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 2분기 세교초 방과후 컴퓨터교실

모집 안내문
신청기간 : 2021년 6월 7일(월) ~ 10일(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다
보니 어느덧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교초 컴퓨터 교실에서는 즐겁게
컴퓨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교육과정을 참고하시어,
세교초 어린이들이 IT 꿈나무로써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8월 27일(금) (11주)
(보강주 8월 30일(월) ~ 9월 3일(금) 1주)

신청방법 : 강사에게 바로 문자 신청 ★ 선착순 마감 ★
(ex. 세교초 00반 0학년0반0번 홍길동 신청합니다
보호자 000, 전화번호 010-1234-5678입니다.)

납부방법 : 2021년 6월 21일(월) ~ 23일(수)
수 강 료 : 아래 표 참고/수용비7%포함
(교재비와 재료비 별도입니다. 아래표 참고)

상담문의 : 010-6365-7460 박주홍

등록안내
수강반

※ 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부서는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학년

요일

★수강료 / 원 단위 절사★

교재

1

수

[주40분] 30,610원
11,130원*2개월 + 8,350(3주)

10,000원

2

화,목

[주80분] 61,220원
22,260원*2개월 + 16,700(3주)

10,000원

DIAT&SW코딩
[OA자격 + 스크래치]

3-4

월,수,금

[주120분] 91,820원
33,390원*2개월 + 25,040(3주)

16,000원
(신규생만구입)

ITQ&SW코딩
[자격증 + 스크래치]

5-6

월,화,목

[주240분] 183,620원
66,770원*2개월 + 50,080(3주)

16,000원

매지카복셀
[3D모델링+엔트리]

3-6

수,금

[주80분] 61,220원
22,260원*2개월 + 16,700(3주)

10,000원

리틀 컴박사A
[한쇼+굿즈]

리틀 컴박사B
[한쇼+굿즈]

교구,재료비

*교재,교구, 재료비는 교
육료와 별도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강료와 교재비,교구
재료비 각각 스쿨 뱅킹
으로 처리됩니다

시 간 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리틀 컴박사A
[1학년]

1:00 ~ 1:40
(40분)
2:00 ~ 2:40
(40분)

DIAT&SW코딩

리틀 컴박사B
[2학년]

DIAT&SW코딩

리틀 컴박사B
[2학년]

DIAT&SW코딩

2:45 ~ 4:05
(80분)

ITQ&SW코딩

ITQ&SW코딩

매지카복셀
(2:40~3:20
40분)

ITQ&SW코딩

매지카복셀
(2:40~3:20
40분)

교육과정안내
기초
과정

▶리틀 컴박사A,B
타자연습 + OA한쇼 + 굿즈

▶매지카복셀
3D모델링 + 엔트리

응용
과정

EQ+CQ + 작품 + 타자 연습 = 실력향상

3D개념확립! 공간지각능력, 창의력향상!!

워드와 그래픽의 기초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과정으로 주제에 맞게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름표, 쿠폰, 스티커 등 다양한 나만의 작품으로 만
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한글 타자연습은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매지카복셀 프로그램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3D 그래픽에 대한 흥
미를 느끼며 즐겁게 학습합니다.
내가 만든 3차원 세계 캐릭터와 배경으로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코딩까지 완성해 봅니다.

꾸러기 컴박사 A
▶수 주1회
▶1:00~1:40
▶교재 :10,000원

중급
과정

꾸러기 컴박사 B
▶화, 목 주2회
▶2:00~2:40
▶교재 :10,000원

▶DIAT+SW코딩
국가공인 OA 자격 시험대비

DIAT 자격증 - 한쇼
-국가 공인 자격증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주관
-학교과제,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필수 OA프로그램 3~4학년 모두 적합함

▶ 수, 금 주 2회
▶ 2:40 ~ 3:20
▶ 교재 : 10,000원

자격증과정

플러스 코딩수업

▶월,수,금 주3회
▶ 2:00~2:40
▶ 교재 : 16,000원 (신규생만구입)

고급
과정

▶ITQ+SW코딩
국가공인 OA 자격 시험대비

ITQ 자격증 - 한쇼, 한글
-국가 공인 자격증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
-실기시험으로만 평가 / 현장실무 위주의 시험 / 공공
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정보기술자격 제
도로 ITQ를 채택하여 활용 5~6학년 모두 적합함

OA자격증과 코딩 교육=>1석2조!!
S/W교육의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OA기능만 익힐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격증수업과 병행하여 스크래치를 통해 코딩을
익히면 좀 더 창의적이고 즐거운 컴퓨터시간이 될 것입니다.
DIAT자격증반, ITQ자격증반에서 같이 플러스 수업으로 스
크래치 코딩수업 진행 예정입니다.

▶월,화,목 주3회
▶2:45~4:05 (80분)
▶교재 : 16,000원

세교초등학교컴퓨터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