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로보파크 『2020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부천산업진흥원(부천로보파크)은 경기도・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2020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로봇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프로젝트] ‘로봇, 시장에 가다!’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로봇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사회・과학・예술 융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일일 교육 및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일교육] 부천 전통시장 로봇 탐사대!

 ❍ 교육일정 : 2020. 7. 11(토) ~ 8. 29(토) / 총 8회 

* 교육 내용이 동일합니다. 참여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합니다.(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 접수방법 : 부천로보파크 홈페이지(www.robopark.org) 속 네이버 폼 작성
    ※ 사회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우선 선발하므로 신청시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 참가방법 : 가정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을 준비하여 온라인 교육 진행

    ※ 실시간 라이브 방송 교육(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 

 ❍ 사후활동 : 참가확인증은 로보파크 메일 전송/특별전 작품은 별도 제출
    ※ 활동 작품 및 사진은 하반기 특별전 ‘로봇, 시장에 가다!’ 전시 및 도록에 사용 예정

 ❍ 수 강 료 : 무료(신청자에게 교육재료 꾸러미 우편 발송/단, 일부재료는 개별 준비) 

 ❍ 세부계획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조정 가능(접수 후 개별연락) 

교육시간
(시작-종료)

활 동 내 용

14:00-14:05
(05분)

• 탐사를 떠날 준비를 해요.
 - 출석 확인,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14:05-14:20
(15분)

• 로봇을 탐구해요.
 - 로봇의 정의와 역사, 미래 로봇을 탐구해요.

14:20-15:00 
(40분)

• 탐사로봇을 만들어요.
  - 로봇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탐사로봇을 만들어요.

15:00-15:45
(45분)

• 로봇 탐사대, 전통시장에 필요한 로봇을 생각해요.
 - 전통시장의 특징을 탐구하고, 전통시장에 필요한 로봇을 상상하여 아이디어 타일을 만들어요.
 (※ 시장에 필요한 ‘로봇 아이디어 타일’은 특별기획전을 통해 전시 예정)

15:45-16:00 
(15분)

• 로봇 탐사대, 탐사 후 이야기를 나누어요.
 - 탐사결과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 PC : 네이버 밴드(band.us/home)가입 → 로보파크에서 교육 전일 오후 5시까지 ‘부천 전통시장 로봇 탐사대!’

       네이버 밴드 초대장 발송 예정 → 초대 수락 후 교육 참가/화상회의 프로그램(리모트미팅) 이용 예정

 * 스마트폰 :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네이버 밴드 가입 → 로보파크에서 교육 전일 오후 5시까지 

        ’부천 전통시장 로봇 탐사대!’ 네이버 밴드 초대장 발송 → 초대 수락 후 교육 참가

연번 교육일시 접수일정 교육 대상 교육장소
1 2020.7.11(토) 14:00-16:00 7.01(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각 가정

2 2020.7.18(토) 14:00-16:00 7.08(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3 2020.7.25(토) 14:00-16:00 7.15(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4 2020.8.01(토) 14:00-16:00 7.22(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5 2020.8.08(토) 14:00-16:00 7.29(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6 2020.8.15(토) 14:00-16:00 8.05(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7 2020.8.22(토) 14:00-16:00 8.12(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8 2020.8.29(토) 14:00-16:00 8.19(수) 14:00~ 경기도 내 가족 5팀(성인1명+7~10세 어린이 1명)



□ [프로젝트 교육] 로봇 탐사대! 연구 프로젝트

 ❍ 교육일정 : 2020. 7. 5(일) ~ 8. 23(일)(총 8회/4차시 수업 x 2회) 

* 기수당 총 4차시 수업이며, 매수업 참여 가능시 신청바랍니다.(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 접수방법 : 부천로보파크 홈페이지(www.robopark.org) → 네이버 폼 작성
    ※ 사회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우선 선발하므로 신청시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 참가방법 : 가정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교육(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

 ❍ 사후활동 : 참가확인증은 로보파크 메일 전송/특별전 작품은 별도 제출
    ※ 활동 작품 및 사진은 하반기 특별전 ‘로봇, 시장에 가다!’ 전시 및 도록에 사용 예정

 ❍ 수 강 료 : 무료

 ❍ 세부계획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조정 가능(접수 후 개별연락) 

 ❍ 교육내용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접수문의 : 부천로보파크(T. 070-7094-5484)

* PC : 네이버 밴드(band.us/home)가입 → 박물관에서 교육 전일 오후 5시까지 ‘로봇 탐사대! 연구 프로젝트’ 네이버 밴드  

        초대장 발송 예정 → 초대 수락 후 교육 참가/화상회의 프로그램(리모트미팅) 이용 예정

 * 스마트폰 :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네이버 밴드 가입 → 박물관에서 교육 당일 5시까지 ‘로봇 탐사대! 

       연구프로젝트’ 네이버 밴드 초대장 발송 예정 → 초대 수락 후 교육 참가/화상회의 프로그램(리모트미팅) 이용 예정

구   분 활  동  내  용

1회차
• 로봇을 탐구해요.
 - 로봇의 역사와 원리를 이해해요.
 - 로보파크 전시를 통해 로봇의 원리를 파악하고, 탐사 여행을 준비해요.

2회차

• 부천전통시장 탐사로봇을 제작해요.
 - 전통시장을 이해하고, 탐사계획을 세워요. 
 - 탐사로봇을 만들고, 로봇 특징과 탐사계획을 발표해요.
   (※ 특별기획전 전시 예정)

3회차

• 부천전통시장을 온라인으로 탐사하고 시장에 필요한 로봇을 생각해요.
  - 부천전통시장을 탐방하고, 시장에서 로봇이 활용될만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어요.
  - 미래 전통시장에 필요한 로봇 상상도를 제작해요.
   (※ 시장에 필요한 로봇 상상도는 특별기획전에 전시 예정)

4회차
• 로봇 탐사대,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해요.
 - 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상 로봇을 만들어요.
 - 수료식을 개최하고,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이야기 나누어요.

구분 교육 일시 접수일정 교육 대상 교육 장소

1기

1차 2020.7.05(일) 14:00-16:00
2020.6.29.(월)

14:00~
(선착순)

경기도 내
초등 4~6학년

10명
(기수당)

각 가정

2차 2020.7.12(일) 14:00-16:00

3차 2020.7.19(일) 14:00-16:00

4차 2020.7.26(일) 14:00-16:00

2기

1차 2020.8.02(일) 14:00-16:00
2020.7.21.(화)

14:00~
(선착순)

경기도 내
초등 4~6학년

10명
(기수당)

2차 2020.8.09(일) 14:00-16:00

3차 2020.8.16(일) 14:00-16:00

4차 2020.8.23(일) 14: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