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들개초(의정부)

□ 버들개 미래교육 체험학습장

프로
그램

내용

저희 버들개초 미래교육 체험학습장은 평상시 접하기
힘든 3D프린트, 3D펜, 오조봇, VR,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기술 체험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저희 체
험학습장을 통해 학생들은

주제
창의력을 키우는 버들개초
미래교육 체험학습장

시대의 소양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VR 체험

드론 조종 체험

SW보드게임 활용

미술 연계 미래교육

창체, 여가활동 연계

․ 절차적 사고력 증진 소프트웨
어 보드게임 놀이활동 프로그
램
․ 저학년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흥미도를 높일 수 있음.

․ 핸드폰과 VR을 활용한 입체 영
상 체험

․ 드론 사용방법을 익혀 드론을
날려보는 프로그램
본 체험학습장 추천 프로그램!!

<SW 보드게임 활용 모습>

<VR 체험>

<드론 조작 체험>

취학 전 아동~초등 저학년

취학 전 아동~초등 저학년

초등 3,4학년~

3D펜 체험

코딩 프로그램

3D 프린트 체험

다양한 교과연계

엔트리, 스크래치 활용

모둠별 3D 프린트 활용

․ 수학 도형 그리기 및 각종 미
술활동 연계한 교육 가능
본 체험학습장 추천 프로그램!!

․ 6학년 실과 소프트웨어 단원 속

․ 교내 구비된 3D 프린트를 활용
본 체험학습장 추천 프로그램!!

<3D펜 제품 제작>

<엔트리 프로그래밍>

<교내 구비된 3D 프린트 모습>

전 학년

초등 중학년~중․고등학생

초등 중학년~중․고등학생

네오봇 체험

아두이노 체험

오조봇 체험

실과 교과서 로봇 제작

코딩 심화 프로그램

오조봇 로봇 활용

․ 6학년 실과 모든 교과서 속 로

․ 아두이노 용 스크래치 프로그램

봇을 제작 가능한 프로그램

을 활용한 코딩 심화 프로그램

․ 길을 따라가는 로봇을 활용한
체험
․ 본 체험학습장 추천 프로그램!!

모습

체험학습장 홈페이지 주소
www.bdg.es.kr

아래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언프러그드 체험

대상

체험학습장 주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발할 줄 아는 능력
기계에 맞설 인간으로서의 저력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01(녹양동)
버들개 초등학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고와 습관

체험학습장 연락처

‘다름’이 ‘도움’이 되게 만드는 역량

학
교
담당교사

배움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능력

031-878-3421(211)
010-2623-5782

내용

사용료 : 무료
부디 많이 방문하시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프로
그램

수용인원 : 1회 최대 30명

프로그래밍 체험 프로그램

ᄑ

모습

체 험 학 습 프 로 그 램
프로그램명
3D 프린트 체험
3D 펜 체험
네오봇 체험

대상

추천대상

소요
시간

초등4~

3~4시간

3D 펜으로 자기 만의 창의적인 물품 제작하기

전체

2~4시간

네오봇으로 움직이는 로봇 제작하기

초4~

3~4시간

내

용

3D 프린트로 피젯 스피너, 이름 목걸이 등 제작하기

드론 조종 체험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활동 체험하기

초3~

2~4시간

아두이노 체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메시지 전송 체험하기

초5~

3~4시간

유,초1~3

2~4시간

초3~중

3~4시간

VR 기기를 이용한 가상세계 탐방하기

전체

2~4시간

엔트리, 스크래치 등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체험하기

초4~

13~4시간

언플러그드 체험
오조봇 체험
VR 체험
코딩 체험

미래교육 연계한 보드게임 놀이활동 즐기기
선을 따라가는 로봇 오조봇을 이용한 미션 수행 게임

프로
그램

내용
ᄑ

모습

대상

<네오봇 키트>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계>

<오조봇 로봇>

6학년 특화 프로그램

초등 고학년~중․고등학생

초등 저학년~중․고등학생

◈ 누가 이용하나요?
☞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 모두 체험 가능합니다.
☞ 담당자 협의 후 찾아가는 체험학습도 가능합니다.
☞ 각종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단체 체험학습 환영합니다.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① 미래교육장 방문 체험(의정부 버들개초에서 체험)
☞ 학기 중 - (수요일) 10:00 ~ 17:00, (금요일) 13:00~17:00
(토요일) 오전 09:00 ~ 12:00
☞ 방학기간 중(7.24~8.20) 평일 09:00 ~ 17:00
② 찾아가는 미래교육 체험 (신청학교에서 체험)
☞ 학기중 – 평일

14:00~ 17:00

※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 녹양역 하차 후 도보 15분
버스 208번, 11번 버들개초교 앞 하차

③ 비대면 쌍방향 컨텐츠(줌)을 활용한 체험활동
☞ 위 ① 번과 같은 시간 대에 줌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
(3D프린터 틴커캐드 체험 후 출력물 해당학교로 배송, 5,6학년 실과 네오봇
체험, 3~6학년 엔트리 코딩체험 수업 및 체험활동 실시)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접수기간 : 2021년 4월 ~ 11월
② 접수방법 :
- 담당자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후 일정 조율 후 이용신청서 캡쳐(핸드폰 사진)
후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010-2623-5782), (통합메신저 : 버들개초 이상준)
- 담당자 연락 후, 이용신청서 공문발송 및 FAX 발송 (031-878-3422)
◈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식비 : 간식,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니 필요시 개별 준비
② 체험, 프로그램 소요 비용 및 강사료 : 무료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교육 체험학습장」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