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는 글로벌 마켓에서 초경쟁 상황을 초래하고 글로벌 금융/환경 위기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매뉴

얼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면서 돌파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강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셀프리더십은 글로벌 HR 마켓 속에서 역할을 정립하면서 자기를 이끄는 추동력입니다. 특히, 비전을 향한 열망이 셀프리더십의 핵

심입니다. 당장 미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비전 자체가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혼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청담어학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비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제 1회 청담 비전워크샵을 개

최하여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재원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Why Singapore?
급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의 허브를 노리는 싱가포르는 65년 독립 이래 강력한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강소국의 운명을 개척

하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었고 2009/2010년 연속하여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3위에 오른 나라

입니다.

청소년들은 개인의 비전을 국가 비전으로 승화시켜 싱가포르 국가발전에 기여한 글로벌 리더들과의 만남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비전의 중요성을 체험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How to Apply?
청담어학원 Eagle 단계 이상 재원생은 누구나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선발 절차를 걸쳐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비전워크샵 최종 참가자 30명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참가신청방법은 뒷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료, 숙박료 등 참가 경비는 청담어학원에서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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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워크샵 및 참여 방법 안내

Know
Yourself 참가자 선발

6/28(화)~7/28(목)

에세이 이메일 응모

청담어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지정 양식에 

아래 제시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여 

7월 20일(수) 오후 10시 까지  vision@chungdahm.com으로 발송

초등학생 에세이 주제

If you can be any character in a book that you have read, who/what would you be 
and why? How would such character do in real life? A life filled with trials and
tribulations or a harmonious assimilation?
(여러분이 읽었던 책의 여러 주인공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주인공이 여러 분이라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도전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조화롭고 잘 어울려 사는 삶을 살게 될까요?)

중학생 에세이 주제

What do you foresee as the biggest concern in 20 years? What would be your 
generation's answer to that problem?
(20년 후, 우리가 직면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세대가 찾을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Show
Yourself

영어 인터뷰 

1차 에세이 평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 참가자 30명 선발.

선발 된 최종 참가자는 7월 28일(목) 청담어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Grow
Together

오리엔테이션 

7/30(토)
예비학습

본 워크샵 참여 전 참여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 및 필요한 배경지식 습득

비전워크샵

8/8(월)~ 8/12(금)

거시적 환경
.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속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이해/토론
. 글로벌 리더십의 의미와 필요 요소에 대한 명사 강연 청강

국가의 비전
.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 분석/토론 및 이에 기여한 기관/인물과의 만남  

. National Day(독립기념일)에 참여해 문화적 다양성 체험 

기업의 비전
. 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만드는 요소 및 위대한 리더에 대한 사례 연구/발표  

. 글로벌 기업/기관 방문 및 글로벌 리더와의 대화

기업가 정신
. 혁신적 문제해결 과정인 design thinking 방법론 체득
. 글로벌 사업구상 및 이를 실현시킬 기업비전과 전략수립에 대한 팀프로젝트

  수행/발표

개인의 비전
. 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론 체득
. 미래의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