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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학교의 수업 양상이 가상, 하이브리드 및 대면 환경이 

혼합된 상태로 변해감에 따라 교사들 역시 학생들의 사회적 및 정서적 웰빙을 

지원하고 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은 지난 40년 이상 전 세계의 교사 여러분이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의 체험 솔루션은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세상으로 학생들을 인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탐구를 

장려하고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학생들이 습득하는 개념이 서로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능력에 관계없이 STEAM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정교한 솔루션을 앞장서 개발해왔습니다. 

아울러 레고 에듀케이션은 교사들의 진화하는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능력 개발 교육 및 코칭 세션에 더하여 모든 유형의 학습 환경을 

아우르는 STEAM 체험 학습을 통해 교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수업 계획이 포함되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의 솔루션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변화하는 세계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과 적응력을 길러주세요.

어디에서 학습을 수행하든,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북돋움에  

있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조립하세요!

Esben Stærk
레고 에듀케이션 사장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체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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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유치과정

레고® 에듀케이션이 
뭔가요?

레고® 에듀케이션은 유아, 

초등 및 중고등 교육뿐 아니라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위한 

몰입적인 STEAM 학습 경험을 40년 

이상 제공해왔습니다. 창의력, 협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일깨워주는 

레고® 에듀케이션 솔루션은 

교육자들에게 목적이 분명한 

놀이를 통해 학생들의 적응력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체험학습

레고의 모든 체험 솔루션은 레고® 

재단(LEGO Foundation)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즐겁고, 능동적으로 

몰입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수반되고, 반복적이고, 의미있어야 

한다는 놀이식 학습 체험의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리소스

레고® 에듀케이션의 솔루션은 표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포괄적인 수업 

계획, 시작하기 가이드, 교사 지원, 

전문 능력 개발 기회 등의 필수 

리소스를 빠짐없이 지원하며, 대면 

교육이든 가상 교육이든 관계없이 

교육자들이 STEAM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부적인 호기심과 창의력에 

더하여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태어납니다. 유치과정 솔루션은 학생들이 

언어와 표현력, 기초 수학과 과학, 물리적 

코딩, 사회성 및 감성 개발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 표준의 지침에 기초하여 개발된 

안내형 놀이와 학습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평생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에 불을 

붙여줍니다.

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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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중학교 학습P초등학교 학습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개발된 체험식 

학습 도구를 통해 창의력을 일깨우고 STEAM

의 세계로 학생들을 인도합니다. 초등학교용 

솔루션은 학생들에게 STEAM의 개념을 

소개하고 협력,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기술 등의 개선을 지원하도록 구상되었으며, 

국가교육과정 표준에 기초한 수업 계획을 통해 

모든 학년 및 STEAM 주제 영역에 걸쳐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브릭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코딩, 프로그래밍, 공학의 개념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학교용 솔루션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 개발을 

도와주고 실제 세계의 STEAM 테마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수업 계획이 

국가교육과정 표준을 준수합니다. 

초등학교 초,중학교



레고®  
학습 솔루션

레고® 에듀케이션은 모든 계층에 

걸쳐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등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에 있어 

체험 학습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레고의 솔루션은 

각기 특정 학년별로 맞춤화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형식으로 STEAM 학습을 

지원하도록 구상됩니다. 

기술 아이콘

과학, 기술, 공학, 미술, 수
학

코딩

사회성과 인성 개발

기초 언어와 표현력

STEAM 파크

나의 XL 세계

빌드 미 “이모션”

스토리테일즈

코딩 익스프레스 

테크머신

유치과정

튜브

레터

동물

피플 

크리에이티브 레고® 듀플로® 

브릭 세트 

레고 듀플로 조립판

학습 솔루션 부스터 세트

LEGOeducation.kr

레고에듀케이션은 언제든지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사정에 따라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들중에 주문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술

전문 능력 개발



WeDo 2.0 코어 세트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코어 세트

EV3 스페이스 챌린지 세트

EV3 확장 세트

BricQ 모션 에센셜 코어 세트 BricQ 모션 프라임 코어 세트 

초등학교 초,중학교

WeDo 2.0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에센셜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프라임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코어 세트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확장 세트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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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능력 개발



솔루션 구성 요소

추가 요소

코어

몰입적이고 의미 깊은 체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브릭 세트. 

소프트웨어

다양한 장치를 지원하는 간편한 소프트웨어와 앱. 

단위 계획

국가교육과정 표준에 기초한 주제별 수업 및 활동.

교사 지원

도구, 평가표 및 교사 지침.

기술 지원

문의 사항 또는 궁금증의 해결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지원. 

레고® 에듀케이션 솔루션이란 종합적인 단위 계획, 교사용 자료, 

전문 능력 개발 기회 및 학생들을 위한 무한한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부가 기능 구성 요소나 교체 부품을 

구매함으로써 솔루션의 효용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픽은 본 가이드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각 

솔루션의 기본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요소를 부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솔루션이란 무엇인가요?

확장 세트 및 단위 계획

레고® 에듀케이션 체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추가적인 단위 계획과 브릭 확장 세트.

전문 능력 개발

레고 에듀케이션 인증 트레이너가 주도하는 제품 교육

자기 주도형 전문 능력 개발

액세서리

코어 및 확장 세트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액세서리.

교체 팩

원래의 브릭 중 일부를 실수로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체용 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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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세트 당 권장 학생 수

세트에 포함된 구성 요소의 총 개수

보관 상자 포함

세트별 적정 연령대

단위 계획의 프로젝트/활동/수업

프로젝트/활동/수업 지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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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STEAM 학습의 열정

STEAM 대회는 학생들이 과학 및 기술 능력을 스스로 익히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동기와 참여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개최되며, 

학생들에게 협력, 커뮤니케이션 및 팀워크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직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FIRST®의 전략적 

제휴사이자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협회의 프리미엄 파트너로서 레고® 에듀케이션은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발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 로봇 대회는 호기심 많은 어린 이들에게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며, 4개 부문에 걸쳐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지정된 과제를 

해결하고 주제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안하고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TM 프라임 세트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및 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 기술을 이용해 로봇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www.WRO-association.org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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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는 6-10세 학생 팀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의 기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생들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조사하고 디자인과 코딩을 

배우고 레고 브릭과 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을 이용해 독특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가치: STEM 개념 실습 

주요 이점: 개념 이해 및 STEM 기술 개발; 공부하는 습관 배양

4-6세 아동을 위한 이 재미있는 초급 STEM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자극하며 레고 듀플로 브릭을 이용해 교실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체험식 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핵심 가치: STEM 기초 학습 

주요 이점: STEM의 기초 이해; 공부하는 습관 배양

Challenge의 핵심은 친근한 경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9-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팀 단위로 탐구, 문제 해결, 코딩 

및 엔지니어링 활동에 참여하여 레고 로봇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하여 

로봇 게임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Challenge

의 일환으로 모든 팀이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핵심 가치: STEM 기술 응용 

주요 이점: 현실 세계의 STEM 활용도 이해; 비판적 사고 기술의 응용; 

공부하는 습관 배양

3개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정보 보기: 
www.FIRSTLEGOLeague.org

세계시민 세대에 걸맞은 영감과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일깨워주세요

100+
개 이상의 국가  

2000+
개 이상의 이벤트  

60.000+
개 이상의 팀 

504.000+
명 이상의 참가자

http://www.FIRSTLEGOLeagu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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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형 학습

자기 주도형 학습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개인의 니즈와 학습 선호도에 따라 
주문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인터랙티브 역량 기반 모듈

•   제품 비디오 자습서

•   레고 에듀케이션의 교육 철학

현장연수 

현장연수는 레고 에듀케이션 공인 트레이너가 
진행하는 전일 교육 코스의 형태로 진행되며, 가상 
또는 대면 코스 방식의 몰입적인 학습 체험을 통해 
놀이처럼 재미있는 체험식 STEAM 학습의 진행을 
위한 자신감과 역량을 길러줍니다. 또한 현장연수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 코스와 체험식 제품 교육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전문 능력 개발

재미있는 체험식 STEAM 학습을 진행하는 역량을 배우고 실습하고 마스터하기 

위한 교사 전용의 개인화된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타인에게 전수 가능한 

교습 기술과 전략의 배양을 위해 구상된 실험적이고 개인화된 전문 능력 학습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그 효과를 체험해보세요. 아울러 가상 및 현장 학습 

방식의 자기 주도형 및 현장연수 교육이 제공됩니다.

전문 능력 개발 교육에 관한 상세 정보 보기: www.LEGOeducation.com/PD

레고 에듀케이션은 인가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전문 능력 개발 또는 전문 학습 교육의 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해당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EGOeducation.com/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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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부터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호기심과 배움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의 유아.유치과정 솔루션은 아이들의 천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놀이를 통한 학습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의 기본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STEAM의 여정을 

일찍 시작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감성 학습, 읽기/쓰기, 엔지니어링 및 

코딩 기술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위한 교사 지원

레고 에듀케이션 유치과정 솔루션은 아이들의 자신감을 길러주고 

학교와 일상생활에 대비하는 준비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목표는 모든 

교사가 수업 중에 학습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레고® 에듀케이션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교사용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사회성과 인성 개발

기초

기초 언어와 표현력

과학, 기술, 공학, 

미술, 수학

“아이들이 레고® 에듀케이션의
유아.유치과정 세트를 이용해
서로서로 뭔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이것만 봐도
레고 에듀케이션 솔루션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정말 마음에 듭니다.” 

Kate Lathem, 
유치과정 교사, 미국

솔루션 구성 요소

추가 요소

솔루션 공통 구성 요소: 

코어

몰입적이고 의미 깊은 체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레고® 듀플로® 브릭 세트. 

교사 지원

시작하기 카드

아이디어 카드

기술 지원

학습 솔루션에 추가로 포함되는 품목:

학습단원 계획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21(21st Century Early Learning framework) 및 Head Start Early Learning 

Outcomes Framework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된 수업 자료.

소프트웨어

한층 몰입적인 체험을 위한 아동 전용의 무료 앱이 레고 에듀케이션의 일부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능력 개발

액세서리

교체 팩 



15

E유치과정

감성 능력 강화

빌드 미“이모션”
학습 차시: 12
최대 6명의 아동

기초 코딩 능력 
강화

코딩 익스프레스
학습 차시: 8
최대 6명의 아동

기초 읽기/쓰기 
능력 강화

스토리테일즈
학습 차시: 8
최대 4명의 아동

기초 공학 능력 
강화

테크머신
학습 차시: 8
최대 6명의 아동

STEAM 및 사회성 발달

STEAM 파크
학습 차시: 8
최대 8명의 아동

나의 XL 세계
학습 차시: 8
최대 10명의 
아동

STEAM 학습 
시작 및 사회성 
개발

개인적 능력  
중점 개발

재미를 
더해주는 
부스터 세트

학습 솔루션

부스터 세트

개별 학습 솔루션과 부스터 세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세요.

Letters PeopleAnimalsTubes Building 
Plates

Creative 
LEGO® DUPLO®  

Brick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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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솔루션 – STEAM 능력 중점 개발

STEAM 파크 

45024 

STEAM 파크는 아이의 천부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하며, 창의적 놀이를 통해 기초적인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및 수학(STEAM)의 세계를 탐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아이와 

함께 특별한 레고® 듀플로® 브릭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놀이기구, 재미난 게임, 멋진 장면으로 가득한 

STEAM 파크를 조립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STEAM 파크를 이용해 재미있고 몰입적인 

방식으로 함께 놀이를 하는 매 순간마다 기어, 동작, 측정,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 8차시의 학습이 포함된 온라인 학습단원 계획

• 일 전문 능력 개발 과정(애드온)

• 박스 구성품:

-  기어, 트랙, 풀리, 보트, 피겨 등으로 구성된 레고 듀플로 브릭 295개

- 시작하기 활동 카드

- 양면 아이디어 카드 8매

핵심 학습 가치

원인과 결과

공간 지각

관찰과 설명

문제 해결

역할 놀이와 협력

2951–8 3–5

E 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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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솔루션 – 사회성 중점 개발

나의 XL 세계

45028 

나의 XL 세계는 역할 놀이, 재미있는 조립 활동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 능력을 

길러주고 주변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이 학습 세트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길러주는 동시에 협력, 소통,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력 등의 필수적인 사회성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 8차시의 학습이 포함된 온라인 학습단원 계획

• 1일 전문 능력 개발 과정(애드온)

• 박스 구성품:

- 480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휠베이스, 창문, 문, 꽃, 여섯 개의 듀플로 피겨 포함)

- 시작하기 활동 카드

-  20가지 모델을 조립할 수 있는 양면 조립 아이디어 카드 10매

핵심 학습 가치 

협업

역할 놀이

역할과 책임

4801–10 2–6

E 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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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솔루션 – 감성 능력 중점 개발

빌드 미 “이모션”

45018 

빌드 미 “이모션” 세트는 사람들의 감정과 신체 특성을 재미있고 몰입적인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여러 가지 캐릭터를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람들의 감정

을 인지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계속 조

립하고 바꾸어 조립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조립 카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12차시의 학습이 포함된 온라인 학습단원 계획

• 1일 전문 능력 개발 과정(애드온)

• 박스 구성품:

-  188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다양한 얼굴 표정이 표시된 특별한 구성품 포함)

- 시작하기 활동 카드

- 양면 아이디어 카드 8매

핵심 학습 가치 

어휘

자기 효능감

공감

문제 해결

1881–6 3–5

E 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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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솔루션 – 기초 읽기/쓰기 능력 중점 개발

스토리테일즈 

45005

독특하고 몰입적인 스토리텔링 세트를 통해 창의력, 상상력, 이야기 만들기, 언어 능력을 

길러주세요. 이야기를 만들고 역할 연기를 하는 중에 아이들의 협동심과 말하기/듣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스토리테일즈와 함께라면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 8차시의 학습이 포함된 온라인 학습단원 계획

• 1일 전문 능력 개발 과정(애드온)

• 박스 구성품:

-  109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이야기 만들기를 위한 조립판 3개, 독특한 모양의 브릭과  

캐릭터 포함)

- 시작하기 활동 카드

- 양면 배경 카드 5매

핵심 학습 가치 

스토리텔링

듣기와 말하기

언어와 읽기/쓰기

109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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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솔루션 – 기초적 코딩 능력 중점 개발

코딩 익스프레스

45025

코딩 익스프레스는 미취학 아동의 타고난 호기심, 창의력, 

그리고 탐구와 배움의 욕구를 자극하고 코딩의 기초와 중요한 21

세기형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상된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솔루션입니다. 언제나 인기 만점인 기차 테마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매우 다기능적인 이 솔루션은 아이들이 구성 요소를 연결하고 

순차열, 루프, 조건식 등의 기초적 코딩 개념을 직관적으로 탐구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 기술, 비판적 사고, 협력의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8차시의 학습이 포함된 온라인 학습단원 계획

• 1일 전문 능력 개발 과정(애드온)

• 앱을 통해 펼쳐지는 4가지 탐구 영역:

여행, 캐릭터, 음악, 수학

• 박스 구성품:

-  234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푸시-앤-고 기차, 조명과 사운드, 

모터, 5가지의 액션 브릭과 상호작용하는 컬러 센서, 철로 스위치 

2개 포함)

- 시작하기 활동 카드

- 양면 아이디어 카드 6매

시스템 사양

코딩 익스프레스는 다양한  

Android 및 iOS 태블릿 장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장치의 

목록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LEGOeducation.kr/start

액션 브릭

액션 브릭으로 기차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핵심 학습 가치 

순차열, 반복, 조건식 코딩

디지털 요소를 이용한 아이디어 표현

언어와 읽기/쓰기

협업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2341–6 2–5

E 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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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솔루션 – 기초 공학 기술 중점 개발

테크머신 

45002 

미취학 아동이 전문 조립 선수로 변신합니다! 테크머신 솔루션은 기초적인 공학 기술을 탐구하고 

개발할 단계에 접어든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재미있는 솔루션입니다. 테크머신 세트를 수업에 

활용해보세요. 아이들이 고전적인 각종 기계장치를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소근육 운동 능력과 문제 

해결 기술을 기르는 동시에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 8차시의 학습이 포함된 온라인 학습단원 계획

• 1일 전문 능력 개발 과정(애드온)

• 박스 구성품:

- 95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스크루드라이버 4개와 다수의 독특한 구성품 포함)

- 시작하기 활동 카드

- 아이디어 카드 6매

핵심 학습 가치 

소근육 운동 능력

문제 해결

엔지니어링

951–6 3–6

E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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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세트

튜브

45026

각종 튜브와 다양한 색상의 레고® 듀플로® 

구성품으로 만들어진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를 

탐험하며 유아.유치과정 아이들에게 영감을 

심어주고 21세기 핵심역량을 발달시켜주세요.

박스 구성품:

-  150개의 레고 듀플로 구성품(색색의 튜브, 

브릭, 공 6개, 문, 바구니 포함)

- 시작하기 카드

-  재미있는 동물들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카드 6매

부스터 세트

레터

45027

레고® 듀플로® 브릭과 아이디어 활동거리로 

가득한 알파벳의 세계에서 놀고 배우는 가운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기초적 읽기/쓰기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박스 구성품:

-  130개의 레고 듀플로 구성품(무지개 

색상의 알파벳 영어 글자가 표시된 다양한 

종류의 브릭 포함)

- 시작하기 카드

- 양면 아이디어 카드 4매

1501–6 3–6

1301–4 3–6

E 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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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세트

동물

45029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채로운  

레고® 듀플로® 동물 피겨와 액세서리  

구성품을 이용해 유치과정 아이들에게  

동물의 세계를 알려주세요.

박스 구성품:

-  코끼리, 북극곰, 고래, 물고기 등 40

종의 야생 동물, 농장 동물, 애완 

동물이 망라된 91개의 레고 듀플로 

구성품

- 시작하기 카드

- 양면 아이디어 카드 4매

911–4 2–6

부스터 세트

피플

45030

레고® 듀플로® 피겨, 액세서리 구성품, 

재미있는 학습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유아.유치과정 아이들과 함께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의 환경에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살펴보세요

박스 구성품:

-  가족, 인간관계, 지역사회 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직업을 

미취학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레고 듀플로 피겨 26개를 포함하여 

모두 44개의 구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 시작하기 카드

- 양면 아이디어 카드 4매

441–4 2–6

E유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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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치과정

추가 제품

크리에이티브 레고® 듀플로®  
브릭 세트 1601-6 3–5

45019

크리에이티브 레고® 브릭 세트 

45020

수업용 번들 제품에 관한 정보는 가까운 러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액세서리
4+  별도 표시 없을 경우

레고® 시스템 조립판 L 4

9286

회색 38 x 38cm 조립판 1개, 녹색 25 x 25cm 조립판 2
개, 파란색 25 x 25cm 조립판 1개 포함.

레고® 듀플로® 조립판L 2   1.5+

9071

38 x 38cm. 빨강 하나, 녹색 하나. 레고® 듀플로®.

보관 상자
5+  별도 표시 없을 경우

보관 상자(6팩) 1.5+

9840

패키지 당 6개가 들어 있으며, 배수구가 뚫려 있고 투명한 
뚜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겹쳐 쌓을 수 있습니다.

보관 상자 (S) 

45497

패키지 당 7개가 들어 있으며, 투명한 뚜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겹쳐 쌓을 수 있습니다. WeDo 2.0 보관 
상자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보관 상자 (M) 

45498

패키지 당 8개가 들어 있으며, 투명한 뚜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겹쳐 쌓을 수 있습니다. 수동전동기계 및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보관 상자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분류용 상단 트레이 

45499

패키지 당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소형(45497), 중형
(45498) 및 대형(9840) 레고® 에듀케이션 보관 상자에 
들어 맞습니다.

10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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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

살아있는 STEAM 학습

과학이라 하면 언뜻 실험실용 복장이나 연구 논문이 연상될지 

모르나, 정작 과학의 핵심은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있습니다. 과학의 원천은 바로 궁금증이니까요.

WeDo 2.0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STEAM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발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끔 해 줍니다. 

이 솔루션은 학생들이 레고® 브릭, 센서, 모터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일깨우고 비판적 사고 기술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적인 STEAM 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와 더불어 추상적인 공학과 과학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협업, 문제 해결 및 컴퓨팅 사고력 기술이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STEAM 

코딩

블루투스® 저전력 에너지

WeDo 2.0은 최신 블루투® 

기술을 내장하고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제작한 모델을 “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WeDo 2.0의 

환경을 최적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톱, 랩톱, 태블릿 등의 

장치가 최소 시스템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양

WeDo 2.0은 다양한 Windows, 

Mac, Chromebook, iOS 및 

Android 장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장치의 목록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LEGOeducation.kr/start 솔루션 구성 요소

추가 요소

코어 및 소프트웨어

WeDo 2.0 코어 세트

WeDo 2.0 소프트웨어

단위 계획

WeDo 2.0 과학 및 공학

WeDo 2.0 컴퓨팅 사고력

WeDo 2.0 MAKER

지원

WeDo 2.0 교사용 가이드

시작하기 자습서

기타: 평가 도구 및 기술 지원

액세서리 및 교체 팩

교육 및 전문 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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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및 소프트웨어

WeDo 2.0 코어 세트 

45300

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 코어 세트는 흥미로운 탐구 기반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STEAM 개념을 가르쳐주는 체험 학습 

솔루션입니다. 이 세트는 협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레고 브릭과 수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과학, 공학 및 컴퓨팅 원리를 소개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핵심 학습 가치

조사, 모델링 및 해법 디자인

실제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협력 및 발표 기술

2801–3 7+

STEAM 

코딩

제품의 포장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동일합니다.

시작하기

레고® 모델을 조립하고 장치에 

연결하세요.

프로그래밍 브릭을 서로 합쳐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재생 블록을 눌러 

레고 모델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네 가지의 간단하고 쉬운 

동작과 함께 시작하세요.

P WeD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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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에 대한 자신감

프로그래밍 브릭을 서로 합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색상에 따라 

동작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원하는 동작을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블록

프로그램의 시작, 

중지, 대기 또는 

반복 지점을 

지정합니다.

출력 블록 

모터의 동작, 

사운드, 빛 또는 

디스플레이 

등의 결과물을 

지정합니다.

입력 블록 

센서, 사운드 또는 

텍스트 등의 입력을 

지정합니다.

단위 계획

WeDo 2.0 과학 및 공학

최신 과학표준에 기초하여 개발된 이 단위 계획은 생물, 물리, 지구 및 

우주 과학 분야에 관한 조사와 실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 계획은 공학, 기술 및 컴퓨팅 프로젝트를 흥미로운 체험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0–12024  

WeDo 2.0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이란 연산에 기초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 단위 계획은 문제를 보다 작은 과제로 세분하고 올바른 순서에 맞춰 

활동을 수행하고 해법을 평가하고 간단하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의 기술을 길러줍니다.

90–1208

WeDo 2.0 Maker

이 단위 계획은 WeDo 2.0의 STEAM 요소와 Maker의 창의성을 

하나로 통합해 줍니다. 아울러 개방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질문하고 

창작하고 고치고 만들고 혁신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통해 기초적 

코딩 기술을 탐구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45–904

동작

학생들이 기어와 모터의 동작을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동작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코딩

블록 기반의 코딩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요소와 이 세계의 물리적 요소를 

조합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마

WeDo 2.0은 학생들이 실제 세계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법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PWeD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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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Event Hub 를 통한 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FIRST®와 레고® 에듀케이션의 공조

글로벌로 확산중인 COVID-19 팬데믹 상황속에서, 

저희는 FIRST의 FIRST® LEGO®League 담당 

디렉터 킴 위어먼을 만나 이 프로그램을 원격 

이벤트로 어떻게 전환하는 중이며 학생들이 전과 

다름없이 몰입적인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경진대회 참가는 FIRST® LEGO® League의 

매우 중요한(그리고 재미있는) 일부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힘들게 노력한 

결과물을 시연해 보이고 성취감을 만끽하는 

한편, 활기찬 환경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 이벤트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COVID-19 팬데믹에 

대응 가능한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환경에서 

FIRST LEGO League 경진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지를 창의적으로 재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레고 

에듀케이션과 레고 재단(LEGO Foundation)

이 제공하는 FIRST Remote Event Hub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경진대회의 중요한 

요소들을 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이 플랫폼을 통해 참가 팀이 로봇 게임 

경기 녹화물을 업로드하고 심판의 판정을 거친 

후 온라인 심사 세션을 통해 혁신 프로젝트와 

로봇 디자인에 대한 검토와 발표를 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아울러 팀원들이 가족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개막식과 

폐막식의 방식도 바꾸었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은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교육적 요소를 

지켜줍니다. 아울러 대회나 심사에 앞서 각 

팀이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소규모 

대면 모임을 갖거나, 하이브리드 환경을 통해 

전과 다름없이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코치를 위한 안내 자료 역시 팀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을 완료하고 교구를 방역 

처리한 후에 다음 그룹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의 대회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집에서 

수행 가능한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구 취급 시의 

위생에 대한 지침 외에도 엄격한 청소년 보호 

방침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빌어 Remote Event Hub의 출범을 위해 도움을 

주신 FIRST와 레고 그룹의 어린이 안전 및 

데이터 보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 시즌과 Challenge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상세 정보 보기:

www.firstinspires.org/robotics/fll

https://www.firstinspires.org/robotics/f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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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에센셜

살아있는 물리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탐구하고 
알아낼 것을 장려하세요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에센셜은 스포츠의 맥락에서 

힘, 운동, 상호작용을 실험하는 활동을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몰입적인 STEAM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BricQ 

모션 에센셜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알기 쉬운 체험식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물리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며, 

학생들이 브릭을 직접 다루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정말 즐거웠고, 

아이들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가르치기도 재미있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립하기를 

너무나도 잘해준 덕에 개념 

이해도를 확고히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학년 교사, 일리노이즈주 배링턴

솔루션 구성 요소

코어

BricQ 모션 에센셜 세트

학습단원 계획

승리를 위한 훈련(초등학교 저학년)

과학의 승리(초등학교 고학년)

지원

시작하기 자료

수업 계획

평가 도구

자기 주도형 전문 능력 개발

BricQ 모션 에센셜에 관한 상세 

정보 보기: 

LEGOeducation.com/ 
bricq-motion-essential

추가 요소

전문 능력 개발

레고 에듀케이션 인증 트레이너가 주도하는 제품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BRICKQ 모션 클래스룸 세트와 개인 학습 키트를 통합하여 활용

함으로써 교실에서나 원격 환경에서나 간편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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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icQ 모션 에센셜

코어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에센셜 세트

45401

523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기어, 무게추 브릭, 

스프링, 미니피겨 4개 등의 다양하고 조립하기 쉬운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색상별 분류용 트레이가 제공되므로 

조립 과정이 간편할 뿐 아니라 수업 후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체용 부품에 더하여, 레고 

브릭을 전혀 조립해본 적이 없는 초급자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물리과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담긴 인쇄본 조립 가이드북 2권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 학습 가치 

밀고 당기는 힘을 조사하고, 증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그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지 과학적 탐구 기술을 

응용하여 보여주세요.

인과관계 및 힘의 균형/불균형을 응용하여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및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협업적 대화 방식의 아이디어 발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해주세요.

5232 6+

학습단원 계획, 초등학교 
저학년

승리를 위한 훈련

이번 학습단원은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의 인과관계에 대한 

탐구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힘과 운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습단원은 7가지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의응답 

과정,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발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학습단원 계획, 초등학교 
고학년

과학의 승리

이번 학습단원은 힘의 균형과 

불균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힘과 

운동에 대한 발전된 이해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물체의 

운동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45–907–8

45–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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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액세서리

추가 구성 요소
7+  별도 표시 없을 경우

변압기 10V DC 8+

45517

레고® 에듀케이션의 표준형 10V DC 변압기로서, DC 
충전용 배터리(9693), EV3 충전식 DC 배터리(45501), 
파워 펑션 충전 배터리 박스 (8878), 스마트허브 충전 
배터리(45302)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허브 충전 배터리 

45302

WeDo 스마트허브 2 i/o(45301)용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내장형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eDo 스마트허브 2 i/o 

45301

WeDo 센서와 모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WeDo 2.0 
소프트웨어와 블루투스® 저전력 에너지(BTLE) 기술을 
사용하는 2-포트 스마트허브로서, 태블릿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WeDo 2.0 코어 세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미디엄 모터 

45303

크기와 출력이 중간급인 이 모터는 윗면의 2x2 스터드와 
앞면에 끼워맞추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WeDo 
2.0 코어 세트의 구성 요소와 손쉽게 통합되며,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모션 센서 

45304

모션 센서를 WeDo 2.0 스마트허브에 장착하고 15cm
의 범위 이내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으며,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기울기 센서 

45305

기울기 센서를 WeDo 2.0 스마트허브에 장착하고 
기울어짐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쪽으로 기울기, 저쪽으로 
기울기, 위로 기울기, 아래로 기울기, 기울기 없음, 아무 
방향으로나 기울기, 흔들기라는 일곱 가지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수업용 번들 제품에 관한 정보는 가까운 러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교체 팩

교체 팩 WeDo 2.0 8+

2000715

잃어버린 부품 하나 때문에 WeDo 2.0의 즐거움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레고® 에듀케이션 WeDo 2.0 코어 세트 
(45300) 용 부품 109개가 들어 있는 교체 팩으로 분실 
상황에 대처하세요.

LE 교체 팩 고무밴드 

2000707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고무밴드 8개와 함께  
LME EV3 확장 세트 (45560), LME 베이스 세트 (9797), 
LME 리소스 세트(9695), 수동 전동기계 코어 세트  
(9686) 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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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요소

세트 및 앱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앱

학습단원 계획

인벤션 스쿼드

킥스타트 비지니스

라이프 핵

트레이닝 트래커(신규)

지원

시작하기 자료

수업 계획

평가 도구

자기 주도형 전문 능력 개발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중학생들의 STEAM 능력과  
자신감 고취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적응력의 배양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학습 체험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솔루션 

및 수업 계획은 모든 학습자의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인다는 분명한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어느 

학습 환경에나 쉽게 응용 가능한 스파이크 프라임은 미래를 위한 

필수 기술인 비판적 사고력, 적응력, 독립성을 길러줍니다. 스파이크 

프라임은 놀이식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STEAM 개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구상된 직관적인 체험식 솔루션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은 스크래치 기반의 코딩

언어를 사용하며, iOS, 

Chrome,Windows 10,  

Mac 및 Android

등의 운영 체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장치의 목록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LEGOeducation.kr/start

STEAM  
코딩

코딩에 대한 자신감

태블릿과 컴퓨터를 지원하는

직관적인 코딩 환경은 인기

높은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모두

좋아할 만한 시스템 환경을

구현해줍니다.

추가 요소

확장 세트

레고®에듀케이션파이크™ 프라임 확장 세트

단위 계획

경진대회 준비

액세서리 및 교체 팩

전문 능력 개발

레고 에듀케이션 인증 트레이너가 주도하는 제품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BRICKQ 모션 클래스룸 세트와 개인 학습 키트를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실

에서나 원격 환경에서나 간편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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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 

45678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STEAM 

학습 교구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레고 조립 구성품,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 직관적인 스크래치 기반의 드랙-앤-드롭 

방식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는 놀이처럼 

즐기는 학습을 통해 학습 수준에 관계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아울러 스파이크 프라임은 알기 쉬운 초급 

수준의 프로젝트부터 무한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 

과제에 이르기까지(Python을 이용한 텍스트 기반 코딩 탐구 

옵션 포함) 미래의 혁신을 주도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STEAM 및 21세기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핵심 학습 가치 

각 단계별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절한 공학디자인 기술 적용.

문제의 분해 및 알고리즘 사고를 통해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코딩 

기술의개발을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조합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과 교환 

기능을

처리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변수, 데이터 배열,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한 과제 수행.

비판적 사고의 적용 및 미래의 진로 개발을 위한 능력 배양.

그래픽으로 표시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 

유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5281–2 10+

허브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시스템의 

핵심은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허브입니다. 또한 

스파이크 프라임세트는 매우 

정밀한 모터 및센서와 더불어 

색상이 다채로운각양각색의 

조립용 레고 브릭을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재미있는로봇, 

동력 장치 또는 기타 

다양한인터랙티브 모델들을 

디자인하고조립할 수 있습니다. 

허브, 모터,센서의 수많은 

연결용 포트와더불어 새로운 

커다란 조립구성품은 학생들의 

조립활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시간을 학습활동에 사용할 

수있게 합니다.

STEAM  
코딩

5x5 라이트매트릭스

스피커

6축 자이로

충전용 배터리

블루투스 연결

입출력 포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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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시작하기 5

허브 연결하기와 레고

이모지 만들기.

모터와 센서 30 

동작-반응 탐구. 

움직이게 하기 30 

조립과 코딩.

학습단원 계획 45–90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

인벤션 스쿼드 5

엔지니어링 탐구

비지니스 킥스타트  6

컴퓨터 공학 조사

라이프 핵   7

실제 데이터 적용.

트레이닝 트래커   7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분석합니다. 

스파이크 프라임 확장 세트

경진대회 준비   8

호기심과 팀워크 활용.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S

확장 세트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확장 세트 

45680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확장 세트(45680)를 통해

로봇 대회의 흥미진진한 세계를 만나보세요. 라지 바퀴, 바나나

기어, 컬러 센서, 라지 모터 등 603개의 브릭구성품을 통해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45678)를 확장해주는 이 애드온 세트는

10시간 이상의 STEAM 중심 학습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주요대상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보다

고급 수준의 모델을 조립하여 재미있고 도전적인 로봇 대회의

세계에 나가기 위한 대비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핵심 학습 가치 

센서를 이용해 자율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학습.

대회용 로봇의 조립을 위한 협력 및 팀워크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체계적 테스트 및 수정.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한 대회 미션 완료.

비판적 사고의 적용 및 미래의 진로 개발을 위한 능력 배양.

필수 추가 제품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45678)

앱

쉽게 할 수 있는 초급 단계부터 무한한 창의적 디자
인까지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직관적 앱

603 10+

시작하기 수업 자료와 더불어 교과과정 표준에 기초한 공학과 컴퓨터

과학 중심의 STEAM 콘텐츠 학습단원 4가지가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학생

을 주 대상으로 디자인되고 45분 분량의 수업에 최적화된 해당 학습단원은 

학습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 및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 수업활동으로 STEAM 학습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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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Event Hub 를 통한 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FIRST®와 레고® 에듀케이션의 공조

글로벌로 확산중인 COVID-19 팬데믹 상황속에서, 

저희는 FIRST의 FIRST® LEGO®League 담당 

디렉터 킴 위어먼을 만나 이 프로그램을 원격 

이벤트로 어떻게 전환하는 중이며 학생들이 전과 

다름없이 몰입적인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경진대회 참가는 FIRST® LEGO® League의 

매우 중요한(그리고 재미있는) 일부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힘들게 노력한 

결과물을 시연해 보이고 성취감을 만끽하는 

한편, 활기찬 환경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 이벤트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COVID-19 팬데믹에 

대응 가능한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환경에서 

FIRST LEGO League 경진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지를 창의적으로 재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레고 

에듀케이션과 레고 재단(LEGO Foundation)

이 제공하는 FIRST Remote Event Hub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경진대회의 중요한 

요소들을 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이 플랫폼을 통해 참가 팀이 로봇 게임 

경기 녹화물을 업로드하고 심판의 판정을 거친 

후 온라인 심사 세션을 통해 혁신 프로젝트와 

로봇 디자인에 대한 검토와 발표를 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아울러 팀원들이 가족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개막식과 

폐막식의 방식도 바꾸었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은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교육적 요소를 

지켜줍니다. 아울러 대회나 심사에 앞서 각 

팀이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소규모 

대면 모임을 갖거나, 하이브리드 환경을 통해 

전과 다름없이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코치를 위한 안내 자료 역시 팀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을 완료하고 교구를 방역 

처리한 후에 다음 그룹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의 대회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집에서 

수행 가능한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구 취급 시의 

위생에 대한 지침 외에도 엄격한 청소년 보호 

방침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빌어 Remote Event Hub의 출범을 위해 도움을 

주신 FIRST와 레고 그룹의 어린이 안전 및 

데이터 보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 시즌과 Challenge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상세 정보 보기:

www.firstinspires.org/robotics/fll

https://www.firstinspires.org/robotics/f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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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프라임

살아있는 물리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탐구하고 
알아낼 것을 장려하세요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프라임은 스포츠에 비유하여 

힘, 운동, 상호작용을 실험하는 활동을 통해 STEAM 학습에 

대한 중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또한 BricQ 모션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알기 쉬운 체험식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물리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며, 학생들이 

브릭을 직접 다루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 요소

코어

BricQ 모션 프라임 세트

학습단원 계획

스포츠 과학

지원

시작하기 자료

수업 계획

평가 도구

자기 주도형 전문 능력 개발

추가 요소

전문 능력 개발

레고 에듀케이션 인증 트레이너가 주도하는 제품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BrickQ 모션 클래스룸 세트와 개인 학습 키트를 통합하여 활용함

으로써 교실에서나 원격 환경에서나 간편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수업이 정말 즐거웠고, 

아이들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가르치기도 재미있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립하기를 

너무나도 잘해준 덕에 개념 

이해도를 확고히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학년 교사, 일리노이즈주 배링턴

BricQ 모션 프라임에 관한 상세 

정보 보기: 

LEGOeducation.com/ 
bricq-motion-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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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원 계획, 중학교

스포츠 과학

이번 학습단원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 기술을 적용하여 

힘과 질량에 근거한 물체의 

움직임 변화를 증명해내야 

하며, 아울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여 두 물체의 

충돌이 수반되는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및 최적화하는 

방법을 실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협업적 토의를 통해 

솔루션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합니다.

5622 10+

코어

레고® 에듀케이션  
BricQ 모션 프라임 세트

45400

562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기어, 바퀴, 공, 무게추, 

공압 장치, 미니피겨 4개 등의 다양한 특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색상별 분류용 트레이가 제공되므로 조립 

과정이 간편할 뿐 아니라 수업 후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체용 부품에 더하여 학생들이 

물리과학의 원리를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가 담긴 

인쇄본 조립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핵심 학습 가치 

밀고 당기는 힘을 조사하고, 증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그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지 과학적 탐구 기술을 

응용하여 보여주세요.

인과관계 및 힘의 균형/불균형을 응용하여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및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협업적 대화 방식의 아이디어 발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해주세요.

45–907–8

S BricQ 모션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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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임박

솔루션 구성 요소

추가 요소

에듀케이션 EV3 코어 세트

Visual Studio Code 및 EV3 MicroPython 확장 요소

기타: 기타 소프트웨어 - EV3 클래스룸 

학습단원 계획

EV3로 구현하는 컴퓨터 통합 생산 

EV3로 구현하는 현실 세계의 자동차 

지원

시작하기 자료

EV3 교사용 가이드

평가 도구 및 기술 지원 

확장 세트

EV3 스페이스 챌린지 세트

EV3 확장 세트

액세서리 및 교체 팩

교육 및 전문 능력 개발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최고의 STEM 및 로봇공학 
도구를 수업에 활용하세요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는 전체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체험식 STEM 솔루션으로서, 레고 테크닉 구성 요소, 수업의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표준 기반의 수업을 활용하여 창의적 

자신감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이 솔루션은 직관적인 

지침과 스마트한 브릭을 통해 공학, 코딩, 물리 등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주고 실제 세계의 STEAM 과제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시스템 사양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는 텍스트 기반의 파이썬 

프로그램과 블록을 이용한 

스크래치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며, iOS, Chrome, 

Windows 10, Mac, Android 

등의 운영 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장치의 

목록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LEGOeducation.kr/start

STEAM 

코딩

“ STEM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며, 대부분 실제적 

시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을 

꼭 필요로 합니다.” 

MARK McCOMBS 

RENAISSANCE JAX의 

설립자이자 TEDx TALK 강연자, 

JACKSONVILLE, FLORIDA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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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임박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S

시작하기

코어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코어 세트 

45544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코어 세트는 중고등학생 

(9~12학년)에게 이상적인 STEM 학습 및 로봇공학 도구입니다. 강력한 

인텔리전트 EV3 브릭과 다양한 고급 모터, 센서 및 레고 부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MicroPython을 통해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스크래치 기반의 코딩 언어를 지원하는 무료 EV3 클래스룸 

앱을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트는 흥미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조합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프로그래밍 방식의 로봇을 설계하고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며, 아울러 교사들을 위해 

포괄적인 STEM 및 프로그래밍 교재와 온라인 수업 계획을 제공합니다.

핵심 학습 가치 

STEM 영역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봇을 디자인하고 조립

입력 및 출력 장치의 이해 및 사용

가설의 수립과 테스트를  

통한 직접적 경험 습득

5411–3 10+

STEAM 

코딩

제품의 포장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상자를 개봉하고 브릭을 

분류하고 EV3 브릭의 전원을 

넣으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최초의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초 원리를 

배웁니다. 

로봇 만들기와 제어하기를 

시작합니다.



LEGOeducation.kr

S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단종 임박

120+4

UNIT PLAN

EV3로 구현하는  
컴퓨터 통합 생산 

산업용 로봇으로 어떻게 생산 공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로봇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려면 어떤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 필요할까요? 

실제 제조 분야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산업용 로봇을 설계, 

조립, 프로그래밍하고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UNIT PLAN

EV3로 구현하는  
현실 세계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변을 감지하는 데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며,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실 세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자동차를 설계, 조립, 프로그래밍하고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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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임박 S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추가 부품을 요하는 단위 계획 

EV3 스페이스 챌린지 세트 

45570

세계적인 우주 전문가들의 지원 하에 개발된 이 확장 세트를 통해 

STEM 학습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세요. 이 세트는 국가교육과정 

표준을 준수하며, 학생들에게 세 가지의 우주 테마 연구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또한 세 가지 학습 매트, 도전 과제 매트, 

찍찍이 테이프와 함께 도전 과제 모델을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레고® 부품이 EV3 스페이스 챌린지 세트에 빠짐없이 들어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놀라운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추가 제품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코어 세트(45544). 44페이지 참조

핵심 학습 가치 

STEM 및 로봇공학의 출발점

문제 해결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세계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발견

팀워크 기술을 통한 솔루션 개발

로봇 조립, 테스트 및 평가 방법 학습

프로그래밍, 센서, 모터 및 지능형 장치를 이용한 체험 학습

45–18071–6 1418 10+

확장 세트

EV3 확장 세트

45560

이 세트는 학생들의 로봇공학 체험을 심화하고 창의적 본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재미있는 고급 조립 활동 

내지 추가적인 기계 구성 요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보완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 추가 제품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코어 세트(45544). 47페이지 참조

853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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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액세서리

EV3 주요 구성 요소
10+  별도 표시 없을 경우

EV3 인텔리전트 브릭 

45500

EV3 충전식 DC 배터리 

45501

EV3 라지 서보 모터 

45502

EV3 미디엄 서보 모터 

45503

EV3 케이블 팩 

45514

변압기 10V DC  8+

45517

EV3 센서 구성 요소
10+  별도 표시 없을 경우

EV3 초음파 센서 

45504

EV3 자이로 센서 

45505

EV3 컬러 센서 

45506

EV3 터치 센서 

45507

단종 임박

수업용 번들 제품에 관한 정보는 가까운 러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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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구성품
 1   6+  별도 표시 없을 경우

레고® 테크닉 라지 허브 

45601

첨단 기술과 사용 편의성을 겸비한 브릭 모양의 장치로서, 
다양한 센서와 모터를 연결할 수 있는  
6개의 입력/출력 포트,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5x5 라이트 
매트릭스, 블루투스 연결 기능, 스피커, 6축 자이로,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호환가능한 컴퓨터와 태블릿 PC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USB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레고® 테크닉 라지 앵글 모터  

45602

고출력 고토크 용도에 최적화된 이상적 솔루션으로서, 
통합형 회전 센서와 절대 위치 센서를 갖추고 있어 원활한 
직선 제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레고®테크닉 미디엄 앵글 모터

45603

반응성이 뛰어난 로봇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튀지 않는 디자인에 절대 위치 인식과  
1도 단위의 정확도를 지원하는 통합형 회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레고® 테크닉 거리 센서

45604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1-200cm의 감지 범위, 
+/- 1cm 수준의 정확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LED‘눈’, 그리고 타사의 센서, 보드 및 DIY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형 6핀 어댑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레고® 테크닉 컬러 센서 

45605

8가지의 색상을 구별하고 어둠부터 밝은 일광까지 
반사광과 주변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레고® 테크닉 힘 센서

45606

최대 10뉴턴(~1kg)의 압력 측정 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센서를 터치 센서로 
사용하여 누름, 놓음, 충돌 상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레고® 테크닉 라지 허브 배터리 

45610

45601 레고® 테크닉 라지 허브(별매품)에 사용되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대용량 2,000 mAh 배터리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이용해 허브에 연결한 상태로 
충전이 가능하며, 아울러 별도의 도구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45601 테크닉 
라지 허브와 45678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고® 테크닉 Micro USB 커넥터 
케이블 

45611

호환되는 컴퓨터와 태블릿을 45601 라지 허브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라지 허브를 
충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LE 보충팩

LE 보충팩 프라임 108  10+

2000719

LE 보충팩 프라임으로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세트
(45678)를 상시 완벽하게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 
보충팩은 100개 이상의 레고 테크닉 및 시스템 브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잃어버린 구성품을 찾느라 귀중한 수업 시간이 낭비될 일이 
없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레고® 에듀케이션 리소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LEGOeducation.com/start

LEGOeducation.kr

레고® 에듀케이션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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