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a v i g a ti n g The Fu t u r e o f C hi ld ho o d E d u c a t i o n
In The F ou r th I n d u s tr i a l R ev ol u ti on

Educare Leaders Forum 2017

인사말

Nov 23(Thu) ~ 25(Sat), 2017

Invitation

개요

About ELF

디지털 테크로 표현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의

행사명

2017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TITLE

Educare Leaders Forum 2017

발달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

기간

2017년 11월 23(목)~11월 25(토), 3일간

Period

11/23/2017(Thu)~11/25/2017(Sat)

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급류 속에 인류는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장소

COEX 3층 HALL D

Venue

COEX 3rd Floor (Hall D)

동시개최행사

제40회 서울국제육아교육전&키즈페어

Concurrent Event

40th Seoul Int’l Young Children Education & Kidsfair

홈페이지

www.educareleaders.com

Web page

www.educareleaders.com

을 여전히 그대로 안은 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빈부
격차, 기아, 빈곤, 질병, 무지와 교육의 부재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
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
쳐서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Why Attend?

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으로 올바른 덕성을 길러가면서, 장차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그 능력을
배양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길러 주는 것이 지금 가르침의 목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종사자(58.7%)
교육종사자(34.5%)
출판사
(3.4%)
일반
(1.6%)
언론
(1.6%)
정부부처 (0.2%)

이 문제를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
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이 에

약 710여명 참관객 유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유아동 교육을 조망하다!
전세계 교육리더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

8개국
25명의 연사
18개 세션 진행

듀케어 리더스의 포럼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ducare Leader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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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LF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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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LF SPEAKER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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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his exchange was a valuable possibility to get informed about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I took profit from the conference by meeting colleagues and
getting exclusive information about ongoing projects.
- Prof. Dr. Bernhard Kalicki, 독일 유소년 연구소장 -

전 세계 교육 리더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배우고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계속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지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이유, 직면한 이슈들,
세계 각 나라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정경진 과장, 동심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흐름과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포럼기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 장귀순 원장, 동성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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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Thu) ~ 25(Sat), 2017

2017 Theme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유아·아동교육을 조망하다.
Navigating the Future of Childhood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LENARY SESSION 3

11/23(Thu)

Time : 14:40~15:30
How to Educate Our Children to Become Socially and

우리아이 정서적 금수저 만들기

KEYNOTE SPEECH

Emotionally Adept

Time : 11:10~11:55

Peck Cho

조벽

Professor, Sookmyung University Leading

숙명여대 석좌교수 겸 HD행복연구소 소장

미래를 바꾸는 소프트웨어 교육

Athority on Humanistic Educ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Education

PANEL DISCUSSION

Time : 15:30~16:00

Lee Goss
영국컴퓨터협회(BCS) 교육개발총괄

PLENARY SESSION 1

Navigating the Future of Childhood Education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ime : 11:55~12:40

디지털시대 조기학습과 사회정서학습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Early Childhood

Bernhard Kalicki

Head of the Children and Childcare Department,

독일 유소년연구소 소장 겸 대학교수

4차산업혁명의 시대!
유아, 아동교육을 조망하다.

Academy Development Manager, BCS Academy

German Youth Institute

Bernhard Kalicki

김정화

조벽

PLENARY SESSION 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교육 컴퓨팅 사고와 Bebras를 중심으로

PLENARY SESSION 2
유아동 자연친화교육의 비전
김정화
한국숲유치원협회 회장 겸 대구수성대 교수

Time : 14:00~14:40

김동윤
Bebras 한국대표 겸 아주대 명예교수

Time : 16:15~17:05
Computational Thinking and Bebras

Dongyoon Kim
Professor, Ajou Univ. Representative of Bebras in Korea

Childhood Environmental Education

Junghaw Kim
President, Association of Forest Kindergarten

PLENARY SESSION 5
코더도조의 비전 : SW교육 기부에 따른
교육환경변화

Time : 17:05~17:50
CoderDojo: Inspiring a Generation,
Supporting a Movement

Giustina Mizzoni
CoderDojo 총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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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Director, CoderD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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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Fri)
TECHNICAL SESSION 1

Time : 11:00~11:50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4차 산업혁명과 장애아동교육

of Special Education

김영란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장

TECHNICAL SESSION 5

Time : 15:20~16:00

Youngran Kim
Korea Association of Education Centers for Disabled Children

Vietnamese Start-up Market

베트남의 스타트업 환경과 에듀테크 전망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Edutech

TECHNICAL SESSION 2
장애아동을 위한 스마트 특수교육
김성남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대표 겸 나사렛대 교수

TECHNICAL SESSION 3
핀란드 유아교육의 4차 산업혁명 대비

Time : 11:50~12:40
Smart Special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ruong Ly Hoang Phi

Sungnam Kim

베트남 BSSC 창업지원센터장

Tram Ho

Director, Business Startup Support Center

Managing Director, JSC

President, TheSpecial.kr

Time : 14:00~14:40

EDUTECH SUMMIT 2017 (In Collaboration with ETSA)
에듀테크 산업의 미래전략 :
집단지성과 비즈니스 혁신

Finland’s Plan for Childhood Education in the
Midst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류선정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장

TECHNICAL SESSION 4

Time : 16:15~17:15

Sunny Ryu
Director, Opinkoti

Edutech Long Term Strategy :
Collective Intelligence and Business Innovation
김진수

조영탁

여원동

ETSA대표

휴넷대표

에듀팡 대표

Time : 14:40~15:20

에듀테크(EduTech)는 기존의 교육에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

교육 스타트업 성공사례 : 에누마
전유택
에누마 한국 사무소 대표

Business Case Study: Education Startup ‘ENUMA’

Yootaek Jeon

다. 최근 민간 협회들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 공유 및 기술협업을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 및 포럼들이 개최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
사들이 에듀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돕는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Managing Director, Enuma

금번 <EduTech Summit 2017>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대표 연사들을 초청하여, 미래교육의 향방과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하는 지식 플랫폼의 가능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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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Sat)
TECHNICAL SESSION 1
메이커 교육 현재와 가능성

Time : 11:00~11:50

Maker Education: Present and Future

TECHNICAL SESSION 5
이지선
메이커교육실천 회장 겸 숙명여대 교수

Time : 15:05~15:45

Jisun Lee
President, Maker Ed Korea

NURI Curriculum: Implications for Implementation of

핵심역량 누리과정은 왜 도입되는가

Korea’s National Early Childhood Curriculum

김정권

TECHNICAL SESSION 2
중국의 메이커교육 : 창의교육

Head of Research, Edulux

에듀럭스핵심역량교육개발원 원장 겸 연구소장
Time : 11:50~12:40

Maker Education China : Creativity Development

Cheng Chen
럭스교육 원장 겸 중국 내 메이커운동 대표인물

Jungkwon, Kim

Principal, Luxe Education Academy

TECHNICAL SESSION 6

Time : 16:00~17:00

에듀케어리더스포럼 선정, 2018년 유아 코딩교육 Best 4 브랜드 피칭

TECHNICAL SESSION 3
메이커교육과 메이커스쿨
송철환
메이커스 대표

TECHNICAL SESSION 4
스웨덴의 STEAM과 메이커교육

2018 ELF Best Coding Education Brand
Time : 14:00~14:20

Maker Education and Maker School

Chulhwan Song
Founder/ CEO, Makers in Korea

Time : 14:20~15:05

조은예

홍제훈

명배영

이혜원

세실 연구소장

모션블루 대표

PDM 상무이사

소리보따리 대표

코딩은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아이들에게 코딩이 암기과
목이 될까, 혹은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Maker Education in Sweden

하지만 영국의 사례만 살펴봐도 코딩을 5살부터 시작하고 7살 이전에 스크래치를 시작한다고 한다.
Erik Bergelin, Erik Torstensson
Strawbees 공동창립자 겸 관리총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놀이기반 학습 환경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Co-founder/ Inventor, Strawbees

과연 코딩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일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에서 코딩교육에 대해 교육자, 관련 산업 종사자, 학부모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해보고자 유아 코딩교육
브랜드 피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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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개최 행사

CONCURRENT FAIR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는 아이들 교육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에서 배우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시장에서 시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

Why Attend?
• 국내 최초, 최대 규모 유아교육 단일테마 전시회(Since 1994)

하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는 아동교육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경험할 수

• 베트남, 중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회

있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 20년 노하우가 집약된 산업 지식과 정보 교류의 장

Fair Overview

Venue

• TITLE : 제 40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 기 간 : 2017년 11월 23일(목) ~ 11월 26일(일)
• 장 소 : COEX 1층 Hall A·B

EXHIBITOR
17 Countries
260 Companies

COEX 3층 Hall D
• 규 모 : 25,659㎡(1,350부스)

Re-participation Rate
70%

VISITOR
26 Countries
Visitors 80,000

Satisfaction-Survey
90%

• 참관객 : 약 26개국(80,000명)
• 참가품목 : 학습·교육 프로그램, 교육콘텐츠, 시청각제품,
학습솔루션, 코딩,

Fair Outlook

AR, VR, 로봇, 디지털 기기

출판, 원 교재, 원 시설 및 운영용품,
유아관련 프랜차이즈사업, 유아식품,

COEX, SEOUL, KOREA

아이방 용품 등

5년 연속 7만 여명 관람객 유치!
교육종사자

8%

유아교육관련회사

11%

8만
7만

일반관람객

81%

제37회

등록 구분별 현황

14

제38회

제39회

제40회

참관객 수

15

스폰서

Spon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