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전: 제2017-41호 2017.11.08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에듀케어리더스포럼 초청의 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사는 COEX에서 2017.11.23.(목)~11.26(일) 동안 개최되는 제 40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를 주최하는 유아, 아동/보육, 교육 전시 전문 회사입니다.

3.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전시 기간 중 3일간 국내외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유아,

아동교육을 조망하다”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본 행사는 교육혁명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외 유아동 교육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5. 이와 관련, 당사는 보다 많은 산업 종사자들을 세미나에 초청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국제유아

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해주신 기존 참가사 분들을 대상으로 약 6만원의 상당의 30% 할인 쿠폰을 제

공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우리나라 유아동의 미래를 위한 포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세계전람 대표이사 조 민 제

문의처: (주)세계전람 조지선 팀장 02-3453-9382

붙임1.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시간표/ 붙임2.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안내



=아 래=

1. 개요

1) 행사명: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서울국제유아교육전 동시 개최)

2) 일 시: 2017.11.23.(목)부터 25(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

2. 당사 지원사항

1) 세미나(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30% 할인쿠폰

▶ 171108educare3739

3. 신청 방법

1) 에듀케어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입력 후 결제

▶ www.educareleaders.com

4. 문의처: (주)세계전람 조지선 팀장 02-3453-9382



11-23(목) 시간 세션 연사

개회식 11:00~11:10 개회사 세계전람 조민제 대표

기조연설 11:10~11:55 미래를 바꾸는 소프트웨어 교육 Lee Goss/ 영국 BCS Academy 
교육개발 매니저

Plenary 1 11:55~12:40 디지털시대 조기학습과 
사회정서학습

Prof. Dr. Bernhard Kalicki
/독일 유소년연구소장

점심시간 12:40~14:00 VIP 오찬

Plenary 2 14:00~14:40 유아동 자연친화교육의 비전 김정화 한국숲유치원연합회장

Plenary 3 14:40~15:30 우리아이 정서적 금수저 만들기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
HD행복연구소 설립자

패널디스커션

15:30~16:00

4차산업혁명의 시대, 
유아동교육을 조망하다

Prof. Dr. Bernhard Kalicki
/독일 유소년연구소장

김정화 한국숲유치원연합회장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HD행복연구소 설립자

쉬는 시간 16:00~16:15

Plenary 4 16:15~17:0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교육 - 
컴퓨팅 사고와   Bebras를 중심으로

김동윤 아주대학교 교수/
Bebras 한국대표

Plenary 5 17:05~17:50 코더도조의 비전: SW교육 기부에 
따른 교육환경변화

Giustina Mizzoni/
CoderDojo 전무

11-24(금) 시간 세션 연사

Technical 1 11:00~11:50 4차산업혁명과 장애아동교육
이계윤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고문

Technical 2 11:50~12:40 장애아동을 위한 스마트 특수교육 김성남 교수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점심시간 12:40~14:00

Technical 3 14:00~14:40 핀란드 유아교육의 
4차산업혁명 대비

류선정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장

Technical 4 14:00~14:40 교육 스타트업 성공사례: 에누마 전유택 
에누마 한국사무소대표

Technical 5 15:20~16:00 베트남의 스타트업 환경과 에듀테크 
전망

Truong Ly Hoang Phi/BSSC 
대표, Tram Ho/ Dream Viet 

Education JSC 대표

붙임1

◈ 시간표 ◈



에듀테크써밋 16:00~17:00 에듀테크 산업의 미래전략: 
집단지성과 비즈니스   혁신

ETSA 김진수 대표, 
휴넷 조영탁 대표, 

에듀팡 여원동 대표

11-25(토) 시간 세션 연사

Technical 1 11:00~11:50 메이커 교육 현재와 가능성 숙명여대 이지선 교수
/메이커교육 실천회장

Technical 2 11:50~12:40 중국의 메이커 육성 Cheng Chen/ 
럭스교육 원장

점심시간 12:30~14:00

Technical 3 14:00~14:20 메이커교육과 메이커스쿨 송철환/
메이커버스 대표

Technical 4 14:20~15:00 스웨덴의 STEAM과 메이커교육 Erik Thorstenssen/
Strawbees 공동창립자

Technical 5 15:00~16:00 핵심역량 누리과정은 왜 도입되는가 김정권 소장/
역량교육연구소

쉬는 시간 16:00~16:20

Technical 6

16:20~16:35 유아코딩교육, 정말 필요할까? 박상희 원장/
세실코딩영재연구소

16:35~16:50 스웨덴 STEAM/메이커 교육도구: 
Strawbees와 Quirkbot

Erik Bergelin/
Strawbees 공동창립자 및 대표

16:50~17:05 모블로 모션블루

17:05~17:20 큐비코 피디엠

17:20~17:35 랄라코딩 소리보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