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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학부모가 행복한 특강 안내

「광명 혁신교육지구사업」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경기도교육청(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협력
모델「혁신교육지구사업」중에서, 매월 한번씩 학부모님을 모시고 부모교육, 자녀이해, 꿈과 진로를
갖게 해주는 학부모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과 4월에도 아래와 같이 강사님을 초청해 특강
을 개최하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강 일정
일시
장소
2014. 3. 25(화) 시민회관
저녁 7시~9시
(550석)

강사
구근회
(오름연구소소장)
한비야
2014. 4. 8(화) 시민회관
(월드비전
오전 10시~12시 (550석)
세계시민학교교장)

강의 주제
기적의 영어 학습법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

대상
신청
학부모, 선착순
학생
입장
학부모

선착순
입장

□ 강의 내용(요약)
○ 구근회 : ‘기적의 영어 학습법’
영어를 잘하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단계로 해야합니다. 듣기를 잘하려면 자막없는 영

화보기를 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잘하려면 Q&A 연습을 하고 Patten 익히기를 해야 합니다. 일
기를 잘하려면 영어를 영어로 연결사 주의 해야 합니다, 쓰기를 잘하려면 영어일기를 써야 합
니다. 10배속 영어 암기법 묶어서 외우기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잘하려면 주파수를 맞
춰야 합니다!!
Tomatis 이론 – 특정 음역대가 들리려면 최소 300시간 이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성공 3원칙은 귀를 뚫어라, 입을 열어라, 문장을 암기해야 합니다

○ 한비야 :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가슴이 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릴 적 꿈을 좇아 7년간 세계여행을 한 후 가슴 뛰는 일을 찾은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야가 여
러분에게 묻습니다. 평생 새장 속의 새로 살면서 안전과 먹이를 담보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스스
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새장 밖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인가.
꿈을 좇는 새장 밖의 세상이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백전백패의 무모함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은 한 사람으로서 새장 밖의 충만한 행복,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뜨거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
다.
※ 광명시(교육지원과) 02-2680-2115 / 광명학습지원센터 02-268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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