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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D

Let’s make new things!

디자인과 기술이 융합된 창의 혁신 공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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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전문가들과 디자인, 테크, 아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합니다.

2018

12. STEAM&MAKER 네트워킹 캠프 운영
_ 부산시 교육청
12. 제2회 창의융합페스타 체험 부스 운영
11.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운영자 기획 워크숍
11. 손에손잡고 _ 아두이노 중급
11. 아두이노 비기너
11. 3D프린터 조립 및 노하우
10. 퓨전유치원 with 오토데스크
10. 부산시 교육청 STEAM&MAKER 멘토링 연수
08.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자 교육
08.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기획 컨설팅
_영등포고
08. 초등학교 교사 대상 메이커 체험 연수

2017

09. 아두이노 센서박스
09. 아두이노 기본

_서울시교육청

07. 3D 프린터 조립 & 노하우

08. 관악고등학교 영재반 여름방학특강

05. 캠디 시장

07. 경기중등지구과학교사 연구회

05. How to make 드론

06. 제 2회 캠디시장

05. 나만의 조명_El-wire

06. 퓨전팩토리 _ with 오토데스크

05. 미세먼지 센서 회전목마 조명

06. 오토마타

04. Making with Machine 포럼

06. 움직이는 것의 비밀 _ 동력원리기초

04. 소프트 로봇팔 엔드

06. 에너지 화분 _ 아두이노 기본

04. 우드 카빙

05. 서울시 남부교육청

03. 영메이커 프로젝트

_서울형메이커멘토 프로그램 운영
05. 꿈길 프로그램 운영
05. 미양중학교 _ 목공 기초

2016

05. 일산동고등학교 _ 진로체험
02 – 05. Hacking STEM 교사 대상 연수

11. 메이커 스페이스 디렉터의

with MS

10년 노하우 워크숍

01. Go-Kart with Fabbros

08. 디자인 캠프
06. 헤럴드디자인테크
04. 워크벤치 가구 제작 워크숍
02. 가구 브랜딩 워크숍
02. 디자인학교 _ 소풍 편

2016. 01. Campus D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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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s make
new things!
고객이 제시한 주제와 키워드의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합니다.

자체

맞춤형 콘텐츠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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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개발

글로벌 트렌드

Program

Workshop

STEAM & MAKER

ETC

Workshop
아이디어 도출, 협업, 문제해결, 그리고 구체화 단계까지,
Campus D에서 개발한 툴키트로
고객 이 원하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워크숍이 가능합니다.

Networking

Ideathon

자체 개발한 네트워킹 도구를 활용하여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활동하는 워크숍

브레인스토밍과 페르소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로
구체화하는 워크숍

Visual Thinking

Program planning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발산 및 전달을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워크숍

‘디자인씽킹’을 활용하여, 팀 또는 본인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직접 제작하여 구체화하는 워크숍

keyword#네트워킹 #소통 #회의문화 #아이디어모색 #디자인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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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orkshop

STEAM & MAKER

ETC

STEAM & MAKER
3D 프린터 조립

3D 프린터 출력

퓨전유치원(3D모델링)

3D프린터 기계 키트를 조립하는 과정 3D프린터 출력 시 수많은 애로사항 3D 모델링을 수준별로 교육하는 과정
에서 해당 기기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간단한
하는 과정
출력물을 출력하는 과정

목공 기초

다양한 목재 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수공구를 이용해 간단한 소품 제작
과정

LED 무드등 만들기

목선반 활용 기초

디지털 장비로 재단한 각 재료의 공정목선반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수제펜,
을 알아보고, 직접 디자인한 도면으로 그릇 등)을 제작하는 과정
제작 및 조립하는 과정

keyword#제작 #메이킹 #문제해결 #PBL #창의융합 #창의력 #스토리텔링 #디지털장비 #목공 #DIY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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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orkshop

STEAM & MAKER

ETC

STEAM & MAKER
Hacking STEM

아두이노 비기너

교과 (과학, 기술, 수학 등) 속의 원리를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이용하여,
실생활용품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아두이노 기본을 배우는 과정
구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과정

손에손잡고

[아두이노 중급] 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융합 수업으로
아두이노,
센서 그리고 전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제작하는 과정

에너지 화분

라이팅 박스

[아두이노 중급] 다양한 반응형
센서를 결합하여 제작하는 과정

아두이노 윌슨

미니 기기 말동무인 윌슨은
태양광 에너지의 저장 원리를 이해하고
태양광 패널, 3D프린터로 출력된 화분아두이노를 활용해 반응형 기계를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PCB 조립을 하는 과정

keyword#제작 #메이킹 #문제해결 #PBL #창의융합 #창의력 #스토리텔링 #디지털장비 #목공 #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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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orkshop

STEAM & MAKER

ETC

STEAM & MAKER
카드보드 메이킹

스토리텔링 기반의 필요 교구를
카드보드지를 활용하여 디자인
및 제작 그리고 체험하는 과정

EL 와이어

다양한 목재 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수공구를 활용해 간단한 소품 제작
과정

동력 매커니즘

베이직 오토마타

‘동력＇에 대한 매커니즘을 3D프린터회전, 직선 운동 등 다양한 힘의 움
블록 매커니즘 출력물을 활용하여 직임을 시각적으로 해석하여 원리
배우는 과정
를 배우는 과정

아날로그 메이킹

색채교육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도구의 이용 색채학의 기본 이론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선, 면, 점으로 반복된색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패턴을 익히는 과정
표현해보는 과정 (베이킹 활용)

keyword#제작 #메이킹 #문제해결 #PBL #오토마타 #동력매커니즘 #STEAM #컬러 #색채학 #생활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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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orkshop

STEAM & MAKER

ETC

STEAM & MAKER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자 관리 교육
전체 기계 장비, 공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
전수 과정

미니 에디 만들기

DIY 전기 카트

전기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립키트를 이용해 전기 카트를
직접 디자인, 제작 하는 과정

에너지 슬롯카

자전거 휠을 돌려 전력을 공급하고
본인이 디자인, 제작한 미니전기카
로 경주를 하는 체험

가전제품 해킹

로봇 제작 및 움직임 코딩을 배우는 폐가전제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프로젝트형 수업, 로봇 공연 연계 가능기기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

keyword#메이커스페이스운영자, #로봇제작 #전기카트 #전기자동차 #폐가전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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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orkshop

STEAM & MAKER

ETC
페스티벌, 행사, 공연, 공모전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기획/운영 합니다.

캠디시장

해럴드디자인테크

감성로봇 에디공연

메이커네트워크파티

‘로봇(에디)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참여자와 로봇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공연

제작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결과물에 대한
실패 과정과 제작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

* 미니 에디 로봇 제작 수업 연계 가능

keyword#메이커페스티벌 #로봇공연 #드론공연 #프로젝트형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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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Campus 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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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0 (양평동5가 2-5)
Tel 02.2677.0930 Fax 02.2677.0931 info@campusd.org
facebook.com/campu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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