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특화교육

미래 산업
유망 직업 체험

교육 문의
(주)팔칠구삼
김대원 교육팀장 010-6229-6244

로보마스터

스카티고

인공지능

VR 콘텐츠

자율주행자동차

IOT

6족보행로봇

드론

관련 기관

*이 외 잡코리아좋은인재개발연구소, 보성군진로체험지원센터, 강진군 및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있습니다.

참여 기업
뜨리디 010-8620-0731

로보틱 아티스트 010-6270-6300

팔칠구삼 010-6229-6244

로보플레이스 062-452-0211(광주,전남)

지니소프트 061-930-7163

Time Box

코코넛 코딩

마이크로비트

VR 영상촬영

로보티즈스마트

3D 캐릭터

3D 모델링

메이커스코딩

010-8745-8470(전주, 전북)

IT융합교육개발 062-512-3307

IOT FATORY

프로그램 블록 미션 코딩
- 스카티고 미로대탐험(버전2)
스카티라는 캐릭터가 우주로 돌아갈 수 있게 우주선의 물품을

““ 재미있는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

블록코딩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사고와 컴퓨터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키울수 있으며 실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for문과 if문의 이해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팔칠구삼 소개
2015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을 선도하는 회사 (주)팔칠구삼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방식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인원과 교구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IOT 디자인 제작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Time Box

매년 다양한 교구와 방식을 주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300

IOT제품 및 App에 꼭 필요한 디자인을 디붐타임박스를

회, 전라남도 150회, 일반인 1000명이상 인원의 교육 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제작하고 디자인과 IOT제품의
상관관계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개의 타임박스를
모아 하나의 디자인을 제작하며 협동력을 익힐 수 있으며

AI 기술체험

창의적 사고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 로보마스터 S1
- 스마트폰 키패드
비전 마커를 활용해 신호등과 다른 장애물을 만들고
로보마스터 S1의 6개 인공지능 모듈을 통해 로봇제어와

라인트레이서

동작의 원리를 익히며 AI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오조봇
빛의 흡수와 반사를 통해 움직이는 라인트레이서 기능을 오조봇 미션으로 알아보고
색을 인식할수 있는 오조봇에 색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넣어 볼수 있습니다.

평화코딩
- 마이크로비트
영국방송사 BBC가 학생과 교사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수
있도록 설계한 마이크로컨트롤러이며 자바스크립트

““ 로봇과 코딩은 창조를 위한 도구다. ””

블록(JavaScript Blocks), 파이선(Python) 등 언어를
사용하여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로봇 플레이스 소개
로봇과 코딩의 균형 잡힌 교육에 인문학적인 생각과 미래과학 지식을 더하여 비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로봇플레이스는 전라지역 로봇&코딩 4차산업혁명 교육센터입니다.

창의 로봇 제작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각 센터를 운영하여 로봇과 코딩을 주축으로 4차산업혁명의 모든 교육을

- 로보티즈 스마트

주도합니다. 2019년 한해동안 전라도 지역 6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및 직업 진로 체험

로봇이 움직이는 원리를 약 100개의 부품을 통해 학습 할 수 있으며 로봇의 다양한 모습과 능력을

교육을 하였습니다.개발 교구 중 “ 코딩으로 열어가는 평화세상”이라는 교구는 EBS 소프프트웨어

학생이 직접 부여합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입력하여 SW와 HW의 상관관계를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3D펜 창작 교육 기본형
- 2D를 이용하여 3D만들기

““ 3D프린터와 뜨리디가 만나 이상과 꿈을 현실로 디자인 합니다. ””

( 교구 : 1. 도안 2. 3D펜, 필라멘트 )
2D평면 도안에 그려진 그림을 3D펜으로
따라 그리면서 3D펜의 원리, 사용법 및

뜨리디 소개

필라멘트 재료의 특성 및 제작하고자

뜨리디는 다양한 산업에 3D모델링과 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3D프린팅 기술을

하는 결과물의 평면도를 통해 구조를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캐릭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 교구 및 관광 상품 개발, 캡스톤 디자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등 다양한 메이커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한 자체 3D창의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뜨리디는 3D기술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의 상상과 실생활에 가깝게 새로운 영역이 될 수

3D펜 창작 교육 융합형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캐릭터 디자인 과정
( 교구 : 1. 동자키트 2. 3D펜, 필라멘트 )

콘텐츠 소개

3D펜을 이용하여 입체 모형 “동자키트(자사

뜨리디의 “동자 키트”는 디자인과 3D기술을 결합한 창작활동키트입니다.

자체개발)”의 모자, 머리, 의상, 신발 등을

“동자 키트”를 통한 창작활동은 글쓰기와 그리기의 표현 한계를 넘는 입체적, 구조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3D

세밀한 관찰, 설계 및 구조화, 외형의 표현 및 디자인의 과정을 거치는 복합적 사고를 통해 창의인재의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

3D모델링 및 프린팅 교육
( 교구 : 1. PC 2. 3D프린터, 필라멘트 )
컴퓨터를 활용하여 사면체, 육면체, 기둥,
구등 여러 도형을 조합하여 다양한 3D형태의
모형을 만들어 보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3D프린터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메이커스 코딩
- 스나이퍼
스나이퍼를 직접 제작하고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과녁을 맞히는 코딩을히 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IT융합교육개발원 소개
2015년 부터 4차산업관련 진로직업체험,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 교직원 직무연수, 직업훈련,

보완해볼 수 있다.

부스행사와 진로캠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어떠한 문제든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보유한 인재로 키우고자 노력합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
- 알티노
자율 주행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 볼
수 있다.

AI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IOT

- Artibo

- 스마트 하우스

- 6족 보행 로봇

- 딱킷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물인터넛에 대해 공부해보고 미래의

보행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6족 보행 로봇을

전자, 전기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알아보고 직접 코딩을 해볼 수 있다.

스마트 하우스를 직접 제작하고 제어해볼 수 있다.

만들어 밀어내기 경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드론 체험
- 드론파이터, 축구드론
드론의 정의와 원리 및 미래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드론을 운용하며 조종법을 배울 수 있다.

““ 예술-사람-로봇을 잇는 로보틱 아티스트 협동조합 ””

로보틱 아티스트 소개
로보틱아티스트 협동조합은 2016년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원사업을 통해 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아울렛, 백화점, 전통시장 등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는 고객유치와 홍보를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로봇 체험

부여하면서 로봇과 문화, 예술을 융합하는 것이 로보틱아티스트 협동조합의 목적이자 역할이다.

- J-robo , RQ-robo

“예술-사람-로봇”을 잇는 문화선도기업을 목표로 장르 간 통합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조립하여 구조 및 원리를 배울 수 있다.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의 예술 참여를 실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현재 이공계 청년 5명이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로보틱아티스트 협동조합은 2016년 개소한
로봇일자리창출센터에서 입주기업으로 시작하였다. 본 협동조합은 로봇 및 드론 체험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용 로봇 판매 서비스를 주 업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의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코딩
- 코코넛, 햄스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코딩의 이해와 활용법을 배우고 코딩 로봇에 직접 코드를 만들어 넣어 움직여보며
프로그램의 이해를 넓히고 컴퓨터적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강의

VR체험형 교육(축제 및 체험행사)
가상현실이 어떠한 기술인지 직접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교육

지니소프트 소개
지니소프트는 빠르게 발전하고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가상현실이라는 기술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VR이론과 VR체험교육(2시간)
VR/AR/MR 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카드보드를 직접 제작하여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는 교육

360VR 촬영 교육
360 촬영기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촬영 기법을 익히는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