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마을과 함께하는
P. L. U. S.⁺ 미래융합 체험학습장
□학교명(지역): 신양초(김포) □ 체험학습장명: P.L.U.S.⁺ 미래융합 체험학습장

P.L.U.S.⁺ 미래융합 체험학습장은 AI 미래융합 체험을
중심으로 4가지의 선택형 모듈 및 각 모듈별 3가지의
선택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행
하는 학생주도 체험학습으로 구조화한 체험학습장입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어 체험학습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활동하며 체험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온 마을과 함께하는
P.L.U.S⁺ 미래융합 체험학습장
♠ http://www.g-sinyang.es.kr/
♠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47
♠ 전화 : 031-996-0381
♠ 사용료 : 무료
♣ 수용인원 : 25명 내외
♣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실시간 가능 여부 및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방문 프로그램은 참고만 하여 주시고 방문프로그램 운영 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역

[기본]
미래

모듈형
프로그램명
언플러그드 놀이 활동

차시

활동 내용

1

이미지형, 게임형 언플러그드 놀이활동

AR · VR과의 만남

1

엔트리 프로그램 활용 미션 해결 활동
오조봇을 통한 기초 피지컬 컴퓨팅 활동
증강현실 · 가상현실 이해 활동

P1 신나는 악기 연주

1

실제 악기 및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 연주

P2 코딩 속 작곡

2

스마트기기 활용 창작 뮤직 메이킹

예술

P3 VR 가상 연주회

1

VR로 만나는 오케스트라 감상

[선택]
Love

L1 소중한 나의 가치

1

가치카드와 손글씨 활동으로 가치관 탐색

L2 AR로 만나는 나

2

홀로그램 원리 알기·AR 캐릭터 제작

인성

L3 VR 미래 직업탐험

1

VR로 만나는 미래 체험활동

[선택]

U1 우리 역사 전통 체험

1

역사탐방 · 예절 · 전통체험 선택활동

1-2

3D 펜으로 전통 장신구 만들기

역사

U3 VR 과거·역사 체험

1

VR 과거 역사 속으로

[선택]

S1 사람책과 인사해요

1

사람책의 스토리텔링 듣고 관련 활동하기

Slow reading

S2 온라인 도서관 방문

1

온라인 도서관 체험 및 E-book 활동

S3 메이킹 E-book

2

편집 프로그램으로 E-동화책 만들기

[선택]
Play the
music

yourself

Understand
history

인문

코딩&로봇 친구 하자

U2 3D 전통 잇기

1-2

장소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실·
오케스
트라실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실·
예절
체험실

스마트
교실·
도서관

관련
분야
미래,
과학

예술,
미래

인성,
미래

역사,
과학

인문,
미래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방식 안내
기본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을 2차시+1차시, 1차시+2차시로 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구성 가능함
예시) 안내, 안전교육
운영시간
구분
운영방법

기본[미래] 프로그램 중 택 1

2·3차시
반일(토)
‘찾아오는·가는’
‘온라인’

선택[예술] 모듈1-2개(P1, P3)

사후교육

15:00~16:20 / 14:00~16:10
(80분, 120분)
오전(09:10 ~ 12:00), 오후(13:00 ~ 15:50) 중 선택
(160분)
학생과 인솔자가 체험학습장으로 찾아오거나 담당자가 찾아가서 진행함
필요한 활동 꾸러미를 사전 대여 후 실시간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함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및 방법 조정-온라인 체험학습 실시)

누가 이용하나요?
- 경기도 내 유·초·중학생 및 학부모
- 학급 단위, 특성화 교실, 영재학급, 돌봄교실, 부모님과 함께 가족 단위도 가능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4월- 2021년 11월
① 학교 및 단체(시간조정 가능)/ 화, 목 : 오후 3:00 ~ 4:20 (80분), 수 : 오후 2:00 ~ 4:10 (120분)
② 토 : 오전 09:10 ~ 12:00, 오후 1:00 ~ 3:50 (160분) (토요일 가능한 날짜 사전 공지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체험학습으로, 방문 체험학습 가능 시 따로 공문으로 안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체험학습 예정일 2주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http://www.g-sinyang.es.kr/)상단메뉴→[체험학습장]→[체험학습장 참가신청]

② 휴대전화 또는 문자 (0508-4173-1689)로 신청내용 문의
※ ①~② 의 방식으로 신청 후 담당교사와 일정 및 활동내용 세부 협의하여 체험학습장 신청 절차 및
최종 확정 완료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견학 및 체험 비용 : 무료 (수업 재료, 강사비 등은 모두 본교에서 부담)
② 교통편 : 이용자 부담
▪ 학생 참여 시 반드시 학부모 및 인솔 교사 등 책임자 지도하에 참가
▪ 단체 이용 시 버스는 신청기관에서 부담
③ 물 등은 개별 지참, 식비 및 간식비는 필요시 일체 참가자 부담

오시는 길 :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곡3로 47 신양초등학교
Tel : 031-996-0381
Fax : 031-996-0386

미래 핵심역량 UP!⇧
P.L.U.S.⁺ 미래융합 체험학습장
많은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