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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본정보

과목명 트렌드영어

학점(시간) 3(3)

이수구분 일반선택

수강번호 0331 반번호 01

강의시간

강의실

담당교수 남미영 소속 교육대학원

면담시간

ㆍ과목 관련 정보

동일과목

선수과목

ㆍ세부내용

※선행과제 : 

1.강의소개 : 

다양한 정보에 대한 real-time 접근이 가능한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중요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앞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rend English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 환경, 건강, 여행, 예

술, 문화, 그리고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한 최신 혹은 중요한 트렌드를 접하면서 관련 정보 및 영어 단어

/표현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 스스로 관심분야의 트렌드를 탐색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를 읽어낼 수 있으며 정보력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수업과정은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언어인 영어실력을 향상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2.수업목표 : 

- 기술, 환경, 건강, 여행, 예술, 문화, 그리고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한 최신 혹은 중요한 트렌드를 소

개

- 제공하는 다양한 트렌드 관련 정보 및 중요 영어 단어/표현 습득

- 학생들 스스로 관심분야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실력 향상 

3.수업진행방법 :

 

- 온라인강의 시청

- 12개 주제 중 (1주~13주: 8주 중간고사 제외)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그 주제에 대한 의견/생각/댓글

을 강의포털/열린게시판을 통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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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부내용

※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 학습도우미(이동보조, 강의·보고서 대필, 학습보조), 보조기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강의실, 좌석 우선배정, 점자, 확대자료 등이 필요한 수강자는

   사전 문의 바랍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053-810-1164)

스마트교육:

4.중요교재 및 문헌 : 강의포털/강의자료 참고

5.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타사항(선수과제 제시 권장) : 

※ 장애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053-810-1164)

6.학습평가 : 

중간/기말: 30 each

퀴즈: 10

과제: 10

참여: 10

출석: 10

※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지원 : 학습도우미(이동보조, 시험 대필), 점자, 음성 시험지, 확대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대필 도우미, 별도시험장소, 보조기기가 필요한 수강자는 사전 문의 바랍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053-810-1164)

평가비율

중간시험 : 30%, 기말시험 : 30%, 출결 : 10%, 예ㆍ복습 : 0%, 기타 : 30%

※ 스마트교육: 학생의 수업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 권장

예: 수업참여도(발표, 토론, 학생 간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등

ㆍ주별계획

주 학습목표 및 목차 주교재 및 참고자료 퀴즈/과제/토론 유무

1 Generations & generational differences

2
Award-winning advertisements & songs in the 

commercials; packaging designs

3 Climate change &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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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별계획

주 학습목표 및 목차 주교재 및 참고자료 퀴즈/과제/토론 유무

4 The word of the year

5

Art: The world’s most valuable artworks; Virtual 

museum tours; Why paintings fade & how to 

reconstruct them

6

New media: The most-watched YouTube videos; TikTok & 

its impact on marketing; Facebook/Social media 

screening

7 Travel trends

8 중간시험

9 What is your life word/phrase/quote/speech?

10
Technology: AI; AI & shopping; Other cutting-edge 

technologies

11
Things about 우리나라: K-pop; the movie Parasite; 

Kim Jiyoung, born 1982

12 Well-being: Happiness; Stress

13

Social changes: Black Lives Matter/Words with racist 

connotations; Migrant crisis & refugee issues; 

Coronavirus & inequalities

14
etc.: Acronyms & abbreviations; Humor; Goodbye & 

good luck messages

15 기말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