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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요

목표

수강 기간

수강 대상

주 학습방식

주 수업 내용

학습 방법

글로벌 IT 테크기업 취업 성공 

2022년 10월 18일부터 23년 01월 19일까지, 3개월 +

글로벌기업 현지 취업 및 Remote 취업을 준비하는 개발자

1) 온라인 ZOOM을 통한 Live 강의


2) 매주 코딩테스트(Mock Interview) 진행 /  7~14주차


3) 프로젝트 과제 수행

1) 영문 레주메 첨삭 및 피드백, 인터뷰 준비


2) 코딩 및 알고리즘 강의


3) CoderPad를 이용한 코딩테스트 (Mock Interview)

1. 온라인 Live강의 활용방법

2. 학습중 모르는 내용 해결방법

 온라인 강의 수강을 위한 주차별 권장 가이드라인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과정의 장점을 살려 수강생이 원하는 스케줄, 분량,


        진도, 학습 패턴 등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2시간 수강 후 최소 1일 2시간 이상 복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복습 시, 아래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a. 수업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복습하기


          b. 학습한 내용을 본인의 기술 블로그에 정리하기


          c. 학습한 내용을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하기


          d. 1번만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여러번 반복해서 수강하기

 교육 진행 단톡방, 드라이브, 강의실 등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강사, 

       동료 분들께 모르는 내용을 질문 및 답변하고, 개발지식 및 정보 교

 기술블로그, 구글링, 스택오버플로우 등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코드 및 방법론을 참고하

 프로젝트 과제 제출 후 해설강의 및 모범답안을 통해 학습하

 전임강사 라이브 특강 참여 시 질문시간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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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내

커리큘럼

교육 과정

문의 채널

선불제 (할인가/ 1차 얼리버드 가) 후불제 (정가)

(139만 원/164만 원) 192만 원

할부 가능/입과 전 비용 지불 할부 가능/수료 후 후납금 지불

고객 센터

아래 9페이지에 상세 기술

교육과정 문의

대표 전화

help@timely.kr

kmchoi@hu1.com

053-325-4058 / 010-3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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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선발

정책

교육생 선발

정책

지원 자격

운영 목적

기본 요건

공통요건

운영목적

중도 탈락 기준

자진 하차

 개발자 기본 지식이 있는 or 전공자 취준
 개발자 이직 준
 개발 언어 中 1개 구사 (파이썬, 자바, C언어 등)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의사소통 비즈니스 영어가 가능한 교육
 수업 중 30%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다른 교육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락제도를 운영합니다.

 수업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
 학업 성취도가 현저하게 낮으신 경우

1. 선불제의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진 하차를 요구하시면

     1회에 한하여 기수 유예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개강일 기준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 기수유예가 아닌 경우에는 환불 정책에 따라 교육일 기준으로

    비용 산정 후 환불

결제 관련

정책

지불 방식 지불 방식은 선불제와 후불제로 나뉩니다.

선불제 후불제(혼합방식)

15% 할인가 : 164만 원
정가 : 192만 원

얼리버드 가격 : 139만 원

할부 가능
할부 가능


수료 후 후납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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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환불 규정

후불제 환불 규정

총 수업기간 1개월 이내

선불제 환불 규정

총 수업기간 1개월 초과

1개월 산정 기준은 민법 제 160조(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기수유예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환불을 원하실 경우 최초 결제한 기수의 수강 시작일로부터

실제 환불 의사를 밝힌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후불제의 경우 개강일 기준 7일 이내에 자진 하차 시 수강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7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개강일 기준 일자별로 계산하여

수강료를 청구합니다. 또한, 자진 하차하시는 분들의 경우 타임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환불요청일시 기준 수업일수 1/3 경과 전 : 수강료 2/3 환
 환불요청일시 기준 수업일수 1/2 경과 전 : 수강료 1/2 환
 환불요청일시 기준 수업일수 1/2 경과 후 : 환불금액 없음

 환불 금액은 정가가 아닌 실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강 시작 후 7일 초과 전 환불 요청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수강 시작 후 7일 초과 후 환불 요청 시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수강시작일로 부터 30일(1개월)기준으로 수강료 산정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를 1/3 경과 전, 1/2 경과 전,

       1/2경과후 기준으로 적용하여 총 환불금액이 계산됩니다. 

환불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금액

(총 수업일 1개월 이내 기준 준용)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수업시작일이 2월 5일인 경우,

1개월은 3월 4일 까지입니다. 단, 수업 시작일이 1월 31일인 경우,

1개월은 월의 말월인 2월 28일 까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할인 및 모집이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강 시작일은 개강일로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타임리의 사정으로 수강시작이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일정만큼


       수강 시작일이 연기됩니다
 콘텐츠는 향후 당사의 일정에 따라 추가 또는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폐업 등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결제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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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10/18에 Week 2 이후의 상세 커리큘럼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과제에 관련된 상세 내용은 멘토님의 강의에서 직접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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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는 매주 화, 목요일(한국 기준 PM 1-3시, 미국 서부 기준 PM 9-11시,

미국 동부 기준 AM 00-02시)에 진행됩니다.

Week 2-1-1 면접 준비1 

Week 2-2-1 Resume Workshop

Week 2-1-2 면접 준비2

2022. 10. 25

2022. 10. 27

Stage 0 : Application

Recruiter + 입구컷

Stage 1 : Recruiter Coffee Chat

Stage 2 : Technical Phone Screening

Stage 3-1 : Coding Round X 2

Stage 3-2 : Manager Behavior Round

Stage 3-3 : Problem Solving / Design Round

커리큘럼

Week 1

Week 2

Week 1-1 사전 준비 

Week 1-2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힐까? 

2022. 10. 18

2022. 10. 20

1. How do you do?

- 미국 소프트웨어의 회사 생활과 업무 문화에 대해 알려줍니다.

2. My name is~!

3. Nice to meet you!

4. Class contents 소개

5. Expectations, Requirements, Scope Of Work

6. 질의응답

Something Special - 과제 1. Resume / 이력서 제출

2. 포트폴리오 제출(기존 포트폴리오 있을 시)

3. 자기 소개 업로드(1분, 3분, 5분 분량의 3가지 버전)

(1주차 과제는 한국어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영어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omething Special - 과제 Resume_수정본_fixed_final_V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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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3

Week 4

Week 3-1 Basic Prgoramming knowledge

Week 4-1 Object Oriented Programming

Week 4-2 프로그래밍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Week 3-1 Big-O notation

2022. 11. 01

2022.11. 08

2022. 11. 10

2022. 11. 03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에 대한 사전 질문과 강의를 진행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습니다.

 (미국 면접시 프로그래밍 지식에 대한 질문의 빈도나 깊이가 

아주 깊지 않습니다. 때문에 면접시 사용될만한 범위 안에서 

얕지만 자주 사용되는 면접 기출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코딩의 기본입니다.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코딩을 하는 과정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클래스 구성을 언급할때 

면접관이 눈여겨 보게 될 부분입니다. 더 자유자재로 코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코딩 시야를 넓혀서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녹여냅니다.


처음 영어로 코딩 질문을 받게 되어서 풀기까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한걸음한걸음 예제와 함께 경험하고 

익숙해지도록 연습합니다.

Week 4-2 기타 지식들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No-SQL), 혹은 애자일 개발 

방법론과 같은 코딩 이외의 질문들에 대한 얕지만 넓은 지식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빅-오 분석법은 면접시 꼭 필요한 이론입니다. 어떻게 면접시 

활용되는지 실제사례를 가지고 함께 연습합니다.

Week 3-1 Programming Language

일반적으로 면접시 어떤 컴퓨터 언어를 쓰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으로 언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물어보거나 알아야 

통과할 수 있는 온라인 테스트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주요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모든 강의는 매주 화, 목요일(한국 기준 PM 1-3시, 미국 서부 기준 PM 9-11시,미국 동부 기준 AM 00-02시)
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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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는 매주 화, 목요일(한국 기준 PM 1-3시, 미국 서부 기준 PM 9-11시,미국 동부 기준 AM 00-02시)

에 진행됩니다.

Week 5

~


Week 8

Week 5 ~ Week 8 기본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공부2022. 10. 15

~


2022.11.08  개발자 면접시 이루어 지는 코딩 질문을 풀기위한 기본기 입니다.

수많은 코딩 질문들이 데이터구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1,2학년때 

배웠을 기본기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불러오는 인터뷰 최적화 공부를 예제 문제들과 함께 다뤄봅니다.


 Array, HashMap, Linked List, Queue, Stack, Tree, Graph 문제


풀이를 위한 데이터 구조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Leetcode와 

같은 예제 질문을 답습하여 활용 면접시 활용능력을 키웁니다.

 정렬, 탐색, 재귀 등과 같은 이미 알고있지만 면접시 어떻게 맞닥


뜨리게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지를 

배워봅니다.



Something Special - 과제 상세 내용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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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는 매주 화, 목요일(한국 기준 PM 1-3시, 미국 서부 기준 PM 9-11시,미국 동부 기준 AM 00-02시)

에 진행됩니다.

Week 9

~

Week 14

특강 일정

Week 6-1 코딩테스트 실전 준비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OT

미국으로 건너가 VISA의 Database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Resume 취업연계 특강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취업 전략)

2022. 10. 11

2022. 10.22

2022. 11. 26

2023. 01. 28 

 실제 면접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과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영어로 1:1 Mock Interview를 진행하고 그 뒤에 피드백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합니다.

  CoderPad와 같은 실시간 코딩 웹 플랫폼을 통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Mock Interview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코딩 질문들은 Leetcode와 같은 사이트에 있는 

질문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최대한 기출문제 중에서 발췌하여 

비슷한 난이도로 진행됩니다.

 아마존과 같은 회사는 Behavioral Questions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Mock Interview 진행시 Behavioral Questions에 

대한 경험도 동시에 쌓을 수 있도록 함께 진행됩니다.


강사 : 김대환

강사 : 송재희

강사 : 김대환

Something Special - 과제 상세 내용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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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관련 문의

수강료

관련 문의

취업 연계

관련 문의

수강 신청에도 자격요건이 있나요?

수강료 납부 방식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파트너사 취업 연계 헤택이 궁금합니다. 바로 취업을 시켜주신다는 건가요?

파트너사가 아닌 다른 기업도 지원해주시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나요?

후불제로 신청했는데 선불제로 납부방식 변경할 수 있나요? 혹은 그 반대도 가능한가요?

후불제의 납부 방식이 궁금합니다.

후불제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타임리 부트캠프 과정은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취준생,


개발자 이직 예정자, 개발자 부트캠프 수료자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영어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있으신 분이 유리합니다.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습니다. 선불제는 먼저 결제하시는 만큼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트캠프 수강료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몰로코, 샌드버드, 그라운드X 등 실리콘밸리 소재의 스타트업에 면접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접을 보신 후 결과에 따라 입사가 결정됩니다.

네 지원해드립니다. 타임리 내부 헤드헌팅 팀에서 교육생과 fit이 맞는 기업에


이력서 추천과 공고 추천을 진행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임리 부트캠프는 이직과 취업에 최적화된 부트캠프로


주 2회 수업과 과제 제출 및 피드백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개강일 기준 1개월 내에는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를 시작하시면 되며, 할부 개월 수는 무관합니다.

수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납 하시면 되며, 계좌이체 등 다른 수단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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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개인 사정상 수강이 어려워 자진 하차하고 싶습니다.

자진 하차를 하거나, 중도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선불제 수강생 중 개인 사정이 있으실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수 유예하고


다음 기수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b. 후불제 수강생의 경우에는 개강일 기준 30일 이내에 자진 하차를 하신다면


별도의 수강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자진하차 날짜 기준


일별로 계산하여 강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타임리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 하차 하시거나 중도 탈락 조치가 되는 분들께는 타임리 부트캠프의


타 교육과정 입과가 어렵다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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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연락처

www.timelycampus.kr

고객센터 help@timely.kr

교육과정 문의 kmchoi@hu1.com

053-325-4058 / 010-3018-1217
상담가능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 : 12:30 ~ 13:30)

휴무 : 토, 일 /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