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s, cherish the world!

2020학년도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설명회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1.

목표

가. 학부모 및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을 설명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나. 2020학년도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알려 영어영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이에 대한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

세부운영계획

가. 운영 일시: 2019. 10. 23. (수) 18:20~20:10
나. 대상: 2020학년도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
다. 장소: 충북국제교육원 연수부(청주센터) 1층 강당
라. 내용: 충북국제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설명 및 안내

3.

기대효과
가. 영어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초·중등 교원이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지도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나. 영어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초·중등 교원이 영재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학생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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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시간
18:00~18:20(20분)

일정
방명록 서명 및 안내
2020학년도 충북국제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18:20~19:10(50분)

교육과정 설명회 후

교육과정 설명회
쉬는 시간
수업 참관

19:10~19:20(10분)

(A반- Tabi***선생님/초등 읽기 및 쓰기수업)
19:20~20:10(50분)

비고

(B반- Ash*** 선생님/초등 듣기 및 말하기수업)
(C반- Hel*** 선생님/중등 읽기 및 쓰기 수업)
(D반- Char*****선생님/ 중등 듣기 및 말하기수업)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들에 의하여

질의응답

자유롭게 수업 참관
A반(3층 Sports교실)
B반(2층 Science교실)
C반(3층 Math교실)
D반(3층 Nature교실)

immersion형식(몰입식수업)으로 진행됨

4.

신청 및 기타 행정사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참가신청기간: 2019. 10. 7.(월)~10. 18.(금) 24:00
○ 참가인원: 90명(선착순마감)
○ 신청 방법 <3쪽 그림 참조>
1)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연수부(청주) 홈페이지 접속
주소: http://www.cbiei.go.kr/cheongju/main.php
2)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연수부(청주) 접속-> 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선택
3) 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기타→ 신청하기 선택
4)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5) 간편 로그인 하기: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교사 공인인증(EPKI) 중 택 1
6)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교원,학생,학부모), 학교이름, 신청자이름, 신청자 연락처 입력
7) 교원 선택 시 담당학년 선택(필수)
8) 학생 선택 시 보호자 정보(이름 및 연락처) 입력(필수)
9) 개인정보의 제공
10) 신청버튼 누르면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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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나. 명단 확정 후, 학교로 참석자 명단 각 학교로 공문 발송 예정
다. 충북국제교육원 연수부 영재교육담당교사 엄유진 (043-251-8718)로 문의 바람
라. 위치안내: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6, 충북국제교육원 연수부 1층 강당

마. 주차창이 협소하오니 맞은편 청주체육관 주차장 또는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 주차장을 이용 바람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
바. 기타문의사항: 충북국제교육원 연수부 영재교육담당교사 엄유진 (043-251-8718)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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