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세뮤 틴즈 (SEMU TEENS)

‘접속하라 조선시대 한양’ 교육생 모집 안내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용석)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의 역사, 박물관 소장 유물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를 연계하여

청소년이 보다 흥미롭게 역사와 박물관을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교육 개요

○ 주제 : 접속하라 조선시대 한양

○ 대상 : 중·고등학생 (개인)

○ 기간 : 2022년 9월 27일 ~ 10월 20일 기간 내 매주 화·목요일 (총 8회) 

09월 27일(화), 29일(목)

10월 04일(화), 06일(목), 11일(화), 13일(목), 18일(화), 20일(목)

○ 시간 : 19:00 ~ 20:40 (100분)

○ 내용 : 서울의 역사, 박물관 소장 유물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를 연계한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 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게임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교육

★ 게임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노트북 등 윈도우 기반 컴퓨터로만 실행 가능

○ 수강료 : 무료

□ 교육 내용

구분 시간(100분) 세부 내용

도입 19:00~19:15 (15분)  • 서울역사박물관 소개 및 교육 안내

전개 19:15~20:25 (70분)

 • 디지털 교구를 활용한 게임 방식 퀴즈 풀기

 • 퀴즈 해설 및 관련 내용 강의

 ★ 박물관 소장 유물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계

정리 20:25~20:40 (15분)  • 설문조사 및 마무리



□ 교육 신청

○ 모집 기간 : 2022년 9월 6일 화요일 10:00 ~ 10월 14일 금요일 17:00

- 접수 시작 : 매회 교육일 21일 전 오전 10시 (선착순 마감, 매회 30명)

- 접수 마감 : 매회 교육일 6일 전 오후 5시

※ 아래의 일정표를 통해 신청을 원하시는 교육일의 접수 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회차 교육 일자 접수 시작 접수 마감

1
9월

27일 (화) 9월 06일 (화) 10:00 9월 21일 (수) 17:00

2 29일 (목) 9월 08일 (목) 10:00 9월 23일 (금) 17:00

3

10월

04일 (화) 9월 13일 (화) 10:00 9월 28일 (수) 17:00

4 06일 (목) 9월 15일 (목) 10:00 9월 30일 (금) 17:00

5 11일 (화) 9월 20일 (화) 10:00 10월 5일 (수) 17:00

6 13일 (목) 9월 22일 (목) 10:00 10월 7일 (금) 17:00

7 18일 (화) 9월 27일 (화) 10:00 10월 12일 (수) 17:00

8 20일 (목) 9월 29일 (목) 10:00 10월 14일 (금) 17:00

○ 참여 요건 : 데스크톱, 노트북 등 컴퓨터로 교육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중·고등학생)

① 실시간 원격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아래의 필요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윈도우 기반 컴퓨터 ★ 게임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 불가!! ★ 

- 시청각 학습 장비(웹캠, 마이크, 헤드폰/이어폰 등)

- 인터넷 접속 환경

② 교육 사진은 교육 홍보, 발간물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경우 초상권 활용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방법 : 선착순 인터넷 접수

① 박물관 홈페이지(museum.seoul.go.kr) → 교육 → 교육예약 

       → 2022년 ‘세뮤 틴즈  접속하라 조선시대 한양’ → 예약신청

②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 → 교육강좌 → 역사 

       → 2022년 ‘세뮤 틴즈  접속하라 조선시대 한양’ → 예약하기

○ 참가자로 선정된 교육생들에게는 접수 마감 다음날 개별 연락드립니다.

○ 문의 :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 02-724-0199, 0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