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4U 프로그래밍 심화교육
기간: 2017년 1월 2일(월) ~ 2017년 1월 9일(월)

(7박8일)

장소: 경기대학교 강의실

한국정보과학아카데미

Im4u 프로그래밍 심화교육 안내
교육특징

단기간 집중 교육으로 최고의 학습효과 !!
 단기 집중 학습을 통해 평상시 3~6개월 정도의 교육성과 및 전반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함.
 집중력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및 창의력을 향상
 프로그래밍 학습교육을 통한 수학. 과학적 개념을 알고 문제 요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둠
 철저한 수업 관리 감독으로 학습효과 향상
※ 교육 참가인원의 상당수가 정보올림피아드 진출. (우수성적으로입상)

최고 수준의 강사진 !!
 IOI와 , KOI 입상 출신 강사를 초빙.
 프로그래밍 심화학습을 통하여 기초실력을 향상시키며, 토론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워 교육성과를 극대화함
 또한 1:1학습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뭔지 맥잡는 학습으로 잠재력을 향상시킴.
 교육기간중 학습과정의 기록 및 개개인의 포트폴리오 작성

다양한 CURRICLUM 의 운영!!
 토론 수업을 통해 발표력과 이해력 향상
 수준별로 다양하고 풍부한 문제 제공
 동영상 및 매체를 이용한 창의력향상 및 학습의욕 고취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에게 시상

최고의 시설 및 안전 관리 철저!!
▪ 쾌적하고 따뜻한 최고시설의 강의실
▪ 편리한 교내기숙사 및 다양한 메뉴의 급식 식당 이용

 감독 및 지도교사 상설 주둔으로 주야로 철저한 안전관리
 겨울철 감기 및 응급환자를 대비한 진료서비스

한국정보과학아카데미

교육일정 및 장소
(1) 장소 : 경기대학교 집현관 강의실
(2) 일정 : 2016. 1. 2 (뭘)~ 2016. 1. 9 (월) (7박 8일)
[3) 입소장소: 경기대 생활관 (드림타워) /오전 11:30분까지 입소완료

교육 참가 신청 안내
(1) 캠프 신청 일정 및 캠프 참가비
구분

1차

신청 일정

반 구분

캠프비

선수반(문제풀이 심화반)

95만원

알고리즘반

95만원

”

기초반

93만원

”

12월1일~
12월 16일

비고
교통비
포함

 입소 및 퇴소시 차량은 학원책임하에 해결바랍니다.
(2) 참가비 입금계좌
- 입금 계좌 번호 : 우리은행 1002-840-758534 정미영 (한국정보과학교육센터)
(가급적 학생이름으로 입금. 부모이름으로 입금 할 경우 입금자명 알려주세요~)

(3) 참가비 환불규정
o. 교육시작 5일 전까지 : 참가비 전액 환불
o. 교육시작 전 5일~캠프 3일까지 : 참가비의 80% 환불
o. 교육3일전 이후 : 참가비 환불 불가(단,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신청자 미달로 인한 심화교육
개최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일 경우는 날짜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4) 교육 참가 신청
- im4u 홈페이지 www.im4u.co.kr [원장님 커뮤니티]-[캠프신청]메뉴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내
(1) 반 구성
반 이름

구 성

강사 수

선수반

실전문제풀이 및 고급알고리즘

1명

알고리즘반

자료구조, 알고리즘이해 및 영역별 문제풀이

3명

기초반

프로그램 문법치중 및 응용문제풀이(중급 1권)

2명

(2) 관리자 및 강사진 소개
. 관리 및 감독교사
-신명균 (im4u 이사) 정미영 (im4u) 김형주 (im4u)

김양현 (im4u) 백범기

 강사
- 이창수 한양대 (IOI동메달)

- 신현규 포항공대(KOI금메달)

- 최성원 (고려대 KOI금메달) - 이선웅 고려대 (KOI금메달)

-주민건 (한양대 koi은메달)

정종현 [고려대 KOI은메달/APIO은메달)

- 각 반 강사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일정표
날짜/시간

1일차

09:00~ 10:00

1월3일(화)

3일차

1월4일(수)

4일차

1월5일(목)

5일차

1월6일(금)

6일차

1월7일(토)

7일차

1월8일(일)

13:00

도착 정리 / 오 리 엔

1월2일(월)

2일차

12:00 ~

점심

테이션

14:00~ 17:00

수 준 테
스트/
반배정

22:00

23:30~

수업
진행

수업/문제풀
수업/문제풀이/토의

아침
식사

수 업 /문 제 풀 이 /
토의

점심식사

1월5일(금) 중간평가

(12:00~1:00)

1월9(월) 마지막
평가

퇴소식: 1월9일(월)
17:30분

8일차

18:00 ~19:00 ~

1월9일(월)

* 자세한 커리큐럼은 추후 안내

이/토의
저녁

간식/

취침

식사

자율학습

시간

입소방법 및 준비물안내
(1) 입소식 안내


입소일자 : 2017. 1. 2 (월) 11시30분 (지방에서 오는 학생으로 인함)



입소장소 : 경기대학교 생활관(드림타워) 1층 로비 (별첨약도 참고)



입소식 : 2017. 1. 2 (월) 오후 13:00 (경기대학교 집현관 강의실)



교통편: 학원별로 편리한 교통편 자체 해결



준비물
- 노트북 (본인 노트북으로 수업진행) , 노트북 임대시 대여료 추가비 20,000
- 학생이 학원에서 사용하던 기본교재 (im4u 초급반, 중급반Ⅰ,Ⅱ), 세면도구, 우산, 옷(속옷 및 상하
의 2~3벌 정도, 운동복), 필기도구, 슬리퍼, 상비약(진행본부에 구급약이 있으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약은 구비요망)
- mp3, 게임기 등 학업과 관련 없는 물품 등은 소지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각자 소지품에 이름표를 달아 주세요.

 지급품목
- 보조교재. 교육용 노트. 화일
※ 개인노트북을 필히 준비 해오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없을시 대여료20,000원 추가)
※ 기숙사에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학생이 직접 세탁을 하면 됩니다.
※ 핸드폰은 입/퇴소 시 연락을 위해서만 지참하도록 해주세요.

(단, 입소식 이후 모두 회수하고, 퇴소식 이후 돌려주는 것으로 합니다.)

(2) 퇴소식 안내


퇴소식 및 시상식 : 2017. 1. 9 (월) 오후5시30분 식사 후 귀가
- 시상식 : 성적우수자상, 모범생상 수여
- 캠프 퇴소 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캠프수칙
다음은 캠프 수칙입니다. 캠프 수칙을 어겼을 경우, 경고나 퇴소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즉각 퇴소 조치)



복도에 침을 뱉거나 벽에 낙서하는 행위 (경고2회시 퇴소 조치)



동료와 다툼 금지(즉각 퇴소 조치)



취침 시간 엄수(경고 2회시 퇴소 조치)



개별 행동 금지(경고 2회시 퇴소 조치)



기상 시간 엄수, 야간 통금(경고 3회시 퇴소 조치)



강의 중 장난을 하거나 타인의 공부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경고 3회시 퇴소 조치)

유의 사항
 수칙을 위반하여 퇴소 조치될 경우, 퇴소사유를 학부모님께 발송해 드립니
다. 강제 퇴소로 발생한 잔여기간 캠프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캠프
참가서를 제출캠하면 캠프 수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생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소지품 분실에 대해서는 im4u본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각종 시설 사용 시, 학생 과실로 인한 고장 시에는 학생이 수리비를 부담
합니다.


몸이 불편할 경우 관리자 및 감독 교사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에 연락 및 인근 병원 응급 치료 )

기타 안내 내용
 학생 개인별로 사고보험에 가입됩니다.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를 제출하셔야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 참가신청서 제출을 서둘러 주세요.
 식사는 기숙사 식당이며, 급식 전문 업체에서 운영하며 야간에 간식이 제공됩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센터나 IM4U 본부(02-775-6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프장 찾아오시는길
-약도 안내 –
•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수원역에서 하차 : 경기대행 버스(11, 13, 24, 32번 등) 승차
* 자가용 이용시 (네비-경기대 드림타워 찍고 오심)
경부고속 : 신갈IC에서 인천-안산방면(영동고속도로)로 진입->동수원 톨게이트 통과 후 동수원
IC에서 1분 거리 용서고속 : 광교상현IC에서 수원방면 3분 거리 경수산업 : 경기도 교육청
사거리에서 경기대 방면으로 3분 거리
• 버스노선
서울-경기 1007, 1007-1, 3001, 3007, 7000, 7001
수지,분당,죽전, 성남-경기대 1550, 1550-3, 5500, 5500-2, 6800, 6900,
7, 7-2, 60, 77-1, 80, 500, 660, 700-2, 720, 720-1

경기대 생활관(드림타워) 약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5 생활관 ☎ 031-547-5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