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강안내1

강사 : 전은주(꽃님에미)

〮 (현) 제이포럼출판사 대표, 그림책 전문매거진 <라키비움J> 발행인
〮 (현) 그림책협회 부회장
〮 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 졸업
〮 방송작가(1993~2007)

〮
〮 <영어그림책의 기적> 및 <월컴투 그림책 육아>저자
〮 <초간단 생활놀이>,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한달살기>
〮 그림책 태교서 <맥주도 참을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저자
〮 육아잡지<앙쥬>, 라이프매거진 <위> 그림책 칼럼 연재중

11.10(수) 저녁 8시~9시

영어그림책의 기적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기까지

『웰컴투 그림책 육아』,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한 달 살기』의 저자,

전은주(꽃님에미)의 영어교육 핵심 노하우!



특강안내

강사 : 조이스 박

〮 (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 서강대학교 영문학 학사〮석사, 영국맨체스터대학교 TESOL준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박사수료
〮 (전) 인천대학교 교양영어 초빙교수

〮
〮 Read Aloud 영어동화시리즈 21권 집필
〮 유치원영어교재 티처스 매뉴얼 집필
〮 <달님이 보여준 세상> 번역
〮 <하루10분 명문낭독>, <빨간머리앤과함께하는 영어> 집필

11.17(수) 저녁 8시~9시

서구동화와 그림책의 비밀
용은 왜 공주만 납치해갈까? 

『처음 만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빨간 모자가 하고싶은 말』의 저자,

박주영(#조이스박) 교수가 전하는 동화 속 숨겨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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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안내

제 목

[무료특강] ZOOM 라이브

0세부터 100세까지 아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림책특강

일 시

참여방법

[] 신청방법

1.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주소 : http://edu.global.ac.kr

2. 공지사항 > 멘탈헬스365 수요특강 「그림책 특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온라인 참여주소를 보내드립니다.

[] 안내사항

- 참여대상 : 그림책, 영어공부에 관심있는 누구나

- 신청기간 : 특강일 하루전까지 신청

- 신청을 하신 분들께 특강 당일 오후에 ZOOM 참여링크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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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415-6187

팩스 :  041-415-6199

이메일 : edu@gw.global.ac.kr

홈페이지 : http://edu.global.ac.kr

천안본교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천지산길 284-88

서울캠퍼스 :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32길 11

2015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심신 힐링 프로그램 개발』

- 서울대학교병원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공동 연구

-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 국제학술지 Public Library of Science(SCI Expanded) 연구논문 게재

2016 『심신 힐링 기반 감정노동 근로자의 스트레스 예방 관리』

- 스트레스 예방 힐링교육 27개 기관, 732명 참여

- 감정노동 근로자 대상 개별심층상담 지원

2017 『재해예방을 위한 감정노동 근로자 권익 캠페인』

- 스트레스 예방 힐링교육 57개 기관, 2,537명 참여

- 사업장 감정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 24회, 29,950명 참여

2018 『일터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감정노동 실천 캠페인』

- 스트레스 예방 힐링교육 69개 기관, 4,725명 참여

- 사업장 감정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 10회, 22,800명 참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8 안전문화확산 공모사업 최우수상

2019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천 캠페인』

- 스트레스 예방 힐링교육 42개 기관, 1,939명 참여

- 사업장 감정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 47회, 19,200명 참여

- 감정노동 스트레스 수준 진단평가 실시 : 39개 기관, 5,903명 참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5년 연속 수행

2020 - 토닥토닥 마음힐링365 캠페인 지원

- 공군헌병대 트라우마 정화 프로그램 실시

- 충남지역대학 특성화프로그램 사업 「감정노동관리지도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상담 프로젝트 운영

‘2020 국민공감캠페인’ 교육 서비스 부문 대상



22년 1월
개강!!

조이스 박
〮 (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외래교수
〮 서강대학교영문학 학사〮석사, 영국맨체스터대학교 TESOL준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박사수료
〮 (전) 인천대학교교양영어초빙교수

전은주(꽃님에미)
〮 (현) 제이포럼출판사대표, 그림책 전문매거진 <라키비움J> 발행인
〮 (현) 그림책협회 부회장
〮 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
〮 Read Aloud 영어동화시리즈 21권 집필
〮 유치원영어교재 티처스 매뉴얼 집필
〮 <하루10분 명문낭독>, <빨간머리앤과 함께하는 영어> 집필

〮
〮 <영어그림책의 기적> 및 <월컴투 그림책 육아>저자
〮 <초간단 생활놀이>,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한달살기>
〮 그림책 태교서 <맥주도 참을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저자

교육문의 : 글로벌사이버대학교평생교육원
T. 041-415-6185, http://edu.global.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