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교육 내용

□ 고학년(동일 연령 어린이)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코로나 19 확산시 온라인 교육 전환 가능)

교육일시 2022. 6. 7 ~ 7. 8 / 매주 화, 수, 목, 금 15:00-17:00, (총 20회)

교육대상 총 200명(총 20회) * 부천시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교육 내용 활동 시간(분) 비고

1회차

(탐방+강연)

▷ 부천로보파크 소개 및 관람

 <부천로보파크 소개 및 로봇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란 무엇일까?  

 -로봇의 정의 및 어원 알아가기

 <부천로보파크 전시관람 및 탐구>

 -트랜스포머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

 -로봇이 보여주는 물의 여정 

 -오케스트라 로봇의 연주 감상 

 -손과 발이 각각 움직이는 마리오네뜨 로봇 공연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스 공연 

120

-전시해설자와 
함께하는 
로보파크 로봇 
공연 및 
관람.

-로봇의 역사와 
미래로봇 산업
등 로봇이론 배
우기

2회차

(강연+실습)

▷틴커캐드 기본세팅

 -교육일정 안내 및 thinkercad 사이트 로그인 방법 확인

 -작업평면 크키조절 , 화면회전 설정하기

120

-3D기초설계

(Tinkercad 3D 

설계 프로그램 

사용)

3회차

(강연+실습)

▷기본 도형 만들기

 -도형의 크기 조절 , 포물면 사용 후 종이컵 모양 설계

 -평면도형을 돌출하여 로봇의 상체부분 만들기 실습

120

4회차

(강연+실습)

▷3D 도형의 동작

 -3D 도형의 정렬과 축적(확대, 축소) 알아보기

 -sketch 도구를 활용하여 사각형, 원형 도형 만들기

120

5회차

(강연+실습)

▷나만의 악세사리 만들기

 -창작 나만의 악세사리 만들기

 -향후 교육안내 및 질의응답

120

기대효과
 -로봇이라는 테마를 통해 과학지식은 물론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3D 설계 수업을 배움으로써 자신이 직접 설계한 여러 구조물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출력할 수 있음



□ 저학년(동일 연령 어린이)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코로나 19 확산시 온라인 교육 전환 가능)

교육일시 2022. 9. 13 ~ 10. 14 / 매주 화, 수, 목, 금 15:00-17:00, (총 20회)

교육대상 총 200명(총 20회) * 부천시 관내 초등학생 2~4학년

교육 내용 활동 시간(분) 비고

1회차

(탐방+강연)

▷ 부천로보파크 소개 및 관람

 <부천로보파크 소개 및 로봇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란 무엇일까?  

 -로봇의 정의 및 어원 알아가기

 <부천로보파크 전시관람 및 탐구>

 -트랜스포머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

 -로봇이 보여주는 물의 여정 

 -오케스트라 로봇의 연주 감상 

 -손과 발이 각각 움직이는 마리오네뜨 로봇 공연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스 공연 

120

-전시해설자와 
함께하는 
로보파크 로봇 
공연 및 
관람.

-로봇의 역사와 
미래로봇 산업
등 로봇이론 배
우기

2회차

(강연+실습)

▷코딩 프로그램 구축

 -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일정 안내 및 교구재 소개

 -proboscratch 프로그램 설치 및 기본세팅

120

-로봇코딩기초

(‘말랑말랑코딩

여행’ 1단계‘, 

Probo Scratch 

2.0 , 엔트리 

오프라인 

프로그램 사용)

3회차

(강연+실습)

▷로봇이란? 프로그램의 개념

 -로봇의 뜻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인터페이스, 코딩의 개념 ,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기

120

4회차

(강연+실습)

▷스크래치 동작블록

 -블록의 모양에 따른 역할 이해하기

 -동작 블록을 사용하여 ‘하늘을 걷는 고양이’만들기

120

5회차

(강연+실습)

▷스크래치 제어블록

 -스프라이트의 중심설정 알아보고 ‘유한 반복’, ’무한 반복’개념이해

 -말랑말랑 코딩여행 키트를 활용해 자동차 만들기

120

기대효과  -로봇이라는 테마를 통해 과학지식은 물론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