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BILE JUNIOR CAMPUS
 보고, 듣고, 만지며 어린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교육 대상 초등학교 3 - 6학년 어린이

운영 기간 연중 상시 운영(주 3일 수업)

방문 지역
서울 / 인천 / 경기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지역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트럭 진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단체 전국의 초등학교와 분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신청 방법 전화 1688-9338 또는 홈페이지 www.juniorcampus.co.kr로 신청

서울 

 충북

강원도

경기도

충남 / 대전 대구 / 경북

경남 / 울산 / 부산

전북

강원권역
4월, 8월, 12월

충청권역
2월, 6월, 10월

경상권역
3월, 7월, 11월

전라권역
1월, 5월, 9월

2019년 방문 지역 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신청 안내

광주 / 전남

 BMW 코리아 미래재단
RESPONSIBLE LEAdER FOR FUTURE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으

로써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친환경 리더십, 글로벌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4층 04631

www.bmwkoreafuturefund.co.kr
blog.naver.com/bmwfuture
E-mail. future@bmw.co.kr
Tel. (080) 269-2300

* 이 브로슈어는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으로 제조된 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주니어 캠퍼스 | 초등학생 대상 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 |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진로 멘토링

·NEXT GREEN |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및 초등교사 연수

·희망나눔학교 | 방학 중 저소득가정 어린이 급식 및 교육 지원사업 후원

·임직원 봉사 | 강남드림빌(구. 강남보육원) 환경정비 및 아동발달지원

·주니어 캠퍼스 | 초등학생 대상 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 |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진로 멘토링

·NEXT GREEN |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및 초등교사 연수

·희망나눔학교 | 방학 중 저소득가정 어린이 급식 및 교육 지원사업 후원

 2020년 방문 지역 일정

 3월, 7월, 10월

 1월, 5월, 11월

 2월, 6월, 9월

MOBILE JUNIOR CAMPUS
보고, 듣고, 만지며 어린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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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어린이가 한 조를 이루어 11.5톤 개조 트럭에 설치된 총 6가지 체험시설물을 

경험하며 자동차에 숨어 있는 다양한 기초과학 원리를 탐색하고 학습합니다.

6가지 체험시설물

➊ 자동차의 안전정치

➋ 동력 전달 장치의 에너지 전환

➌ 제동장치와 마찰력 원리

➍ 노면진동 완화 장치의 원리

➎ 무게중심에 따른 자동차의 안정성

➏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➊ 장소와 환경  

5가지 장소 탐색을 통한 환경 문제 인식

➋  친환경 에너지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해

➌ 자동차 만들기  

환경과 에너지 등을 고려하여, 

우리 조만의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체험시설물을 통한 실험과 실습

도입 및 주제 제기

40min.

10min.

3명의 어린이가 한 조를 이루어 환경의 중요성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 보며, 친환경 마인드와 협동심, 리더십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LABORATORy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실험실

WORkShOP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워크숍 

INTROdUCTION
주니어 캠퍼스 소개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환경 문제 및 친환경 에너지 이해

10min.

40min.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

수도권 외 지역의 초등학교, 
분교 및 아동복지시설 방문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

초등학생 대상
체험학습시설(개인, 단체)

JUNIOR 
CAMPUS
주니어 캠퍼스

주니어 캠퍼스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 대상의 체험학습시설인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와 11.5톤 트럭을 활용해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의 2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Q&A 묻고 답하기]

Q 교육 시 준비사항이 있나요? 별도의 준비물은 없습니다. 다만, 실험실 차량(11.5톤)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워크숍 교육 시에는 빈 교실 또는 과학실이 필요합니다.   

Q 참여 인원 및 최대 몇 일까지 교육신청 가능한가요?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효율성을 

위해 1일 40-60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대 3일까지 연속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일 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체험 소요시간은 실험실(Laboratory)과 워크숍(Workshop) 활동 각각 

50분씩 총 100분입니다. 단, 운영 횟수와 소요 시간은 상황에 맞게 조율 가능합니다.

STEAM
융합인재교육원리 적용

주니어 캠퍼스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을 융합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 Mathe 
matics) 교육에 기반한 자기 주도식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Q 참여 인원 및 최대 며칠까지 교육신청 가능한가요?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효율성을

친환경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