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 영화로 보는 다양한 문화와 표현 수업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과 미래교육허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단편 영
화로 보는 다양한 문화와 표현”수업을 다음과 같이 4주 동안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미래교육허브 소개 : http://www.nehub.net

1) 교육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누구나 무료로 참여)
2) 교육일정 : 1회 온라인 녹화 수업으로 4주간 진행
◦ 2월 15일 ~ 3월 12일, 매주 수업 콘텐츠 공개(밴드 공지 참조)
◦ 교육 기간 중 질의응답을 위한 생방송 수업 진행 예정 (일정을 별도 공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방법 :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방송수업과 자기주도적인 탐구활동으로 진행
◦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별학습 수행

4) 교육내용
◦ 해외 청소년 단편 영화(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과 문화가 나타나는 핵심 장면 또
는 주제(키워드)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표현의 관점에서 한국과 외국어(영어) 관련 어휘
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표현의 독창성을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주차

주제

내용

목표와 현실

Ÿ 계획을 세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꿈을 현실화하려는 주제에 담긴 핵
심 장면 소개와 관련 어휘 이해하기 의 맛을 데이터로 선정하기
Ÿ 사람의 인생, 꿈과 관련된 문학 작품 소개

자연과 환경

Ÿ 영상을 보고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장르에 따른 형식과 표현 비교를 통해 사물
또는 동물을 통해 표현해내는 사회적인 메시지, 문화적 배경에 따른 특징 탐구하기
Ÿ 핵심 장면에서 주인공의 노래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관련 어휘 이해하기
Ÿ 자연을 주제로 한 시 작품 소개

3

가족

Ÿ 우주를 가고 싶어하는 소녀의 노력이 담긴 영상과, 예술적 재능과 가족의
힘이 꿈과 재능에 영향을 주는 영상을 탐구하고 관련 어휘 이해 하기
Ÿ 뉴스 관련 퀴즈 풀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한국의 추석 비교를 통한
명절 문화에 대한 논의

4

개성과 재능

Ÿ 영상에서 재능을 발견한 순간이 드러나는 모습을 분석해 보고 자기 또는
타인의 재능 발견했을 때 받는 감동의 특징 탐구하기
Ÿ 재능과 감동에 관련된 어휘 이해하기
Ÿ 나만의 필름 스토리 보드 만드는 과정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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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밴드 회원가입 후 공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band.us/@hints)
(1) 네이버 밴드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
(2) "미래교육허브" 또는 band.us/@hints 검색
(3) 밴드 가입하기(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음)
※ 밴드 공지를 통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회원가입 및 수업 신청 방법 안내 (2021년 1월 20일 공지 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