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과학창의멘토링 싸이언스클럽

상반기 초등학생 멘티 모집 요강

 모집 개요

가. 활동기간 : 2021년 5월 ~ 7월 / 총 6회 토요일 활동

나. 활동내용 : 마포구 내 등학교 과학동아리와 함께하는 과학·창의 체험 및 실험활동 

구분 업로드 활동내용 이론 실험키트

1 5/15(토)

1,2학년 거울의 반사원리 빛반사를 이용한 거울마술

3,4학년 풍력발전의 원리 sa풍력자동차

5,6학년 수질오염의 측정방법 색변화 물오염도 측정기

2 5/29(토)

1,2학년 대체에너지의 종류 친환경 자동차

3,4학년 전기와 마찰전기 눈에보이는 정전기

5,6학년 전해질의 종류 소금물 연료전지

3 6/12(토)

1,2학년 탄성의 원리 탱탱볼 글라이더

3,4학년 풍력발전의 원리 풍향풍속계

5,6학년 대체에너지의 종류 태양광 자동차

4 6/26(토)

1,2학년 태양에너지의 원리 태양광 하우스

3,4학년 태양에너지의 원리 태양광 해파리

5,6학년 여과의 원리 간이 정수기 만들기 

5 7/10(토)

1,2학년 액체 기화의 원리 led 친환경 가습기 

3,4학년 대기권의 구조 오존층 만들기

5,6학년 에탄올과 살균 손세정제 만들기 

6 7/24(토)

1,2학년 공기부양의 원리 풍선 호버 크라프트

3,4학년 공기 압력의 원리 간이 진공청소기로봇

5,6학년 전자기 유도 광섬유 조명등 만들기

※ 기관 내부 사정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정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변동될 시 사전공지 예정



다. 모집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각 학년별 10명, 총 60명 선발

라. 접수일시 : 2021.4.7.(수) 10:00 ~ 선착순 마감 

마. 접수방법 : 메일 발송 

    - 신청한 멘티 이외에 임의로 다른 사람 활동 참여 불가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발송해야 접수 완료

 세부 내용  

가. 멘토 구성 : 상암고등학교, 홍익여자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연합

나. 활동 특전 : 고등학생 멘토들과 과학 이론교육 및 실험활동 (재료비 전액 지원)

다. 활동 유의사항 

  -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공지사항 및 멘토링 영상 공유(네이버 밴드 가입 필수)

  - 활동 취소 시 타인에게 임의 양도 불가(대기자로 충원 예정) 

  - 멘티 활동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보호자와 담당자 면담 후 필요 시 활동 종료 

라. 참고사항

  - 2021년 멘토링 활동은 상반기(5~7월), 하반기(9~11월) 2회로 나누어 진행

  - 상반기에 활동한 멘티는 하반기 신청 불가(규칙 위반으로 활동종료 된 멘티 포함)

    ※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신청이 안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2-303-2651(내선 6603) 특화사업팀 김가희

    ①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 공지사항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멘티 한명 당 하나의 신청서 작성필수(자녀 두명이 신청할 경우, 각각 작성)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ycc.or.kr/

⇩
    ②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이메일로 신청서 발송해야 접수 완료 

    ※신청서 발송 이메일 주소 : mycc2651@naver.com

- 댓글 피드백 2회 이상 미실시

- 기간 내 키트 미수령 1회 이상
⇨ 활동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