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

초등 융합과학체험교실(동계방학) 운영계획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융합과학교육부

초등 융합과학체험교실(동계방학) 운영계획
Ⅰ

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1항, 4항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정책1.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Ⅱ

목적

� 학생주도 8대 분야(미래, 과학) 체험학습 운영 활성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한 학생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Ⅲ

방침

� 초등학생(3~6학년)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
�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여 수요자 주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체험 관련 소통을 위한 패들렛을 운영하여 피드백 제공

2021. 1.

Ⅳ

개요

� 운영 기간: 2021. 2. 1.(월) ~ 2. 15.(월)
� 운영 장소: 자택이나 체험자가 원하는 장소
� 운영 대상: 경기도 내 초등학생(3~6학년)을 포함하는 가족(700가족)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 운영 방법: 융과원 TV(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유튜브 채널)를 통한 자기 주도적
과학체험활동

(융 합 과 학 교 육 부 )

� 프로그램: 체험1. 분자요리!?망고 캐비어 만들기
체험2. 보로노이 빛 상자 만들기
체험3. DIY 태양광 소금물 자동차 만들기
(과학실험꾸러미: 과학실험키트 3종 2세트씩 제공)
- 2 -

Ⅴ

Ⅵ

세부 추진 계획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험학습 시스템 제공
� 참여‧활동 중심의 활동을 통한 학생 중심의 경기 혁신교육 실현

✌ 체험비용 무료, 가정으로 과학실험꾸러미 배송
✌ 1가족에 2세트씩 3종의 과학체험키트를 제공하여 가족이 함께 체험!!

�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탐구능력 신장을 통한 융합과학인재 육성

1. 초등 융합과학체험교실(동계방학)
□ 대상 : 경기도 내 초등학생(3~6학년)을 포함하는 가족(700가족)
□ 운영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교육과정

체험1. 분자요리!? 망고 캐비어 만들기
초등학생

체험2. 보로노이 빛상자 만들기

(3~6학년)

초3~4. 물질의 상태
초5~6. 용해와 용액
초3~4. 그림자와 거울
초5~6. 빛과 렌즈
초5~6. 용해와 용액

체험3. DIY 태양광 소금물 자동차 만들기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생활

□ 운영 절차
구분
신청

내용

기간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체험활동-초등 융합과학체험교실(동계방학)

◇ 신청 기간
2021.1.11.(월) 10:00
~2021.1.13.(수) 19:00

⇩
추첨
준비

☞ 신청 인원수에 따라 추첨방식 결정 후 공지

2021.1.14.(목)

⇩
추첨
및
발표

☞ 체험활동 대상자 추첨(융과원 TV 생중계 및 업로드)
☞ 체험활동 대상자 발표(홈페이지, 문자)

2021.1.14.(목) 16:00
2021.1.15.(금) 10:00

⇩
배송

☞ 과학실험꾸러미 가정으로 배송

2021.1.25.(월)

(과학키트 입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1.29.(금)

⇩
체험

☞ 융과원 TV(유튜브 채널)에 영상 탑재
☞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체험 가능

2021.2.1.(월)
~2021.2.15.(월)

⇩
환류

☞ 패들렛을 통해 체험결과 및 질문 공유
☞ 구글 설문지를 통해 체험 및 운영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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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월)
~2021.2.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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