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LEADERSHIP
ACADEMY

2018 글로벌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모집대상: 초등학교 5,6학년
모집정원: 15~20 명
모집기간: 2018년 6월 25일

기   간: 2018년 7월 26일 (목) ~ 
               2018년 8월 17일 (금)
장   소: 연세대학교 (신촌)

모집 요강

*선착순



GLA의 교육철학
(Global Leadership Academy)

이 명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했던 말이며, 
‘강제로 습득된 지식은 결코 마음 속에 남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교육열이 높은 요즘 시대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강요에 의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Global Leadership Academy(GLA)에서는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GLA에서 강조하는 
글로벌 리더의 6 가지 기본 요소

“Knowledge which is acquired under 
compulsion obtains no hold on the mind”

EQ

IQ

CQ

01

02

06

05

0403

Presentation
skills

Collaborative
Teamwork

Skills

Reading and
Writing Skills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Positive
Psychology and
The Science
of Happiness

Emotional 
Intelligence,
Cultural 
Intelligence and 
IQ

교육목표
    글로벌마인드를 고취시키며 글로벌 리더로써 자질을 함양
    발표, 토론 및 다양한 참여수업을 통한 영어소통능력 향상
    능동적 교육방식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과 긍정적인 자아 형성
    팀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

긍정적인 심리학과
행복의 과학

협업 및 팀 작업 기술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 능력

읽기 및 쓰기 기술

발표 기술

감성 지능 (EQ),
문화 지능 (CQ) 및 IQ



프로젝트 소개

TED x Impact 

All About Me

인권,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집니다.  프로그램 구성을 다음과 같습니다:

All About Me는 연세대학교 글로벌리더십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하며, 
아이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Writing Exercises, Brainstorming Maps, Metaphors and Similes 등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해  영어 작문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체계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최종적으로 
아이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한 편의 짧은 소설로 제작합니다.

Kyla 교수님의 명강의 중 하나인 ‘Happiness’ 강의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에 강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Timeline of My Life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발견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FACTS FOR IMPACT: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찾고, 자료들을 분석 및 
정리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SPEECH FOR IMPACT: ’스티브 잡스’의 연설처럼 정확하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PLAN TO IMPACT:  아이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찾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 수업 때 아이들은 TED 발표회 및 박람회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합니다.



프로그램 일정표

**프로그램 일정(액티비티 포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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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Kyla Mitsunaga

학력 및 경력
- Harvard University  석박사 졸업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UCSD) 학부 졸업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7년 근무
- 개인 브랜드 CEO

박소영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중
- 초중고 영어대상 과외 4년 경력
- 토플 및 스페인어 학원강사
- 해외생활 19년

상담 및 참가문의 | 010-6261-6932 (박소영) 

Kyla Mitsunaga: Why teachers must 
learn "with" their students

홈페이지: www.kylamitsunaga.com

전화 문의: 오전 10시 ~ 오후 6시 까지 
문자 문의: 오전 10시 ~ 오후 10시 까지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재학중
- UN Environment 한국위원회 인턴
- 유네스코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부문 수상
- 과외 및 학원 강사 경력 4년
- 해외생활 20년

아이들이 꿈과 희망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재미와 실용성을 느끼면 누구나 

영어를 원어민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분야 수상 기록
-2006년 Harvard Teaching Award
-2011년 Yonsei Teacher of the Year Award
-2012년 Yonsei Teacher of the Year Award
-2014년 Yonsei Teacher of the YearAward

강의 및 강연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공과목 강의
- Chadwick International (체드윅송도국제학교) Guest Speaker
- 세계 각 지역에서 Happiness Coaching 강연 
   (노르웨이, 이탈리아, 핀란드 , 미국 외 10개국)
- GSK, Samsung, Marc Jacobs 등 유명 기업에 강연
- TED Talk 강연 2회 출연 (Seoul 2012, Finland 2015)

A teacher is only 
as good as his/he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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