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앞면)
교육과정

2022년 하반기
정규강좌(주간반)

강좌명

한자자격증반

강사명

김 태 은

강의시간 ‣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 금 10:00 ~ 12:00
운영방법 ‣ 대면교육: 학습관 5층, 509호(드림실)

강의소개

강의목표

교재명

긍정적인 마음자세를 바탕으로 한자와 속독을 활용하여 두뇌계발향상
(치매예방)과 집중력 강화로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자격증 취득
‣ 교재명 : (발명특허두뇌계발)최정수한자속독
‣ 구입방법 및 비용 : 공동구매 / 20,000

‣ 구입방법 : 공동구매(
‣ 비

용 :

), 개별준비( 0 )

20,000

➀ 교본 (공동구매) : 16,000

수강생

➁ 검정대비 (공동구매) : 2,000

준비물

➂ 과학적인독서방법(한자 어휘 활용학습)(공동구매) : 2,000
※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

➀한자노트, 삼색볼펜, 형광펜, 연필, 지우개

자 격 증 정 보
취득가능
한자 급수 자격증, 한자 지도사 자격증, 한자속독 강사 자격증
자격증명
발급기관

한국어문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대한검정회, 한국한자실력평가원, 한국한자속독교육협회 등
취업관련정보

취업직종 한자 관련 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학원(교습소) 운영 등
취 업 처 학교, 문화 센타, 학원(교습소) 등

(뒷면)
강의내용
월/일(요일)

교육내용
한자의 개념과 기대효과 OT(大器晩成, 꿈, 목표)

급수별한자카드

강사준비물

5일(금)

뇌기능 활성화. 집중력을 위한 안구회전 기본훈련

교본, 노트외

수강생준비

9일(화)

한자 장기기억 훈련(집중력↑), 한자 자격증 대비

( 8 )월 16일(화) 한자 어휘 활용 훈련, 모양 비슷한 한자(老)
19일(금) 안구등속 훈련 및 시폭 확대 훈련, 모양 비슷한 한자(官)
23일(화) 뇌기능 활성화를 위한안구회전 훈련,모양 비슷한한자(雲)
26일(금) 한자 낱말 장기기억 훈련, 비슷한한자(老),비범함 기르기
30일(화) 월말 한자 자기점검 평가 및 자격증 대비
2일(금)

안구 등속 훈련 및 시폭 확대훈련(집중력↑)

6일(화)

개인별 한자카드 이미지 반복 훈련, 모양비슷한한자(苦)

13일(화) 훈과 음 맞춰 활용 한자 쓰기, 모양 비슷한 한자 (與)
16일(금) 뇌기능 활성화를 위한 안구회전 훈련(두뇌계발↑)
20일(화) 한자 낱말 장기기억 훈련, 모양 비슷한 한자(如)
23일(금) 한자 어휘 활용 훈련, 모양 비슷한 한자(勤)
27일(화) 시폭확대 및 안구회전 등속훈련, 모양이 비슷한 한자(探)
30일(금) 월말 한자 자기점검 평가 및 자격증 대비
4일(화)

개인별 단계별 배정한자카드 이미지 반복훜련

7일(금)

한자 낱말 장기기억 훈련,모양이 비슷한 한자(師)

11일(화) 뇌기능 활성화를 위한 안구회전 훈련(두뇌계발↑)

( 10 )월

14일(금) 훈과음 맞춰 활용한자 반복훈련, 모양 비슷환한자(假)
18일(화) 기호, 문자 숫자 반추훈련 및 뇌기능 활성화 훈련
21일(금) 시폭 확대 및 안구회전 등속 훈련,모양 비슷한 한자(堅)
25일(화) 한자 어휘 활용 훈련 및 모양이 비슷한 한자
28일(금 ) 월말 한자 자기점검 평가 및 자격증 대비

( 11 )월

비고

2일(화)

12일(금) 개인별, 단계별 한자카드 이미지 반복훈련, 모

( 9 )월

준비물

1일(화)

개인별 배정한자 이미지 반복 훈련, 모양 비슷한한자(如)

4일(금)

뇌기능 활성화를 위한 안구회전훈련(두뇌계발↑)

8일(화)

“훈”과 ‘음“맞춰 활용한자 학습 및 여유로운 마음 쌓기

11일(금) 한자 장기기억 훈련, 모양이 비슷한 한자
15일(화) 시폭 확대 및 안구회전 등속 훈련,모양 비슷한 한자(檢)
18일(금) 배정한자 이미지 반복 훈련, 자격증 대비
22일(화) 월말 한자 자기점검 평가 및 虎死留皮人死留名
25일(금) 1년(하반기) 마무리 하며 나의 꿈(목표) 돌아보기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