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화 수 목 금 토

강의장 일시 1 2 3 4 5 일시 6

1회차 초저] 처음 만나는 블록코딩 초저] 네모네모 큐비몬 초저] 처음 만나는 블록코딩 1회차

2회차 초저] 네모네모 큐비몬 초고]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과수원 초저] 출발! 코딩 달리기 2회차

3회차

1회차 1회차 초저] 처음 만나는 블록코딩

2회차 초고] Hello, 드론! SW 드론 교실 초고] 달려라! 제주 조랑말 초고] 요리조리 조립해요 핑퐁로봇 초고] 부릉부릉 레이싱대결 초고] 바람아! 할로코드를 밝혀줘! 2회차

3회차

1회차 1회차

2회차 초고] 바람아! 할로코드를 밝혀줘! 초저] 네모네모 큐비몬 초저] 말하는 감정 이모티콘 만들기 초고] 조이스틱 RC카 만들기! 초고] 3D로 상상을 그리다! 2회차

3회차

강의장 일시 8 9 10 11 12 일시 13

1회차 초저] 도깨비와 친구하기 초저] 출발! 코딩 달리기 초저] 말하는 감정 이모티콘 만들기 1회차 초고] 조이스틱 RC카 만들기!

2회차 초고] 달려라! 제주 조랑말 초고] 나만의 VR콘텐츠 만들기 초고] 요리조리 조립해요 핑퐁로봇 초고] 나만의 VR콘텐츠 만들기 초저] 도깨비와 친구하기 2회차 초저] 네모네모 큐비몬

3회차 초고] 부릉부릉 레이싱대결

1회차 1회차 초저] 출발! 코딩 달리기

2회차 초저] 말하는 감정 이모티콘 만들기 초고] 3D로 상상을 그리다! 초고] 나를 따라오는 햄스터봇 코딩하기! 초고]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과수원 초고] 3D로 상상을 그리다! 2회차

3회차

1회차 1회차

2회차 초저] 네모네모 큐비몬 초고] Hello, 드론! SW 드론 교실 초고] AI 음성인식 자동차! 초고] 요리조리 조립해요 핑퐁로봇 초고]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과수원 2회차

3회차

강의장 일시 15 16 17 18 19 일시 20

1회차 초저] 점프! 점프! 장애물달리기 초저] 점프! 점프! 장애물달리기 초저] 점프! 점프! 장애물달리기 1회차 초고] 조이스틱 RC카 만들기!

2회차 초저] 코딩으로 도레미 초고] 나만의 VR콘텐츠 만들기 초저] 출발! 코딩 달리기 초고] 나를 따라오는 햄스터봇 코딩하기! 초저] 말하는 감정 이모티콘 만들기 2회차

3회차

1회차 1회차 초저] 도깨비와 친구하기

2회차 초고] 요리조리 조립해요 핑퐁로봇 초고] 달려라! 제주 조랑말 초고] 바람아! 할로코드를 밝혀줘! 초고] 나만의 VR콘텐츠 만들기 초고]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과수원 2회차

3회차

1회차 1회차 초고] 제주도 형성과정 표현하기!

2회차 초고] 바람아! 할로코드를 밝혀줘! 초고] Hello, 드론! SW 드론 교실 초고] 요리조리 조립해요 핑퐁로봇 초고] 부릉부릉 레이싱대결 초고] 부릉부릉 레이싱대결 2회차

3회차

강의장 일시 22 23 24 25 26 일시 27

1회차 초저] 출발! 코딩 달리기 초저] 도깨비와 친구하기 초저] 점프! 점프! 장애물달리기 1회차 초저] 말하는 감정 이모티콘 만들기

2회차 초저] 코딩으로 도레미 초저] 점프! 점프! 장애물달리기 초저] 코딩으로 도레미 초고] 달려라! 제주 조랑말 초고]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과수원 2회차

3회차

1회차 1회차 초저] 도깨비와 친구하기

2회차 초고] 바람아! 할로코드를 밝혀줘! 초고] 달려라! 제주 조랑말 초고] 나를 따라오는 햄스터봇 코딩하기! 초고] 나를 따라오는 햄스터봇 코딩하기! 초고] 제주도 형성과정 표현하기! 2회차

3회차

1회차 1회차 초고] AI 음성인식 자동차!

2회차 초고] Hello, 드론! SW 드론 교실 초고] 부릉부릉 레이싱대결 초고] AI 음성인식 자동차! 초저] 코딩으로 도레미 초고] Hello, 드론! SW 드론 교실 2회차

3회차

강의장 일시 29 30

1회차

2회차

1회차

2회차

1회차

2회차

초고] IoT 특강

초고] SW융합 특강

초저] Fun! Fun! 코딩놀이터! 특강

초고] SW융합 특강

초고] 3D모델링 특강

초저] Fun! Fun! 코딩놀이터! 특강

초고] 3D모델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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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 IoT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