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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성

✓ (메타버스) 메타버스 VR/AR 콘텐츠 만들기 체험 교육 : 2차시

✓ (AI) 인공지능 딥러닝 키트 실습 및 기술 체험 교육 : 2차시

✓ (드론) 항공우주/드론 조종 체험교육 및 원리 학습 교육 : 1차시

✓ (3D프린팅) 3D 프린팅 모델링 설계 체험교육 및 출력 실습 : 3차시

✓ (아두이노) 아두이노 IoT 장치 만들기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실습 : 2차시

✓ (진로특강) SW/AI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진로특강 : 2차시

헬로앱스/이피엘코딩 진로체험 프로그램



4차산업 기술

체험 프로그램 소개



메타버스 및 4차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드론 조종 및
제어 실습

AI 코딩
아두이노 자율주행

(IoT 및 피지컬컴퓨팅)

AI 기술 체험용
코딩 SW

초보자용 드론 및
시뮬레이션 코딩

(학생 1인당
개별 대여)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 컴퓨팅

3D 프링팅
(1인 1대 프린터 사용)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3D프린팅

(학생 1인당
개별 대여)

메타버스
(VR/AR 코딩)

VR 및 AR
(메타버스 코딩)



헬로앱스 제품 활용기관



헬로앱스 제품 활용기관

국내 500여 교육기관에서 제품 사용중



VR/AR 메타버스

코딩 프로그램



VR/AR 메타버스 코딩 체험

초보자가 간단한 코딩으로 VR / A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SW

• VR 코딩 / AR 코딩 / 드론 코딩 / 3D프린팅 / 조형예술 코딩

• 블록코딩 / 스크립트 코딩 / C언어 코딩 가능

PC / 스마트폰 / 태블릿 / VR AR 디바이스



VR/AR 메타버스 코딩 체험



VR/AR 메타버스 코딩 체험

게임 / 알고리즘 훈련 / 로직개발 / 드론 / 과학 / 예술

• 초등 저학년 부터 사용 가능 (단계별 난이도 조절 가능)



VR/AR 메타버스 코딩 체험

VR 코딩 SW를 활용한 드론 시뮬레이션 코딩



VR/AR 메타버스 코딩 체험

VR 코딩 SW를 활용한 3D 프린팅 및 건축/조형물 코딩



VR/AR 메타버스 코딩 체험

VR 코딩 SW를 활용한 AR 코딩



AI 코딩 체험 활동



AI 코딩 체험 활동

재료비 구성:

• AI 딥러닝 키트

• 패턴인식 실습 키트

• AI 코딩 SW



AI 코딩 체험 활동

• 초보자용 블록코딩기반의 AI 기술 체험용 SW

• 머신러닝, 신경망, 얼굴인식, 이미지 인식 등의 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체험 가능

• 코딩교육과 AI 교육 동시 진행 가능



AI 코딩 체험 활동



드론 조종 및

항공우주 프로그램



드론 조종 및 기술 체험 프로그램

• 드론 조종 체험하기 (1인 1대 실습) • 드론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미션 구현하기



항공 우주 기술 체험 키트

• 드론 원리 이해용 제작 키트 • 비행 원리 이해용 제작 키트• 드론 시뮬레이션

드론을 대여하지 않고 1인당 항공우주 체험 교육을 실시할 경우의 교구재



드론 조종 및 기술 체험 프로그램

• 보급형 실습 재료

• 조종 체험형 실습 재료



3D프린팅

모델링 및 출력 체험활동



3D 프린팅 및 모델링 출력 체험 활동

• 3D 프린팅 출력하기 (1인 1대 실습) •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 모델링 및 출력하기



3D 프린팅 및 모델링 출력 체험 활동



아두이노 피지컬컴퓨팅

자율주행 프로그램



아두이노 IoT/자율주행 프로그램

• 스마트 무드등 만들기

• 어두워지면 저절로 켜지는 장치 만들기

• 멜로디 연주 장치 만들기

• 보안 감지 장치 만들기

• 컬러 무지개 예술 작품 만들기

• 자율 주행 로봇 제어하기



아두이노 IoT/자율주행 프로그램



진로특강 프로그램



진로특강 강사 - 김영준

Consulting Service

IT 전략 컨설턴트

Robotics Group

수석 연구원
eBay Korea
웹개발팀장

(현재: 헬로앱스 대표이사, 전)목원대학교 지능로봇공학과 겸임교수, 인공지능 전공)

SW/AI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진로특강 : 2차시

메타버스 AI 양자
컴퓨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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