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과 가치를 응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네이버 커넥트재단 소개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네이버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시도합니다.

소프트웨어야 놀자
Play with AI, Play with DATA
소프트웨어야 놀자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교육 캠페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고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와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해보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야 놀자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의 삶과 직업,
사회적 변화와 윤리적 영향, 그리고 인류에게 가져올 변화를 미리 생각해보고,
바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습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체험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습 플랫폼

SW/AI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해보는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교육 콘텐츠

숫자로 보는 소프트웨어야 놀자

학생 교육(초·중등)

교사·강사 교육

28,244 명

17,342 명

교육 봉사 참여 대학생

교재 개발 및 배포

975 명

교사·강사
31 종
591양성차시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야 놀자 교육
대학생(동아리) 선생님이 지역의 초.중학생들에게 AI&DATA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SW/AI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대학생 멘토
교육 나눔을 통한 SW/AI교육 기회 확산에 기여
봉사자 역량 강화 및 커리어 성장

전국 초·중학생
SW/AI지식 함양을 통한 미래 활용
가능성 탐색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경험

SW전문가

소프트웨어야 놀자

SW/AI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

대학생 멘토 교육 및 멘토링 제공

소외 지역 SW/AI교육 기회 확산

대학생 멘토의 나눔 실천과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습니다.

전문가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역량 향상

소프트웨어야 놀자에서는 SW/AI교육 전문가와 함께
봉사자들이 교육 봉사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
지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발한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학생 멘토를 위한 SW/AI교육 교수법,
수업 지도안 작성법 등 기초 교육부터 커리큘럼 교육,
멘토링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나눔 활동

동아리 소속 지역 내 교육 기관에
찾아가는 SW/AI 교육 나눔 활동을 통해 실제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교육봉사를 경험하고,
SW/AI교육 기회 확산에 기여합니다.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전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교육 봉사뿐만 아니라 역량 교육, 네트워킹,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소프트웨어야 놀자 참여 학생·멘토·교사 후기

소프트웨어야 놀자 멘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인공지능 수업을 듣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게 말도 걸어주고
잔심부름도 해주는 로봇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0채
서울초당초등학교 학생

코딩에 관심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소프트웨어야 놀자에서 지원해주시는
여러 교육들과 피드백, 지원비 등으로
다양한 주제를 시도해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받을 교육을 준비하고
수업을 시연 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0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멘토

저도 대학생 시절 소프트웨어야 놀자 강사로 활동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그 나눔의 즐거움을
느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야 놀자 수업을 보면서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지식을 나누어 주고
열정 넘치게 수업해주시는 모습에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 교육봉사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시고 실천해주시는 여러 경험들이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박0수
서울초당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가 함께 합니다

www.connect.or.kr
connect.info@connect.or.kr
1522-9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