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학생‧학부모대상 SW‧AI교육프로그램 모집 안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
 학생 대상 방과후SW‧AI 교육프로그램
m개

요: 방과후 시간 12차시(3주, 주별 4차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SW‧AI역량 배양

m 운영기간: 2022. 9. 6.(화) ~ 11. 17.(목) 매주 화, 수, 목
m 운영시간: (초) 화 16:00~17:30, 수 15:20~16:50 (중간휴식 10분)
(중) 수 17:00~18:40, 목 17:00~18:40 (중간휴식 10분)
m 대

상: 초 5~6학년 30명, 중 1~2학년 30명

m 장

소: 경기SW‧AI교육지원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8)

m 방

법: 3주 단위 5회기 운영, 학부모 및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

m 협

조: 대상 학교급 [붙임2] 활용 안내장 발송 및 학교 누리집 게시 협조

m 신청기간: 2022.7.13.(수) 18시 ~ 7.15.(금) 17시
m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url.kr/bkui8n 링크 참조), 신청인원 초과 시 선착순
선정, 최종 선정 여부 개별 통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

m 프로그램
수업주제

회기

활용교구

∘ 라인트레이서와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3회기

네오쏘코

∘ 브릭과 인공지능으로 문제해결 찾기

4회기

스파이크프라임

∘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생활 속 문제해결 찾기

5회기

알파미니

※프로그램 운영 순서는 교구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부모 대상 토요프로그램
m개

요: 월 1-2회 자녀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함께 확장해 나
가는 SW‧AI 교육 기회의 장 마련

m 운영기간: 2022년 8월 27일(토) ~ 11월 12일(토)
m 운영날짜: 8.27. 9.24. 10.8. 10.22. 11.12. (총 5회).
m 운영시간: 토요일 10:00~12:50 (중간휴식 20분)
m 대

상: 초 5~6학년, 중 1학년 학생 및 학부모 20팀(40명)

m 장

소: 경기SW‧AI교육지원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8)

m 협

조: 대상 학교급 [붙임2] 활용 안내장 발송 및 학교 누리집 게시 협조

m 신청기간: 2022.7.13.(수) 18시 ~ 7.15.(금) 17시
m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url.kr/8xmkl9 링크 참조), 신청인원 초과 시 선착
순 선정, 최종 선정 여부 개별 통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 학부모 및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
m 프로그램
수업주제

활용교구

∘브릭과 인공지능으로 문제해결하기(1)

스파이크프라임

∘브릭과 인공지능으로 문제해결하기(2)

스파이크프라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코딩, 인공지능과 친해지기
∘나만의 무드등 만들기로 사물인터넷 이해하기
∘라인트레이서와 자율주행자동차

알파미니
별도재료구매
네오쏘코

※프로그램 운영 순서는 교구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