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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 부설 미래영재교육 프로그램 초등1학년 신
입생 선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정

수업 시간

시수

4월11일(토)

09:00(입학식)~15:30

6

4월25일(토)

09:30~15:20

6

5월9일(토)

09:30~15:20

6

5월23일(토)

09:30~15:20

6

6월13일(토)

09:30~15:20

6

6월27일(토)

09:30~15:20

6

7월18일(토)

09:30~15:20

6

계

42

2. 본교 과학영재교육원 부설 미래영재교육센터에서는 2020년에는 수학 및 과학에 흥미와 재
능이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융합형 영재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
니다.
3. 2020학년도 미래영재교육 수업 및 선발 일정(학교 사정으로 일정 변경 가능)

진행 순서

일정

모집 공고

2월 15일(토)-

내용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부설 미래영재교육 홈페
이지(cafe.naver.com/ajougiftedcenter)

① 온라인으로 인적사항 등록(3월 4일 오전 9:00링크
오픈)

② 원서 및 전형자료 우편 발송(마감 당일 소인분 유
원서 접수(서류 제

3월 4일(수)

효)

출) 및 1차 전형료
납부

-6일(금)

③ 접수번호 보호자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
④ 1차 전형료 무통장 입금(접수기간 내 반드시 학생
이름 및 학교명으로 입금)
⑤ 전형료 납부 확인 후 문자 발송

1차 선발결과(캠프
전형 대상자) 발표

2차 전형(캠프) 전

3월 13일(금) 17:00

합격자 개별 연락

3월 16일(월)-17일

① 캠프 전형료 무통장 입금(기간 내 반드시 학생 이

(화)

름으로 입금)

형료 납부
② 전형료 납부 확인 후 문자 발송

캠프 전형

2차 최종합격자 발
표

3월 21일(토)
09:30~15:30

4월 2일(목) 17:00

아주대학교

합격자 개별 연락

① 1학기 교육비 무통장 입금(기간 내 반드시 학생
합격자 등록

4월 3일(금)-7일

이름, 학교명으로 입금)

(화)
② 교육비 납부 확인 후 문자 발송

가. 1학기 수업 일정(안)
나. 선발 일정

다. 선발 인원 및 지원자격
1) 1학년 30명(10명*3학급)
2) 지원 자격: 초등 1학년 학생 중 과학 및 수학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 지역 제
한은 없음

항목

납부 대상자

금액

1차 서류전형료

지원자

30,000원

2차 캠프전형료

캠프 전형 대상자

90,000원

비고

3월 21일(토) 캠프전형
실시

라. 프로그램 특징 :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미래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
년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SW교육을 포함한 수학?과학 기반의 융합형 영재교육을 추구합
니다. 지도교사는 융합 및 영재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입니다. 영재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전문성뿐 아니라 영재 판별, 영재 상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융합교육 및 영재
교육 전문가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한 학급당 정원을 10명으로 구성하여 교사와 학
생간의 섬세하고도 친밀한 관찰 지도 및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미래영재교육 프로그램
에는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상담이 포함되어, 자녀와 함께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영재
교육을 지향합니다.
마. 전형료 : 납부하신 1, 2차 전형료 환불 및 서류 반환은 불가합니다.

바. 미래영재교육은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부설 특별프로그램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올해 2021년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1) 미래영재교육 전형 관련 양식 및 미래영재교육 교육비 안내 전반에 관한 내용은 미래
영재교육 홈페이지:http://cafe.naver.com/ajougiftedcenter
2) 미등록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3) 2020년 여름방학(8월) 및 겨울방학(2021년 1월)에는 미래영재 융합캠프가 2일간 진행되며
융합캠프에는 재원생 이외의 학생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 입학 관련 문의: 미래영재교육 홈페이지 Q&A 게시판(스탭만 보기 체크) 또는 아주대 과학
영재교육원(031-219-1580) 끝.

첨 부 1. 지원서 및 제출 서류 양식

아주대학교 총장

수신자

효탑초등학교장, 입북초등학교장, 대선초등학교장, 수일초등학교장, 수원매화초등학교장, 팔달초등학교
장, 고색초등학교장, 고현초등학교장, 곡반초등학교장, 곡선초등학교장, 구운초등학교장, 권선초등학교
장, 남수원초등학교장, 남창초등학교장, 당수초등학교장, 동수원초등학교장, 매산초등학교장, 매원초등
학교장, 매탄초등학교장, 매현초등학교장, 산남초등학교장, 산의초등학교장, 상률초등학교장, 서호초등
학교장, 세곡초등학교장, 세류초등학교장, 송정초등학교장, 송죽초등학교장, 수원금곡초등학교장, 수원
선일초등학교장, 수성초등학교장, 수원신곡초등학교장, 수원초등학교장, 숙지초등학교장, 신성초등학교
장, 신영초등학교장, 신풍초등학교장, 안룡초등학교장, 연무초등학교장, 영덕초등학교장, 영동초등학교
장, 영일초등학교장, 영통초등학교장, 영화초등학교장, 오목초등학교장, 우만초등학교장, 원천초등학교
장, 율전초등학교장, 율현초등학교장, 인계초등학교장, 잠원초등학교장, 정자초등학교장, 정천초등학교
장, 조원초등학교장, 지동초등학교장, 창용초등학교장, 천일초등학교장, 천천초등학교장, 청명초등학교
장, 칠보초등학교장, 태장초등학교장, 파장초등학교장, 호매실초등학교장, 황곡초등학교장, 화서초등학
교장, 화양초등학교장, 화홍초등학교장, 효동초등학교장, 효성초등학교장, 효원초등학교장, 효정초등학
교장, 효천초등학교장, 소화초등학교장, 중앙기독초등학교장, 대평초등학교장, 명당초등학교장, 명인초
등학교장, 상촌초등학교장, 송림초등학교장, 송원초등학교장, 원일초등학교장, 일월초등학교장, 탑동초
등학교장, 한일초등학교장, 서평초등학교장, 오현초등학교장, 성남제일초등학교장, 성남정자초등학교
장, 성남양지초등학교장, 검단초등학교장, 구미초등학교장, 금빛초등학교장, 금상초등학교장, 늘푸른초
등학교장, 내정초등학교장, 단남초등학교장, 단대초등학교장, 당촌초등학교장, 대원초등학교장, 대일초
등학교장, 대하초등학교장, 돌마초등학교장, 백현초등학교장, 복정초등학교장, 분당초등학교장, 불곡초
등학교장, 불정초등학교장, 상대원초등학교장, 상원초등학교장, 상탑초등학교장, 서당초등학교장, 서현
초등학교장, 성남초등학교장, 성남동초등학교장, 성남매송초등학교장, 성남미금초등학교장, 성남북초등
학교장, 성남서초등학교장, 성남신기초등학교장, 성남신흥초등학교장, 성남은행초등학교장, 성남장안초
등학교장, 성남중앙초등학교장, 성수초등학교장, 수내초등학교장, 수진초등학교장, 안말초등학교장, 야
탑초등학교장, 양영초등학교장, 오리초등학교장, 왕남초등학교장, 이매초등학교장, 중원초등학교장, 중
탑초등학교장, 초림초등학교장, 청솔초등학교장, 탄천초등학교장, 태평초등학교장, 하원초등학교장, 하
탑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장, 희망대초등학교장, 중부초등학교장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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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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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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