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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AI vs FI, Fusion Intelligence로
진화하는 교육의 미래’
일 시
6월 19일(화) 9시 40분 ~ 13시 10분
장 소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대 상
학부모 4,000명
(선착순 마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브런치, 자료집 제공)
※ No show(예약 후 취소 없이 불참석, 동반자 포함)의
경우, 앞으로의 행사에 예약할 수 없습니다.

신 청
브런치 세미나 홈페이지
(www.brunchseminar.com)
※ 브런치와 자료집 준비로 예약하지 않은 분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02-6121-0288

PROGRAM
시간

SPEAKERS
주제

연사

09:40~09:50 오프닝, 포럼 참석자 소개
09:50~10:30 미래교육 포럼, ‘2030년, 현 초등학생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토마스 프레이, 폴김, 이충국,
아페 포자비르타, 김영준

10:30~11:10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적 질문

폴김

11:10~11:40 핀란드에서 시작하는 교육과 학습의 미래

아페 포자비르타

11:40~11:50 휴식시간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THOMAS FREY

미래교육 플랫폼 설계 전문가
폴김
PAUL KIM

교육강국 핀란드 IT 교육 혁신가
아페 포자비르타
AAPE POHJAVIRTA

세계적인 융합교육 전문가
이충국
LEE CHUNG KOOG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과학자
김영준
KIM YEONG JUN

-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 스탠퍼드대 기술담당 최고 책임자

- Funzi 설립자 및 최고홍보책임자

- CMS에듀 대표이사

- 전 Microsoft 로보틱스그룹

- 미래학 싱크탱크인

(CTO)겸 교육대학원 부학장

다빈치연구소 소장

11:50~12:20 Fusion Intelligence, 한국 교육이 나아갈 길 이충국

- 스탠퍼드대 교육공학과 교수

- 덴버대, 콜로라도 주립대,
레지스대 겸임교수 재직

WEST ED 이사

- 미국 최고 IQ소유자 클럽인

12:20~13:10 내일의 직업을 위한 준비된 미래 교육

토마스 프레이

- 미국 국립과학원 국제개발위원회

‘트리플 나인 소사이어티’ 회원
- ‘미래와의 대화’, ‘에피파니Z’ 저자

- 모바일 플랫폼 혁신
(미래 인터넷 핵심 연구)
- POMI 2020 프로젝트 개발자

(UN, Google, Facebook 핀란드
교육 파트너사)
- 130개국 2,600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이벤트 Slush 교육학
어드바이저
- DTBi 다 테크노하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사회 부의장
- 2017 OECD 포럼, 2017 아시아

※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은행 미래직업 포럼,

- 세계수학올림피아드(WMO)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컨설팅그룹 수석아키텍트

- 사고력 교육 ‘생각하는 I·G’, ‘WHY’,
‘BLACKHOLE’ 시리즈 저자
- 융합 교육 ‘ConNEC ConFUS’,
‘ICT ConFUS’ 시리즈 저자
- KBS1 Radio ‘공부가 재미있다’
고정출연, 조선일보 ‘신문은 선생님’
고정 기고

2015 TEDx 강연 외 다수

수석연구원 및 Microsoft
- 현 헬로앱스 대표이사 (융합과학교육
협회 및 3D융합산업협회 임원사)
- KAIST IT영재교육원 강사
및 NCS국가직무연수 지도교수
- NCS국가직무연수 가상현실 분야
집필위원
- MSRDS를 활용한 지능로봇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외
다수 IT분야 도서 집필

주최 주관
●

WMO조직위원회

후원

WMO Korea

(사)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Creative Information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