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정

대

A.
컴기초+타자짱
주2회(월,금)/총80분

B.
오피스_기초
주2회(월,수)/총80분

C.

ü
ü
ü
ü

상

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과정
한컴타자연습, 컴퓨터의 기본원리, 윈도우10 기초, 인터넷 기초, OA 기초 및
작품, 다양한 유틸리티 융합 과정 등. 플래시를 보면서 윈도우를 배우고,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워보는 과정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사용 프로그램 : 타자연습, 윈도우10, 인터넷, 유틸리티, 오피스

1,2 학년 이예요.
컴퓨터를 처음 배워요.
컴퓨터가 궁금해요.
타자실력 쌓고 싶어요

ü 3,4학년 이예요.
ü 오피스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배우고 싶어요.
ü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ü 3,4학년 이예요.

피봇 애니메이터
주1회(금)/총40분

D.
“국가공인자격증”
(ITQ)과정
주2회(월,수)/총160분

E.
수행평가대비
주1회(금)/총80분

용

ü 스틱맨을 이용하여 나만의
애니매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3,4학년 친구들을 위한 멀티반!
‘MS오피스2016’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발맞춘 연계수업을 하면
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의 주요기능들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
는 수업입니다.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번 과정을 통해
기본기를 다지고, 향후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용 프로그램 : 아래한글, 한쇼, 윈도우10 유틸리티 등
스틱맨과 놀며 배우는 피봇 애니메이터!
프레임을 추가하며 캐릭터(막대인간:스틱맨)의 움직임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캐릭터를 만
드는 것은 물론, 스토리와 동작을 매칭하여 뮤직비디오나 짧은 영화를 만들
어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프로그램 : 피봇애니메이터

ü 4~6학년 이예요.
ü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ü 프로그램을 전문가처럼
다루고 싶어요.

신뢰성이 확보된 OA국가공인 자격증!!
실무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학습하고 문서작업 실력을 두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입니다. 취득 후 공공기관 가산점 및 대학교 졸업인증 및
학점인정이 되며 3과목 "A"등급 취득하면 OA마스터 자격증 취득이 가능
하며 중학교 교과과정에 필요한 과제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용 프로그램 : 아래한글, 한쇼, 인터넷정보검색

ü 5,6학년 이예요.
ü 수행평가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싶어요.

컴퓨터로 준비하는 수행평가 완벽대비!
초등학생 및 예비중학생을 위한 수행평가 대비과정으로, 프로그램
과 다양한 과목의 수행평가 과제를 접목하여 기존 틀에 박힌 형식
의 수행평가 과제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수행평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사용 프로그램 : 아래한글, 한쇼, 곰믹스 프로, 미리캔버스 등

사용 교재
시간

요일

1:10–1:50
(40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A. 컴기초+타자짱
(1-2학년)

-

A. 컴기초+타자짱
(1-2학년)

B. 오피스_기초
(3-4학년)

B. 오피스_기초
(3-4학년)

C. 피봇애니메이터
(3-4학년)

A
2:00–2:40
(40분)

2:50–4:20
(80분)

<국가공인 ITQ 자격증> <국가공인 ITQ 자격증>

D. 한쇼 2016
(4-6학년)

D. 한쇼 2016
(4-6학년)

E. 수행평가대비
(5-6학년)

❤ 컴퓨터부는 수업시작 10분이내 출결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A,D반만 별도구매)

B

D

C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