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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기’ 자습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1. 자습목적 。그동안 수필속기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생활속기를
자습으로 익혀서,
。노트․수첩․탁상카렌다․메모․일기장의 기록 등에 활용하여
기록의 능률화와 비밀유지 등 평생 동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
게 하려는데 있음.

2. 참여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3. 자습기간 。각자가 편리하게 자습계획을 수립하여 정함.

4. 자습범위
。남천속기의 기본편(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을 제1단계로 하고,
약법편(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을 제2단계로 실시함.

5. 자습 교재 <제 1단계>

자료실번호 제            목 면수

1 쉽고 재미있는 속기의 길잡이 (기본편) 74P

2 바른 기록을 위한 속기공부 (연습장) 60P

16 남천속기의 기본문자 익히기 2P

4 속기 기본문자 익히기 (제1회～제5회) 6P

5 속기연습지 (제1회～제6회) 12P

7 남천속기의 기본편에 대한 연습지 (482문제) 14P

<제 2단계>

자료실번호 제            목 면수

3 빠른 기록을 위한 속기의 길잡이(약법편) 101P

19 기본편과 약법편의 비교 1P

17 남천속기의 조사의 약자 익히기 2P

18 속기연습지 (제7회～제30회) 48P

9 남천속기의 약법편에 대한 연습지 (686문제) 21P

14 속기학 공부를 위한 자료찾기 2P

▶ 자료실 http://www.namcheonsokki.com/pds/list.php

※ 위 교재는 남천속기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수록되었으며, 교재는
각자 출력하여 사용함.

※ 위 교재는 대학교에서 교양선택과목 ‘속기학’ 교재로 채택되어 지도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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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습방법 。위 교재를 출력하여 준비된 교재를 바탕으로 각자가 공부할 계획
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공부하도록 함.

。남천속기의 기본편과 약법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남천속기연구
소 홈페이지(www.namcheonsokki.com) ‘남천식 속기학편’에 강의내용
이 녹음수록되었으니, 출력한 교재를 펴놓고 녹음내용을 들으면
서 공부하고,

。위 속기연습지 등은 많은 분량을 출력하여 속기문자의 길이와 각
도 등에 유의하면서 연필로 작성하며,

。그밖에 많은 연습문제를 만들어서 충분한 연습으로 속기문자의
기록에 거리낌 없을 정도로 노력하기 바람.

7. ‘남천속기’의
연습지에 대한
모범답안

。‘남천속기’의 기본편과 약법편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위하여,
자료실 21번에 ‘남천속기’의 연습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
하였음.

8. 자습 소감문 。자습 소감문을 보내시고자하면 다음 주소지에 보내주세요.

。남천속기연구소 / 우편번호 : 0798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7 현대월드타워 1603호

9. 참고사항 。남천속기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22번에 ‘생활속기 자습을 위한
길잡이’라고 해서 ‘생활속기’ 자습방법에 대하여 2018년 9월 22일
에 남천속기연구소장께서 직접 설명한 것을 동영상으로 작성하여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