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of 2

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정민자" <eqjmj@hanafos.c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Thursday, August 10, 2006 3:02 AM
Re: Re: 정민자입니다

선생님, 바쁜 일정 중에 저희랑 만나게 되서 저희도 덩달아 바빠지게 되었네요.
15일날 하루를 완전히 비워서 TCAM에 관해 의논을 해야 할 듯하네요.
저희가 대전 지역을 잘 몰라서 대전 어디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지요?
여기 저기 서로 잘 모르는 곳 옮겨다니느라 시간만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대전지역을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적당한 장소도 떠오르지 않는군요.
서울에서 만나면 경희대 아동연구센터 연구실을 종일 사용해도 되고, 다른 편안한 장소도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 Original Message --From : kyungheekim556@hotmail.com
To : eqjmj@hanafos.com
Cc :
Date : Fri, 28 Jul 2006 23:17:17 -0400
Subject : Re: 정민자입니다
정민자 선생님께,
제가 7월 31일 오후 4시 30 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요.서울에서 하루밤 자고 8월 1일은 미대사
관에, 8월 3, 4일날 포항에서 경북지역 교사연수를 하고요. 5일날는 작년에 미래문제해결 프로그
램에 자격증 받는 것에 실패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복습한 후에 다시 재시험을 보게하고요. 일요일
은 쉬고요. 8월 7, 8일은 다시 포항에서 교사연수를 끝내고요. 8월 8일 오전에 그러니까 연수를 끝
내기도 전에 닥터 크레몬드는 미국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8월 8일은 혼자서 교사연수를 하지요
8월 9일은 대전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전지역에 방송될 것이고요.
8월 10일은 공주대학에서 충북 아니면 충남지역 교사 600명을 연수하고요.
8월 11, 12, 13, 14일은요 중국에 있을 것이고요.
8월 15, 16, 17일은 어디 있을지 아직 모르겠고요.
8월 18일날 미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중에서 8월 1일, 15, 16, 17일 중에서 한번 뵙고 싶어요. 그 동안 tcam과 관련된 것을 두 편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 번에 한국판을 끝을 내야지요.
제가 도착하면 전화를 드릴께요.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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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정민자
To: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Monday, June 27, 2005 4:12 AM
Subject: 정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희대학교 아동연구센터의 정민자입니다.
지난번에 정희영 선생의 메일을 통해서 선생님이 7월 10일쯤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알았습니
다.
서울에는 언제 오시게 되는지요?
일정이 잡히시면, 저희와도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Success, It's a mind game!
MinJa Jung
016-9800-3870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인터넷

하나포스 http://www.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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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정진표" <jjsyye5@hanmail.net>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Tuesday, November 14, 2006 10:46 PM
[RE]Re: 창의성연수생(정진표)

김 박사님
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 전공은 초등과학교육이지만 영재 지도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학교,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대구교대 영재
반에서 과학쪽으로 5년정도 지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영재교육만 전공한 학자는 별로 없고 대부
분 과학교육 전공자 가운데서 영재교육을 지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메일이 bulk mail box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읽어 보시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
전화 018-500-3502, 사무실 054-450-4325, 집 054-432-3502

---------[ 받은 메일 내용 ]---------제목 : Re: 창의성연수생(정진표)
날짜 : Tue, 14 Nov 2006 11:50:44 -0500
보낸이 :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받는이 : 정진표 <jjsyye5@hanmail.net>
안녕하세요. 정진표 선생님
선생님의 이메일이 bulk mail box에 있었던 관계로 이제서야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를 하려면 창의성과 관련되어서 경북교육청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
지를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보니 한국의 현실과는 자꾸 멀어지고만 있는 것을 느
낍니다. 선생님께서 영재아들을 담당하시는지 아니면 과학 쪽을 담당하시는지요?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From: 정진표
To: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Wednesday, October 18, 2006 9:37 AM
Subject: 창의성연수생(정진표)
김경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수 동안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 번 연수 시에 무비 카메라 촬영을 한 정진표입니다. 2003년 8월에 한국교원대에서 학위를 했습
니다. 전공은 초등과학교육이고 지금 근무하는 곳은 경북교육연수원에 있습니다. 박사님이 저널에 올린 논
문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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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사님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교육의 시스템이나 학교의 구조 또는 문화적 분위기 등 말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좋
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돌아올 때는 서부 지구 관광을 통해 미국의 광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
다.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유니버샬 스튜디오 등 이런 곳도 있구나 할 정도로 대단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움 내지는 상의할 내용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허락하시면 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연수에서 김박사님이나 크레몬드 교수 등 많은 강의를 듣고 창의성
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학위를 받고 학교 생활에 바쁘다 보니 저 개인전인 연
구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 매일 아쉬
움 가운데 생활하다가 미국 연수는 나에게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김박사님
을 만난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구한 것을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scaffolding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3년 정도 손을 놓다보니 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연구하
시는 창의성 쪽으로 한국에서 쉽게 적용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나 박사님 연구 중에서 한국에서 필요
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연구를 계속 해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메일을 보냅
니다.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2006. 10.18 정진표 드림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평생쓰는 무료 한메일넷』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평생쓰는 무료 한메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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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정희영" <hyjung@kunnamoo.c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Wednesday, August 23, 2006 10:57 PM
RE: 안녕하세요? 정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인 선생님께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희영 드림.

-----Original Message----From: Dr. Kyung-Hee Kim [mailto: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Wednesday, August 23, 2006 7:12 PM
To: 정희영
Subject: Re: 안녕하세요? 정희영입니다.

I have made your certificate again. You can ask the supervisor, Chang In Lee in the KyungBuk
Department of Education later.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From: 정희영
To: 'Dr. Kyung-Hee Kim'
Sent: Monday, August 14, 2006 11:07 AM
Subject: 안녕하세요? 정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영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평안하신지요?
지난 화요일에 통화한 후, 박사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전화를 드리니 통 통화가 안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걱정되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급한 일들은 원만히 처리하셨겠지요?
가시기 전에 별도로 뵙지 않더라도 한 번쯤 통화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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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대구분들의 자격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될 수 있다면,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서로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커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오해도 없지 않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자격증을 주시면 제가 대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겠습
니다.
바쁘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정희영 드림.
-----Original Message----From: Dr. Kyung-Hee Kim [mailto: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uesday, August 08, 2006 6:30 AM
To: 정희영
Subject: Re: 안녕하세요? 정희영입니다.
희영씨,
제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연락드리도록 할께요.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요.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From: 정희영
To: 'kyung Hee Kim' ; kkim7@emich.edu
Sent: Monday, August 07, 2006 10:05 AM
Subject: 안녕하세요? 정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초저녁에 통화했던 정희영입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것도 힘드실 터인데,
부모님까지 아프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힘내세요!!!
박사님의 효심과 사랑으로 부모님께서 쾌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 드릴게요.
바쁘신 것을 알면서도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박사님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뵈었으면 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6639-9990 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정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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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정희영" <a5623466@hanfos.com>
"Kyung 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Tuesday, April 10, 2007 11:22 PM
안녕하세요? 정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정희영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저희 학생들이
현재 FPSP 한국대표(김영채 박사)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1등으로 선정되었으나,
한국대표가 순위 밖 팀들을 국제대회(FPSPI)에 참가시키려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한국본부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서
저희는 국제대회 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등이 국제대회 참가를 포기하면 2등,3등에게 참가여부를 물어야 하나
이런 일련의 과정없이, 한국대표가 원칙없이 마음대로 뽑아서 국제 대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박사님께서
한국 대표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저는 한국 대표가 보다 투명하고 활동적으로 이 대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 본부는 개인적인 조직인 것처럼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금도
스스로

피해보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FPSP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지도 면에서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의 애정있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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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Carla Dal Canto" <creangel@tiscali.it>
<kyungheekim556@hotmail.com>
Tuesday, September 18, 2007 8:06 PM
creativity

Dear Dr?/FONT>Dr. Kyung Hee Kim
First of all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Carla Dal Canto,I'm an undergrad student at the
Dept. of Psychology, Univ. of Florence. My major is on Job Psychology?of the job and
organizations, and I'm about to write my Master Thesis on Theory and Practice of Tests,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 Marco Giannini.

쟅 hope I am not bothering You but I need Your help to prepare my final year project. It
regards the validation a?test concerning creativity. (Emotional Creativity Inventory)?
(revised-I have integrated the test with creativity item쟴hat I have chosen on the basic
of a preliminary study.)?i correleted?ECI?to 16 PF and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쟞nd if You could give me any other pieces of advice, such as suggest other
magazines/papers which could be related to my work or anything else. Moreover, I
would like to ask You if You know a book/paper concerning latest news about
creativity?/FONT>
(review in particular)

Thank you very much in advance for your kind attention.
Best regards
Carla Dal Canto
Department of Psychology, Florence
Italy
creangel@tiscal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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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Cc:
Sent:
Subject:

"Chen-yao Kao" <leonardkao@yahoo.c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Bonnie Cramond"
<bcramond@uga.edu>; "Margaret Turner" <magiewms@uga.edu>; "HANG EUN LEE"
<helee@arches.uga.edu>
"Chen-yao Kao" <leonardkao@yahoo.com>
Friday, September 01, 2006 2:22 AM
Re: Korean contract and schedule

Dear Kyung-He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formation. I thought I was very lucky to get a professorial
position in a national university in Taiwan. It is currently very difficult to get a decent job
everywhere in this disappointing world. I am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world.
Sorry about that.
I have some questions about the two invoices dated 6/23/2006.
1. Could you tell me why the quantity of tuition is 12? How many trainees were there?
2. Could your tell me why tuition and administration shown on these two invoices are
different (cannot match)?
Thank you very much!
Leonard

I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wrote:
Dear Chen-yao,
I am happy to hear from you again. I heard that you got an important
position in your country. I am so proud of you. I did not think that you
would go back to your country and work there because I thought you were
already so Americanized. I guess I was wrong!
Anyway, I am glad that you want to do some creativity trainings like I have
done at the Torrance Center.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I think that I have everything you need. If I don't, I could make
up one too. :)
Are you attending NAGC this year?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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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From: "Bonnie Cramond"
To: "Margaret Turner" ; "Kyung-Hee Kim"
; "HANG EUN LEE"
Cc: "Chen-yao Kao"
Sent: Thursday, August 31, 2006 12:54 PM
Subject: Korean contract and schedule
>
>
>
>
>
>
>
>
>
>
>
>
>
>
>

Dear Ladies,
Would you please send Leonard the information for the group of Korean
educators that visited time before last? (I say time before last because
things were a bit different for the last group than usual.) Please send
him
a copy of the budget, the contract, and the schedule. He hose to arrange
a
similar trip for Taiwanese teachers.
Thank you,
BC

Why keep checking for Mail? The all-new Yahoo! Mail shows you when there are new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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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omid shokri" <oshokri@yahoo.c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Tuesday, July 25, 2006 1:51 AM
Re: Article

Dear Dr. Kyung-Hee Kim,
Thanks for your reply.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wrote: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my work.
I have attached a copy of the dissertation.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Thank you.
Sincerely,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From: omid shokri
To: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Saturday, July 22, 2006 3:16 AM
Subject: Article

Dear Dr. Kim,
Would you mind sending me the following article via E-mail:
Cultural Influence on Crea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Confucianism.
I would be grateful if you answer me as soon as possible.

Sincerely yours,
Omid Shokri
Talk is cheap. Use Yahoo! Messenger to make PC-to-Phone calls. Great rates
starting at 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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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ely yours,
Omid Shokri
Talk is cheap. Use Yahoo! Messenger to make PC-to-Phone calls. Great rates starting at
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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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배종규" <py24@naver.com>
<kyungheekim556@hotmail.com>
Monday, December 11, 2006 8:38 AM
대한민국 서울 신서고등학교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신서고등학교(www.sinseo.hs.kr)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배종규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박사님께서 기록하신 다음과 같은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정답이 있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맞는 답이 하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 남과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하는 질
문을 하는 것이지요. 미국식 교육은 창의성을 키워주는 반면 우리 교육은 많은 양의 지식을 준다. "
저는 위의 글을 읽어면서 다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직접적인 동화의 단계(direct assimilation)에 머물지 않고 조정(accommodation)의 단계
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각 학습자들의 내적인 대화(intradialogue)가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혹은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서 형
성된 풍부한 이해체계로 외적인 대화의 과정(interdialogue)즉, 다른 친구들과 토론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타나
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를 조정하면서 지식을 구성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 박사님! 제 가설을 평가해 주시고 관련되는 영어서적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배 종 규 올림.

py24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부문화의 씨앗, 해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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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Attach:
Subject:

"박양희" <yapark@hanmail.net>
"김경희" <kyungheekim556@hotmail.com>
Sunday, August 20, 2006 10:41 PM
TTCT_창의성직무연수(자격증확인).xls
TTCT, FPSP 자격증 관련

김경희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무사히 미국 도착하셨는지요? 제가 너무 늦게 이메일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신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전 오늘 개학했거든요. 개학일이라 좀 정신없긴해도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첨부한 화일에 TTCT, FPSP 자격관련 첨부하여 보냅니다.
TTCT의 경우 마지막 테스트 후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FPSP 는 지난 번 보내드린
그대로 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전까지는 그 어떤것도 늦지 않았다. 다만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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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Kim
From:
To:
Sent:
Subject:

"남황윤식" <sumbau@hotmail.com>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Monday, August 20, 2007 7:19 AM
RE: 대구광역시교육청입니다.

김경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하루 종일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세부적인 연수 일정을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연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수 기간은 5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연수는 하는지요?
둘째, 연수생이 25명 정도 참가했을 때 1인당 연수 경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요?
셋째, 연수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1. 5일 중 하루 종일 연수만 받아야 하는지요?
2. 5일 중 오전에만 연수를 받고 오후에는 주변 관광이 가능한지요?
3. 5일 중 연수를 받으면서 학교 참관 수업 연수도 병행하는지요?
그리고 교수님과 전화 통화를 한다면 업무 추진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통화 가능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지요
그럼 빠른 시일 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십시오
교육연구사 황윤식 올림
제 연락처 : 집 053-741-1214
사부실 053-757-8303, 010-4597-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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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yungheekim556@hotmail.com
To: sumbau@hotmail.com
Subject: Re: 대구광역시교육청입니다.
Date: Thu, 19 Jul 2007 08:59:48 -0400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토런스 센타 소장님과 의논을 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토런스 센타의 주관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연수시수를 이수하는
것이 내규기 때문에 연수를 하루나 이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이나 학교견학
을 하는 것을 토런스 센타가 주관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제가 미시
간 앤아버에서 대구시 교육청을 위해서 학교 방문을 주관한 것은 순수히 제가 개인
적으로 대구시교육청에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따라야 하는 법이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김경희 교수드림
----- Original Message ----From: 남황윤식
To: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Wednesday, July 18, 2007 5:05 AM
Subject: 대구광역시교육청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황윤식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메일 잘 받았습니다.
메일에 대한 답변을 보내 드립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빠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십시오
교육연구사 황윤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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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기술로 완성된 강력한 스팸 차단으로 원하는 메일만 깨끗하게! Windows Live Hotmail!

2GB 무료 용량, 강력해진 보안, 아웃룩의 편리함까지, Windows Live Hotmail!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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