및 스타트업 웹 디렉토리

부대행사

에듀테크 코리아 어워드  - 교육부 및 산업부 수상기업 공개(시상 별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화상 수출상담회

 - 해외 바이어 ↔ 국내 기업 간 1:1 화상 수출상담

K-Edtech 투자설명회  - 에듀테크 VC 및 투자희망기업 발표

K-Edtech 산업 컨퍼런스  - 해외 진출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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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개최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에듀테크 글로벌 동향 분석 및 선도 사례 공유를 통해 미래교육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정책 역량 강화 지원

◦ (일시/장소) ’21.9.14(화)~9.16(목) / 실시간 온라인 포럼* (한/영 동시통역)

* 홈페이지(www.edtechkorea.or.kr) 및 유튜브(Youtube)를 통해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

◦ (주제) 에듀테크, 학습 혁신의 시작 (Edtech Unlocks Learning Innovation)

◦ (주최/주관) 교육부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후원)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 아태본부 

◦ (참가규모) 교육정책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000여명 참가 예정

※ ’20년 국내·외 초청 강연자, 정책가, 교수, 학생 등 2,309명 참가

◦ (미래교육 대담) 살만 칸 (칸 아카데미 설립자 겸 CEO)

◦ (내용) 미래교육 대담,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토크콘서트(메타버스),

인공지능, 에듀테크 표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 등

◦ (프로그램 구성) 5개 트랙, 16개 세션

일차 트랙 및 내용

1일차

- 미래교육 대담, (TrackA)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 살만 칸(칸아카데미 창립자 겸 CEO) 기조강연

· 포스트코로나 시대 탄력적 교육시스템, 학생의 자기주도성, 교수자의 역할 재정의 등 논의

· 이러닝세계화 ODA사업 성과 및 사례 발표

2일차

- 토크콘서트, (TrackB) 인공지능, (TrackC) 에듀테크 표준

·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전망에 대한 토크 콘서트

· AI 기반 교육의 트렌드와 사례소개, AI인재교육 방향성 등 논의

· 에듀테크 표준(학습분석)

3일차

- (TrackD)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 (TrackE) 평생학습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현장의 혁신 사례 소개,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 소개

· 포용적이고 평등한 평생교육을 위한 디지털 활용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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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3일차(공개) : 국내외 일반 참가자 공개 온라인 강연(한/영 동시통역)

- [미래교육 대담], [TrackA]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토크콘서트] 메타버스,

[TrackB] 인공지능, [TrackC] 에듀테크 표준, [TrackD]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

◦ 3일차(비공개) : 25개 내외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참여 화상회의 실시

- [TrackE] 평생학습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

1일차 9/14(화) 2일차 9/15(수) 3일차 9/16(목)

 09:30-10:30 (60') 

[개회사 및 환영사]

[미래교육 대담]

온라인교육 - 어제의 불안, 오늘의 변화,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

 09:30-10:30 (60') [토크콘서트]

메타버스,

 상상하는 대로 교실을 그리다

09:30-10:45 (75') [Track-D1]

2021 글로벌 에듀테크 트렌드 

“교실안의 디지털전환”

10:40-11:55 (75') [Track-A1]

시대의 요구, 교육의 디지털 혁신

10:40-11:50 (70') [Track-B1]

AI, 모두에게 특별한 교육을 

누구나 평등하게

10:55-12:10 (75') [Track-D2]

디지털전환, 교육의 틀을 깨다

13:00-14:15 (75') [Track-A2]

Z세대, 온라인 배움의 방법을 묻다

12:50-14:00 (70') [Track-B2]

AI 인재육성 - 창의, STEAM 

그리고 기초교육의 중요성

13:10-14:25 (75') [Track-D3]

디지털 HRD, Z세대의 잠재력을 

깨우다

14:30-15:45 (75') [Track-A3]

교육의 대전환과 교사 역할의 변화

14:10-15:20 (70') [Track-B3]

AI 준비전략 - 교육을 이롭게 

사람과 조화롭게 교육

정책가

(비공개)

14:40-15:55 (75') [Track-E1]

[환영사]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을 

위한 혁신 솔루션

16:00-17:15 (75') [Track-A4]

함께 배워요 K-에듀로! 

"이러닝세계화" 교육정보화 ODA

15:30-16:40 (70') [Track-C1]

초·중등 교육에서의 학습분석 

트렌드 및 이슈

16:10-17:25 (75') [Track-E2]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 및 선도기술

16:50-18:00 (70') [Track-C2]

고등교육에서의 학습분석 

트렌드 및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