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1. 모집 대상

  지원학년 :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학년 

  ※ 현재 초2학년은 초3학년으로, 초6학년은 중1학년으로 지원합니다.

  ※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모집 일정

가. 원서접수: 2020.11.16.(월)~2020.11.27.(금)

나. 입학시험: 2020.12.05.(토) 10:00~11:30 

다. 시험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강의실 추후 공지)

라. 합격자 발표: 2020.12.11.(금) 14:00(홈페이지 공지)

3. 원서접수 방법

  가. 인하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홈페이지(http://gifted.inha.ac.kr) 공지사항에서 

2021영재센터지원서(신입생)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iowacorn@inha.ac.kr로 접수

나. 입학시험 전형료(30,000원) 입금

- 입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748-910642-92207 (예금주: 박제남)

- 입금 시 반드시 학년과 학생이름을 동시에 기입 (예: 초6홍길동)

다. 접수 확인 후, 메일로 발송된 수험표를 출력하여 입학시험 날에 지참

  라. 자기소개서는 작성하여 iowacorn@inha.ac.kr로 12월4일(금)까지 반드시 제출

4. 선발요건 

  본 센터는 수학에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 탐구에 열의가 있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시험에는 지원학년의 교과지식, 문제해결력, 창의사고력, 수학적 직

관, 문제 제기능력 등이 평가요소로 반영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평소 관심 있게 읽

었던 수학서적이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자신의 비전 등을 작성하

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학년에 해당하는 기초 학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나 열정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5. 사무실 안내

가. 위    치: 인하대학교 5호관 5남441호 과학영재교육센터

나. 전화번호: 032-860-8770 (화, 목 10:00~16:00)

다. 이 메 일: iowacorn@inha.ac.kr

라 홈페이지: http://gifted.inha.ac.kr



6. 수업 안내

 

1기 9:30~11:00 휴식 11:10~12:40

1월 9일 OT 및 전체특강

2월 6일 1회 전체특강 2회 수업

2월 20일 3회 수업 4회 수업

3월 6일 5회 수업 6회 수업

3월 20일 7회 수업 8회 수업

4월 3일 9회 융합창의성대회 10회 발표수업

 

2기 9:30~11:00 휴식 11:10~12:40

4월 24일 1회 전체특강 2회 수업

5월 8일 3회 수업 4회 수업

5월 22일 5회 만들기 특강 (10:00~11:30)

6월 5일 6회 수업 7회 수업

6월 19일 8회 수업 9회 수업

7월 3일 10회 탐구발표대회(10:00~11:30)

 

3기 9:30~11:00 휴식 11:10~12:40

9월 11일 1회 전체특강 2회 수업

9월 25일 3회 수업 4회 수업

10월 16일 5회 수업 6회 수업

10월 30일 7회 만들기 특강(10:00~11:30)

11월 13일 8회 수업 9회 수업

11월 27일 10회 탐구발표대회 및 수료식(10:00~12:00)

※ 인하대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상기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수업료 안내

각 기마다 300,000원씩 연3회에 납부(신입생 입학금 30,000원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