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디지털 Mentoring
1. 사 업 명 : 『청소년의 멘토 KB!』 KB 디지털 Mentoring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2. 사업 목적
⚫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력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

이론형 SW교육이 아닌 체험형 창의 융합 교육 지원

3. 사업 개요
⚫ 방문 일정 : 1학기 3~6월, 2학기 9~11월
⚫

모집 대상 : 서울 및 경기 지역 중학교

⚫

교육 대상 : 중학교 한 개 학년(학년 무관)

⚫

교육 정원 : 150명 이하(1반당 25명, 6개 반)

⚫

교육 시간 : 1일 교육(6교시)

⚫

교육 장소 : 학교 교실

⚫

교육 기기 : 노트북 및 학습 기자재 제공

*참여 인원 협의 가능

4. 모집 일정
⚫

신청 기간 : 2021. 01. 11(월) ~ 01. 29(금)

⚫

선정 발표 : 2021. 02. 05(금) 학교별 개별 통보(유선 및 이메일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ocean@sapiens.or.kr)로 제출

5. 운영 방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학교 정규 시간표에 맞춰 6교시 수업 진행
참여 교실에 SW교구 및 기자재 사전 설치 및 1인 1교구 지원

⚫

교육 동영상, 실시간 원격 등 블렌디드 러닝 수업

⚫

메인 강사, 보조 강사 등 10명 내외 참여

⚫

본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종료 후 참가자 기념품 제공

5. 기타 사항(하기 내용 협조 및 조율이 불가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선정 학교 대상 사전 미팅 필수 진행(약 1시간 내외)

⚫

학생 개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원본 제출 필수(행사 당일)

⚫

교육일 전날 교구 사전 세팅 진행(약 2시간 내외) 및 당일 운영실 지원

⚫

자유학기제 교육은 수요일, 금요일에만 진행 가능하며, 최종 일정 추후 협의

6. 교육 방식
프로그램 명
오조봇
(Ozobot)
코두
(Kodu)
스파이크 프라임
(Spike Prime)

내용
- 오조봇을 활용한 코딩 입문
- 언플러그드 코딩 및 알고리즘 학습
- 3D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툴(교육용 언어 프로그램)
- KODU를 이용하여 나만의 게임 만들기
- 레고 교육용 로봇으로 STEAM 학습 교구
- 다양한 블록을 활용해 로봇을 직접 만들어보고, 코딩 미션 해결
*교육 프로그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7. 교육 시간표
시간

교시

내용

09:00 ~ 10:40 (100’)

1교시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코딩 입문)- OZOBOT

10:40 ~ 10:50 (10’)

쉬는 시간

교실 이동

10:50 ~ 12:30 (100’)

2교시

3D 비주얼 프로그래밍 – KODU

12:30 ~ 13:30 (60’)

점심 시간

점심 식사

13:30 ~ 15:10 (100’)

3교시

로봇 코딩 – SPIKE PRIME

15:10 ~ 15:20 (10’)

마무리

기념품 증정 및 만족도 조사
*시간표는 학교별 일과표에 따라 변경 진행됨

8. 문 의 처 : KB디지털멘토링 사업 담당자 070-7005-6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