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력 쑥쑥~

컴퓨터교실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시대에
기초에서부터 코딩 및 자격증 과정까지
언제나 처음 시작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약속 드리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발 맞추어 컴퓨터 교실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수업을
참여 부탁 드립니다.

1분기 교육과정 안내
활용반(한컴오피스)
2~3학년

기초반(타자팡팡&윈도우)
1~2학년

▶ 올바른 타자 운지법으로 공부
▶ 컴퓨터와 친해지는 첫번째 관문!
▶ 실생활과 연관된 흥미 위주의 예제
및 작품 만들기를 활동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술을 습득

▶ 올바른 타자 운지법으로 공부하기!
▶ 윈도우와 인터넷의 기본내용을 흥
미롭게 접하는 과정.

동물카드
만들기

▶ 자격증 대비 프로그램 활용
(한글, 한쇼, 한셀)

▶ 마우스의 사용법, 컴퓨터와 대화
나누기(키보드), 윈도우 창의 구
성요소, 인터넷 실행 등을 배우는
수업
약도 그리기

저녁메뉴 사다리 타기

시간표 만들기

✐ 올바른 운지법으로 저학년부터 타자습관을 제대로 익힙니다.
✐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 배운 기능을 응용한 작품만들기를 통해 바로 사용 가능한 멋진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DIAT/ITQ자격증

!!
시간
타자 기본!!
은
집중

▶ 대상학년 : 3~6학년
▶ 과목 : 한쇼(파포), 한글, 한셀(엑셀)
▶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및 기술수준
인증을 위한 실기능력평가 방식의
국가공인 IT기술자격과정!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
에
열중하는 자격증반!!

▶ 초, 중학교 수행평가 능력 향상
▶ 실생활과 밀접한 실무중심,
과제 해결형 문제
▶ 점수에 따른 과목별 자격등급부여
(초,중,고/ A,B,C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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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프로 ! 실력
그램
U
반 수 p!
업

등록안내
신청기간

3월 5일(화) , 6일(수)

교육기간

3월 11일(월) ~ 6월 7일(금)

교 육 비

§ 1-2학년 기초반(타자팡팡&윈도우) 70,620원 (교재비 10,000원 별도)
§ 2-3학년 활용반(한컴오피스) 70,620원 (교재비 없음)
§ 자격증반 105,930원 (교재비 13,000~15,000원 별도)
※ 교재비는 교육비와 함께 스쿨이체 됩니다.

신청장소

동관(별관) 1층 방과후 교실

수업시간표

※ 모든 수업 과정은 주 2회 수업입니다.

수업 과정

요일 & 시간

대상 학년

기초반(타자팡팡&윈도우)

월 1:00-1:50 화 2:00-2:50

1-2학년

활용반(한컴오피스)

월금 2:00-2:50

2-3학년

자격증 A반 (3~4학년)

수목 2:00-3:15

3-4학년

자격증 B반 (5~6학년)

화 2:50-4:05 목 3:15-4:30

5-6학년

자격증 C반 (3~6학년)

월금 2:50~4:05

3-6학년

★ 자격증반 시간, 요일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 희망시 아래 신청서 <시간, 요일 조정 상담>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 절취선

방과후 컴퓨터부 수강 신청서
학년

학년/반/이름

반

번

희망 과정

이름 :

연 락 처

학부모 휴대폰 :
학생 휴대폰 :

시간, 요일
조정 상담
(자격증반만 해당)

◈ 위와 같이 방과후 컴퓨터수업을 신청합니다.

학부모(보호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