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Hee Kim

정태봉 [isep0@incheon.ac.kr]

From:
Sent:
To:
Subject:

Tuesday, May 12, 2009 10:27 AM
kkim@wm.edu
FW: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입니다.

정태봉

From:
[mailto:isep0@incheon.ac.kr]
Sent: Tuesday, May 12, 2009 10:59 PM
To: 'kyungheekim556@hotmail.com'
Subject: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의 운영국장 정태봉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의 일을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년 한국에 있는 각 시, 도 교육청의 영재교육교사 국외연수를 맡아 진행 하고 있으
며, 미국과 러시아에서 연수를 진행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이번 연수를 통하여, 교수님께서 계신 William & Mary 대학의 CFGE와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 되기
를 희망 합니다.
이러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기 위해서는 각 시, 도 교육청과 교사들의 희망 사항을 잘 반영하여 운
영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내역서는 잘 받았으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양태연씨가 처음 교수님께 드린 메일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이번에 참여하는 교사는 초, 중등 수
학, 과학과목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공통 교육과 전공별 연수가 필요할 듯 합니다
1. 공통 교육 시간과 전공별 연수시간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전공별 연수는 4개 전공분야(초등
수학, 초등과학, 중등 수학, 중등과학) 별로 따로 연수의 진행이 가능한가?
보내주신 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2. 연수기간 중 영재교육기관 방문이 2곳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2곳은 어디 인가?
3. 저희는 7월 19일 일요일 현지 도착하여, 7월 24일 금요일 까지 그곳에 머물과 다음날 문화탐방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도착 일자(19일)과 나가는 날 버스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준
비하면 되는가?
또한 차량이 Van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School Bus 인지? 몇 인승인지? 운전기상의
팁은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4. 내역서에 보면 Dinner 가 마지막 날 Closing ceremony 외에 1일만 잡혀 있는데 나머지 날짜는 저희
가 준비하면 되는지?
5. 통역의 비용이 $ 2,000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진행을 하게 되는지? 또한 저가 1번 질문에 논
의한 전공별 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통역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진행 해야 하는 부분은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연수 내용(강의
내용 강의 계획)이
계획 이 필요합니
다. 문서로 작성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부탁 드립니다.

저희도 각 시, 도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진행 해야 하는데 환율 등의 영향으로 넉넉지 않아 어려움이 있
습니다.
너무 세세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 피곤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번 연수가 잘 진행되고 향후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많은 영재교육 교사가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능한 빨리 교수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본 메일에 대한 답변이 모두 준비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상관없으니 교수님께서 전화를 직접 받으실 수
있는 현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화 가능 시간에 대한 빠른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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