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출할 때 옷깃을 한 번 더 여미게 되는 싸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
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응원과 따뜻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컴퓨터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
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컴퓨터교실 건강 수칙 ◀
수업 전후 손 씻기, 발열검사, 주기적인 환기,
방역 물품(컴퓨터, 책상, 의자, 손잡이 등)으로
꼼꼼히 소독 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및 관리

교육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
- ‘우리 아이 미래를 디자인하는 7가지 질문’ 中 -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흐름은 바로 【Smart STEAM(융합)교육】입니다.
그 동안은 성적을 좌우하는 주요 과목인 수학, 과학, 영어가 중요했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 주요과목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으로 지향할 때입니다.
✎ 대

본교 1학년 ~ 6학년

상

✎ 교육기간 2020년 11월 2일(월) ~ 2021년 2월 26일(금)

수
강
신
청
안
내

▣ 주2회 132,000원(4개월분)
▣ 주3회 159,500원(4개월분)

✎ 수 강 료

컴박사반

교재비

(과정에 따라)
✎ 스쿨뱅킹
✎ 신청기간
✎ 신청장소

\10,000

✍ 컴퓨터부는 기존 수강생이 자동
재수강됩니다.^^ (신규 추가 또는 수강
취소 시 연락바랍니다.)

[문자 접수 방법]
ITQ한글 자격

\14,000

ITQ엑셀 자격

\14,000

※ 오피스반, GTQ자격반, 기존 창의코딩반은 제외!

11/2(월)~11/5(수) 뱅킹통장에서 수강료와 교재비 인출!!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5시부터~ 25일(일)

문자 또는 전화 신청 접수!! 각반 선착순마감!
4층 제1 컴퓨터실 최정화선생님(☎ 010-2210-7981, 243-1388)
★

문자 또는 전화 신청접수 받습니다.

컴교실 자격 시험 소식
♛ ITQ 엑셀
A등급 : 이환희(6)

♛ ITQ 파워포인트

수신 010-2210-7981

<문자신청방법>
0학년 0반 0번
이름 : 나호연
0000반 신청합니다.^^

✍ 2020. 8. 8. / 9. 12. 시험

축하합니다! ITQ 자격 시험
응시생 32명 전원합격!!

A등급 : 이영석(4)이동규(4)최
혁(4)김다인(5)김여진(5)김주연(5)장은우(5)정지현(5)차윤서(5)
최지민(5)김나윤(6)김도윤(6-2)김도윤(6-3)김태완(6)문예령(6)박규민(6)서현아(6)이규은(6)
이현우(6)이희찬(6)정재영(6)최 환(6)황재원(6)
B등급 : 이준서(4)황재승(4)이예슬(5)채의정(5)서준호(6)천유림(6)
C등급 : 김기완(5)정미진(5)
♥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모든 친구들에게 칭찬과 격려보냅니다.^^

시간표 안내
장소

4
층

학기 수업 시간

방 학 시 간

컴박사 - 신규 10명

월수 12:25~01:15 목 01:10~02:00

월수 10:50~12:30 목 10:50~11:40

오피스 2

화금 01:00~01:50
화금 01:00~01:50
월수금 01:20~02:10(오후)
수 01:20~02:10 월금 02:10~03:00
화목금 08:00~08:50(오전)
화목금 08:00~08:50(오전)
화목금 02:10~03:00(오후) 6학년모집
화목금 02:10~03:00(오후)
월화수 08:00~08:50/ 월욜 1실 수업
월목금 08:00~08:50(오전)

화금 10:50~12:30 목 11:40~12:30

학년
기초
12학년
과정
일반 2학년
과정 34학년

✍ 수강인원에 따라 폐강 또는 시간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반명

/ 모집마감

오피스 2 - 신규 6명

ITQ한글 2 / 모집마감
56학년
ITQ한글 2 / 모집마감
자격 1 (ITQ엑셀) / 마감
자격 1 (GTQ자격) / 마감
456학년
자격 2(ITQ엑셀)
자격 2 (GTQ자격) / 마감
34학년

제
1
컴실

자
격
과
정

2 일반 3456학년 오피스 1 - 신규 10명
컴실 자격 3456학년 ITQ한글 1 / 모집마감
1실 더하기 3456학년 창의코딩(주1회 더하기)

(타과정과 함께 신청! 교구 병행)

수 08:00~08:50(오전)

화금 10:50~12:30 목 11:40~12:30
월수 09:00~10:40금 09:50~10:40
월수 09:00~10:40금 09:50~10:40
화목 09:00~10:40금 09:00~09:50
월수 09:00~10:40금 09:50~10:40
화목 09:00~10:40금 09:00~09:50
월수 09:00~10:40금 09:50~10:40
화수 09:00~10:40목 09:50~10:40
월금 09:00~10:40목 09:00~09:50
방학에는 수업 없음!!

✍ 컴퓨터부는 기존 3분기 수강신청이 4분기 자동 재수강 신청됩니다.^^(신규 신청 또는 취소 시 연락바랍니다.)
✍ 학교 학사운영 시간변경으로 학기 컴 수업시간이 변경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교육 과정 안내

✍ 컴퓨터부는 학습 특성상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과정반 아동 우선 등록!!)

컴박사-1,2학년

오피스-2~6학년

▶ 컴퓨터 윈도우 고급 기능

(Windows 10)과 멀티미디어, 인
터넷을 이용해 자료검
색하기, 유틸리티 프로
그램 등을 통한 체계적
인 학습과정! [교재비 10,000원]

자격과정
▶

▶

창의코딩-3~6학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

한 발표용 문서(프리젠테이션)를
작성 과정입니다.
✎ 자격증 필수 과정 입니다!

★ 엔트리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코딩플런
보드로 작동 - 다양한
예제가 가득~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
용하여 작동하는 게임도 만들고 즐
기는 과정!! (타과정과 함께 신청)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UP

ITQ 자격 과정 수행과제
한글

ITQ / GTQ 자격 과정

엑셀

GTQ 자격 과정
(그래픽-포토샵) 2급

실기로만 평가하는 자격증으로 학교 수
행평가에 대비하고, 정보기술 관리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자격과정!!
✎ ITQ 한글/파워포인트/ 엑셀/인터넷

[교재비 14,000원]
✎

GTQ 2급 / 1급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신감 향상!

★ 2020년 4분기 컴퓨터부 수강 신청 과정 안내 ★

수신 : 010-2210-7981
<문자신청방법>

0학년 0반 0번 나호연
0000반 신청합니다.^^♥
(창의코딩반 추가 신청)

▶ 일반 과정
□ 1,2학년 컴박사
□ 3~6학년 오피스 1(오전)

▶ 자격증 과정
□
□
□
□

ITQ한글 1 (오전)
ITQ한글 2 (오후)
자격 1 (ITQ엑셀 / GTQ2급) (오전)
□ 2학년 오피스 2(오후)
자격 2 (ITQ엑셀 / GTQ2급) (오후)
□ 3~4학년 오피스 2(오후)
▶ 더하기 과정 □ 3-6학년 창의코딩- 수강료 30,250원 추가
※ 창의코딩반은 타과정과 함께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