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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온라인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제출 ◆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본교의 연구중심 교육방침에 부합하여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교육
기관에서 과학 분야의 심화학습, 탐구 및 실험, 현장적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 적성,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
램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직접 해당국가를 방문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서 온라인으로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참고하시어, 참가 여부를 참가신청서와 구글 설문지
를 통해 11월 10일(화)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글로벌 프런티어 세부 사항
▶ 대 상: 본교 1, 2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단, 2학년 우선 순위 배정)
▶ 인 원: 4개 과목, 과목당 최대 20명으로 총 80명까지 참가 가능
▶ 시 기: 2021. 1. 18 (월)∼1. 29 (금) 기간 동안에 과목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장 소: 미국 Clemson 대학에서 경기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 경 비: $500 (한화 기준 약 60만원)
▶ 혜 택: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모든 연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관련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현장연구학점 2학점 부여
2. 학생 1인 소요금액
항목
Clemson대학 캠프 온라인 캠프
총 참가 비용

예상 금액

학교 지원금

추후 결정

총계

$500 (약 60만원)

$500

※ 참가 신청 후, 등록 이후에 취소할 경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과목별로 인원이 몰릴 경우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을 원할 경우, 날짜를 꼭 확인하
시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3. 온라인 글로벌 프런티어 희망 여부 및 과목 선택
- 본인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명을 아래 프로그램 설명을 참고하여 선택한 후, 자신이 선택한
내용 밑에 희망 순위를 써주세요. (2개까지 선택 가능)
- 희망 해당 사항은 다음 링크 (https://forms.gle/YJq67RzTyupxaicC8)에 11/20일 금요일까지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로 지원 가능 인원보다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 추첨 등으로 학생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여부

프로그램

기간
2020.1.18.-1.29

Clemson
희망

University –

2020.1.18.-1.29
중 아래의
[과목 2 시간표]
참조

선택

희망 과목명
Human-Computer Interaction through

(

)

Eye Tracking

Mathematical Sciences : Introduction to
(

Graph Theory

)

GSHS Global
Online Program

1/20, 1/22,
1/25, 1/27,
1/29

2020.1.18.-1.29

Molecular Level Chemical Engineering
(

)

(

)

Bioengineering

비희망

x

4. 서약서
- 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로그램 지원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취소
가 불가함을 잘 알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
익(경제적 불이익 포함)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 참가를 신
청합니다.

2020. 11. 3.
학

생 :

(인)

보호자 :

(인)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장

※ Clemson University Online Global Frontier Program
- 기간: 2021. 1. 18 (월)∼1. 29 (금) 중 과목별 상이함. 자세한 스케줄은 추후 공지 예정
- 가격: 2주 총 $500 예상하나 학교 부담액과 과목별 필요 장비에 따라 변동 가능
- 모든 개별 강좌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으로 2학년 학생들을 우선하여 신청을 받고, 자리가 있
을 경우 1학년 학생들을 추가 선발함.

[과목 1]
과목명

시선 추정(eye tracking)
을 통한 인지공학-인간
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
의 이해
* 기간 : 2020.1.18.-1.29

Human-Computer Interaction through Eye Tracking

기 타

During this one week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Human-Computer
Interaction(HCI)
by
conducting
short
hands-on eye tracking experiments. HCI is a Computer Science
discipline focused on studying human factors in computing.
Eye trackers are devices that unobtrusively allow recording of
how we devote visual attention to the world around us. By
capturing eye-gaze when we look at computer screens, web
pages, smartphones, etc., we gain insight into how we visually
work with these interfaces.

본교 학생
신청가능
인원 : 20명
추가 필요
장비 사용
예정

[과목 2]
과목명

수리과학 : 그래프
이론의 입문
* 기간 : 아래 시간표 참조

Mathematical Sciences : Introduction to Graph Theory

기 타

A brief introduction to math centric concepts of Graph Theory
including, connectivity/digraphs, matching, coloring, and
planarity. While the emphasis of the course will be on the
mathematical theory behind the concepts, there will be
discussions over the application of each topic such as
Edmonds Algorithm and Max-Flow Min Cut.

본교 학생
신청가능
인원 : 20명

[과목 2 시간표] : 10시간 녹화 수업 + 10시간 실시간 수업
Monday (1/18)
Watch Intro

Tuesday (1/19)

Wednesday (1/20)
Live Meeting

Video
Monday (1/25)
Assignment/

Tuesday (1/26)
Assignment/

Live Video

Tutorial Video

Wednesday (1/27)
Live Meeting

Thursday (1/21)
Assignment/
Tutorial Video
Thursday (1/28)
Assignment/
Tutorial Video

Friday (1/22)
Live Meeting
Friday (1/29)
Live Meeting

[과목 3]
과목명

분자 화공학
* 기간 : 1/20, 1/22,
1/25, 1/27, 1/29

Molecular Level Chemical Engineering

기 타

This course will explore problems in chemical engineering
from the molecular level, with particular foci on intermolecular
interactions, connections, between molecular configurations
and macroscopic observables, how molecular level properties
control material performance, and simulation strategies that
enable exploration of the molecular level.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demonstrate simulation strategies using familiar
software (internet browsers, Microsoft Excel, MATLAB). As part
of the course, students will receive significant help and hands
on training with such software. The goal of the course is to
focus on the concepts rather than the details of the
simulations/calculations.

본교 학생
신청가능
인원 : 20명

Bioengineering

기 타

[과목 4]
과목명

생명공학
* 기간 : 2020.1.18.-1.29

This course will introduce participants to the fascinating world
of bioengineering. Explore the breadth of bioengineering and
discover principles it use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our
health and well being. Become familiar with the design and
usage of biomedical instruments, devices and implants.
Participate in virtual knee surgery and observe a real robotic
surgery through the interface of a Davinci machine. Guest
speakers, virtual lab tours, and library research will help you
understand what bioengineers do and what challenges they
face.

본교 학생
신청가능
인원 :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