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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부터 익히는 최신 기술에 대한 디지털 학습

⚫ 기술 역량, 전문 역량에 대한 100여개 교육모듈

⚫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30여개 한국어 모듈

⚫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지털 뱃지

⚫ 동영상 및 게임화 된 학습과정

⚫ 교사를 위한 특별자료와 관리기능

① 학생의 진도 확인

② 학생을 위한 특정 학습 계획 수립 및 추천

③ 외부 콘텐츠를 Open P-TECH에 추가

www.ptech.org/ko/open-p-tech/



가입 및 이용절차 안내 – 1 

1. www.ptech.org/ko/open-p-tech/ 사이트 접속

2. 오른쪽상단 ‘등록또는로그인’파랑색버튼클릭

3. 기존가입자라면 ‘다른사용자로로그인’중선택하여클릭

- gmail, 페이스북, LinkedIn 계정으로도가입/로그인을할수있습니다. 

4. 제시한로그인계정중해당하는것이없을경우, 새로운계정을

만들어서 Open P-TECH 가입신청

- IBM, Google, LinkedIn or Facebook 중택1 

5. 계정이있을경우해당로그인버튼을클릭하여접속

가입이되어있지않은경우, 다음과같은화면이보여집니다. 

6. ‘Register now’를 클릭하여 가입절차 진행



가입 및 이용절차 안내 - 2

1. Create your profile에서 'South Korea'로 국가 선택

2. 항목별 답변

3. 사용조건, 데이터 정책, 수신동의에 대한 체크

4. 마지막 Register 버튼 클릭

5. Registration Method 선택 후 'Sign In' 클릭하고 접속

6.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

이메일

이메일 확인

학생, 교사, 기타 중 택1 

학교명

학년

14세 이상입니까? 

예/아니오

이름

성



가입 및 이용절차 안내 - 3

1. 기본언어 '한국어' 선택 후 '다음' 클릭

2. 기술역량(Technical Skills)와

전문역량(Professional skills) 중 관심 영역 선택

3. 업데이트 및 미리 알림 클릭 후 '계속' 클릭

4. 기본정보 검토 후 '완료' 클릭 → 환영인사 ＇다음＇ 클릭

5. '학습'에서 '권장학습'을 보고 원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관심 교육 탐색

• 한국어로 준비되어 있는 교육 리스트 참고

• 학습시간과 배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학습 관리

권장됨 > 학습 검색



전문 기술역량 (Technical Skills)

1. 인공지능 Short URL * 학습시간

1 인공지능의 개념 https://ibm.biz/BdqWUN 45분

2 인공지능의 실제활용 https://ibm.biz/BdqWUW 40분

2. 클라우드 컴퓨팅

3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요? https://ibm.biz/BdqW5C 45분

4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https://ibm.biz/BdqW53 25분

3. 사이버 보안

5 사이버 보안이란? https://ibm.biz/BdqW5w 60분

6 사이버 보안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https://ibm.biz/BdqW5U 30분

7 IBM과 사이버 보안 https://ibm.biz/BdqW5N 30분

4. 데이터 사이언스

8 데이터 사이언스는 무엇인가? https://ibm.biz/BdqWNB 30분

9 데이터를 관리, 공유 및 작동시키는 기술 https://ibm.biz/BdqWNF 25분

10 현실 세계의 데이터 사이언스 https://ibm.biz/BdqWND 20분

5. 사물 인터넷

11 사물 인터넷은 무엇일까요? https://ibm.biz/BdqWNs 10분

6. 블록체인

12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 https://ibm.biz/BdqW5V 35분

13 블록체인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https://ibm.biz/BdqW5J 35분

한글화 교육 컨텐츠 - 1
Short URL *  - 로그인 한 상태에서 해당 URL을 입력하시면 바로 해당 교육으로 이동합니다. 

https://ibm.biz/BdqWUN
https://ibm.biz/BdqWUW
https://ibm.biz/BdqW5C
https://ibm.biz/BdqW53
https://ibm.biz/BdqW5w
https://ibm.biz/BdqW5U
https://ibm.biz/BdqW5N
https://ibm.biz/BdqWNB
https://ibm.biz/BdqWNF
https://ibm.biz/BdqWND
https://ibm.biz/BdqWNs
https://ibm.biz/BdqW5V
https://ibm.biz/BdqW5J


한글화 교육 컨텐츠 - 2
Short URL *  - 로그인 한 상태에서 해당 URL을 입력하시면 바로 해당 교육으로 이동합니다. 

직무역량 (Professional Skills) 

14 목적에 맞는 프레젠테이션 https://ibm.biz/BdqWNj 155분

15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https://ibm.biz/BdqWNz 70분

16 대인관계 스킬 https://ibm.biz/BdqWNp 90분

17 양질의 작업 결과를 애자일 방식으로 제공 https://ibm.biz/BdqWN8 75분

18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로 문제 해결 https://ibm.biz/BdqWNe 100분

19 IBM의 애자일(Agile)은 무엇입니까? https://ibm.biz/BdqWCJ 30분

20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란 무엇인가? https://ibm.biz/BdqWNX 40분

21 디자인 씽킹 활용 방법 https://ibm.biz/BdqWNH 65분

22 IBM과 디자인 씽킹 https://ibm.biz/BdqWN4 20분

커리어

23 AI 전문가의 하루 (VLOG 동영상) https://ibm.biz/BdqW5r 10분

24 AI 보안 전문가의 하루 (VLOG 동영상) https://ibm.biz/BdqW5r 5분

25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루 (VLOG 동영상) https://ibm.biz/BdqW5r 5분

https://ibm.biz/BdqWNj
https://ibm.biz/BdqWNz
https://ibm.biz/BdqWNp
https://ibm.biz/BdqWN8
https://ibm.biz/BdqWNe
https://ibm.biz/BdqWCJ
https://ibm.biz/BdqWNX
https://ibm.biz/BdqWNH
https://ibm.biz/BdqWN4
https://ibm.biz/BdqW5r
https://ibm.biz/BdqW5r
https://ibm.biz/BdqW5r


한글화 교육 컨텐츠 - 3
Short URL *  - 로그인 한 상태에서 해당 URL을 입력하시면 바로 해당 교육으로 이동합니다. 

Call for Code 개발자 대회 교육세션

26

1회차 - ICT(정보통신기술) 교육

클라우드, APIs, 코드패턴등을 포함하여 Call for Code에 활용할 수 있는 ICT 관련 팁을

알려드립니다. 

발표자 – IBM Developer Advocate team 홍정석 부장, 김민석 과장

https://ibm.biz/Bdqmbh 2시간

27

2회차 - 코로나19 주제 교육

보건의료, 재난안전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 극복 및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ICT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발표자 - 보건의료 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재난안전 김동훈

(주)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

https://ibm.biz/BdqmCK 1시간

28

3회차 - 기후변화 주제 교육

기후변화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고,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자원순환 등

필요한 ICT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실사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발표자 - 국제환경전문가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금자동이 박준성 대표 (장난감 분해, 재생산 사회적기업) 

https://ibm.biz/BdqW5S 1시간

https://ibm.biz/Bdqmbh
https://ibm.biz/BdqmCK
https://ibm.biz/BdqW5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