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터버스/AI 및 4차산업 기술체험 교육 계획서

□ 추진목적

○ 4차혁명 시대에 핵심요소로 꼽히는 메타버스/AI/드론/항공우주/3D프린

팅/자율주행/양자컴퓨터 분야 등 총 6가지의 기술과 콘텐츠를 직접 만

들어 보거나 체험해 봄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

○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간 대면 기회 및 노작활동 부족을 해결하

기 위한 활동형 체험 교육 기획 제공

○ 4차산업 관련 진로 체험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일선 학교 

현장의 진로체험교육 수요 지원

□ 운영 개요

○ 사업 개요

- 교 육 명: 메타버스/AI 및 4차산업 기술체험 교육

○ 주요내용

- 대면 및 비대면 체험 교육 진행 (프로그램당 2차시 운영)

* 기술의 이해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초보자용 교육

*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운영방안

* (메타버스) 메타버스 VR/AR 콘텐츠 만들기 체험 교육

* (AI) 인공지능 딥러닝 키트 실습 및 기술 체험 교육

* (3D프린팅) 3D 프린팅 모델링 설계 체험교육 및 출력 실습

* (드론항공우주) 항공우주 키트 제작 및 비행원리 체험 교육

* (아두이노) 아두이노 시뮬레이터 활용 자율주행 자동차

* (양자컴퓨터)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양자컴퓨터 원리 및 코딩



□ 추진계획(안)

1. (메타버스) 메타버스 VR/AR 콘텐츠 만들기 체험 교육

○ 수업 내용 (2시간)

차시 설명 시간

1차시

[VR 메타버스 기술 이해하기]
  - 메타버스 소개

  - VR/AR/MR/XR 기술 소개

  - VR 안경 키트 만들기

  - PC용 입체 안경 활용하기

  - VR 콘텐츠 종류별 차이점 이해하기 및 체험하기

  - Side By Side 3D / 360 VR / VR / AR
[VR 메타버스 기본 콘텐츠 만들기]
  - 통통 튀는 공 만들기

45분

2차시

[드론 시뮬레이션 제어하기]
  - 드론 제어하기

[3D 창작하기]
  - 나만의 3D 모델링 만들기

  - 나만의 드론 만들기

[VR 슈팅 게임 만들기]
[AR 콘텐츠 만들기]
  - AR 동물/공룡 콘텐츠 만들기

[VR 롤러코스터 만들기]
[VR 태양계 만들기]

45분



○ 1인당 재료 항목

* 재료비: 10,000원 ~ 15,000원

* 노트북 대여비(선택): 10,000원/1일

○ 1인당 준비물

- 노트북, PC 또는 태블릿(안드로이드) 중 1가지

- 개인별 스마트폰 

○ SW 라이선스만 구매시

- 1일용, 10일용, 1개월용, 3개월용, 6개월용, 12개월용 선택

- 750원(1일용) ~ 15,000원(1년)

VR 안경 고급형 PC용 입체안경

VR 메타버스 코딩 SW



2. (AI) 인공지능 딥러닝 키트 실습 및 기술 체험 교육

○ 수업 내용 (2시간)

차시 설명 시간

1차시

[AI 진로 특강]
  -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해하기

  - AI를 위한 진학 및 진로 소개

[신경망 및 딥러닝 이해하기]
  - 딥러닝 텐서보드를 이용한 학습 체험하기

  - 신경망 학습 과정 이해하기

[딥러닝 이미지 인식 실습하기]
  - 물체 인식 학습하기

  - 마스크 착용 여부 인식하기

  - 졸음 운전 감지하기

  - 가위바위보 인식하기

45분

2차시

[머신러닝/패턴인식 이해하기]
  - 패턴인식 개발자 진로 이해하기

  - 패턴인식 기술 이해하기

[패턴인식 실습 키트 활용하기]
  - 특징값 계산하기

  - 패턴 모델 만들어 보기

[패턴인식기 만들어 보기]
  - 패턴인식기 실습하기

 

45분



○ 1인당 재료 항목

* 재료비: 10,000원 ~ 15,000원

* 노트북 대여비(선택): 10,000원/1일

○ 1인당 준비물

- 노트북, PC 또는 태블릿 중 1가지 (웹캠 사용 가능해야 함)

○ SW 라이선스만 구매시

- 1일용, 10일용, 1개월용, 3개월용, 6개월용, 12개월용 선택

- 750원(1일용) ~ 15,000원(1년)

딥러닝 신경망 실습 키트 패턴인식 실습 키트

AI 코딩 SW



3. (드론) 드론 및 항공우주 원리 학습 교육

○ 수업 내용 (1시간 ~ 2시간)

차시 설명 시간

1차시

[시뮬레이션 드론 이해하기]
  - VR 드론 환경 설정하기

  - VR 드론 추가하기 및 조종하기

[나만의 드론 만들기]
  - 나만의 드론 외형 만들기

  - 나만의 드론 조종하기

[작용 반작용 체험하기]
  - 헬리콥터 모터 시물레이션 하기

  - 드론 모터 시뮬레이션 하기

 

45분

2차시

[3D 가상 모터 활용하기]
  - 회전하는 장치 만들기

  - 물레방아 장치 만들기

[작용 반작용 실험하기]
  - 가상의 모터 연결하기

  - 작용 반작용 실험 장치 만들기

[3D 가상 헬리콥터 만들기]
  - 가상의 모터 연결하기

  - 3D 헬리콥터 만들기

[3D 우주선 발사 장치 만들기]
[추력과 양력 이해하기]

45분



○ 1인당 재료 항목

* 재료비: 10,000원 ~ 15,000원

* 노트북 대여비(선택): 10,000원/1일

○ 1인당 준비물

- 노트북, PC 또는 태블릿 중 1가지

○ SW 라이선스만 구매시

- 1일용, 10일용, 1개월용, 3개월용, 6개월용, 12개월용 선택

- 750원(1일용) ~ 15,000원(1년)

VR 메타버스 코딩

드론 비행 원리 실습 키트 항공기 비행 원리 실습 키트



4. (3D프린팅) 3D 프린팅 모델링 설계 체험교육 및 출력 실습

○ 수업 내용 (2시간 ~ 3시간)

차시 설명 시간

1차시

[3D 프린터 이해하기]
  - 3D 프린터 기술 및 출력과정 이해하기

[3D 프린터 레벨링 및 필라멘트 실습]
  - 3D 프린터 레벨링 실습

  - 필라멘트 입력 실습

[3D 모델링 실습]
  - 큐브 모델링 하기

  - STL 파일 생성하기

[3D 프린터 출력 실습]
  - 슬라이스 파일 생성 및 이동하기

  - 모델 파일 출력하기

45분

2차시

~
3차시

[나만의 반지 만들기]
  - 나만의 반지 만들기

  - 반지 출력하기

[나만의 도장 만들기]
  - 나만의 도장 만들기

  - 나의 도장 출력하기

[전화번호 안내판 및 컵 만들기]
  - 전화번호 안내판 모델링 하기

  - 컵 모델링 하기

 

45분
~

90분



○ 1인당 재료 항목

* 3D프린터 대여비: 35,000원/1일

* 노트북 대여비 (선택): 10,000원/1일

○ 1인당 준비물

- 노트북 또는 PC 중 1가지 

○ SW 라이선스만 구매시

- 1일용, 10일용, 1개월용, 3개월용, 6개월용, 12개월용 선택

- 750원(1일용) ~ 15,000원(1년)

3D 프린터 (1인당 1대 대여) 필라멘트 (1인당 지급)

3D 프린팅 코딩 SW



5. (아두이노) 아두이노 시뮬레이터 활용 자율주행 자동차

○ 수업 내용 (2시간)

차시 설명 시간

1차시

[아두이노 디지털 명령어]
  - LED 제어하기

  -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 신호등 만들기

[스마트 라이트 만들기]
  - 조도 센서로 밝기 측정하기

  - 어두워지면 저절로 켜지는 장치 만들기

[사운드 및 멜로디 생성하기]
  - 멜로디 생성하기

  - 경고음 만들기

  - 거리 센서로 연주하기

  - 침입 감지 장치 만들기

45분

2차시

[자율주행 로봇카 제어하기]
  - 모터 제어하기

  - 자율 주행 로봇 제어하기

[떨어지지 않는 로봇카]
  -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카 구현하기

 

45분



○ 1인당 재료 항목

○ SW 라이선스 구매

- 1일용, 10일용, 1개월용, 3개월용, 6개월용, 12개월용 선택

- 750원(1일용) ~ 15,000원(1년)

- 노트북 대여비 (선택): 10,000원/1일

○ 1인당 준비물

- 노트북 또는 PC 중 1가지

아두이노 블록 코딩 SW 아두이노 시물레이션 SW



6. (양자컴퓨터)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양자컴퓨터 원리 및 코딩

○ 수업 내용 (2시간)

차시 설명 시간

1차시

[양자컴퓨터 원리 이해하기]
[신과 주사위 놀이를 해볼까]
  - 양자중첩 만들기

  - 반복문으로 확률 계산하기

[양자 게이트]
  - 입력값 뒤바꾸기

[양자 얽힘]
  - 양자 얽힘 만들기

  - 윷가락을 양자코딩으로 구현하기

45분

2차시

[3D 명령어 실습]
  - 3D 환경 명령어 이해하기

  - 3D 명령어 제어하기

[슈뢰딩거의 고양이]
  - 개념 이해하기

  -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 구현하기

 

45분



○ 1인당 재료 항목

○ SW 라이선스 구매

- 1일용, 10일용, 1개월용, 3개월용, 6개월용, 12개월용 선택

- 750원(1일용) ~ 15,000원(1년)

- 노트북 대여비 (선택): 10,000원/1일     

○ 1인당 준비물

- 노트북 또는 PC 중 1가지

양자컴퓨터 블록 코딩 SW 양자컴퓨터 시물레이션 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