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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육(온라인강의)개요

교육기간 2018년 9월~2020년 2월

2018년 (1년차) 2019년 (2년차)

온라인
과정

• STEAM 교육 (온라인강의)

• 여름또는겨울캠프

교육과정 - 테마별 주제형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진행

- 융합교육(STEAM)기반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자재 지원



1. 기본교육(온라인강의)개요

수강방법

과학상자

개별발송

온라인 강의

(LMS)

포트폴리오

제출

멘토

피드백

포트폴리오

재제출



2. 봄학기수강일정

2019년

교육 일자

온라인 강의

3월(1차) 교육 2019년 3월 30일(토)

4월(2차) 교육 2019년 4월 27일(토)

5월(3차) 교육 2019년 5월 25일(토)

6월(4차) 교육 2019년 6월 22일(토)

• 강의 업로드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달 온라인 강의 업로드 및 포트폴리오 제출기한을 안내하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규정안내

2) 매 학기 3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아야 다음 학기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가을학기는 5회 이상)

•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멘토 선생님이 개별 평가 및 피드백을 합니다.

• 평가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평가 설명 출석인정여부

○(우수) 포트폴리오를 성실히 잘 작성하여 제출함 출석으로 인정

△(보통)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작성해야 함 실시간 강의 수강 후 포

트폴리오를 다시 제출해

야 출석으로 인정
X(미흡)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

1) 5기 과학과정 기본교육(온라인강의)은 총 3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가을학기(6회)

2019년

봄학기(4회)

2019년

가을학기(4회)



3. 출석규정안내

4) 출석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3) 매달 온라인 강의 업로드시, 포트폴리오 제출 기한을 안내해드립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X(미흡)’으로 평가되오니, 학생들은 유의 바랍니다.



4. 자주하는질문

Q1. 과학상자가오지않았어요.

A1. 과학상자는 온라인 강의 업로드 1~2일 전에 발송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 된 후에도 과학상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교로 연락주세요.

Q2. 과학상자재료가빠졌습니다.

A2. 재료가 빠진 게 있다면 발견 즉시 학교로 연락주세요.

Q3. 너무바빠서온라인강의를듣지못했어요. 포트폴리오제출기한을연장해주시면안되나요?

A3. 강의를 수강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5일~7일 입니다. 개인 일정을 잘 조절 하여 교

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포트폴리오 제출 기한은 연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Q4. 강의를봐도잘모르겠어요.

A4. 온라인 강의를 여러 번 보고, 고심해도 잘 모르거나 궁금한게 있다면 LMS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Q5. 홈페이지주소를잊어버렸어요. 제 ID와 PW를잊어버렸어요.

A5.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다문화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비롯하여 온라인과정 교육 참여를 위한 모든 자료

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로 문의 주시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