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기청정기 메이커 활동

▲ 리눅스
▲ 사물인터넷(IoT)
▲ 머신러닝
▲ 라즈베리파이

▲ 순서도
▲ 논리적사고력
▲ 블럭코딩
▲ 스크래치/mBlock

▲ C언어
▲ 스케치 IDE
▲ 메이커활동
▲ 아두이노

▲ 반응하는 인형 메이커 활동

www.diymaker.net/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작품을 
응용하여 아두이노와 센서를 결합하여 

제작한 “반응하는 인형” 

13837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4길 17, 101호(문원동)
101ho, 17, Gongwonmaeul 4-gil, Gwacheon-si, 

Gyeonggi-do , Korea P.No 13837

연락처: 010-2334-3005  
email: kimbongzo@gmail.com

상상을 현실로...
즐거운 메이커 활동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About us

소프트웨어 교육 
블럭코딩(스크래치, mBlock),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C, C#, 안드로이드 앱, 드론, 3D프린터, SW 체험 전시

개발 플랫폼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리눅스, ARM, 드론, 인공지능, 
카메라영상처리, 임베디드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제품개발

메이커 프로젝트 
스마트농장, 스마트그린하우스, 반응하는 인형, 공기청정기, 
RC Car, 웨더스테이션, 진공관 앰프

신중년 메이커 활동 교육

▲ 소프트웨어 교육 ▲ 소프트박스 아두이노 실습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메이커 프로젝트

▲ 진공관 앰프 ▲ 하드웨어 조립작업

신중년 SW 메이커 활동 프로그램-진공관앰프 제작



메이커 활동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블록코딩/메이커 활동 선택)

ㆍ스크래치와 mBlcok으로 

   하드웨어 다루기

ㆍ소프트웨어 입문으로 최적의 

   교육환경

ㆍ블럭코딩으로 메이커 활동 진행

ㆍ피지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교육

ㆍ아두이노 스케치 기반

ㆍ7종의 센서입력부/제어통신부/5종의 

   구동출력부 구성

ㆍ스크래치, mBlock 실습 가능

ㆍ직관적인 SW 활용능력 향상

ㆍ라즈베리파이 기반의 수준높은 SW 교육

ㆍ파이선 프로그래밍 교육

ㆍ리눅스 기반 SW 교육

ㆍ카메라 응용 SW 프로그래밍 교육

ㆍ다양한 GPIO 프로그래밍

ㆍ캡스톤설계/메이커활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ㆍ아두이노메가 확장 쉴드

ㆍ17종의 입력부와 구동부 연결

ㆍ캐릭터 LCD, OLED 동시 연결

ㆍ직관적인 핀 번호 설계

ㆍ어떤 센서모듈과 연결 가능

ㆍ상상과 창의성을 현실로! 

사물인터넷(IoT)/파이선 교육과정(라즈베리파이 기반)

교육시간 주제 상세내용

3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소프트웨어와 생활, 정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3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분야

6 순서도와 랩터
순서도 그리기, 랩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랩터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연습 

3 변수 배우기 - 온습도센서 변수, 배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3 연산자 배우기 - 초음파센서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 비트, 증감 연산자

3
제어구조 배우기 

- 조도센서, RGB LED
조건, 판단, 점프 구조 순차, 선택, 반복 제어문

3 함수 배우기 - 캐릭터 LCD 함수의 기능, 함수 사용법, 라이브러리, API

6 소프트박스 센서입력부 실습
온습도센서, 조도센서, 충돌센서

소리센서, 진동센서, 초음파센서, 조이스틱

6 소프트박스 구동출력부 실습
스피커, RGB LED, 스텝모터, 캐릭터 LCD, OLED 한글 출력

스마트 폰으로앱을 구동하여 블루투스 연동 제어하기

9
메이커프로젝트 

- 반응하는 인형메이커 활동  

반응하는 인형 입출력부 설계 

반응하는 인형 융합소프트웨어 실습

반응하는 인형 제작

교육시간 교육과제 상세내용

3H IoT개념

IoT란 무엇인가

IoT 제품 사례와 기술 동향

미래의 IoT

6H IoT 기반기술
IoT 기반기술 개요

IoT 기반기술 - H/W와 SW

6H

IoT 라즈베리 실습
라즈베리란 ?

라즈베리 GPIO 제어

IoT센서 정보 수집 실습
센서의 이해 - 센서 8종 

센서 실습 - C, Python

6H

IoT액츄에이터 개념

액츄에이터 이해 

액츄에이터 실습 - 7종

액츄에이터 개발하기

IoT 액츄에이터 제어
액츄에이터 브라우저에서 제어

액츄에이터 앱으로 제어

6H IoT 서버 구축

웹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

웹 프로그램 실습 - Python

데이터베이스 실습과 웹에서 제어

6H IoT 카메라 연동
라즈베리 카메라 모듈 이해 

카메라 제어 프로그램 - C, Java

6H IoT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스마트폰앱의 이해 – 개발환경

스마트 폰 센서데이터 수집

스마트폰액츄에이터 제어

6H
IoT 스마트 
농장관리시스템 실습

Firmware/웹 프로그래밍/앱 프로그래밍

반응하는 인형만들기

메이커 활동 프로그램(확장보드)

피지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IoT(사물인터넷) 설계 실습 프로그램(스마트농장)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스마트 농장

다양한 
메이커 활동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코드 시인-Code Poet-이라고 

부르는 우아하고 지적인 스타일의 

프로그래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Block 코딩 교육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