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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코딩(Coding)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요. 무

슨 일이라도 빠른 시간에 완벽하게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몰입하는 시

간을 오래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쉽습니다. 인

터넷에 산적한 많은 리소스와 툴을 가지고 배우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

딩 방법이나 지식 한 가지를 배우고 나서 바로 활용하거나 연관된 지식을 찾아보

는 방법이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벼락치기가 아닌 매일 꾸준히 멈추지 말고 연

습하는 일입니다. 

  메이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은 위에 말한 세 가지를 충분히 활용한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를 활용하는 코드를 짜면서 즉시 확인합니

다. 조금씩 고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코딩의 방법이나 절차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약 15종의 서로 다른 방식의 코딩 연습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 활동 과정은 학습한 코딩교육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이 어떻게 활용되고,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에 대한 확실한 

경로를 보여주므로 스스로 자신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메이커(Maker)란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

람과 함께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든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이커 운동은 활동가들(혹은 창작자, 혁신가, 학습자)이 자신

과 주변의 필요(needs)와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하고, 보다 나은 가치로 발전시켜가

는 과정을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공동의 혁신 활동 문화를 말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일은 사실 장기간 따분하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특히 코드

(Code)가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은 금방 되는 일은 아닙니다.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키트와 잘 정의된 과정으로 쉽고 즐겁게 배우십시오. 메이커 활

동을 통해 학습한 코딩에 대한 자신감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든 분야에 활용

하십시오. 어느덧 당신은 메이커로 성장하여, 일상에 코딩을 적용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코딩은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메이

커 활동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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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 목적: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인 아두이노(ARDUINO) 보드는 메이커와 소프

트웨어를 실습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과 일반인이 처음으로 즐겁고,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도구를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소프

트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다양한 센서를 통해 인식하여, 데이터를 

확인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센서와 구동부 제어를 하다보면 어느새 소프트웨

어의 주요 기능과 원리를 쉽고 빠르게 배웁니다.

▢ 피지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학습 키트

Arduino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은 주입식 코딩을 가르치는 교재에서 벗어나, 생

각하고 만지고 놀면서 창의 설계를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논리력 및 창의력 

향상을 도와주는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일상 생활에 접목하여 설계 개념을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며, 순서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창의설계 개념을 익히

고 자신감을 가진 후에, 스케치(Sketch)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리력과 창의력 향

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16시간 과정

차시 수업주제 상세내용 구분

1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소프트웨어와 생활
정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2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분야

3 순서도와 랩터
순서도 그리기
랩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랩터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연습

4 변수 배우기 변수,� 배열의 의미
다양한 자료구조
랩터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연습

5 연산자 배우기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
비트,� 증감 연산자

6 제어구조 배우기
조건,� 판단,� 점프 구조
순차,� 선택,� 반복 제어문

7 함수 배우기 함수의 기능
함수 사용법 � 라이브러리,�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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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

피지컬 소프트웨어 교육시스템은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

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도 쉽게 따라 하면서 코딩을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메가, 블루투스, 7종의 센서와 5종의 액츄에이터로 이루어진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 견적과 제품 사양 문의: kimbongzo@gmail.com, Phone: 010-23343005

8 센서입력부 소프트웨어1 온습도센서,� 조도센서,� 충돌센서

9 센서입력부 소프트웨어2 소리센서,� 진동센서,� 초음파센서,�
조이스틱

10 구동출력부 소프트웨어 스피커,� RGB� LED,� 스텝모터
캐릭터 LCD,� OLED� 한글 출력

11 제어통신부 소프트웨어 스마트 폰 센서와 앱
블루투스 연동하여 제어하기

12 메이커프로젝트 � 스마트 화분제
작

스마트 화분 알아보기
스마트 화분 시나리오 구성
입력부,� 출력부 프로그램

메이커활
동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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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하는 인형

▢ 목적: 사람과 반응하는 많은 로봇들이 있다. 사용자의 기분과 주변 상황에 반

응하는 로봇들은 친근감이 있지만 재료와 동물 모양의 인형은 단순하고 쉽게 싫증

나기도 한다. 로봇기능과 따뜻한 인형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기분을 표시하고, 주변 

상황을 이해하여 반응하는 인형을 메이커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만들어 본다.

▢ 교육과정: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과정

재료: 나무, 아크릴, 천, 솜

전자부품: 배터리, 소리센서, 스피커, 인체감지센서, RGB LED, OLED

소프트웨어:

 - 센서를 사용해 주변을 인식하여 주변기기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입력

 -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전등을 켜는 소프트웨어 입력

 - 원하는 기능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직접 프로그래밍

차시 주제 세부 내용

1 코딩의 개념과 순서도 게임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순서도

순서도로 그려보는 소프트웨어 설계

랩터(Raptor) 프로그램 소개(게임 코딩)

2 하드웨어 제어 코딩 기초 실

습

아두이노 보드 소개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소개

하드웨어 제어 기초 코딩 (센서와 액츄에

이터 제어)
3 여러 가지 센서와 액츄에이

터 다루기

7 종의 센서에서 입력 데이터 얻기

5종의 액츄에이터 제어하기

블루투스 통신 이해하기

4 반응하는 인형 설계 반응하는 인형 센서 다루기

인형의 반응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반응하는 인형 모터와 움직임 제어하기

5 반응하는 인형 코딩 인형의 센서 다루기

인형의 움직임 반응 프로그래밍 하기
6 반응하는 인형 제작 반응하는 인형 디자인 실습 

- 인형을 디자인 하고 만들어 보기

- 인형을 꾸미고 프로그래밍 하기

- 인형 반응을 살펴보고 수정하기

- 인형을 제작하여 실내 전시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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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과정 한눈에 보기

완성한 반응하는 인형(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 작품)

▢ 소요 예산(학생 수, 기능, 적용방법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구분 비목 금 액(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7,600 10명 교육 기준

반 응 하
는 인형 
메 이 커
활동

피지컬
아두이노교

육키트

구매 4,500
렌탈 4,000

● 아두이노 기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피지컬 아두이노 실습보드
  구매: 450,000원 ×10set = 4,500,000원
  렌트: 100,000×10set×4회 = 4,000,000원
 * 키트 구매후 반복 교육 가능 

강사료 1,800
●코딩교육과 메이커 활동
   12시간 = 1,200,000원
● 보조강사: 12시간 = 600,000원

재료비 1,000

●반응하는 인형 재료비 
- 아두이노 메가보드: 10,000 
- 센서보드: 30,000원
- 5종 센서 : 30,000원
- OLED, RGB, 부저: 10,000원
- 인형, 솜 등 : 20,000원
계 : 100,000원×10명 = 1,000,000원

경연대회 300 - 재료비 30,000원×10명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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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 목적: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공기중

의 아주 작은 입자로 우리 인체 깊은 곳까지 침투해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학생

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미세먼지에 대해 배우면서 공

기청정기를 직접 제작하는 메이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교육과정: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과정

전자부품: 팬, 미세먼지 센서, 필터, OLED

소프트웨어:

 - 미세먼지와 온 습도를 표시하고 

 - 팬을 가동하여 미세먼지 제거 기능

차시 주제 세부 내용

1 코딩의 개념과 순서도 게임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순서도

순서도로 그려보는 소프트웨어 설계

랩터(Raptor) 프로그램 소개(게임 코딩)

2 하드웨어 제어 코딩 기초 실

습

아두이노 보드 소개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소개

하드웨어 제어 기초 코딩 (센서와 액츄에

이터 제어)
3 여러 가지 센서와 액츄에이

터 다루기

7 종의 센서에서 입력 데이터 얻기

5종의 액츄에이터 제어하기

블루투스 통신 이해하기

4 공기청정기 설계 공기청정기 센서 다루기

인형의 반응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공기청정기 모터와 움직임 제어하기

5 공기청정기 코딩 인형의 센서 다루기

인형의 움직임 반응 프로그래밍 하기
6 공기청정기 제작 공기청정기 조립 

- 프로그램 업로드

- 기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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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과정 한눈에 보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구성

▢ 소요 예산(학생 수, 기능, 적용방법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구분 비목 금 액(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8,100 10명 교육 기준

공 기 청
정기 메
이 커 활
동

피지컬
아두이노교

육키트

구매 4,500
렌탈 4,000

● 아두이노 기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구매: 450,000원 ×10set = 4,500,000원
  렌트: 100,000×10set×4회 = 4,000,000원
 * 키트 구매후 반복 교육 가능 

강사료 1,800
●코딩교육과 메이커 활동
   12시간 = 1,200,000원
● 보조강사: 12시간 = 600,000원

재료비 1,500

●공기청정기 재료비 
- 아두이노 메가(10,000) 
- 센서보드(50,000원)
- 샤오미 공기질 센서(30,000원)
- 조도, 온습도 센서(10,000원)
- 팬(20,000원)
- 케이스 제작(30,000원)
계 : 150,000원×10명=1,500,000원

경연대회 300 - 재료비 30,000원×10명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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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공기질 모니터

▢ 목적: 미세먼지 공기질 모니터는 학습한 코딩교육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활동으로 제작된다. 구성품 테스트 소프트웨어

로 검사를 하고 순서대로 조립하여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다. 

구성품 기능설명

아두이노 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센서부 제어부 구동출력부를 제어

센서보드 다양한 센서를 연결하는 입출력 보드

미세먼지센서 미세먼지센서로 PM1.0, PM2.5, PM10 까지 측정가능

캐릭터 LCD 온도, 습도, 미세먼지 질 등 다양한 정보 표시

▢ 교육과정: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과정

전자부품: 아두이노 보드, 미세먼지 센서, OLED

소프트웨어:

 - 미세먼지 센서 값 표시

 - 온 습도를 표시

차시 주제 세부 내용

1 코딩의 개념과 순서도 게임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순서도

순서도로 그려보는 소프트웨어 설계

랩터(Raptor) 프로그램 소개(게임 코딩)

2 하드웨어 제어 코딩 기초 실

습

아두이노 보드 소개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소개

하드웨어 제어 기초 코딩 (센서와 액츄에

이터 제어)
3 여러 가지 센서와 액츄에이

터 다루기

7 종의 센서에서 입력 데이터 얻기

5종의 액츄에이터 제어하기

블루투스 통신 이해하기

4 미세먼지 공기질 모니터 

코딩

인형의 센서 다루기

인형의 움직임 반응 프로그래밍 하기
5 미세먼지 공기질 모니터 

제작

공기청정기 조립 

- 프로그램 업로드

- 기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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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과정 한 눈에 보기

▢ 소요 예산(학생 수, 기능, 적용방법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교육과정

구분 비목 금 액(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7,500 10명 교육 기준

공 기 질 
모 니 터
메 이 커
활동

피지컬
아두이노교

육키트

구매 4,500
렌탈 4,000

● 아두이노 기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구매: 450,000원 ×10set = 4,500,000원
  렌트: 100,000×10set×4회 = 4,000,000원
 * 키트 구매후 반복 교육 가능 

강사료 1,800
●코딩교육과 메이커 활동
   12시간 = 1,200,000원
● 보조강사: 12시간 = 600,000원

재료비 900

●공기질모니터 재료비 
- 아두이노 메가(10,000) 
- 센서보드(50,000원)
- 샤오미 공기질 센서(30,000원
계 : 90,000원×10명=900,000원

경연대회 300 - 재료비 30,000원×10명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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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곤충키트

▢ 목적: IoT 기술 기반으로 만든 곤충키트를 이용하여 곤충을 쉽게 키울 수 있

도록 하며, 곤충의 한 살이 시기에 따라 ‘성충,’ ‘애벌레’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관

찰하는 곤충 전용키트임.  

구성품 기능설명

아두이노 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센서부 제어부 구동출력부를 제어

센서보드 다양한 센서를 연결하는 입출력 보드

센서와 구동부 곤충키트 내부 환경을 모니터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함

캐릭터 LCD 온도, 습도 등 다양한 환경 정보 표시

▢ 교육과정: 4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과정

전자부품: 아두이노 보드, 미세먼지 센서, OLED

소프트웨어:

 - 미세먼지 센서 값 표시

 - 온 습도를 표시

차시 주제 세부 내용

1 코딩의 개념과 순서도 게임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순서도

순서도로 그려보는 소프트웨어 설계

랩터(Raptor) 프로그램 소개(게임 코딩)

2 하드웨어 제어 코딩 기초 실

습

아두이노 보드 소개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소개

하드웨어 제어 기초 코딩 (센서와 액츄에

이터 제어)
3 여러 가지 센서와 액츄에이

터 다루기

7 종의 센서에서 입력 데이터 얻기

5종의 액츄에이터 제어하기

블루투스 통신 이해하기

4
곤충키트 설계, 부분 테스트

곤충키트 설계

구성품 프로그래밍 테스트
5

곤충키트 제작
곤충키트 조립

곤충키트와 스마트 폰 연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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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과정 한 눈에 보기

▢ 소요 예산(학생 수, 기능, 적용방법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교육과정

구분 비목 금 액(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7,500 10명 교육 기준

공 기 질 
모 니 터
메 이 커
활동

피지컬
아두이노교

육키트

구매 4,500
렌탈 4,000

● 아두이노 기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구매: 450,000원 ×10set = 4,500,000원
  렌트: 100,000×10set×4회 = 4,000,000원
 * 키트 구매후 반복 교육 가능 

강사료 1,800
●코딩교육과 메이커 활동
   12시간 = 1,200,000원
●보조강사: 12시간 = 600,000원

재료비 700

●스마트 곤충키트 제작 
- 아두이노 메가 10,000
- 센서, 불루투스, 아두이노나노 50,000원
- 케이스 10,000원
계 : 70,000원×10명=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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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스마트농장, 스마트화분 등)

▢ 목적: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그린하우스, 축사, 농업 부문에 정보통신기술

(ICT)을 접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자동화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

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농업 형태임.(라즈베리파이 기반)  

▢ 교육과정: 16시간 과정

전자부품: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보드, 환경 센서, 워터펌프, 팬 등

소프트웨어:

 - 스마트팜 관리 안드로이드 앱

 - 스마트팜 제어 프로그램

▢ 제작과정 한 눈에 보기

차시 주제 세부 내용

1 코딩의 개념과 순서도 게임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순서도

순서도로 그려보는 소프트웨어 설계

랩터(Raptor) 프로그램 소개(게임 코딩)

2 하드웨어 제어 코딩 기초 실

습

아두이노 보드 소개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소개

하드웨어 제어 기초 코딩 (센서와 액츄에

이터 제어)
3 여러 가지 센서와 액츄에이

터 다루기

7 종의 센서에서 입력 데이터 얻기

5종의 액츄에이터 제어하기

블루투스 통신 이해하기

4
스마트팜 개념, 설계

스마트팜 개념이해

스마트팜 구성품 코딩과 테스트
5

스마트팜 제작
스마트팜 조립

스마트팜 – 스마트폰 연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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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학생 수, 기능, 적용방법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교육과정

구분 비목 금 액(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7,500 10명 교육 기준

공 기 질 
모 니 터
메 이 커
활동

피지컬
아두이노교

육키트

구매 4,500
렌탈 4,000

● 아두이노 기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구매: 450,000원 ×10set = 4,500,000원
  렌트: 100,000×10set×4회 = 4,000,000원
 * 키트 구매후 반복 교육 가능 

강사료 1,800
●코딩교육과 메이커 활동
   12시간 = 1,200,000원
●보조강사: 12시간 = 600,000원

재료비 700

●스마트 곤충키트 제작 
- 아두이노 메가 10,000
- 센서, 불루투스, 아두이노나노 50,000원
- 케이스 10,000원
계 : 70,000원×10명=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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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 목적: 미세먼지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

로 표시해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제작한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학교, 실내, 건물 

밖 등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비교적 기능 

구현은 간단하지만, 외관 디자인과 모양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

▢ 교육과정: 16시간 과정

전자부품: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보드, 환경 센서, 워터펌프, 팬 등

소프트웨어:

 - 스마트팜 관리 안드로이드 앱

 - 스마트팜 제어 프로그램

▢ 제작과정 한 눈에 보기

차시 주제 세부 내용

1

코딩의 개념과 순서도 게임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순서도

순서도로 그려보는 소프트웨어 설계

랩터(Raptor) 프로그램 소개(게임 코딩)

2

하드웨어 제어 코딩 기초 실

습

아두이노 보드 소개

스케치(Sketch) 프로그램 소개

하드웨어 제어 기초 코딩 (센서와 액츄에

이터 제어)

3

여러 가지 센서와 액츄에이

터 다루기

7 종의 센서에서 입력 데이터 얻기

5종의 액츄에이터 제어하기

블루투스 통신 이해하기

4 미세먼지 신호등 설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장소 결정하기

미세먼지 신호등 제작하기

5 미세먼지 신호등 테스트
향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신호등이 제대로 

동작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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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학생 수, 기능, 적용방법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교육과정

구분 비목 금 액(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7,000 10명 교육 기준

공 기 질 
모 니 터
메 이 커
활동

피지컬
아두이노교

육키트

구매 4,500
렌탈 4,000

● 아두이노 기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구매: 450,000원 ×10set = 4,500,000원
  렌트: 100,000×10set×4회 = 4,000,000원
 * 키트 구매후 반복 교육 가능 

강사료 1,800
●코딩교육과 메이커 활동
   12시간 = 1,200,000원
●보조강사: 12시간 = 600,000원

재료비 700

●미세먼지 신호등 재료비 
- 아두이노 메가 10,000
- 미세먼지 센서 30,000원
- 케이블 작업: 10,000
- 외관 디자인 20,000원
계 : 70,000원×10명=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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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IoT 프로그래밍

▢ 개요와 목적: IoT 의 개념에 대해 발전과정, 현재 적용 사례, 미래의 IoT를 사

업의 측면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IoT를 구현하는 3대 기반 기술은 센싱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통신기술,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미래 산업을 지배하는 분야는 사물인터넷, 스마

트 카, 인공지능 분야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본 사물인터넷 임베디

드 실습과정은 사물인터넷 제품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배우게 된다.사물인

터넷 제품의 기획, 설계, 개발, 소프트웨어 구현, 웹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에 

이르는 과정을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를 사용해

서 구현하는 방법을 실습하며, 또한 LoRa 통신 실습을 LoRa보드와 게이트웨이 

등을 실습한다.

▢ 교육과정: 16시간 과정

주제 상세내용 시간

Why� learn� Raspberry� Pi?

-� 라즈베리파이� 소개

-� 하드웨어� 분석,� 사용방법

-� 운영체제� 환경� 설정하기

-� 콘솔,� WIFI,� 이더넷� 기반� SSH� 접속환경� 설정

- 공유기로� 설정한� Raspberry� Pi

3

Element� of� Raspberry� Pi

-� Raspberry� Pi� Dev� Environment

-� Putty(SSH)� 접속

-� 리눅스� 기본� 실습

-� Raspberry� Pi� GPIO� � WiringPi

3

GPIO� Control� program�

with� Python� &� C

-� 하드웨어� 기초� 개념� 및� 확장포트� 이해

-� 파이썬을� 이용한� 하드웨어� 제어� 실습

-� 8종의� 센서,� 7종의� 액츄에이터� 실습

- GPIO� 제어:� Python,� C� 언어

3

GPIO� Control� program�

with� Python� &� C

-� 센서데이터� Database� 연동실습

- 웹에서� 센서데이터� 수집,� 액츄에이터� 제어

-� 사물인터넷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 웹서버를� 이용한� 하드웨어� 제어방법� 및� 구현

3

Application� - Raspberry� Pi� IO� Board� Desig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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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베리파이 기반 IoT 교육 시스템

IoT(사물인터넷) 설계 실습 시스템은 Gateway(Raspberry Pi)와 카메라, 8종의 입

력 센서, 4종의 출력 액츄에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종의 IoT 제품 설계/실습

과제를 통합 시스템에서 직접 구현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설계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인터넷이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바로 적용하여 프로토타입 제품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입

니다.

IoT(사물인터넷) 설계 실습 시스템 구성품

▢ 견적과 제품 사양 문의: kimbongzo@gmail.com, 010-23343005

Smart� Farm� 구현
- Raspberry� Pi� IoT� programming

- 안드로이드� 스마트� 농장� 앱�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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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웨더스테이션(IoT Local Weather Station)

▢ 목적: 사용자 거주 지역의 일정 장소에 설치하여 온도, 습도, 공기질, 풍향, 풍

속등을 측정하여 클라우드에 전송하는 IoT 웨더스테이션을 제작함. 라즈베리파이 

기반으로 기후측정센서를 사용하여 기상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하는 일은 기후변

화, 환경보호, 농업발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IoT 장비로 저장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로 환경, 농업, 식물 생장 등에 유용한 데

이터로 가치가 있음.

▢ 교육 과정

▢ 제작과정 한 눈에 보기

주제 상세내용 시간

Why� learn� Raspberry� Pi?

-� 라즈베리파이� 소개

-� 하드웨어� 분석,� 사용방법

-� 운영체제� 환경� 설정하기

-� 콘솔,� WIFI,� 이더넷� 기반� SSH� 접속환경� 설정

- 공유기로� 설정한� Raspberry� Pi

3

Element� of� Raspberry� Pi

-� Raspberry� Pi� Dev� Environment

-� Putty(SSH)� 접속

-� 리눅스� 기본� 실습

-� Raspberry� Pi� GPIO� � WiringPi

3

GPIO� Control� program�

with� Python� &� C

-� 하드웨어� 기초� 개념� 및� 확장포트� 이해

-� 파이썬을� 이용한� 하드웨어� 제어� 실습

-� 온습도센서,� 풍향계� 등� 데이터� 수집� 실습

-� 캐릭터� LCD,� RGB� LED� 구동� 실습

- GPIO� 제어:� Python,� C� 언어

3

GPIO� Control� program�

with� Python� &� C

-� 센서데이터� Database� 연동실습

- 웹에서� 센서데이터� 수집,� 액츄에이터� 제어

-� 사물인터넷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 웹서버를� 이용한� 하드웨어� 제어방법� 및� 구현

3

Application�

웨더스테이션� 구현

- KT� IoT� 메이커스� 접속

- 웨더스테이션� 제작

- 라즈베리파이� IoT� 프로그래밍

- 웨더스테이션� 결과� 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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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라즈베리파이 기반 IoT 웨더 스테이션은 라즈베리파이, 센서, 구동부와 

케이스 제작비용으로 구성된다. 강사료는 별도이며 교육과 메이커 과정을 포함한

다. 

구분 비목 금 액(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7,000 10명 교육 기준

IoT 웨
더 스 테
이션 메
이커 활
동

피지컬
아 두 이 노 교
육키트

구매 4,500
렌탈 4,000

● 아두이노 기본 소프트웨어 교육키트
  구매: 450,000원 ×10set = 4,500,000원
  렌트: 100,000×10set×4회 = 4,000,000원
 * 키트 구매후 반복 교육 가능 

강사료 1,800
●코딩교육과 메이커 활동
   12시간 = 1,200,000원
●보조강사: 12시간 = 600,000원

재료비 700

●미세먼지 신호등 재료비 
- 아두이노 메가 10,000
- 미세먼지 센서 30,000원
- 케이블 작업: 10,000
- 외관 디자인 20,000원
계 : 70,000원×10명=700,000원

*메이커 활동 문의: kimbongzo@gmail.com  Phone: 010-233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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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관 앰프 제작

▢ 목적: 성인이 참여하는 메이커 문화 체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메이커 활동을 수행함.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에 필요한 진공관 Amp의 원리와 과정을 배우며 스스로 제

작함.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에 필요한 진공관 Amp에 대한 원리와 제작과정을 배우며, 

스스로 제작하는 메이커 활동을 통해 기술문화를 이해함

●일반인에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직접 만드는 메이커 운동에 참여하는 성인이 많아지고 프

로젝트 수행의 다양한 경험은 자동적으로 아이들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것임.

▢ 메이커 활동과정:

차시 추진개요 추진업무 내용

1 과정소개 오리엔테이션, 참가회원 인사, 과정 소개 

2 소프트웨어와 IT 기술 이해하기
4차 산업혁명, 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IT 

기술에 대한 개념 이해

3 오디오 시스템 이해 오디오/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 배우기

4 앰프란 무엇인가?
앰프회로에 대한 기판 배치 배우기

TR 앰프와 진공관 Amp 에 대한 기초 교육

5
납땜연습 기판 실습

앰프PCB 제작

납땜연습(홀 메우기, 배선, 기본회로 제작)

앰프PCB개인별 제작

6 앰프PCB(1채널), 전원부PCB제작
앰프PCB개인별 제작

전원부PCB 제작

7 케이스내 PCB배치 및 연결배선 앰프의 배치, 전원부 배치

8 케이스 제작 조립 각종 단자(RCA, 스피커터미널), 스위치 등

9 케이스 제작 조립
케이스 조립완료, 정상동작 확인

케이스 재료 - 스틸, 목공 고려사항

10 제품완성 케이스 조립완료, 정상동작 확인

11 제품완성, 성능평가 스피커를 연결하여 청음을 통한 성능평가

12 프로젝트 평가/전시일정

프로젝트 평가/ 전시일정 협의

외부 사업 참가 협의

교육자료 작성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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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관 앰프 한 눈에 보기: 진공관 앰프의 장점 : 진공관 앰프는 진공관에 따

라 독특한 음색을 가지므로 TR 앰프가 따라 올수 없는 개성을 가지고 있다. 진공

관앰프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피커의 소리가 포근하고 윤기 있는 음이 나온다.

2. 뉘앙스가 있고 음 전체를 감싸는듯한 분위기를 낸다 

3. 표정이 풍부하고 음색의 미묘한 변화가 잘 나타나는 음

4. 고움에서 저음까지 표현 대역폭이 넓어 자연스런 음감

5. 넓은 공간에서 뒤편까지 뻗어 나가는듯한 음감

6. 진공관의 출력관에 따라 독특한 음질을 낼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

7. 방안을 따뜻하게 준다.

진공관 앰프 완성사진 진공관 앰프 연결도

▢ 예산:

*메이커 활동 문의: kimbongzo@gmail.com  Phone: 010-233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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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세요! 회사 주소와 연락처

홈페이지 https://www.diymaker.net/ 

우편번호 13828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4길 17, 101호(문원동)

Email: kimbongzo@gmail.com

연락처: 010-2334-3005  

• 개발 플랫폼 :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리눅스, ARM, 드론, 인공지능, 카메라영상처

리, 임베디드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제품개발

• 메이커 프로젝트 : 스마트농장, 스마트그린하우스, 반응하는 인형, 공기청정기, RC 

Car, 웨더스테이션, 진공관 앰프

•소프트웨어 교육 : 블럭코딩(스크래치, mBlock),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C, C#, 안드

로이드 앱, 드론, 3D프린터, SW 체험 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