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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 소프트웨어(SW)에 빠지다 인공지능(AI)에 반하다 (11.2.~11.21.) -

◈ 국내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생생한 체험과 소통 기회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11월 2일(화)부터 21일(일)까지 20일간 공식 누리집

(http://festival.software.kr)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2020년 관람객 : 206,041명, 244개 기업‧기관‧단체 참여

ㅇ 이 행사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소프트웨어(SW)에 빠지다 인공지능(AI)에 반하다’를 주제로 

4개의 주제관*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274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온라인(e) 전시관, 도전체험장, 교사한마당, 미래강연장

ㅇ 특히, 공식 누리집 외에 확장가상세계 운영 체제(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구현한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월드’를 조성하여,

더욱 생생한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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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온라인 전시관(SW·AI e-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정책과

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도전 체험관’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 확장가상

세계 등 다양한 운영 체제(플랫폼)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도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인공

지능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ㅇ 학교‧기관‧기업 등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수업을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온라인 쌍방향으로 체험하는 ‘랜선 클래스*’, 영재‧과학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 초‧중학생 대상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진로 멘토링 데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파더’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 (현황) (2020) 74개기관, 114개프로그램운영→ (2021) 88개기관, 161개프로그램운영

ㅇ 누구나 코딩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 확장가상세계 

창작자(메타버스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SW in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술,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리포터가 방문하여 

체험하는 ‘랜선 나들이’로 구성하였다.

□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사 한마당’에서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수업사례, 초·중등 예비교원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수업 적용 사례도 소개하였다.

□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미래 강연장’에서는 전문가 토론회(포럼)·대중

강연을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으로 변화한 사회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명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활용한 성장과 진로에 대한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 3 -

ㅇ 특히,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전문가 간담회인 ‘디지털 살롱’은 

단순한 전문가 토론회(포럼) 형식을 벗어나 정보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개발자의 일상을 유튜버와

협업하여 극적으로 풀어내고,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는 확장가상

세계(메타버스), 금융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 강연, 소프트웨어교육·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더욱 알차고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운영 예정이다.

□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행사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더욱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소양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삶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행사가 모든 국민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개요

2.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3.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플랫폼 구성

4.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포스터

5.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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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개요

◇ SW·AI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 전반 SW·AI교육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지난 ‘15년부터 다양한 SW·AI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SW교육 페스티벌｣ 개최

 

□ 행사개요

ㅇ (기간/장소) 2021.11.2(화)~21(일) 20일간 / 비대면 온라인 개최 

*개막식 : 11.1. 16:30~17:10, 코엑스, 온라인 사이트 : festival.software.kr

ㅇ (주최/주관) 과기정통부·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ㅇ (후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슬로건) ‘SW에 빠지다, AI에 반하다’

 ⇒ 다양한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SW 교육에 빠져들어 몰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AI의 매력에 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

  

ㅇ (참석자) SW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교사‧일반인 등

* 2020년 관람객 : 206,041명, 244개 기업‧기관‧단체 참여

□ 페스티벌 주요내용

ㅇ (행사구성) 개막식을 시작으로 체험, 교원연수,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 SW‧AI e-전시장, SW‧AI 도전체험장, SW‧AI 교사한마당, SW‧AI

미래강연장 등에 SW‧AI교육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게 구성‧운영

ㅇ (개막식) 21.11.1.(월) 16:30~17:10 코엑스,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

- (참석자) 과기정통부 장관, 교육부 차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학생대표, 한국정보교사연합회장, 교육개정추진위원회 위원, 한국

정보교육학회장 등 30여명

- (주요내용) 오프닝‧피날레 퍼포먼스, 주제영상‧축하영상 상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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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테마관명 주요내용

SW·AI
e-전시장

교육전시관 성과홍보관

① 한국의 SW교육 변천사
‣ 시대별 교육과정의 변화와 SW교

육의 발전의 주요 계기들을 조명

③ 17개 시·도 SW·AI 교육 정책 홍보관
‣정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SW·AI 교육 정책 및 우수사례 전시

② 학교에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플랫폼을 소개

④ AI 선도학교 우수사례 홍보관
‣2021년 AI 선도학교 운영현황 및 운영 

우수사례 전시 (10여개)

SW·AI
도전체험장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프로그램(3종)

  * 온라인 실시간 SW교육 체험 ‘랜선 클래스(161개 클래스)’, SW·AI교육 

전문가 라이브 교육 ‘SW·AI파더’(1회), 실시간 비대면 진로 멘토링 ‘진로

멘토링 DAY’(3회)

‣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구성된 SW교육페스티벌 월드와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2종)

  * ‘SW in 메타버스’, ‘안녕 SW 반가워 메타버스’   

‣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2종)

  * 온라인 코딩파티(8개 기관, 26종 프로그램), AI교육 콘텐츠 체험(1종)

SW·AI
교사한마당

‣ 교사들이 수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 소개 (3종)

  * SW·AI 수업공모전 수상작(5개), AI교육 연구회 우수사례(2개), SW·AI 에

듀톤 대회 본선진출팀 수업사례(21개)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연수 및 전문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2종)

  * 국내·글로벌 기업 연계 교사연수(9개 기업 참여), 으뜸교원 연수

SW·AI
미래강연장

‣ SW· AI 교육 및 기술발달로 변화할 미래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대중강연 및 전문가 포럼 (3종)

  * SW·AI전문가 토크쇼 ‘디지털살롱’, 전문가 대중강연 ‘미래플러스’, SW·AI 

현장사례 공유 포럼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 포럼’

‣ SW·AI 관련 진로 체험을 위한 체험기 및 SW·AI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스토리 (2종)

  * SW·AI 스타트업 개발자 체험기 ‘개발자는 처음이라’(3개), 

SW교육 성장스토리 ‘프렌즈극장’(4개)

‣ SW·AI 기술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모두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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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플랫폼 구성

□ (홈페이지) 행사개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행사안내 부터

참가자 관리까지 가능한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홈페이지 구성방향]

‣(접근성 개선) 로딩 및 반응속도 개선

‣(직관성 강화) 각 메뉴별 주요 내용과 메뉴명을 디자인 요소에 반영하여 스크롤 
오버 없이도 직관적으로 구분 가능

‣(참여도 제고) 행사기간 중 주요 콘텐츠를 메인에 지속 노출 가능토록 구현하여 
콘텐츠 홍보효과 극대화 및 참여도 제고

[SW교육 페스티벌 메인페이지(안)]



- 7 -

□ (메타버스 행사장) SW·AI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 공간을 통해 

참가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 제작

※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 ‘제페토’ 내 SW교육페스티벌 공간 구성하여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이벤트 등에 활용

- (구성) 개막식 무대, 체험 및 강연장, 정원 등으로 구성하여 

SW교육 페스티벌을 가상공간에 구현

전야제 무대 전경 메인건물 카페테리어

SW·AI e-전시장 SW·AI 도전 체험관

□ (메뉴구성) 참가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콘텐츠 내용에

따른 직관적인 메뉴명과 카테고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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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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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21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세부 프로그램

1  SW·AI e-전시장
     

◇ SW·AI교육의 변화과정과 현재, SW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교육

전시관과 성과홍보관을 통해 제공

구분 테마 주요내용

교육
전시장

한국의 SW교육 변천사
시대별 교육과정의 변화와 SW교육의 발전의 주
요 계기를 연대표로 소개

학교에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소개

성과
홍보관

17개 시·도 SW·AI 교육 정책 홍보관
정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SW·AI 교육 정책 및 우수사례 전시

AI 선도학교 우수사례 홍보관
2021년 AI 선도학교 운영현황 및 운영 우수사례 
전시

□ 교육전시관
 

ㅇ SW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시대별로 요약하고, 현재 학교 현장의

교육 방향을 프로그래밍 언어활용을 통해 소개 

ㅇ (한국의 SW교육 변천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별 교육과정과 SW교육

변화의 주요 사건을 연대표로 정리

SW·AI 교육 히스토리(주요정책 및 이슈) SW·AI 교육 히스토리(교육과정 및 특징)

ㅇ (학교에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학교급별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개하고 문제 상황과 시연영상을 

통해 현장 수업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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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홍보관
 

ㅇ SW·AI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우수한 SW·AI 성과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및 긍정인식 제고

ㅇ (17개 시·도 SW·AI 교육 정책 홍보관) 정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SW·AI 교육 정책을 추진방향과 

우수사례를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소개

ㅇ (AI 선도학교 우수사례 홍보관) AI선도학교 우수사례를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소개

2  SW·AI 도전체험장
     

 
◇ 화상회의 시스템,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도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SW·AI교육 기회 제공

    

 랜선클래스 /체험 수업(생방송)

◦ (개요) 학교･기관･기업 등의 SW･AI교육 수업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쌍방향으로 체험

◦ (송출일/횟수) 페스티벌 기간 중 각 기관별 자체 진행 

◦ (운영기관) 기업·기관·단체·AI선도학교 등 총 88개 기관

◦ (세부 프로그램) 165개 프로그램 운영, 8,000여명 참석
    

 진로멘토링 DAY/ 멘토링(생방송)

◦ (개요) 영재·과학고·중심대학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로 멘토링 진행

◦ (일시/장소) / 11. 11.(목), 11.13(토), 11.20(일) / ZOOM 

◦ (멘토단) 충북과학고등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성균관대

학교(SW중심대학), 학교당 5명 총 15명 참여

◦ (대상자) 초·중등 학생 150인 (멘토단 1팀당 5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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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코딩파티 / 콘텐츠 체험

◦ (개요) SW･AI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고 재미있게 

SW･AI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운영(www.software.kr)

◦ (운영기간) 11.2.(화)~11.21.(일) / 20일간(상시)
※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행사 기간: 2021.10.11.~11.24.

◦ (참여기관/기업) EBS, ㈜로지브라더스, ㈜엘리스, ㈜위즈스쿨, Code.org,

하이코두, ㈜구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세부 프로그램) 총 26종 프로그램 운영

분류 프로그램

블록코딩
(12개)

① Dance Party! (Code.org)

② 달려라 펭수! (EBS)

③ D.I.Y. 방탈출 게임 (㈜위즈스쿨)

④ 코딩은 동물들도 춤추게 한다?! (하이코두)

⑤ 뚜앙과 블록코딩 첫걸음 (EBS)

⑥ 점박이와 코딩을!(웹버전, 설치형) (EBS)

⑦ 비트GO! (설치형) (EBS)

⑧ 두들리GO! (설치형) (EBS)

⑨ 블록 코딩 용사가 되자 (㈜구름)

⑩ 거북선과 척후선 (한국과학창의재단)

⑪ 마법에 걸린 코딩랜드 (한국과학창의재단)

⑫ 코드 아카데미(㈜로지브라더스)

텍스트코딩
(6개)

⑬ 프렌즈 운동회 (㈜구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⑭ D.I.Y. 게임센터 (㈜위즈스쿨)

⑮ D.I.Y. 뮤직 플레이 (㈜위즈스쿨)

⑯ 토끼의 당근수집 (㈜엘리스)

⑰ 텍스트 코딩 용사가 되자 (㈜구름)

⑱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한국과학창의재단)

컴퓨팅 사고력(CT)
(5개)

⑲ 코드 아케이드 (㈜로지브라더스)

⑳ 체셔의 퀴즈 (㈜엘리스)

◯21 컴퓨팅 사고력 유형테스트 (㈜로지브라더스)

◯22 펫 키우기 (㈜로지브라더스)

◯23 알고리즘 온라인저지 (㈜로지브라더스)

인공지능(AI)
(3개)

◯24 AI for Oceans (Code.org)

◯25 기초탄탄 인공지능 미션 (㈜엘리스)

◯26 도전! 인공지능 Tic-Tac-Toe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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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 나들이 / 기관 방문기(녹화)

◦ (개요) SW·AI 기술,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리포터가 방문하여 

체험하는 형식의 영상 제작

◦ (세부 프로그램)

기관명 주요 내용 송출일

제주 AI 미래 

기술센터

첨단 AI 기술을 놀이를 통해 접해볼 수 있는 제주 
‘AI 미래기술 주니어 아카데미 체험관’ 소개 및 
VR기술 및 드론을 체험·관련기술과 활용 사례

11.3(수)

한국잡월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
는 ‘한국잡월드’ 소개 및 자율주행 및 로봇공학 관
련 체험·관련기술 소개

11.10(수)

경남 로봇랜드
세계 최초의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로봇랜
드’ 소개 및 개로봇극장과 로봇산업관 체험을 통
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 소개

11.17(수)

.

 SW·AI교육 파더 / 강연(생방송)

◦ (개요) SWㆍAI 전문가가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SW·AI

교육을 진행하는 LIVE 콘텐츠
   

◦ (참여대상) SW· AI교육을 원하는 가족 중심의 참가자 
      

◦ (세부 프로그램)

발표자 주요 내용 송출일
남호성 교수
(고려대학교)

 ‘구글 티처블 머신*’ 소개를 통해 누구든지 AI 머
신러닝 실습과 구현이 가능하도록 체험

11/7(일)

* 머닝러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SW in 메타버스 / 체험 (녹화)

◦ (개요)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SW교육페스티벌 제페토 월드 활용기
   

◦ (참여대상)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세부 프로그램)

발표자 주요 내용 송출일

제페토 크리에이터
‘강재구의 예술세계’*

메타버스 내 월드 맵 전문 지식을 가진 크리에이터를 
통해,  SW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재미있고 효용성 있는 
월드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11.2(화)

* 제페토 맵 제작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는 제페토 전문 크리에이터
- 대표 콘텐츠: 제페토로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https://youtu.be/IiPsagscOEs)

https://youtu.be/IiPsagsc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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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SW, 반가워 메타버스 /체험 (녹화)

◦ (개요) 제페토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SW교육페스티벌 월드 체험기
   

◦ (참여대상)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세부 프로그램)

발표자 주요 내용 송출일

제페토 크리에이터
‘두기’

 본인의 개성을 살린 아바타 제작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캐릭터 등을 커스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

11.2(화)

* 제페토 아바타 커스텀, 제페토 월드 활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구독자 1.45만명, 조회수 3,924,483회)

- 대표 콘텐츠: 벚꽃소녀 커스텀 제페토 얼굴만들기 (https://youtu.be/WrqOKtKZcso)

3  SW·AI 교사한마당
 

 
◇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SW·AI 우수 수업 사례 콘텐츠 제공을 통한 

현장교사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 제고

 SW·AI 수업 콘서트 / 사례 발표(녹화)

◦ (개요) ‘SW·AI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장관상) 수상팀(5팀)의 

우수 SW･AI교육 수업 사례 콘텐츠 제작·공유

◦ (세부 프로그램)

- (SW·AI 교과 수업개선 부문)

발표자 소속 발표주제 송출일
김태용 교사
김슬기 교사

삼보초등학교
용담초등학교 SW코딩으로 AI마을 만들기 11.8(월)

최희영 교사 포항제철중학교 AI, 학교생활을 도와줘! 11.12(금)
한정신 교사 세종과학고등학교 융합 협업 공유 11.18(목)

- (SW·AI 융합 수업설계 부문)

성명 소속 발표주제 송출일
이한빈 교사
신진선 교사

가락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점점 뜨거워지는 한반도,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까? 11.10(수)

박혜영 교사
최지선 교사 충남공주고등학교 Python-openCV 활용한 Young의 

이중슬릿 간섭패턴 분석 11.15(월)

https://youtu.be/WrqOKtKZ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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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엿보기: Amaizing Insight /사례 공유(녹화)

ㅇ (개요) ‘AI교육 교사연구회’에서 개발한 AI교육 프로그램과 학교현장 

적용사례 공유 

ㅇ (세부 프로그램)

발표자 소속 발표주제 송출일

권순찬 교사 충암중학교
중,고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교육・학습 프로그램 개발
11.4(목)

이현우 교사 온빛초등학교 과학에서의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1.11(목)

 내가 미래 SW·AI교사다 / 사례 발표(녹화)

ㅇ (개요) 「SW 에듀톤(Edu-thon)」 대회를 통해 초·중등 예비교원이

개발한 SW·AI교육 수업 콘텐츠의 학교현장 적용 사례 공유

ㅇ (참여자) SW 에듀톤(Edu-thon) 대회 본선 진출 21팀 

ㅇ (세부 프로그램)

강의주제(안) 팀명 강사명 소속학교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분류 프로그램 만들기 SWing 신선아,
안윤교 경인교육대학교

사물함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빙글빙글 박채린,
시현진 경인교육대학교

긴자진 형식을 고려하여 나만의 장단 만들기 슈퍼컴 최영주,
최지현 공주교육대학교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뽀롱뽀롱 김지영,
최은미 광주교육대학교

스쿨존 교통문제 AI 해결사 센스센서 정서희,
정세윤 광주교육대학교

코로나 안전, 보건실 챗봇 키오스크! 알컴달컴 김다영,
이도경 대구교육대학교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나코로나 김민영,
최은진 부산교육대학교

일롱아 걱정마, 머신러닝이 해결해 줄거야! 니 진짜 내없이 
괜찮나?

김민지,
정하린 부산교육대학교

인공지능 방향제 만들기 아이월드 박교림,
이준수 서울교육대학교

나는야 식물 명탐정 엔돌핀 김가은,
황채영 전주교육대학교

로봇아, 해양을 부탁해! 개똥벌레팀 박종식,
백지연 진주교육대학교

신나는 무역 게임, 스크래치로 쉽고 재밌게 나는야 무역 왕! 이미진,
조민정 청주교육대학교

여기는 평화 지대 – 지뢰 제거 대작전 On Board 강신명,
곽태영 춘천교육대학교

내 몸 튼튼 생각 쑥쑥 AI 프로젝트 naevis 차승현,
김민정

한국교원대학교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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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육연수 / 교사 연수(직무연수)
 

ㅇ (개요) 글로벌 IT기업 및 국내 유명 기업과 교사가 함께 협업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솔루션, 방법 등 소개 및 공유
 

ㅇ (연수시간/대상) 연수별 각 4차시 / 연수별 각 초·중등 교원 100명

ㅇ (참여기업) 9개 기업 참여 확정

* KakaoEnterprise, Naver Connect, KT, 삼성SDS, Google, Microsoft, IBM,

Intel, Lego education

ㅇ (세부 프로그램)

너 페트병 라벨 뗀? 안 뗀? 뗀안뗀 김형준,
조현진

제주대학교
(초등)

색의 표현과 윤리 휴먼정보 이다교,
최한아

가톨릭
관동대학교

알고리즘아, 나를 여기에 가두지마! 비전 이나영,
장정윤 성균관대학교

응원 봉 속의 테셀레이션 안전팀 안지민,
전소연 순천대학교

어르신 말벗친구 ‘AI 말동이’ 컴온AI 황지영,
이지현 안동대학교

코로나 시대 속 모두를 위한 원격 AI 진료 구
현하기 웰컴 김지현,

김희원
한국교원대학교

(중등)
AI로 취향 저격하는 학교 축제 부스를 홍보해
보자! DOFA 김가영,

노연우
제주대학교

(중등)

연수명 세부내용 운영기관 운영일

교실에서 만나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Azure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수업 설계 방법 제시

한국Microsoft 11.3.(수)

브라이틱스 AI를 활용한 
머신러닝

머신러닝 개념 및 특징 이해, 머신러닝 
모델 생성 수업 설계

삼성SDS 11.4.(목)

AI 코딩블록으로 
만나는 즐거운 AI 수업

인공지능 기술의 학교 적용, AI 코딩 플
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 
설계

KT 11.5.(금)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한 AI Project 개발 

중심 AI 수업 설계

AI 사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소셜 임
팩트 창출을 위한 AI 프로젝트 개발, AI 
프로젝트 사이클, 개발 중심 AI 교육 설계

인텔코리아 11.6.(토)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파이썬 프로그래밍 소개, 웹 IDE 및 플
랫폼을 활용한 AI 프로젝트 수업 설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11.8.(월)

교실로 들어온 
인공지능 왓슨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에 적용하는 방법 
및 왓슨 플랫폼 적용 수업 설계 방안

IBM Korea 11.9.(화)

Dialogflow로 인공지능 
챗봇 만들기

인공지능이 대화를 이해하는 방법, 코
딩 없이 챗봇 개발하는 방법 실습

Google Korea 11.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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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교육 으뜸교원 워크숍 /교사 연수(직무연수)

ㅇ (개요) SW교육 전문연수 이수교원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중심

교원으로서의 확장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ㅇ (운영기간) 11.20(토)

ㅇ (연수시간/대상) 총 4차시/ 초‧중등 교원 120명

ㅇ (진행방법)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 활용

ㅇ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시간 주요 내용

2차  
성과

발표회

AI교육 특강 1h · AI교육 관련 특강

연수 운영계획 발표 
및 토론

2h · 분반별 AI교육 최종 연수 운영계획 발표 및 토론

AI앱, 파이썬, 
레고로봇으로 인공지능 

활용하기

티처블 머신과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나
만의 카메라 센서 만들기, 인공지능 수
업 설계하기

Lego Education 11.12.(금)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인공지능 윤리 관련 이슈 사례 소개, 
인공지능 신뢰성, 편향성, 악용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 토론

Naver 
CONNECT

11.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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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AI 미래강연장

 

□ 개요

 
◇ 전문가 포럼·대중강연을 통해 SW· AI로 변화한 사회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명하고, SW·AI를 통한 성장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디지털 살롱 / 토크쇼 (생방송)
 

ㅇ (개요) SW·AI교육관련 우수 연구·논문자를 초청하여 공교육에서의

정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

ㅇ (송출일) 2021. 11. 1.(월) 17:30 ~ 19:00 /서울 코엑스 402호

ㅇ (운영방식) 인공지능 및 정보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유발언식(토크식) 진행

◦ (참여대상) 일반인 누구나(제한 없음)

◦ (주    제) 인공지능 교육, 모두가 누려야할 기회

◦ (출 연 자) 패널 및 사회자 총 5인 

사진 성명 분야 소속 주요 이력

김현철 인공지능 고려대학교

Ÿ 국가교육과정 <정보> 개발 연구진
Ÿ 국가교육과정 <인공지능 기초> 개발 연구진
Ÿ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내용기준 연구진
Ÿ (전)컴퓨터교육학회 회장

조정원 컴퓨터교육 제주대학교

Ÿ 중학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연구책임
Ÿ (현)컴퓨터교육학회 부회장
Ÿ (현)한국디지털정책학회 인공지능연구회 위원장
Ÿ (현)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센터 센터장

김수환 컴퓨터교육
(플랫폼) 총신대학교

Ÿ 학교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수업 <고교기초> 교
재개발 연구책임

Ÿ [처음 떠나는 컴퓨터과학 산책] 저자
Ÿ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교육] 저자
Ÿ (현)컴퓨터교육학회 부회장

원종우 철학 방송인 Ÿ 과학하고 앉아있네 : 팟빵 

*(사회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성정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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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I 교육 포럼 / 사례 공유(교육부 주관, 녹화/생방송)
 

ㅇ (개요) 초·중·고·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AI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ㅇ (주제) AI교육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변화

ㅇ (주최/주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ㅇ (일시/장소) 11.17.(수) 14:00~16:20/ 구로넷마루스튜디오 (유튜브 송출)

ㅇ (진행방법) 학교급 별 발표자 6인의 실시간 사례발표 영상 송출 

및 자유 토론

ㅇ (주제 및 프로그램 세부계획)

구분 시간 주요내용 발표자(안)

개회

14:00∼14:03 2’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

14:03∼14:07 4’ 개회사 한국과학창의재단

14:07∼14:10 3’ 환영사 교육부

발표Ⅰ 14:10∼14:30 20’ 초등 교육 현장에서의 AI교육 사례 AI교육 선도학교 교사

발표Ⅱ 14:30∼14:50 20’ 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AI교육 사례 AI융합교육 중심고 교사

휴식 14:50∼15:00 10‘ 휴식시간

발표 Ⅲ 15:00∼15:20 20’ 예비교원 교육 현장에서의 AI교육 사례
SWEET사업 참여대학 

관계자

발표 Ⅳ 15:20∼15:40 20’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AI교육 사례
SW중심대학 사업 

관계자

발표 Ⅴ 15:40∼16:00 10’ 현직 교사 재교육 현장에서의 AI교육 사례
AI융합교육대학원 

관계자

자유토론 16:00∼16:15 15’ 발표자 및 참석자 간 질의응답

폐회 16:15∼16:20 5’ 마무리 발언 및 폐회

ㅇ (발표자 후보(안))

분야 성명 소속 직위 주요 이력

초등 이영호 서울영도초 교사 2021 AI교육 선도학교 착수워크숍 사례발표

중등 박호림 문태고 교사 2019, 2020 SW·AI교육 핵심연수 강사진

대학
한병래 진주교대 교수

2018~2020 교원양성대학 SW교육 강화 지원 
사업 단장

조진성 경희대 교수 2020 경희대 SW중심대학 사업단장

대학원 미정 AI융합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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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아카데미 : 미래플러스+ / 강연 (녹화)
 

◦ (개요) 정책·경제·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

을 통해 SW·AI 기술로 변화할 미래사회에 대한 성찰의 기회 제공
 

- (국내) 전문가의 강연을 온라인 강의형식으로 진행,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사전 제작하여 송출 (예정)

- (해외) 해당 주제와 관련한 해외 연사의 스피치 녹화영상을 편집·송출 

ㅇ (세부프로그램)

사진 성명 소속 주제 송출일

위정현 중앙대학교
알파고부터 터미네이터까지
 -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할 AI(인공지능)의 미래

11.2(화)

배순민
KT 

AI2XL연구소

디지털 전환의 결정체, 메타버스의 모든 것
 -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메타버스, 우리 삶을 

한층 더 높일 메타버스의 넥스트 레벨은?

11.6(토)

Yu 
Ukai

Google
CS Education for all 
 -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Google의 

Computer Science(CS) Education 사례 소개

11.9(화)

김동진 ㈜싱크풀
AI와 함께하는 금융 투자의 내일
 - 김동진 대표와 함께하는 스마트 주식 이야기

11.13(토)

오순영
한컴인텔리

전스

메타버스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
 - 메타버스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메타버스의 

교육과 체험의 중요성

11.16(화)

 개발자는 처음이라 / 기관 방문기 (녹화)

ㅇ (개요) SW·AI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유튜버가 방문하여 개발자 체험을 진행하는 

예능형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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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부내용)

기관명 주요 내용(안) 송출일

구름
(Goorm)

‘미래 개발자들을 위한 SW’‘
- 미래의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자 직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구름

(Goorm)의 신입 개발자 체험기
11.7(일)

피트
(FITT)

‘나에게 맞는 운동을 SW로?’‘
- 운동에 SW를 결합한 운동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피트

(FITT) 의 신입 개발자 체험기
11.14(일)

산타
(SANTA)

‘영상제작 어렵지 않아요!!‘
- 누구나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 활용할 수 있는 SW를 개

발한 산타(SANTA)의 신입 개발자 체험기
11.18(목)

* (진행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미미누(38.8만 명 구독자 보유)

 프렌즈 극장 /사례 공유(녹화)

ㅇ (개요) `신나는 SW·AI교육 수기 공모전’ 수상 학생의 긍정적 자기 

변화 사례 소개 

ㅇ (세부 프로그램)
발표자 주제 송출일
조현준

(성신초등학교)

‘수학을 코딩하다“
 - 수학적 문제를 코딩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운 

경험 사례 공유
11.5(금)

김서현

(영선중학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았기에’
 - SW교육을 통해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 하

고 성장한 사례 소개
11.12(금)

나유은

(영선중학교)

‘게임으로 시작한 소프트웨어’
 - 게임으로 접근한 SW교육에서 진정한 즐거움 얻은 경험 

사례
11.19(금)

염장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어른이 되기 전 적는 SW인생 발자취’
 - SW교육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공부법과 시련 극복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와 다짐 공유
11.20(토)

 모두의 AI /사례 공유(녹화)

ㅇ (개요) SW·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국내 기업 및 

기관의 우수 사례 소개 

ㅇ (세부내용)
기관명 주제 송출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대면  노인  돌봄  서비스]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한 비

대면 노인 돌봄 강화 사례
11.7(일)

SK C&C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재단

[SW교육을 통한 장애청년 취업 지원]
- 장애 청년의 ICT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제공한 IT·SW 산

업의 선기능 및 공익사례 
11.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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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벤트 (안)

1) 데일리 골든벨 / 이벤트(녹화영상)

ㅇ (개요) 페스티벌 참여자 유입 및 흥미 제고를 위한 데일리 퀴즈쇼 운영

ㅇ (운영기간) 11월 2일(화)~11월21일(일) 15:00 / 20일간 진행 

* (진행자) 최홍석 MC

ㅇ (참여방법) 데일리 골든벨 영상 시청 → 유튜브 채널 내 정답폼에 

정답 제출  → 정답을 맞춘 참가자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상품증정

2) 인증샷 챌린지 / 이벤트(SNS)

ㅇ (개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 SW교육 페스티벌 상징물과의 인증샷

을 촬영한 후 공유하는 챌린지

ㅇ (참여방법) 참가자는 해당 상징물(페스티벌맵, 아바타)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하고 본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업로드 후 챌

린지 안내 게시글에 댓글로 해당 링크 등록

3) 블로그 리뷰 이벤트 / 이벤트(블로그)

ㅇ (개요) 2021 SW교육 페스티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고,

SW교육 페스티벌에 대한 감상평을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이벤트

ㅇ (참여방법) 2021 SW교육 페스티벌에 참여 후, 참여 감상을 자유

양식으로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진행. 업로드한 게시물의 URL을

공식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