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산업/미래리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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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및 미래리더 체험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상품  

  체험종류 

  미래 산업 및 미래 리더 체험 / 농촌체험 연계 

 

  체험목적  

    애니메이션박물관과 로봇체험관을 관람, 체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미래 산업의 특성을 파악한다.  

  더불어 미니골프 / 승마 / 요트를 체험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미래 리더로서 품격과 소양을 갖춘다. 

    더불어 인근 박사마을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농촌체험을       

통해 정서함양과 우리 전통문화를 추가 선택 체험한다. 



코스1. 애니메이션박물관 

애니메이션의 종류 / 애니메이션의 역사 
애니메이션의 음향 효과 

더빙 체험 
핀스크린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 

미국/일본 등 세계 애니메이션 전시 영사 기기 발달사 /  
애니메이션 캐릭터 틴토이 전시 

애니메이션 주인공 체험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코스2.  직접 체험하는 로봇체험관 

Hi Robot! 
로봇과 대화 플레이그라운드 로봇 

로봇 조종으로 권투와 축구체험 

로봇호기심천국 
로봇 데스피안과 수퍼키봇의  

애니메이션 공연  

매직로봇유랑단 
K-pop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로봇 공연 

로봇아바타 
로봇의 슈트를 입고  
로봇이 되어보는 체험 

로봇의 역사 
로봇의 역사를 알수있는  

다양한 전시물과  
로봇의 미래 전망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기념주화 로봇 
로봇이 만들어주는  

기념주화/목각고리 만들기 



스마트 애니메이션 제작체험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박물관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관찰하기, 생각하기, 만들어보기, 감상하고 평가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 원 : 1회 최대 60명  

▶ 체험료 : 1시간/1인당 7,000원 

학습목표 교육내용 

1차시 
(30분) 

캐릭터 만들기 
절지 / 오브제 / 픽셀레이션 기법  

中 택하여 
제작 프로그램 사용설명 

2차시 
(30분) 

애니메이션 촬영 
선택한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직접 애니메이션 촬영과 편집으로 제작  

* 필기도구(연필/지우개는 개별 준비)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농촌체험 연계 프로그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사를 배출한  마을,  

춘천시 서면 방동리(박물관 에서 5분 거리)에서  

전통 장담그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 금액 비고 

딸기 4월초~ 5월말 
어른12,000 
어린10,000 

딸기따기체험,  500g가져가기 

토마토 6월말~8월초 
어른5,000 
어린5,000 

토마토따기체험,  3개 가져가기 

오이 7월15일~9월초 
어른6,000 
어린6,000 

오이따기체험,  5개 가져가기 

감자 6월말~ 
어른7,000 
어린7,000 

감자캐기, 삶아먹기,2KG가져가기 

고구마 10월초~ 
어른8,000 
어린8,000 

고구마캐기, 삶아먹기,2KG가져가기 

옥수수 7월~8월사이 
어른7,000 
어린7,000 

옥수수따기, 삶아먹기,3개가져가기 

인삼 10월 중순~ 시세 6년산인삼캐기. 한 뿌리가져가기 



주요일정_선택가능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1박 2일>/당일 여행 가능 
  애니메이션박물관(70분) ▶ 로봇체험관(60분) ▶ 중식 ▶  
  애니메이션 제작체험(90분) ▶ 미니골프(9홀/90분) ▶ 석식 ▶ 
  숙박(1박) ▶ 조식 ▶  
  승마체험(2시간) ▶ 중식 ▶ 딩기 요트체험(3시간)  
  (춘천시 서면 방동리(박사마을) 승마나 요트체험 대신 농촌체험 가능) 
 

체험비 협의 가능 

* 식비/숙박비 별도 

                <2박 3일> 
  애니메이션박물관(70분) ▶ 로봇체험관(60분) ▶ 중식 ▶  
  미니골프(9홀/90분) ▶ 애니메이션 제작체험(90분) ▶ 석식 ▶ 
  숙박(1박) ▶ 조식 ▶  
  딩기 요트체험(3시간) or 마임공연체험(3시간) ▶ 석식 ▶  
  숙박(1박) ▶ 조식 ▶ 승마체험(2시간) or 김유정문학촌 
  ( 춘천시 서면 방동리(박사마을) 농촌체험과 대체 가능) 
 

체험비 협의 가능 

•식비/숙박비 별도 



코스지도_ 차량으로 10분 내외 이동거리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상품  



소요예산 세부내역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상품  

1인당 소요예산 상세 프로그램 
1회 

수용인원 
비고 

- 애니메이션박물관 + 로봇체험관 입장료 : 5,600원 

- 입체영화 관람 : 1,500원(단체가) 

- 애니메이션제작체험 : (60분)7,000/(90분)10,000원 

- 미니골프체험 :초등 3,000원 / 중고생4,000원 

- 요트체험 : 3시간 30,000원 / 6시간 50,000원  

- 승마체험 : 2시간 30,000원 

- 애니메이션박물관 + 로봇관 체험 

  + 입체영화 관람 

- 애니메이션제작체험 

- 미니골프체험 교육 

- 요트체험 교육 

- 승마체험 교육 

300명 

 

120명 

60명 

60명 

50명 

박물관ㆍ로봇관 관람 / 

애니메이션 제작체험/

골프체험의 경우  

인원을 분배하여  

로테이션 가능함 

담당자 : 한승태 팀장 / 연락처 : 010-6373-3704 



숙박업소/음식점 

애니메이션박물관/로봇체험관 수학여행/체험여행 상품  

숙박업소 종류 등급 숙박가능 인원 1인당 소요예산 전화번호 비고 

강촌엘리시안 

(3개월 전 예약) 
콘도 1등급 300명 

8인실(온돌)10,000원 (A타입) 

4인실(침대)20,000원 (B타입) 

이용석 차장 

010-2329-7393 

박종우 대리 

02-2154-0658 

일~목요일까지 1방(8명) 

침대방(4명)  

청소년여행자의집 유스호스텔 172명 개인 4,000원 / 단체 3,000원 
권오은 

033-250-3560 

사전 예약 필수 

총17실 : 8인용 5실/10인용 9실 / 20인

용 3실 

음식점 종류 주요 메뉴 
식사 

인원 
1인당 가격 전화번호 비고 

박사마을닭갈비 한식 닭갈비 120명 10,000원(중식) 010-5390-8711 
4명 1탁자 세팅시 3인분 + 공기밥 2개 협의 가능 

(30,000원) 

오부자닭갈비 한식 닭갈비 150명 10,000원(중식) 010-5373-2076 요트 / 승마체험시 가까움 

우물막국수 한식 막국수 60명 6,000원(중식) 033-243-4563 

엘리시안 강촌 한식 맞춤식사 가능 300명 
13,000원(조식) 

15,000원(석식) 

이용석 차장 

010-2329-7393 
메뉴 맞춤 가능 

청소년여행자의집 한식 맞춤식사 96명(1회) 3,500원 선 
권오은 

033-250-3560 
메뉴 맞춤 가능 사전 협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