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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요 및 목표
본 과목에서 학생들은 TED Talks 나 유투브와 같은 생생한 동영상의 학습자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에 공감하고 다양한 문화와 기술에 감동하면서 글
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플립러닝의 수업방식으로 진행하는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LMS에 제시된 학습 자료를 미리 학습하고 In-Class 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교수와의 의사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수업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부수적인 자료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의사소통 역량뿐만 아니라 자원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영
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다.
                                   교과목 학습 성과
1. 다양한 주제의 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 교재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를 공부하기 위해 다른 사

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컴퓨터를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거

나 에세이를 쓸 수 있다.
4.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교    재  PERSPECTIVES 1(TEDTalks)(2019)

참고문헌
(부교재)

 TED Talks 및 유투브 동영상 자료



 수업 역량
핵심역량 역량지정 역량지수

(총합 100%)
전공능력

(학과별작성) 역량지정 역량지수

자기관리  ▼ %  ▼ %

리더십  ▼ %  ▼ %
의사소통과 

공감 부역량 20 ▼ %  ▼ %
창의적

문제해결 ▼ %  ▼ %

자원활용 부역량 20 ▼ %  ▼ %

글로벌 주역량  60 ▼ %  ▼ %
수업 방법

역량 및 
전공능력 

중심
수업방법

강의

2 시간

수업전 학생들에게 교재에 나오는 audio와 video에 관련된 자료

(단어, 스크립트)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의 수업 활동의 이해를 도

와준다. 또한 수업 이후 교재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

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AL        

 시간

원격활용   

 시간

기타:        

  시간

주 핵심역량

& 전공능력 

증진을 

위한 방안

주 핵심역량 :
글로벌 역량 세계인들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발표 형식의 TED Talks를 

듣고 다른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수
용할 수 있다. 

전공능력:



 평가 항목 및 방법 

평가
항목

(기준)

반영
비율
(%)

평가방법 및 주요내용

평가 
핵심
역량
및 

전공
능력

출  석
(15% 
이상)

20

∙ 1회 결석할 경우 : 2점 감점

∙ 3번 초과 결석은 출미 F처리함

∙ 공•병결의 경우 1주일 이내 스마트 KY에 입력한 자에 한하여 
인정

자기
관리

시험
평가

수시 선택사항

중
간
고
사

30 교재지필고사

글로벌/ 
의사소통
과 공감

기
말
고
사

30 교재지필고사

글로벌/
의사 
소통과 
공감

과제 
평가 10

각 unit의 과제란에 올려진 TEST 형식의 단어를 풀고 LMS에 업로
드 

자원활용

성
과
및
태
도

발
표
성
과
물

10
수업 시간에 각 TED Talks나 유투브의 주제에 관련된 과제를  
하고 그 내용을 LMS에 올리기.

자원활용

태
도

기
타

  



주별 수업 계획

주차 수업주제 단위수업 세부 내용 수업방법

1
unit 1. Who are 

you ?

1B. How are you feeling ?

1C. Half a million secrets (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2
unit 1. Who are 

you ?

1A. He’s really into music.

He failed 1000 times (Real life story) (유투브)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3
unit 2. Where 
the heart is

2B. MySpace

2C. Magical houses, Made of Bamboo(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4
unit 2. Where is 
the heart is?

2A. Different Places

The Power Of Silence(유투브)

-10 Reasons Silent People Are Successful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5
unit 3. Health 
and Happiness 

3B. Painless

3C. The Amazing Story of the Man Who gave us 

Modern Pain Relief(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6
unit 3. Health 
and Happiness

3A. Treating the Whole Person

What makes a good life?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7 unit 4. Learning
4B. Nothing’s Impossible

4C. Don’t eat the marshmallow(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8 중 간 고 사

9 unit 4. Learning
4A. How We Learn

The Secrets of a new language(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10
unit 5. Family 
and Friends

5B.  Coming of Age

5C. Why we laugh(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11 unit 5. Family 
and Friends

5A. The People in My Life

57 Years Apart

- A Boy And a Man Talk about life. (유투브)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12
unit 6. Do Your 

Best 

6B. Not So Fast

6C. Teach Girls Bravery, Not Perfection(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13
unit 6. Do Your 

Best

6A. The Best I Can Be

Watch This Every day and Change Your Life. - ‘Fall 

Forward’(유투브)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14
unit 7. Tell Me 
What You Eat

7B. The Greatest Human Success Story

7c. The Global Food Waste Scandal(TED Talks)

■ 강의 ■ AL

□ 실습 □ 온라인

15 기 말 고 사



2. 주차별 세부 수업 내용(1~15주차까지 각각 교재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

제 ( 1 ) 주차

수업 주제 unit 1. Who are you ? (1)

학습 성과
• 사람의 감정에 대한 본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TED talks 동영상을 보고 관련된 본문 내용과 어휘를 이해할 수 있다.
• write a post card to someone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1B. How are you 

feeling ?

1C. Half a 

million secrets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기소개 엽서를 작성하여 LMS에 첨부할 

것. 

평가 계획

Pre–Class: Unit 1의 TED Talks 영상의 본문 내용과 관련된 단

어 공부.

LMS에 업로드된 현재와 현재진행에 대한 문법 문제 미리 풀

어보기.

In(after)-Class: 수업시간과 관련된 엽서를 LMS에 첨부할 것. 



 

제 ( 2 ) 주차

수업 주제 unit 1. Who are you ? (2)

학습 성과

• watch a TED Talk about him.
• discuss about his life. 
• make someone’s life story and give it as a quiz
• 단순 현재와 현재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1A. He's really 

into music.

He failed 1000 

times (Real life 

story) (유투브)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문법(보충자료) 오답노트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1의 유투브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단어 

TEST LMS 올리기

In(after)-Class: 현재, 현재진행 문제 풀이 예습한 것을 강의 듣고 

채점해서 LMS에 올리기



제 ( 3 ) 주차

수업 주제 unit 2. Where the heart is(1)

학습 성과
• All the comforts of home의 본문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TED Talks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write an essay about a special place.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2B. MySpace

2C. Magical 

Houses, Made 

of Bamboo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Special Places에 대한 에세이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2의 TED Talks 영상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LMS에 업로드된 과거와 과거진행에 대한 문법 문제 미리 풀어보기

In(after)-Class: 수업시간과 관련된 에세이를 써보고 LMS에 첨부할 

것. 



제 ( 4 ) 주차

수업 주제 unit 2. Where the heart is(2)

학습 성과

• watch a TED talk about the power of silence
• describe 10 reasons silent people are successful
• guess another factor for success (storytelling)
• 단순과거 시제를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2A. Different 

Places

The Power Of 

Silence(유투브)

-10 Reasons 

Silent People 

Are Successful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문법(보충자료) 오답노트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2의 유투브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단어 TEST 

LMS올리기

In(after)-Class: 과거시제 문제 풀이 예습한 것을 강의 듣고 채점해서 

LMS에 올리기



제 ( 5 ) 주차

수업 주제 unit 3. Health and Happiness(1)

학습 성과

• Feeling no pain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watch a TED talk about a doctor who changed the way people think about 
health
• write about staying healthy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3B. Painless

3C. The 

Amazing Story 

of the Man 

Who gave us 

Modern Pain 

Relief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Staying healthy에 대한 Opinion Essay쓰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3의 TED Talks 영상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LMS에 업로드된 양화사에 대한 문법 문제 미리 풀어보기

In(after)-Class: 수업 시간과 관련한 에세이를 LMS에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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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3. Health and Happiness(2)

학습 성과

• watch a TED talk about what makes a good life?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 talk about staying healthy
• 문법 양화사(quantifier)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3A. Treating 

the Whole 

Person

-What makes a 

good life?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문법(보충자료) 오답노트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3의 TED Talks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단어 

TEST LMS올리기

LMS에 업로드된 과거완료에 대한 문법 문제 미리 풀어보기

In(after)-Class: 양화사 문제 풀이 예습한 것을 강의 듣고 채점해서 LMS

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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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4. Learning (1)

학습 성과
• Nothing’s impossible 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watch a TED talk about an important skilll for success
• ask about and compare summer programs.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4B. Nothing’s 

Impossible

4C. Don’t eat 

the 

marshmallow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Summer program 에 대한 설문지 작성해보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4의 TED Talks 영상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단어TEST LMS 올리기

LMS에 업로드된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한 문법 문제 미리 풀어보기

In(after)-Class: 수업시간과 관련한 summer program에 대해서 작성한 

질문지를 LMS에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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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중간고사

학습 성과

수업방법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 F/L

사전학습

유형

gfedc 동영상
     강의

gfedc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강 의            

gfedc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평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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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4. Learning (2)

학습 성과

• talk about how to learn new languages.
• speak about your daily life to a friend.
• imagine the real-life situation and tell the story to your friend.
•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4A. How We 

Learn

The Secrets of 

a new 

language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문법(보충자료) 오답노트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4의 유투브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In(after)-Class: 비교급과 최상급 문제 풀이 예습한 것을 강의 듣고 채점

해서 LMS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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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5. Family and Friends (1)

학습 성과
• coming of age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watch a TED Talk about why we laugh
• make and describe plans for a party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5B. Coming of 

Age

5C. Why we 

laugh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초대장 작성해서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5의 TED Talks 영상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단어 TEST LMS 올리기

LMS에 업로드된 현재완료와 과거시제에 대한 문법 문제 미리 풀어보

기

In(after)-Class: 수업시간과 관련한 초대장을 LMS에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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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5. Family and Friends (2)

학습 성과

• The people in my life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 talk about friends and family members.
• discuss how to overcome generation gaps
• 현재완료와 과거시제를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5A. The People 

in My Life

57 Years Apart

- A Boy And a 

Man Talk 

about life. 

(유투브)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문법(보충자료) 오답노트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5의 유투브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In(after)-Class: 현재완료와 과거시제 문제 풀이 예습한 것을 강

의 듣고 채점해서 LMS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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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6. Do Your Best(1) 

학습 성과
• Not so fast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watch a TED talk about teaching people bravery, not perfection.
• learn how to ask for and give advice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6A. The Best I 

Can Be

-Watch This 

Every day and 

Change Your 

Life. - ‘Fall 

Forward’

(유투브)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충고에 대한 내용 작성해서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6의 TED Talks 영상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

하기. 단어 TEST LMS 올리기

LMS에 업로드된 조동사에 대한 문법 문제 미리 풀어보기

In(after)-Class: 수업시간에 충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LMS에 첨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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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6. Do Your Best(2) 

학습 성과
• watch someone who changed how he did things 
• discuss the meaning ‘Fall Forward’
• 조동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6B. Not So 

Fast

6C. Teach Girls 

Bravery, Not 

Perfection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문법(보충자료) 오답노트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6의 audio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단어 

TEST LMS올리기

In(after)-Class: 조동사 문제 풀이 예습한 것을 강의 듣고 채점해

서 LMS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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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unit 7. Tell me What You Eat

학습 성과
• watch and understand 'The Global Food Waste Scandal
• understand the story of The Greatest Human Success
• 미래시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강의, 문제해결, LMS 활용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b F/L

사전학습

유형

gfedcb 동영상
     강의

gfedcb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전 학생들은 각 Unit의 TED Talks나 유투브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시청해 온다.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b 오프라인

7B. The 

Greatest 

Human Success 

Story

7C. The Global 

Food Waste 

Scandal

(TED Talks)

Audio와 Video를 활용하여 본

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

한 문제풀이 
gfedcb 강 의            
gfedcb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문법(보충자료) 오답노트 LMS에 업로드하기

평가 계획
Pre–Class: Unit 7의 audio의 본문 내용에 대한 공부하기

In(after)-Class: 문법정리해서 LMS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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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기말고사

학습 성과

수업방법  

구분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수업전

사전학습

     gfedc F/L

사전학습

유형

gfedc 동영상
     강의

gfedc 영 상 자 료  
     시청

gfedc 텍스트
     업로드 gfedc 과제 gfedc 기타

사전학습

내용

수업 중

학습방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교수방법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강 의            

gfedc 협력학습(과제)  
gfedc 토의 및 토론  
gfedc 강의+실험/실습  
gfedc 프 로 젝 트        
gfedc 기타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gfedc 온라인
gfedc 오프라인

수업 후

평가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