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구성
활동 내용 요약
학습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구성하였습니다.

주제 개요 및 제작 의도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및 제작 의도를 알려 선생님들에게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습목표
주제에 따른 학습 목표를 내용 목표, 과정 목표로 나누어 구성
하였습니다.

STEAM 과목요소
S Science 과학, T Technology 기술, E Engineering 공

학, A Art 예술, M Math 수학 과목 요소들을 정리하여 구성
하였습니다.

STEAM 단계요소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상황제시
(Co), 창의적 설계(Cd), 감성적 체험(ET) 요소를 제시하여 구
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분석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년에 맞는 수업이
전개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차시별 수업계획 총괄표
전체적인 수업계획 총괄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도상의 유의점
실제 수업 시 유의할 점을 알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
니다.

평가계획
자기 평가, 동료평가 등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제
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교사 및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과정안, 교구설명, 참고 자료,
활동지 등)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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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주제명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 중학교 1-3학년/10차시
▣ 적용 모형 : 프로젝트학습

차시

단계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프리젠테이션의 학 습
이해
활 동

1
주제
확인

TED에 대한
이해

2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3-4

5-6

탐색
및
탐구
활동

TED 강연
준비하기

7-8

9-10

TED 강연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확장
하기

TED스러운
경험
(강연)

관련 교과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장면 감상
프리젠테이션의 의미 이해하기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전략 이해하기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 만들어보기

마무리

프리젠테이션의 필요성 알기

도 입

TED에 대한 소개
TED에 관한 영상 보여주기

학 습
활 동

TED 강연 보기(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에 관하여)
TED와 프리젠테이션

마무리

TED를 본 소감 이야기하기

도 입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션하는 장면 감상P

학 습
활 동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예시 보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경험해보기
Prezi의 예시 보기
Prezi의 주요기능 경험해보기

마무리

간단한 자기소개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만들어보기

도 입

과학과 기술, 예술에 관련하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하기

학 습
활 동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TED 강연 보기
TED 강연에 할 내용 정하기

마무리

TED 강연에 할 내용 발표하기

도 입

TED 강연을 위한 준비 상태 점검하기

학 습
활 동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에 맞게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

마무리

강연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도 입

TED 강연 리허설
TED 강연에 참여하는 자세 알아보기

학 습
활 동

TED스러운 경험하기(강연)
강연 촬영

마무리

강연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강연 최우수작 선정
유튜브에 공유하기

과학
기술
미술

과학
기술
미술
사회

과학
기술
미술

과학
기술
미술
사회
과학
기술
미술
사회

과학
기술
미술
사회

중학교
1-3학년

1

TED스러운 경험

주제 개요 및 제작의도

바야흐로 현대는 미디어의 세상이다. 미디어를 빼고 현대 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학생들 또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다. 현상 중심에서 개념 중심으로 학습이
전환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현대의 필수적인 사회적 아이콘이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수
립하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교육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학생들에게 미디어의 소
비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생산자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를 비롯한 자신을 표현하는 프리젠테이션의 기능
을 익히고 사용해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래 ‘TED’라는 강연이 인터넷
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로 지난 1984년 엔
터테인먼트, 디자인 분야에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을 나눈다는 자선 개념의 강의에서 시
작된 강연이다. TED의 특징은 강연 시간이 18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인 빌게이츠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해리포터의 작가 J.K,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의 명
사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나눴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므
로 강력한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리젠테이션의 기능을
익히고 프리젠테이션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학문적 특성을 융합하여 나타내는 STEAM 교육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이
라 여겨진다.

2

학습 목표

가. 내용 목표

1) ‘프리젠테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TED’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TED’의 강연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TED’를 통해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나. 과정 목표

1)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토대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 있다.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TED’와 같은 강연을 기획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공스토리나 경험에 대해 강연을 할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가. S : 다양한 과학, 기술, 예술적 소재에 대해 관심 갖기
나. T : 프리젠테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원리 이해하기

6

TED스러운 경험

다. E : 컴퓨터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의 기능 익히기

T
E
D

라. A : 프리젠테이션 설계하기

4

스러운 경험

마. M : 시간이 있는 강연 기획하기

STEAM 단계 요소

Co, Cd, ET 등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 틀(Frame)에 따른 요소 제시
가. 상황제시(Co)

여러분이 ‘TED’ 강연자라면 과학과 관련된 어떤 분야를 강연하고 싶습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
고 있었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그 분야를 소개하는
‘TED’ 강연을 기획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유능한 프리젠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TED’ 강연자가 되어보세요.
나. 창의적 설계(Cd)

과학, 기술, 예술과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TED’ 강연 구성하기
다. 감성적 체험(ET)

‘TED’ 강연

5

교육과정 분석

주제

소주제

TED스러운
경험
프리젠테이션의
(TED-like
이해
experience)

관련 교과

과학
기술
미술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기술가정/학년 : 8학년
과학/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⑷ 정보 통신 기술
(1) 과학이란?
(가) 정보 통신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가. 관심과 흥미있는 사례를 통하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
여 과학의 유용성을 이해한다.
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나.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
(나)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
을 미치고 있음을 안다.
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22) 과학과 인류문명
효율적, 능률적으로 계획하고 처
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첨
리한다.
단 과학의 예를 들 수 있다.
(다)정보 통신 윤리와 개인 정보 보호
나. 과학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통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하여 정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
조사한다.
고, 올바른 정보의 관리와 공유 활
라.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동을 실천한다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7

중학교
1-3학년

TED스러운 경험

주제

소주제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관련 교과

과학
기술
미술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미술/학년 : 중학교
기술가정/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⑵ 표현
(1) 기술과 발명
(가) 주제 표현
가. 기술의 개념 및 특성, 시스템의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의 각 영
한다.
역별 활용 방법을 예를 들어 설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
명할 수 있다.
내기
(나)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
행, 평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내기
활동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인 아이디어 구상, 입체 투상
나타내기
법,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할 수 있다.
미술/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체험
(2) 소통: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
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표현
(1) 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
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TED에 대한 경험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차시에
서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명성이 높은 스티브잡스의 영상을 감상하며 학생들에게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TED에 대한
이해

과학
기술
미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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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기술가정/학년 : 8학년
과학/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⑷ 정보 통신 기술
(1) 과학이란?
(가) 정보 통신의 개념과 특성을 알
가. 관심과 흥미 있는 사례를 통하
고,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생
여 과학의 유용성을 이해한다.
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나.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
(나)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을 미치고 있음을 안다.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 (22) 과학과 인류문명
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계획
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첨
하고 처리한다.
단 과학의 예를 들 수 있다.
(다)정보 통신 윤리와 개인 정보 보
나. 과학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호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해를 통하여 정보 창작자의 권
조사한다.
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의
라.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관리와 공유 활동을 실천한다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주제

소주제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과학
기술
미술
사회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T
E
D

미술/학년 : 중학교
기술가정/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⑵ 표현
(1) 기술과 발명
(가) 주제 표현
가. 기술의 개념 및 특성, 시스템의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의 각 영
표현한다.
역별 활용 방법을 예를 들어 설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
명할 수 있다.
내기
(나)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
행, 평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내기
활동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인 아이디어 구상, 입체 투상
나타내기
법,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의
사회/학년군 : 중학교 7학년
제품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⑻ 문화의 이해와 창조
결할 수 있다.
①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②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미술/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이해하고, 자문화 및 타문화를 체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 (2) 소통: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
도를 가진다.
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③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 표현
하고, 대중매체 속에 담겨있는 (1) 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다.
④ 문화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모습 사회/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일반 사회
계승과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2) 문화의

이해와 창조:대중매체와 대
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간
의 상호작용(예, 문화의 전달과 창
조)을 인식한다.

스러운 경험

TED에 대한
이해

관련 교과

TED는 아이디어의 확산과 공유라는 주제로 미디어영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매체이다. 이 차시에서는 학생들에게 TED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중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으로 있을 자신들만의 TED 강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과학
기술
미술

기술가정/학년 : 8학년
과학/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⑷ 정보 통신 기술
(1) 과학이란?
(가) 정보 통신의 개념과 특성을 알
가. 관심과 흥미 있는 사례를 통하
고,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생
여 과학의 유용성을 이해한다.
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나.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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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3학년

주제

TED스러운 경험
소주제

관련 교과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나)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22) 과학과 인류문명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
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첨단
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계획
과학의 예를 들 수 있다.
하고 처리한다.
나. 과학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다)정보 통신 윤리와 개인 정보 보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호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
조사한다.
해를 통하여 정보 창작자의 권
라.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의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와 공유 활동을 실천한다
안다.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과학
기술
미술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미술/학년 : 중학교
⑵ 표현
(가)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내기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나타내기

기술가정/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1) 기술과 발명
가. 기술의 개념 및 특성, 시스템의 의
미를 파악하고, 기술의 각 영역별
활용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나)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평
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의 과
정을 알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구
상, 입체 투상법, 확산적 사고 기
법, 수렴적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술/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체험
(2) 소통: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
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표현
(1) 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
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TED는 강연자에 따라 다양한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준다. 이 차시는 앞으로 학
생들이 경험하게 될 TED 강연에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주요 기능 위주
로 간단하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TED 강연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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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과학
기술
미술
사회

기술가정/학년 : 8학년
과학/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⑷ 정보 통신 기술
(1) 과학이란?
(가) 정보 통신의 개념과 특성을 알
가. 관심과 흥미 있는 사례를 통하
고,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생
여 과학의 유용성을 이해한다.
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나.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안다.

주제

소주제

관련 교과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TED 강연 감
상 및 강연 아
이디어 탐색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T
E
D

(나)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22) 과학과 인류문명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첨단
정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과학의 예를 들 수 있다.
계획하고 처리한다.
나. 과학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다)정보 통신 윤리와 개인 정보 보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호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
조사한다.
해를 통하여 정보 창작자의 권
라.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의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와 공유 활동을 실천한다
안다.

스러운 경험

과학
기술
미술
사회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미술/학년 : 중학교
기술가정/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⑵ 표현
(1) 기술과 발명
(가) 주제 표현
가. 기술의 개념 및 특성, 시스템의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의 각 영
표현한다.
역별 활용 방법을 예를 들어 설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내기
명할 수 있다.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나)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평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
나타내기
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인 아
이디어 구상, 입체 투상법, 확
사회/학년군 : 중학교 7학년
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⑻ 문화의 이해와 창조
활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의 문
①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
②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다.
이해하고, 자문화 및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 미술/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도를 가진다.
체험
③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 (2) 소통: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
하고, 대중매체 속에 담겨있는
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표현
다.
(1) 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
④ 문화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모습
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계승과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사회/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일반 사회
(2) 문화의

이해와 창조:대중매체와 대
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간
의 상호작용(예, 문화의 전달과 창
조)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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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3학년

주제

TED스러운 경험
소주제

관련 교과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TED 강연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TED 강연을 감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
울러 관심 분야의 TED 강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차시에서는 기존 TED 강연을 감상하며 TED 강연의 구성과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기술가정/학년 : 8학년
과학/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⑷ 정보 통신 기술
(1) 과학이란?
(가) 정보 통신의 개념과 특성을 알
가. 관심과흥미있는사례를통하여과
고,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생
학의유용성을이해한다.
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나. 과학이우리생활에많은영향을미
(나)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치고있음을안다.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
(22) 과학과 인류문명
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계획
가. 우리생활에이용되고있는첨단과
하고 처리한다.
학의예를들수있다.
(다)정보 통신 윤리와 개인 정보 보
나. 과학개념과원리가기술,공학,예술,
호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
수학등과통합된사례를조사한
를 통하여 정보 창작자의 권리
다.
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의 관
라. 과학이사회와문화예술,환경등
리와 공유 활동을 실천한다
우리생활에미치는영향을안다.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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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강연
준비하기

TED스러운 경험

과학
기술
미술
사회

미술/학년 : 중학교
기술가정/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⑵ 표현
(1) 기술과 발명
(가) 주제 표현
가. 기술의 개념 및 특성, 시스템의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의 각 영
표현한다.
역별 활용 방법을 예를 들어 설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내기
명할 수 있다.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나)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평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
나타내기
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인 아이
디어 구상, 입체 투상법, 확산
사회/학년군 : 중학교 7학년
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활
⑻ 문화의 이해와 창조
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의 문제
①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문화 및 타문화를 미술/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 체험
도를 가진다.
(2) 소통: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
③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
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하고, 대중매체 속에 담겨있는 표현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1) 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다.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주제

소주제

과학
기술
미술
사회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T
E
D

④ 문화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사회/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이해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계승과 일반 사회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
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간의 상호작용(예, 문화의
전달과 창조)을 인식한다.

스러운 경험

TED 강연
준비하기

관련 교과

이 차시는 TED 강연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활동이다.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TED 강연 자료 수집 및 탐구,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와 같은 TED 강연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TED스러운
경험
(강연)

과학
기술
미술
사회

기술가정/학년 :8학년
과학/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⑷ 정보 통신 기술
(1) 과학이란?
(가) 정보 통신의 개념과 특성을 알
가. 관심과 흥미 있는 사례를 통하
고,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생
여 과학의 유용성을 이해한다.
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나.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
(나) 정보 통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을 미치고 있음을 안다.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22) 과학과 인류문명
정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첨단
계획하고 처리한다.
과학의 예를 들 수 있다.
(다)정보 통신 윤리와 개인 정보 보
나. 과학 개념과 원리가 기술, 공학,
호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
예술, 수학 등과 통합된 사례를
해를 통하여 정보 창작자의 권
조사한다.
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의
라. 과학이 사회와 문화예술, 환경
관리와 공유 활동을 실천한다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미술/학년 : 중학교
⑵ 표현
기술가정/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가) 주제 표현
(1) 기술과 발명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가. 기술의 개념 및 특성, 시스템의
표현한다.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의 각 영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
역별 활용 방법을 예를 들어 설
내기
명할 수 있다.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
(나) 아이디어 창출과 구체화, 실행,
내기
평가의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의 과정을 알고, 기본적인 아
나타내기
이디어 구상, 입체 투상법, 확
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기법을
사회/학년군 : 중학교 7학년
활용하여 생활 속의 제품의 문
⑻ 문화의 이해와 창조
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
①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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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TED스러운 경험
소주제

TED스러운
경험
(TED-like
experience)

TED스러운
경험
(강연)

관련 교과

과학
기술
미술
사회

2007개정교육과정(현행)
②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문화 및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
도를 가진다.
③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
하고, 대중매체 속에 담겨있는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다.
④ 문화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모습
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계승과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각론개정
(‘13년부터 적용)
미술/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체험
(2) 소통: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
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표현
(1) 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사회/학년군 : 중학교 1-3학년
일반 사회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
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간의 상호작용(예, 문화의
전달과 창조)을 인식한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디어인 TED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목적이다. 이 차시는 주제의 마지막 차시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준비한 TED 강
연을 직접 시연하고 평가하는 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6
차시

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단계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S T A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이해

•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하기
• 프리젠테이션 설명 PPT
CD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이해하기/성공적인 프리젠 • 학습지[1]
테이션을 위한 전략 이해하기/프리젠테이션 스토리 구
성해보기
ET 프리젠테이션의 필요성 알기
Co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감상

프리젠테이
션의 이해

1

배경지식
습득

S A ‘TED’에 대한 이해
Co TED에 대한 소개 / TED에 관한 영상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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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에
대한 이해

- 어느 중퇴생의 꿈
CD TED 영상 감상(만화에 관하여, 스콧 맥클라우
드/테리 모어: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을 ‘x’ 라고 쓸까
요?) / TED와 프리젠테이션의 관계 이해하기
ET TED 강연을 본 소감 이야기하기

• TED 소개 영상 자료
• TED 강연 자료
• 학습지[2]

차시

단계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T
E
D

T E A M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3-4

S T E A M TED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Co 과학과 기술, 예술에 관련하여 자기가 관심 있는

5-6
탐색 및
탐구활동

TED 강연
감상하기
및
아이디어
탐색

스러운 경험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Co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션 장면 감상하기
•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션 장
CD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소개 / Prezi 프로그램 소
면 영상 자료
개 / 파워포인트와 Prezi의 기능 익히기
•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프리젠테이션
ET 간단한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 만들어보기
PPT
tool 익히기
Tip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 파워포인트 주요 기능 소개
기능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PPT
Tip 파워포인트와 Prezzi의 차이점을 학생들이 인식 • Prezi 주요기능 소개 PPT
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학습지[3]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 학습지[4]

분야 이야기하기
CD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TED 강연 보기 /
TED 강연을 보고 느낀 점 말하기 / 자기가 할 강연에
대한 주제 정하기
ET TED 강연에 할 주제 발표하기
Tip TED 강연은 개인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Tip TED 강연의 주제는 다양하며, 우리가 할 TED
강연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공이나 실패에 대
한 이야기, 또는 고장을 알리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Tip 전체적으로 TED 강연을 하나 정도 본 후 강연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두 번째 강연은 자 기가 관심 있
는 영역을 골라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Tip 관심 있는 TED 강연을 선택 할 때에는 자신이
발표하게 될 주제와 유사한 주제를 고르도록 안내한다.
S T A M TED 강연 준비하기

•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법
자료
CD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에 맞게 프 • 학습지[5]
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
ET 강연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Tip 강연을 위해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
이션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Tip 시간은 원래 TED 공연이 18분이내이나 이번 강
연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도록 한다.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이 하고자 한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리젠테이션을 구상하도록 안내한다.
Co TED 강연을 위한 준비 상태 점검하기

7-8

TED 강연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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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TED스러운 경험

단계

소주제

학습 내용

준비물

S T E A M TED스러운 경험(강연)

•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 노트북, 프로젝터, 프리젠터,
알아보기
카메라 2대, 마이크
CD TED스러운 경험하기(강연) / 상호평가하기 / 강 • 학습지[6]
연 촬영
ET 강연 후 소감 발표하기 / 강연 최우수작 선정 /
TED스러운
유튜브에 공유하기
경험
Tip 강연 전 짧게나마 리허설을 갖고 프리젠테이션 파
일, 마이크 시설, 카메라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강연)
Tip 강연에 참여하는 자세를 일러주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도록 한다.
Tip 상호평가시에는 서로의 장점을 위주로 평가하도
록 안내한다.
Tip 유튜브에는 각 주제별로 나누어 업로드 하도록
하며, 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추가하도록 한다.
Co TED 강연 리허설 / TED 강연에 참여하는 자세

9-10

확장하기

S :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
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
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7 지도상의 유의점
가. TED

강연의 소재는 과학, 기술, 예술, 제주도와 관련하여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중
에서 정하도록 안내한다.
나. TED

강연이 다양한 프리젠테이션의 형태가 허용되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
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TED

강연 원고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학생들이 교과 외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안내한다.
라. TED

강연의 상호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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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계획
자기평가

평가 기준

스러운 경험

평가 방법

T
E
D

TED 강연 준비도
TED 강연을 마치고 난 소감(소감문 작성)
TED 강연에 대한 항목별 상호평가(5점 리커트 평가)

동료평가

TED 강연에 대한 개방형 상호평가
TED 강연 최우수작 선정(상대평가)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각 차시별 학습지)
관찰평가(TED 강연 준비 전체 과정에 대한 관찰 평가)

※ TED 강연에 대한 단계별 평가 예시
단계

평가 내용
• 소주제 선정에서 적극성

계획

• 계획 발표 검토

• 수행의 지속성 및 성실성

• 수업 중 관찰 평가

• 수행에서의 협동성

• 면담, 관찰

• 계획 대비 추진 정도

• 중간 발표 검토

• 수행 과정의 창의성 및 합리성

• 활동 관찰

• TED 발표 내용의 정확성
발표

• 발표 관찰

• 계획의 체계성
• 계획의 구체성

수행

평가 방법

• 발표 내용의 이해 용이성

• 발표 관찰/검토
• 학생 상호평가

• 발표 방법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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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 강연에 대한 상호 평가지
조 이름

TED 주제

※ 해당하는 칸에 O표 하세요.
번호

평가 항목

1

주제는 강연 전체적인 컨셉에 맞나요?

2

강연이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나요?

3

강연의 준비는 잘되어있었나요?

4

발표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었나요?

5

주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나요?

6

발표의 오프닝은 흥미로웠나요?

7

발표의 클로징(결론)은 인상적이었나요?

8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완성도는 높았나요?

9

발표자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나요?

10

시간은 잘 맞춰 끝냈나요?(5분 이내)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합계
위 사항을 제외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칭찬해주세요.

18

TED스러운 경험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TED 강연에 대한 자기 평가지(개방형)

스러운 경험

T
E
D

강연하고 난 소감

아쉬운 점

다음에 TED 강연을
또 한다면
해보고 싶은 주제

19

중학교
1-3학년

TED스러운 경험

※ TED 강연에 대한 상호 평가지
▶ TED 강연의 최우수작을 선정을 위한 상호평가지
- TED 강연을 종합적으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조에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조이름

20

TED스러운 경험

스티커를 붙이는 란

※ TED 강연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찰 평가지
평가 내용

상

중

하

스러운 경험

단계

T
E
D

TED 주제가 참신한가?
계획

TED 주제 선정에 적극적인가?

TED 강연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TED 강연 준비에 적극적인가?

강연 준비에 협동하는가?
수행
프리젠테이션 기능 익히기에 적극적인가?

TED 강연 준비가 체계적인가?

TED 강연 발표가 창의적인가?
발표

TED 강연의 듣는 자세가 바른가?

TED 강연 후 정리활동에 적극적인가?

21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대 상

22

차시

1/10

융합요소

S T E AM

학습목표

• 프리젠테이션의 필요성을 알고,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
• 수업에 직접 참여해보면서 STEAM의 학습준거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료

• 교사: PPT, 컴퓨터, 프로젝터, 인터넷
• 학생: 학습지

단계

도
입

중 1-3학년

교 수·학 습 활 동
◦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 프리젠테이션이 무엇인지 아나요?
- 발표하는 것입니다.
-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전달해야 할 내용을 알맞게
구성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프리젠테이션을 해본 적이 있나요?
-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보았습니다.
- 사회시간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주위에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 전에 과학 탐구 내용을 발표한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종
이로 된 내용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할 내용을
파일로 구성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감상하기
• 세계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있
습니다. 오늘은 그 중의 한 분인 아이팟, 아이폰, 아이폰을
개발했던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보고 어떤 점에서 잘하는지 살펴
보세요.
-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을 감상한다.)신재생에너지
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을 잘한다고 느꼈나요?
-네
• 어떤 점에서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을 잘한다고 느꼈
나요?
-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 떨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을 잘했습니다.
-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었습니다.
- 다양한 장면과 함께 지루하지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 여유로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 우리는 지금부터 스티브 잡스처럼 프리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티브 잡스

TED스러운 경험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Co
‘스티브 잡

▶ 학습지 [1-1]-프리젠
테이션을 사용한 경험

스’의 아이폰
프리젠테이
션 장면 감
상하기

▶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
테이션 동영상

6

▶ 학습지 [1-2]-프리젠
테이션을 본 소감

1차시

단계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T
E
D

처럼 프리젠테이션, 즉 발표를 잘하고 싶나요?
-네
• 스티브 잡스는 프리젠테이션 한 번을 위해 수 십 번을 연습
하고 움직이는 활동 순서까지 각본을 짠다고 합니다. 스티
브잡스처럼 잘하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이해하
고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가 중
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 학습문제 확인

스러운 경험

도
입

교 수·학 습 활 동

♣ 프리젠테이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고, 프리젠테
이션을 위한 스토리 구성해봅시다.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프리젠테이션의 의미 이해하기
[활동2]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활동3]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 구성해보기

전
개

◦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의미와 기능 이해하기
•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 과제 발표때입니다.
- 기업들이 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입니다.
- 드라마에서 보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임직원들 앞에
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제안을 할 때입니다.
•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한 경우를 통해 프리젠테이션의 의미를 이야기해볼까요?
- 목적을 가지고 청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발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바른 자세로 또렷이 발표해야 합니다.
- 청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 꼭 필요한 내용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발표한 내용들이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개



설계



제작



발표



반성

Co
프리젠테이
션에 대해 이
해하기

35

▶ PPT자료 [1]-성공적
인 프리젠테이션

▶ 학습지 [1-3]-프리젠
테이션에 대한 이해

1단계 ‘기획’- 주제나 목적에 맞게 프리젠테이션의 성격을 정합
니다(예: 과학탐구 발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2단계 ‘설계’- 도입, 전개, 정리 등으로 STORY를 구성합니다.
3단계 ‘제작’- 기획과 설계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프
로그램을 선택한 후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 제작합니다.

23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단계

전
개

24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4단계 ‘발표’- 제작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이용해 연습을 한
후 실제 청중과 상황에 맞게 준비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5단계 ‘반성’- 발표 중과 발표 후 청중들의 반응을 보며 전반적
인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
이 갖춰야할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프리젠테이션의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기획력
- 설명하고자 한 것을 잘 설명하고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논
리적 사고력
- 내용을 청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력 등이 있습
니다.
◦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 프리젠테이션의 성공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미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 아는 이야기로 쉽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요?
35
1.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아는 이야기로 쉽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3. 뻔한

이야기는 버리고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입니다.
4.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신문통계자료, 신문기사, 뉴스 기사 등)
5. 기억에 남는 스토리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발표할 때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발
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많은 ‘연습’이 중요하겠지요.
◦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 구성해보기
• 지금까지 배운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이해와 스토리 구성 방
법을 생각하며 실습해보도록 합시다.
• 자신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구성해봅시다.
• 자신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무엇
일까요?
-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남길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 발표하는 방법 고민하기
• 자신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구성해보고, 발
표해 봅시다.

TED스러운 경험

▶ PPT자료 [2]-성공적
인 프리젠터가 갖춰야 할
능력

Co
성공적인 프
리젠테이션
을 위한 전략
이해하기

▶ PPT자료 [3]-프리젠
테이션 스토리 구성 방법

▶ 학습지 [1-4]-프리젠
테이션 스토리 구성 학
습지

1차시

단계

◦ 프리젠테이션의 필요성 알기
• 지금까지 배운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자
기 소개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도 구성해보았습니다. 프리
젠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 자기가 목적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합
니다.
- 청중을 설득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프리젠테이션의 좋은 점 찾기
•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잘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
을까요?
- 말을 잘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 발표에 자신감이 생길 것같습니다.
- 배운 내용이나 발표할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 다른 사람과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 차시예고
• 다음 시간에는 프리젠테이션의 고수들을 만나보기로 하겠
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청중
에게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
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 TED에 대한 소개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T
E
D

ET

스러운 경험

정
리

교 수·학 습 활 동

프리젠테이
션의 필요성
알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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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교사용 자료

대 상

중1-3학년

차시

1/10

▣ 차시 소개
현대사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일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발표, 즉 프리젠테이션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이 차시에서는 프리젠테이션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프리젠테이션의 필요성,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 구성의 중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 구성방법을 알고 자신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
션의 스토리 구성해보는 창의적인 설계활동을 통해 STEAM활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구
성하였다.

▣ 수업의 흐름
도입

•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감상하기(스티브잡스의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감상)

전개

•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이해하기
•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전략 이해하기
• 프리젠테이션 스토리 구성해보기

정리

• 프리젠테이션의 필요성 알기

▣ 차시와 STEAM 활동
S T E AM

주된 활동 내용

단계

S T E AM

스티브잡스의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감상

도입

S T E AM

프리젠테이션의 개념 이해하기

전개

자기 소개 프리젠테이션 스토리 구성하기

전개

S T E AM
S T 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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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1차시

▣ 차시에 사용한 자료
▶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 동영상[사이트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fzLE3Woq_2U

▶ PPT자료 [1]-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5단계 / PPT자료 [2]-성공적인 프리젠터가 갖춰야
할 능력 / PPT자료 [3]-프리젠테이션 스토리 구성 방법

참고자료

▣ 프리젠테이션 참고 사이트
▶ 지혜로운 프리젠테이션의 7가지 팁
http://www.slideshare.net/phploveme/7-11099654

▣ 프리젠테이션 화면 구성
K I S S : Keep It Simple & Short
K I LL : Keep It Large & Le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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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경험

T
E
D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학생용 자료
학교

대 상

학년

반

1-1. 프리젠테이션 경험 떠올리기

1-2. 프리젠테이션 경험 떠올리기

28

TED스러운 경험

중1-3학년

번

차시

이름 :

1/10

1차시

1-3.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에 대한 이해

T
E
D

스러운 경험

1.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의 개념
-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전달해야 할 내용을 알맞게 구성하여 발표하는 것

2.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5단계
1단계 ‘기획’ - 주제나 목적에 맞게 프리젠테이션의 성격을 정합니다.
(예: 과학탐구 발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2단계 ‘설계’ - 도입, 전개, 정리 등으로 STORY를 구성합니다.
3단계 ‘제작’ - 기획과 설계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내용을 알
기 쉽게 구성, 제작합니다.
4단계 ‘발표’ - 제작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이용해 연습을 한 후 실제 청중과 상황에 맞게 준비
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5단계 ‘반성’ - 발표 중과 발표 후 청중들의 반응을 보며 전반적인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갖춰야 할 능력
- 프리젠테이션의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기획력
- 설명하고자 한 것을 잘 설명하고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력
- 내용을 청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력

4. 프리젠테이션 스토리 구성 방법
가.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아는 이야기로 쉽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 뻔한 이야기는 버리고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신문통계자료, 신문기사, 뉴스 기사 등)
마. 기억에 남는 스토리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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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의 이해

1-4. 프리젠테이션 스토리 구성하기
▣ 자신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의 스토리 구성해보기
▷ 나의 장점

▷ 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 프리젠테이션 스토리 구성안

30

TED스러운 경험

2차시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TED에 대한 이해

학습주제

대 상

중 1-3학년

차시

2/10

융합요소

T A

• TED 강연을 보며 프리젠테이션의 새로운 방향을 경험할 수 있다.
• TED 강연을 보고 TED가 추구하는 세상과의 소통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 TED 소통법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료

• 교사: PPT, 컴퓨터, 프로젝터, 인터넷
• 학생: 학습지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스러운 경험

학습목표

T
E
D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TED에 대해 소개하기
• TED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 모르는데요.
-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때 본
적이 있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에게 TED에 대해 소개시켜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TED에 대해 오늘 공부할 건데, 그 이유는 우리도 선
생님과 하는 이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여러분도 TED의
강연자처럼 TED 강연을 하게 될 거예요.
• TED 강연을 보기 전에 TED 강연에 출연했던 한 학생에 대
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Co
TED에 대한

▶ TED에 관한 영상보
기- 어느 중퇴생의 꿈

소개 / TED
에 관한 영
상보기
- 어느 중퇴
생의 꿈

지식 e 채널의 ‘어느 중퇴생의 꿈’
http://www.youtube.com/watch?v=HYWGgVq9T4I
도
입

•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10
-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 작은 것이지만 쓸모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 저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여러분도 영상에 나오는 아프리카 학생과 같은 처지였다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 아마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
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도 생각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천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 영상에서도 잠깐 TED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바로 아프리
카 학생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던 경험을 TED로 강연을 한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것이예요. 이렇게 TED는 일
반 사람들의 생활 속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강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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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에 대한 이해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TED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한다면, TED는

▶ 학습지 [2-1]-TED에
대한 소개

도
입

1. TED는

지난 1984년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분야에서 ‘공
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을 나눈다는 자선 개념의 강의
에서 시작됐다.
2. TED의 특징은 강연 시간이 18분으로 제한된다.
-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18분 안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3.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나 천재 물리학자 스티
븐 호킹, 해리포터의 작가 J.K,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의 명사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나눴다.

10

입니다.
•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TED에 대해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문제 확인
♣ TED 강연을 보고, 프리젠테이션의 새로운 방향을 알아봅시다.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TED 강연 보기
[활동2] TED와 프리젠테이션과의 관계 알아보기
◦ TED 강연 보기
•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TED 강연 하나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TED란 이런 것이구나도 느
껴보고, 내가 TED 강연을 한다면 어떤 주제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 네.

CD

▶ TED 영상 감상(만화

TED 영상 감

에 관하여, 스콧 맥클라

상(만화에 관

우드)

하여, 스콧 맥
클라우드/테
리 모어: 우리
는 왜 모르는

전
개

32

TED 강연;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에 관하여
http://www.ted.com/talks/lang/ko/scott_mccloud_on_comics.html

것을 ‘x’ 라고
쓸까요?)

25
• 강연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 재미있었습니다.
- 만화의 역사를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 이렇게 재미있는 강연도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TED의 강연은 어떤 것 같아요?
- 쉽고 재미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유익한 것같습니다.
- 작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이 듣기에 매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TED스러운 경험

2차시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T
E
D

스러운 경험

•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TED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성공 경험, 실패 경험까
지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프리젠
테이션하는 것입니다. TED의 원어가 궁금하죠?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입니다.
TED가 추구하는 목표 중 제 1은 ‘누구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네
• TED에 대한 강연 하나를 더 볼까요?
• 우리는 왜 미지수를 ‘X’ 라고 표시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우리가 볼 TED 강연은 미지수 ‘X’에 대한 답에 대한 명쾌
한 해석입니다. 테리 모어의 짧고 재미있는 강연을 들어보
도록 합시다.

▶ TED 영상 감상(테리
모어: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을 ‘x’ 라고 쓸까요?)

테리 모어: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을 ‘x’ 라고 쓸까요?
http://www.ted.com/talks/lang/ko/terry_moore_
why_is_x_the_unknown.html

정
리

• 강연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 재미있었습니다.
- 알고 나니, 시시했습니다.
◦ TED와 프리젠테이션과의 관계 알아보기
• 강연을 한 테리 모어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저는 알리고 싶었습니다.’입니다. 테리 모
어처럼 TED 강연은 자칫 보면 자질구레한 이야기일 수 있
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 즉 서로 공유하
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25

CD

▶ 학습지 [2-2]-TED와

TED와 프리

프리젠테이션의 관계 이

젠테이션의

해하기

관계 이해하
기

• 아이디어 가치의 확산과 공유가 TED가 추구하는 목적입니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또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아 TED를 구성하면 됩니다.
•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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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에 대한 이해

단계

정
리

34

교 수·학 습 활 동
◦ TED 강연을 본 소감 이야기하기
• 자 오늘은 TED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
고 있는 주제가 ‘TED스러운 경험’입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TED스러운 경험입니다.
• 오늘 본 TED 강연에 대한 소감문을 적어보고, 난 어떻게
TED 강연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 차시예고
• 다음 시간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능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ED스러운 경험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ET
TED 강연을
본 소감 이
야기하기

10

▶ 학습지 [2-2]-TED
강연을 본 소감문

2차시

교사용 자료

대 상

중1-3학년

차시

2/10

▣ 차시 소개
신입니다. 특히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로 STEAM에서 이야기하
는 통합과도 잘 맞는 주제입니다. STEAM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Design, 즉 여
러 학문의 구성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TED 또한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TED
는 STEAM의 미디어 주제로써 매우 적합합니다. 이 차시에서는 이러한 TED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TED의 대표적인 강연 영상들을 학생들이 감상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TED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학생들의 TED 강연에 대한 아
이디어 탐색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 수업의 흐름
도입

• TED에 대한 소개
• TED에 관한 영상보기(어느 중퇴생의 꿈)

전개

• TED 영상 감상(만화에 관하여, 스콧 맥클라우드/테리 모어: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을 ‘x’
라고 쓸까요?)
• TED와 프리젠테이션의 관계 이해하기기

정리

• TED 강연을 본 소감 이야기하기

▣ 차시와 STEAM 활동
S T E AM

주된 활동 내용

단계

S T E AM

TED에 관한 영상

도입

S T E AM

TED 영상 감상

전개

TED 강연을 본 소감 이야기하기

전개

S T E AM
S T 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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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TED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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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에 대한 이해

▣ 차시에 사용한 자료
▶ TED에 대한 소개 내용

1. TED는 지난 1984년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분야에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을
나눈다는 자선 개념의 강의에서 시작됐다.
2. TED의 특징은 강연 시간이 18분으로 제한된다.
-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18분 안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3.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해리포터의 작가
J.K,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의 명사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
고 나눴다.

▶ TED에 관한 영상보기- 어느 중퇴생의 꿈[사이트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HYWGgVq9T4I

▶ TED 영상 감상(만화에 관하여, 스콧 맥클라우드)[사이트 주소]
http://www.ted.com/talks/lang/ko/scott_mccloud_on_comics.html

▶ TED 영상 감상(테리 모어: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을 ‘x’ 라고 쓸까요?)[사이트 주소]
http://www.ted.com/talks/lang/ko/terry_moore_why_is_x_the_unknow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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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 사이트 주소(한글자막 사이트)
http://www.ted.com/translate/languages/ko?page=9

▣ TED에 다른 추천 영상들
에릭 휘테커: 2,000명의 목소리가 만드는 가상 합창단
http://www.ted.com/talks/lang/ko/eric_whitacre_a_virtual_choir_2_000_voices_
strong.html
Thomas Suarez(토마스 슈어즈): 열두살의 앱 개발자
http://www.ted.com/talks/lang/ko/thomas_suarez_a_12_year_old_app_
developer.html
파멜라 메이어 : 거짓말쟁이를 색출해 내는 방법
http://www.ted.com/talks/lang/ko/pamela_meyer_how_to_spot_a_liar.html
수니 브라운: 낙서장이들이여! 단결하라!
http://www.ted.com/talks/lang/ko/sunni_brow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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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에 대한 이해

읽기자료

TED에 대한 소개

TED란 (Technology, Enterainment, Design)의 약자로, 미국에서 시작된 강연입니다. Ideas
Worth Spreading(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라는 주제를 내세우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
어보는 강연 콘서트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부터 오지에 사는 청소년까지, 아이디어와 세상을 바꾸
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18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동안 강연을 펼칩니다. 5분 내외로
강연을 마치는 사람, 강연 시간동안 연주와 노래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연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TED 강연은 원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연 동영상이 무료로 업로드 되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TED는 전 세계에서의
개최 요청이 끊이질 않자, TEDx라는 이름 하에 전세계에서 TED의 강연을 열게 허락해주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TEDx란, 지역 TED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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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읽기자료

누군가의 앞에 서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TED 프
레젠테이션』. ‘TED’는 기술(Technology),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디자인(Design) 분야를 주제로 프레젠테이
션을 개최하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을 뜻한다. TEDx 조직원이자
토스트마스터스 인터내셔널 위원인 저자 제레미 도노반이 실제
TED 강연의 대부분을 직접 분석하여 살펴본다.
프레젠테이션 소재를 찾는 방법부터 자신에 대한 소개와 청중
을 대하는 방법, 핵심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그것을 청중들이 기
억하도록 만드는 방법, 유머를 어떻게 활용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특히 주어진 시간을 구조
화하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
시하였다. 저자가 다루지 못한 사례 해설과 한국적 특수성을 보완
하기 위해 아나운서 송상은의 해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교보문고 책소개 참고]

12년 연속 연간 250회 강연의 신화, 이민영이 말하는 TED 소
통법『마법의 18분 TED처럼 소통하라』. 오랫동안 기업교육의 전
문가로 세상과 소통하는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
는 저자 이민영이 타인에게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소통,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TED 소통법’을 제시하였다. TED는 기술
Technolog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디자인Design의
약자로, 지식형 콘서트의 원조로 평가받는 강연회를 말한다. 또한
지적인 힘, 감동의 힘,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힘이 전파되는 진
정한 소통의 장을 뜻한다. 이 책은 누구든지 진심을 다해, 살아 있
는 경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을 제안한다. TED처럼 프레젠
테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나만
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드라마틱한 진행으로 이끌어 세상과 소
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교보문고 책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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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에 관한 책 소개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에 대한 이해

2-2. TED와 프리젠테이션의 관계 이해하기
▶ TED가 추구하는 프리젠테이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2-3. TED 강연을 본 소감문
▶ TED 강연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 내가 TED 강연을 한다면 어떤 주제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싶은지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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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학습주제

대 상

차시

3-4/10

융합요소

T E AM

학습자료

• 교사: PPT, 컴퓨터, 프로젝터, 인터넷
• 학생: 학습지, 컴퓨터, 헤드셋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션 장면 감상하기
• 평창올림픽이 언제죠?
- 2018년입니다.
•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3전4기로 열심히 도
전했던거 알고 있죠?
-네
• 그리고 전에 배웠던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에 대해 기억하고
있나요?
- 프리젠테이션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늘은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즉 올림픽
위원회인 IOC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했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프리젠터의 발표 모습
과 영상을 잘 감상해 보세요.
-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본다.)

Co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
션 장면 감
상하기

10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나승연대변인의 프리젠테이션
http://www.youtube.com/watch?v=pJsbPUxmv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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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프리젠테이션 도구를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프리젠테이션 도구인 Powerpoint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 프리젠테이션 도구인 Prezi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 프리젠테이션 도구를 이용해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 있다.

단계

도
입

중 1-3학년

▶ 평창올림픽 유치위원
회 나승연대변인의 프리
젠테이션 동영상

•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제일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나승연대변인이었습니다.
• 나승연대변인의 발표모습이나 자세는 어땠나요?
- 자신있어 보였습니다.
-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했
습니다.
-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발표를 잘하셨습니다.
• 나승연대변인은 왜 자신있고 정확하고 차분하게 발표를 했
을까요?
-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림픽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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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단계

도
입

교 수·학 습 활 동
• 나승연대변인이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파일, 즉 영상들도 보았
나요?
-네
• 영상들은 어땠나요?
- 발표 내용과 딱 맞는 사진이었습니다.
- 올림픽 유치를 바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사진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내용과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프리젠터, 즉 발
표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2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
그램들의 기능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문제 확인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학습지 [3-1]-프리젠
테이션을 본 소감

10

♣ TED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기능들을 익혀봅시다.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소개하기
[활동2]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기능 익히기
[활동3] Prezzi 프로그램 소개하기
[활동3] Prezzi 프로그램 기능 익히기

전
개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소개하기
•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파워포인
트와 Prezi(프레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둘을 사
용해본 적이 있나요?
- 초등학교에서 파워포인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활동으로
사용해보았습니다.
- 1학년 과제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되고 많이 사용하는 프
로그램은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요즘 프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파워포인트와 달리 프레찌는 조금 뒤
에 보면 알테지만, 스토리텔링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야기
구성이 중요하죠.
• 프리젠테이션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겠어요.
-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용 전문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쉽게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강의, 발표, 세미나 등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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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소
개하기

50

3-4차시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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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이용
가. 웹상의 동영상 파일 이용할 때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3479512
&ref=channel&page=&cateid=1123&lu=v_channel_02
나. 오프라인으로 첨부된 파일을 이용할 때
- 첨부된 파일 : 파워포인트 사용법(기초).FLV
2. 직접 강의할 때
- 첨부된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용
- 파일명 : 파워포인트 사용법(PPT파일)
- 직접

강의시에는 파워포인트 사용법 파일을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준 후 강의한다.

파워포인트

Presentation On Presentations
A presentation on Prezi presentations that will amaze
and inspire your audience.
http://prezi.com/mkg9y_pl1cxd/presentation-on-presentations/
?utm_source=website&utm_medium=prezi_landing_related_
solr&utm_campaign=prezi_landing_related_author

▶ 파워포인트 동영상 강
의 자료

기능 익히기

▶ 파워포인트 사용법
PPT파일

◦ Prezi 프로그램 소개하기
• 프레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보다 프레지에 대한 영상을
한 편 보는 것이 아마도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프레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정
리

스러운 경험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기능 익히기
•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볼까요?

CD
프레지 프로
그램 소개하
기
▶ 프레지 소개 동영상

50

자료

• 프레지를

본 소감이 어떠나요?
- 신기해요.
- 그림을 그리는 것같아요.
- 주의집중이 확실하게 되는데요.
- 매우 역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이 될 거 같습니다.
• 프레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는
1. 아이디어를

스토리로 담아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서비스
입니다.
2. 마인드맵을

통해 하나의 주제나 목적에 맞춰 내용을 무한
히 확장해 나가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3. 단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과 같은 프리젠테이션입니다.
4. 역동적으로 스토리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5. 프레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무료로 웹상에서
작업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
아 작업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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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프레지 프로그램 기능 익히기
• 그럼 지금부터 프레지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공부
해볼까요? 프레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홈페이
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D
Prezi의 기능
익히기
▶ 프레지 동영상 자료

1. 동영상 강의 이용
- 웹상의 동영상 파일 이용
- 홈페이지

하 단의 아래 메뉴를 클릭하면 프레지 프로그
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http://prezi.com/learn/

2. 직접 강의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파일
- 첨부된 파일: 프레지 사용법(HWP파일)

전
개

• 프레지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사용법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 프레지를 이용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
한 것은 프리젠테이션의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짜두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이나 나중에 수정하기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만들어 놓은 파일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다른 프
로그램으로 응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완성도가 높고 역동적인 화면
전환으로 인해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 세세한 기능을 하나씩 구현하며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1. 기본 기능

2. 글상자 및 정렬 방법

3. 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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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지 사용법 한글
파일

35

3-4차시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T
E
D

ET

스러운 경험

4. 메뉴 바 사용법

프리젠테이
션의 필요성
알기

• 이번에는 메뉴 바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 기능을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전
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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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단계

정
리

46

교 수·학 습 활 동
◦ 간단한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 만들어보기
• 지금까지 배운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단한 자
기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보세요.
• 파워포인트와 프레지 둘 중에 자기가 맘에 드는 것을 이용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시연하는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한다.)
•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다.)
◦ 차시예고
• 다음 시간에는 지난 번에 예고 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TED 공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어떤 주제로 공연을 할지 생각해오는 게 좋겠습니다.
- TED 강연 감상 및 아이디어 탐색

TED스러운 경험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ET
간단한 자기
소개 프리젠
테이션 만들
어보기

30

3-4차시

교사용 자료

대 상

중1-3학년

차시

3-4/10

▣ 차시 소개
서 개발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다. 또 최근에 프리젠터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프레지
(Prezi)가 있다. 두 가지 모두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TED 강연에서 강연자들
은 발표를 위해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조작물 등을 이용해 강연의 즐거움과 더불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 차시에서는 TED의 강연자들처럼 강연의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그 기능들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TEAM 교육에서는 생산적
인 활동을 요구한다. 성공적인 강연을 위해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것은 STEAM에서 강조하
는 생산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의 강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간단한 파
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업의 흐름
도입

•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션 장면 감상하기

전개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소개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기능 익히기
• 프레지 프로그램 소개
• 프레지 프로그램 기능 익히기

정리

• 간단한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 만들어보기

▣ 차시와 STEAM 활동
S T E AM

주된 활동 내용

단계

S T E AM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션 장면 감상하기

도입

S T E AM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전개

S T E AM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기능익히기

전개

S T E AM

간단한 자기소개 프리젠테이션 만들어보기

전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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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MS사에

T
E
D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 차시에 사용한 자료
▶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나승연대변인의 프리젠테이션
http://www.youtube.com/watch?v=pJsbPUxmva8

▶ 파워포인트 동영상 강의 자료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3479512&ref=channel&page=&cateid=1123&lu
=v_channel_02

▶ 프레지 소개 자료 동영상
http://prezi.com/mkg9y_pl1cxd/presentation-on-presentations/?utm_source=website&utm_
medium=prezi_landing_related_solr&utm_campaign=prezi_landing_related_author

▶ 프레지 동영상 강의 자료
홈페이지 하 단의 아래 메뉴를 클릭하면 프레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http://prezi.com/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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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 프레지(Prezi) 프로그램을 사용법

T
E
D

스러운 경험

1. 기본 기능

2. 글상자 및 정렬 방법

3. 글자 편집

4. 메뉴 바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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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50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TED스러운 경험

3-4차시

참고자료

T
E
D

스러운 경험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설명해주는 사이트 주소
http://blog.naver.com/f22lsong/100156613517

▣ 파워포인트와 프레지의 장단점 비교
파워포인트

장점

단점

1. 강조할 부분만 나열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
2. 다양한 화면 구성 용이하다.
3. 템플릿 및 화면 전환이 다양하다.
4. 부분 편집이 용이하고 원하는 슬라이드의 복사가
용이하다.

프레지
1. 전체를 보여주고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2. 요약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3.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4. 역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5.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
6.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1. 고급기능을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1. 보는 사람의 시선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2. 발
 표 양이 많으면 보는 사람에게 지루함을 줄 수 2. 재사용이

불편하다. 기존 파일의 부분 편집은 용
있다.
이하나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기가 힘들다.

읽기자료

Prezi 한글 버전 출시
- 2012.12.13.일자 ZDNET Korea 인터넷신문프리젠테이션 도구이자 공유서비스인 ‘프
레지(Prezi)’가 한국어 버전 서비스를 시작
했다. 이달중 iOS용 한국어판 애플리케이션
(이하 ‘앱’)이 나오고 내년 국내 법인도 들어
선다.
13일 프레지 관계자는 “한국어화 작업을
모두 마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달중 iOS 한국어판앱이 나와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 편집기능을 자유롭게 쓰게될 것”이라고 밝
혔다. 프레지는 클라우드기반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SW)다. 키노트나 파워포인트같은 프리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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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이션도구와 가장 다른점은 아이디어
를 여러 낱장의 ‘슬라이드’로 끊지 않
고 하나의 ‘캔버스’에 쏟아놓고 연속
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작성자는
일련의 슬라이드가 아니라 커다란 캔
버스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각 부
분을 멀리서 훑거나 가깝게 들여다
보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달하게 된
다.
프레지를 만든 동명의 회사는 헝가
리에 본사와 R&D조직을,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 사업조직을 뒀다. 내년초
나 중순께 국내법인 ‘프레지코리아’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지의 첫번째 해외지사설립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후 국내 개인사용자
뿐아니라 기업 시장을 겨냥한 유료 서비스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강명구 프레지코리아 대표는 “한국어서비스 출시를 통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레지의 강점을 더 많은 사용자들이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프레지는 기존 사용자들
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프레지 ‘퍼블릭’ 서비스는 웹사이트(www.prezi.com)에 접속해 누구나 쓸 수 있
다. 작성된 내용이 무조건 외부에 공유되는 게 특징이다. 외부에 공유되지 않는 비공개 버전을 만들
수 있는 프레지 ‘인조이(Enjoy)’버전을 연간 59달러(약 6만3천원)를 내고 쓸 수 있다. 또 사이트에 접
속하지 않고 오프라인 상태로 작성하고 시연할 수 있는 프레지 ‘프로(Pro)’ 버전은 연간 159달러(약
17만원)를 지불하면 된다.
피터 아바이 프레지 최고경영자(CEO)는 “중요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해주는 프레젠테이션
은 이제 더 이상 회의실, 강의실 등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iOS용 앱을 통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특히 한국 사용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프레지 한국어화 작업은 영어에 익숙찮은 국내사용자들이 프레지를 더 간편하게 쓰도록 하려고
진행됐다. 한국어를 정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한국어로 볼 수 있고 프리젠테
이션 작업시 8가지 한글테마, 나눔고딕과 상상타이틀 등 3종의 한글서체를 쓸 수 있다. 회사는 한국
어화 작업을 안영일 드림챌린지그룹(DCG) 대표와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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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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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프레지 사용법

스러운 경험

1. 기본 사용법
● 지우기
● 복제
● 다중선택
● 앞으로 보내기
● 뒤로 보내기
● 메뉴

2. 글씨 사용법

● 가운데 좌우 정렬
● 글씨를 넣을 수 있는 틀

3. 글자 편집

● 글씨 크기 조정
● 글씨 회전

4. 메뉴 바 사용법

ⅰ화살표
ⅱ펜기능
ⅲ 매직 (붓)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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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Ⅰ. shape 기능
ⅰ사진,동영상 불러오기
ⅱ 유트브 동영상 로드

Ⅱ. insert 기능

ⅰ사이드 가로 기능
ⅱ 동그라미 기능
ⅲ 네모
ⅳ네모 점선 기능

Ⅲ . frame 기능 / Ⅳ . path 기능
ⅰ순서 정하기 (발표)
ⅱ 전제 지우기

Ⅴ. colors 기능

insert = 그림이나 영상을 가져올때
※shape= 펜을 가져오는 메뉴
frame= 여러 프레임 툴을 사용
path =여러 프레임 툴을 연결 및 순서
colors= 여러색을 지정
show= 보여주기 전체화면 지정

※ 여러 언어 지정 가능

배경화면 색지정

글씨 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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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3-4차시

T
E
D

Ⅵ. theme wizard( 색지정기능 )

스러운 경험

글씨 폰트 지정

브러쉬 선 지정

※ 색의 음영비율 조정 키 와 각종 브러쉬 음영조정 기능

Ⅶ 쇼기능 =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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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프리젠테이션 tool 익히기
학생용 자료
학교

대 상

학년

반

중1-3학년

번

3-1. 평창올림픽 프리젠테이션을 본 소감
▶ 나승연대변인의 프리젠테이션을 본 소감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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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차시

이름 :

3-4/10

5-6차시
학습주제

대 상

중 1-3학년

차시

5-6/10

융합요소

• TED 강연을 감상하며 강연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
• TED 강연을 위해 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학습자료

• 교사: PPT, 컴퓨터, 프로젝터, 인터넷
• 학생: 학습지, 컴퓨터, 헤드셋

교 수·학 습 활 동
◦ 과학과 기술, 예술에 관련하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
하기
•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TED 강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오늘 2시간과 다음 번 수업 2시간을 이용해 TED 강연 주제
를 정하고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고, 연습을 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주제를 하는 게 좋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처음은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관심 있는 분야별로 친구들이 모이면 3~4명으로 팀을 나
눠 조별활동으로 TED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자기의 관심 분야를 쪽지에 적어보세요. 1인당 쪽지 2
장을 받은 후에 1장마다 관심 있는 분야와 이름을 적어주
세요.
- (관심 있는 분야를 적고 통계를 내어 조를 나눈다.)
• 무엇보다 자기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관심 분야별로 조가 나누어졌으니, 조별로 모여보
세요.
- (조별로 모인다.)
Tip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 조가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교사가 중재를 하도록 한다. 대주제(과학, 미술, 여행, 스
포츠 등) 위주로 조를 나누도록 한다.
• 조별로 자기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
기해보세요.
- (조별로 이야기한다.)
• 오늘 조별로 함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 오늘은 조별로 자기 관심 분야인 TED 강연을 검색해서 보
고 자기 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조별로
강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
E
D

S T E AM

스러운 경험

학습목표

단계

도
입

TED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Co
과학과 기술,
예술에 관련
하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
하기

▶ 메모지

15

▶ 학습지 [4-1]-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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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 강연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학습문제 확인
♣ 조별로

관심 있는 TED 강연을 보고, TED 강연을 할 주제
를 정한 후 역할을 나누어봅시다.
도
입

전
개

58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TED 강연 보기 및 보고 느
낀 점 말하기
[활동2] 자기가 할 강연에 대한 주제 정하기
[활동3] 강연을 위해 역할 분담하기
[활동4] 조별로 강연 주제 발표하기
◦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TED 강연 보기 및 보고 느낀 점 말
하기
• 자, 조별로 다 모였지요? 모였으면 조별로 분야에 맞는 TED
강연을 먼저 검색한 후에 관련된 강연 목록을 만듭니다.
- (컴퓨터를 이용해 강연을 검색하여 강연 목록을 만든다.)
• 강연 목록이 만들어졌나요? 목록이 만들어졌으면, 그 중에
서 하나를 골라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원별로 하나
씩 다른 강연을 더 고릅니다. 골라서 다른 하나는 각자 보도
록 하세요. 다 본 후에 강연에 대한 조별 토의를 갖도록 하
겠습니다.
- (TED 강연을 시청한다.)
• 조별로 TED 강연 하나를 시청했나요? 시청한 TED 강연의
내용과 장점, 단점, 본받아야 할 점 등을 정리해보세요.
- (TED 강연 내용을 정리한다.)
• 이번에는 TED 강연 하나를 개인별로 시청했나요? 시청한
TED 강연의 내용과 장점, 단점, 본받아야 할 점 등을 정리
한 후 조원들끼리 토의해보세요.
- (TED 강연 내용을 정리한다.)
• TED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다른 조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듣고, 우리 조에
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나 잘 찾아보세요.
• TED 강연 내용을 발표할 때는 주제, 내용 요약, 본받을 점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차례대로 TED 강연 내용을 발표한다.)
◦ 자기가 할 강연에 대한 주제 정하기
• 그럼 지금부터는 자기 조에서 강연할 내용, 즉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선택
한 관심 분야에서 작고 재미있는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 너무 큰 주제를 정하거나 주제가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재미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주
제를 정하도록 하세요.

TED스러운 경험

CD
관심 있는 분

▶ 개인별 컴퓨터 & 헤
드셋

야와 관련된
TED 강연 보
기 및 보고 느
낀 점 말하기

▶ 학습지 [4-2]-관심 분
야와 관련이 있는 TED
강연 목록

▶ 학습지 [4-3]-관심 있
는 TED 강연을 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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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자기가 할 강
연에 대한 주
제 정하기

▶ 학습지 [4-4]- 강연한
TED 주제와 선정 이유

5-6차시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주제를 만들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 TED 강연 목록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눠 준 TED 강연 목록
과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주제 목록을 참고하세요.
- (TED 강연 주제를 정하기 위해 토의를 시작한다.)
• 주제를 정하기 전에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 함께 보도록 하
겠습니다. 강연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합니다. 주제 또한 재
미있습니다. 이런 주제도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제를 정해도 됩니다. 자,
함께 볼까요?
- (TED 강연을 본다.)

T
E
D

ET

스러운 경험

프리젠테이
션의 필요성
알기

테리 무어: 신발끈을 제대로 묶는 법
http://www.ted.com/talks/lang/ko/terry_moore_
how_to_tie_your_shoes.html
• 테리 무어는 자신이 살아 온 동안 신발끈을 잘못 묶어왔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발끈 제데로 묶는 법을 여
러분과 공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주제를 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리

1. TED 강연 목록 검색
http://www.ted.com/talks?lang=ko
2. TED 강연을 위한 추천 주제 목록
- 과학
가. 비전력 에너지 만들기
;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자연 냉장고 만들기, 풍력발전기 만
들기
나. 생명과학
; 기생식물

탐구, 플라나리아의 재생작용, 큰 귀와 작은 귀, 닭
뼈 맞추기, 갯벌 탐사
다. 지구과학
; 달의

모습, 공룡박물관 견학,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 쓰나미, 태풍연구센터 견학, 제주도의 날
씨 변화, 나로우주센터 견학, 무지개 탐구
라. 화학
; 요리과학,

용기에 따른 김치의 맛, 옷에 붙은 껌 잘 떼는 법,
우리가 먹는 과자의 칼로리 조사, MSG 탐구, 라면의 염도
측정, 라면 탐구, 포장재와 야채 신선도, 투명한 얼음 만들기
마. 물리
; 듣기 좋은 소리의 주파수, 졸음이 오는 선생님의 목소리의
주파수 조사, 노래하는 고속도로의 원리, 물수제비 잘하는
방법, 선풍기의 날개수와 바람의 세기, 세계의 연 탐구

▶ TED 강연 목록 검색

4

방법 안내

▶ TED 강연을 위한 추
천 주제 목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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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 강연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스포츠
좋아하는 운동 종목 탐구, 운동을 잘하는 법,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 연령대별 권장되는 운동, 제주도에서 하기 좋은
운동

- 미술
좋아하는 화가의 일생 탐구, 화가의 화풍 탐구, 현대 미술의 흐
름, 나이별로 좋아하는 디자인, 그림 탐구

- 여행
내가 뽑은 제주도 여행 10선, 육지 여행 10선, 세계 여행 - 이곳
만은 가면 안 된다!, 여행의 재미, 여행과 사진, 몸속 여행, 우주
여행

- 제주도
전
개

제주도 방언 잘하는 법, 지역별 제주도 방언, 제주도 사람처럼
말하기, 제주도의 조랑말 이야기, 제주도 여행 10선, 제주도의
현무암 이야기, 제주도 해수욕장 이곳은 정말 좋다. 제주도의
앞날, 제주도가 여행하기 좋은 이유, 제주 먹거리 10선, 제주 흑
돼지 고기의 좋은 점, 제주도의 국수, 제주도 순대와 육지 순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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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을 위해 역할 분담하기
• 강연주제가 다 만들어졌나요? 강연주제가 정해졌으면, 바
꾸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이
야기, 성공한 이야기, 또는 실패하면 실패한 이유를 강연하
면 됩니다. 강연을 위한 준비의 성공과 실패 그대로를 발표
하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는 강연을 위해 조별로 역할을 정하는 순서
입니다. 성공적인 강연을 위해 각자 해야 할 일을 나눠보세
요. 어디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팀웍이 중요합니다.
- (역할 분담을 한다.)

정
리

60

◦ 조별로 강연 주제 발표하기
•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한 강연 주제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강연 주제와 역할 분담을 재미있게 발표해주세요.
- (조별로 강연 주제와 역할 분담을 발표한다.)
◦ 차시예고
•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한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강연 내
용을 탐구하는 시간과 강연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 TED 강연 준비하기

TED스러운 경험

CD
강연을 위해
역할 분담하
기

ET
조별로 강연
주제 발표하
기

20

▶ 학습지 [4-5]- 강연을
위한 역할 분담표

5-6차시

단계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T
E
D

•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강연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
데, 강연이 과학 탐구나 실험을 바탕으로 강연하는 조에서
는 사전에 실험이나 탐구를 진행해 결과를 가져오기 바랍니
다.
• 또 강연이 조사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조에서는 조사 내용을
사전에 요약 정리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러운 경험

정
리

교 수·학 습 활 동

Tip 과학탐구, 실험, 조사에 관한 작업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본 차시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운
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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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중1-3학년

차시

5-6/10

▣ 차시 소개
이 차시는 TED 강연을 위해 학생들이 강연 주제를 선정하는 활동으로 꾸려진다. TED 강연이 아
이디어 확산과 공유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
으며 주제 선정시 이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한다. TED 강연을 보면 강연자의 성공 스토리에서부터 실패한 이야기, 우리가 알아두면 편리한 이
야기,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TED 강연 자체
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STEAM 교육에서 지향하는 생활과의 근접성과도 맥을 같이한
다. 학생들에게도 이점을 주지시켜 선정하는 주제가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제가 무겁지 않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주제를 선정하도록
교사는 안내해야 한다.

▣ 수업의 흐름
도입

• 과학과 기술, 예술에 관련하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하기

전개

•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TED 강연 보기 및 강연을 보고 느낀 점 말하기
• 자기가 할 강연에 대한 주제 정하기
• 강연을 위해 역할 분담하기

정리

• 강연에 할 주제 발표하기

▣ 차시와 STEAM 활동

62

S T E AM

주된 활동 내용

단계

S T E AM

과학과 기술, 예술에 관련하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하기

도입

S T E AM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TED 강연 보기

전개

S T E AM

TED 강연을 보고 느낀 점 말하기

전개

S T E AM

자기가 할 강연에 대한 주제 정하

전개

S T E AM

강연에 할 주제 발표하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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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에 사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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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선정을 위한 TED 강연 예시: 테리 무어-신발끈을 제대로 묶는 법
http://www.ted.com/talks/lang/ko/terry_moore_how_to_tie_your_shoes.html

▶ TED 강연 목록 검색
http://www.ted.com/talks?lang=ko

▶ TED 강연을 위한 추천 주제 목록
- 과학 영역
가. 비전력 에너지 만들기
;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자연 냉장고 만들기, 풍력발전기 만들기
나. 생명과학
; 기생식물 탐구, 플라나리아의 재생작용, 큰 귀와 작은 귀, 닭뼈 맞추기, 갯벌 탐사
다. 지구과학
; 달의 모습, 공룡박물관 견학,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쓰나미, 태풍연구센터 견학,
제주도의 날씨 변화, 나로우주센터 견학, 무지개 탐구
라. 화학
; 요리과학, 용기에 따른 김치의 맛, 옷에 붙은 껌 잘 떼는 법, 우리가 먹는 과자의 칼로리 조사, MSG 탐구,
라면의 염도 측정, 라면 탐구, 포장재와 야채 신선도, 투명한 얼음 만들기
마. 물리
; 듣기 좋은 소리의 주파수, 졸음이 오는 선생님의 목소리의 주파수 조사, 노래하는 고속도로의 원리, 물수
제비 잘하는 방법, 선풍기의 날개수와 바람의 세기, 세계의 연 탐구

- 스포츠 영역
좋아하는 운동 종목 탐구
운동을 잘하는 법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
연령대별 권장되는 운동
제주도에서 하기 좋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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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좋아하는 화가의 일생 탐구
화가의 화풍 탐구
현대 미술의 흐름
나이별로 좋아하는 디자인
그림 탐구

- 여행
내가 뽑은 제주도 여행 10선
육지 여행 10선
세계 여행 - 이곳만은 가면 안 된다!
여행의 재미
여행과 사진
몸속 여행
우주여행

- 제주도
제주도 방언 잘하는 법
지역별 제주도 방언
제주도 사람처럼 말하기
제주도의 조랑말 이야기
제주도 여행 10선
제주도의 현무암 이야기
제주도 해수욕장 이곳은 정말 좋다
오름 이야기
올레길 소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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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앞날, 제주도가 여행하기 좋은 이유
제주 먹거리 10선
제주 흑돼지 고기의 좋은 점
제주도의 국수
제주도 순대와 육지 순대 비교
해녀 이야기
한라산 이야기

9차시

▣ 과학과 관련된 흥미 있는 TED 강연 목록
TED 강연 주제

주제 설명

URL

1

마티외 르와뇌: 과학
에서 영감을 받은 디
자인

과학에서 최고의 영감을 받는다는 마티외 르와뇌가 그의
독창적인 디자인 중 엄선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상호작용하
며 소음을 상쇄시키는 공, 단계별 항생제 치료를 위한 다층
구조의 알약, 아이들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천식 치
료제, 살아있는 공기청정기, 거실에 둘 수 있는 실내 양어장
등을 소개합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
ko/mathieu_
lehanneur_demos_
science_inspired_
design.html

2

뷰 로토, 에이미 오
툴(Beau Lotto +
Amy O’Toole): 과학
은, 아이들을 포함해
서, 모든 사람들의 것
이다.

과학과 놀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경과학자인 뷰 로토
는 모든 사람들이(아이들을 포함해서) 과학에 참여해야 하
고. 발견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
는 12살 소녀 메이미 오툴의 도움을 받는다. 에이미는 다
른 25명의 학급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이 쓰고 동료심사를
받은 첫번째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논문은 “블랙어톤 꿀벌
(Blackawton Bees)” 프로젝트였는데 논문은 “옛날 옛적
에는.. “이라고 서문을 시작한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beau_lotto_amy_o_
toole_science_is_
for_everyone_kids_
included.html

3

마크 애플바움: 미친
음악 과학자

마크 애플바움은 환상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깨는 음악을
만듭니다. 플로리스트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하고 고물로
악기를 제작합니다. 이 이상한 강의는 여러분들 자신의 창
조적인 작품에서 “규칙”을 깨버릴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습
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mark_applebaum_
the_mad_scientist_
of_music.html

4

레베카 색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까?

다른 사람의 감정, 믿음,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인간의 자
연적인 재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뇌
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생각을 읽고 또 그들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지에 대해 레베카 색스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알
려드립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rebecca_saxe_how_
brains_make_moral_
judgments.html

5

에반 그랜트: 사이매
틱스를 통해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기

에반 그랜트는 음파를 가시화하는 기술인 사이매틱스의 과
학과 예술을 보여준다. (돌고래 소리 처럼) 복잡한 소리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아름다운 디자
인을 창조한다.

http://www.ted.
com/talks/lang/
ko/evan _ g rant _
cymatics.html

6

Brain Cox가 말하는
CERN(유럽핵물리입
자연구소)의 대형 강
입자 가속기(LHC)

유명한 물리학자인 Brain Cox가 CERN의 대형 강입자 가
속기(LHC) 대한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거
대한 과학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이 프로젝트에 대
해서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해 주면서 Cox는
우리를 이 거대한 프로젝트로 안내해 줍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brian_cox_on_cern_
s_supercolli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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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콰베나 보아헨 - 뇌처
럼 작동하는 컴퓨터에
관해

연구자 콰베나 보아헨은 우리 머리속의 지저분하고 쓸모없
는 프로세스들이 실제로는 작고 가벼운 슈퍼 컴퓨터로 향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형태인 두뇌의 놀라운 능력을 따
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고 있습니다.

http://www.ted.com/
talks/lang/ko/kwa
bena_boahen_on_a_
computer_that_works_
like_the_brain.html

8

후안 엔리쿠에즈: 에
너지 재배

후안 엔리쿠에즈는 바이오에너지의 개념을 재고찰하고자
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탄화수소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식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물질입니다. 따라서 재배
가 가능합니다. 엔리쿠에즈는 사람들이 갖고있는 연료에 대
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
ko/juan_enriquez_
wants _to_ grow_
energy.html

9

찰스 엘라치: 화성 탐
사 로봇에 대하여

시리어스 플레이 2008에서 찰스 엘라치는 화성 탐사 로봇
에 관한 이야기와 영상을 포함하여 NASA의 전설적인 제
트 추진 연구소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http://www.ted.com/
talks/lang/ko/char
les_elachi_on_the_
mars_rovers.html

리 핫츠 : 남극 타임머
신의 내면

과학 칼럼니스트인 리 핫츠가 남극에서 행해지고 있는
WAIS(West Antarctic Ice Sheet) Divide라는 놀라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남극에서는 연구진이 추위를
견디며 만년 동안 얼어 있던 얼음층을 뚫어, 기후변화에 대
한 필수적인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lee_hotz_inside_
an_antarctic_time_
machine.html

마이클 폴란: 식물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의식이 다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
까요? 우리 모두가, 지구를 지배하려는 옥수수가 펼치는 똑
똑한 전략 게임의 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저술가 마이
클 폴란은 우리에게 식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michael_ pollan_
gives_a_plant_s_
eye_view.html

스핀서 웰스, 인류의
계보를 세우다.

모든인류는 아프리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통된 DNA
비트를 공유하고 있다. 유전학자 스핀서 웰스는 어떻게 그
가 그의 제네그로픽 프로젝트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었는
지 알아내기 위해 이 공유된 DNA를 사용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http://www.ted.
com/talks/lang/
ko/spencer_wells_
is _ building _ a _
family_tree_for_all_
humanity.html

크렉 벤터 “인공 생명
체”의 베일을 벗기다

크렉 벤터의 연구팀은 인공 DNA에 의해 조절되면서, 정상
적으로 기능하고, 생식하는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뉴스를 발표합니다. 크렉 벤터가 연구 과정과, 이
연구가 과학계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
합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
ko/craig _venter_
unveils_synthetic_
life.html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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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이월드가 묻습니
다. 병균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진화생물학자 폴 이월드가 병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
다. 왜 어떤 병균들은 다른 병균들 보다 유해할까요? 어떻
게 해야 유해한 병균들을 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들을 구하기 위해, 그가 역겹고도 환상적인 사례,
설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http://www.ted.com/
talks/lang/ko/paul_
ewald_asks_can_we_
domesticate_germs.
html

15

조지 화이트사이드:
우표 한 장 크기의 실
험실

기존의 질병 진단 관련 실험실의 테스트는 가장 수요가 많
은 지역에서 조차 너무 고비용이었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TEDxBoston에서 George Whitesides는 실험비용
이 사실상 무료이면서 실패확률이 낮은 독창적인 방안을 제
시합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george_whitesides_
a_lab_the_size_of_
a_postage_stamp.
html

16

Dong Woo Jang
(age 14): Crafting
the perfect bow
(장동우:국궁활 재현)

Dong Woo Jang is an 8th grader in Seoul, Korea,
who discovered an unusual piece of bamboo in his
neighborhood. The discovery led to a fascination
with archaic Korean bows, a long lost art.

http://talentsearch.
ted.com/video/DongWoo-Jang-age-14Crafting-t;TEDSeoul

17

노아 윌슨-리치: 건강
한 꿀벌이 도시에 필요
한 이유

시골에서 꿀벌들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기현상이 나타나 농
업에 암울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들은 도
심 환경에서 더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도시들도 꿀
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강연에서 노아 윌슨-리
치는 도심 양봉을 통해 꿀벌과 도시 생활 모두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noah_wilson_rich_
every_city_needs_
healthy _honey _
bees.html

18

매 재미슨의 예술과
과학을 함께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매 재미슨은 우주비행사, 의사, 예술수집가, 댄서입니다.
그녀자신의 교육과 시대와 공간에서 이야기하며, 그녀는
교육자들에게 예술과 과학을, 직관과 논리를 하나로서, 둘
다 --대담한 사상가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시킬것을 촉구합
니다.

http://www.ted.com/
talks/lang/ko/mae_
jemison_on_teaching_
arts_and_sciences_
together.html

드류 베리: 볼 수 없는
생물학의 에니메이션

분자나 분자의 활동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드류
베리씨는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TEDxSydney에
서 그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리고 재미도 있는) 에니메이
션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우리의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볼 수 없는 분자 활동을 보여준다.

http://www.ted.com/
talks/lang/ko/drew_
berry_animations_of_
unseeable_biology.
html

제이 브레드너 (Jay
Bradner): 오픈소스
암 리서치

암이 암이라는것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이 브레드너
(Jay Bradner)의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은 그 답을 포착할
지도 모를 분자, JQ1을 발견했고, JQ1의 특허를 내는 대
신, 그들은 그 결과를 발표해서 40개의 다른 연구소가 작
업할 수 있도록 그 샘플을 우송했다. 의료 리서치 오픈소스
의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는 관찰.

http://www.ted.
com/talks/lang/ko/
jay_bradner_open_
source _ cancer_
re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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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번호

TED 강연 주제

주제 설명

제임스 카메론: 아바
타가 있기까지 ... 호기
심 많던 한 소년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에서는 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가 만든
영화들은 엄청난 제작비를 들이고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올
리곤 하죠. 그는 이 강연을 통해 공상 과학 소설에서부터
깊은 바닷속까지, 공상의 세계에 푹 빠져 지냈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궁극적으로
“에어리언”,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 블록버스
터의 성공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들려줍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james_cameron_
before_avatar_a_
curious_boy.html

Jonathan Drori 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놀랍게도)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네가지 질
문으로 시작하여, Jonathan Drori 가 우리의 지식의 허점
에 대해서 논합니다. 특히,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ko/
jonathan_drori_on_
what_we_think_we_
know.html

23

E. O. 윌슨: 젊은 과학
자들에게 드리는 조언

“세상은 여러분들을 애타게 필요로 합니다.” 라는 말로 이
유명한 생물학지 E. O. 윌슨은 젊은과학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곧 발간될 책의 맛보기으로 그는
자신의 평생 경험에서 얻은 조언을 합니다. - 호기심과 창
의성은 과학인의 삶에 중심이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
시켜줍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
ko/e _ o _wilson _
a d v i c e _ to _
young_scientists.
html?embed=true

24

덴 콜 비( D a n
Colbey) : 물리학이
마케팅에 관해 나에게
준 가르침

물리학과 마케팅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만 Dan Colbley는 두 학문에 열정적입니다. 그는 브랜드
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뉴턴의 두번 째 법
칙, 하인스버그의 불확실성의 원리, 과학적 방법 그리고 열
역학 두번 째 법칙을 사용하여 이 거의 가망이 없는 어색한
두 학문의 융합을 가지고 옵니다.

http://www.ted.
com/talks/lang/
ko/dan _ cobley _
what _ physic s _
taught_me_about_
marketing.html

리처드 도킨스의 “기
괴한” 우리 우주

인간의 준거기준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제
한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리처드 도킨스는 “있을 것 같지 않
은 것을 생각하기”를 주장한다.

http://www.ted.com/
talks/lang/ko/richard_
dawkins_on_our_
queer_univer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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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 차시 수업 예시
TED 강연을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TED 강
연을 진행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한다.

▶ TED 강연 대주제: 제주도를 바꾸는 5분
- 제주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를 바꾸기 위해서(발전시키기 위해서)나 제주도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홍
보 테마를 가지고 TED 강연을 준비한다.

▶ TED 강연 소주제 예시
번호

TED 강연 주제

분야(TED)

관련교과
(STEAM)

1

제주도 관광객에게 가르쳐줄 방언 10선

E-엔터테인먼트

A

2

환경 친화적 관광도시, 제주도

T-테클놀로지

S, T

3

올레길 경제적으로 여행하는 법

E, D-디자인

A, M

4

제주도 기념품 이것만은 꼭!

E

S, A, M

5

조랑말 구분하는 방법

E

A, M

6

‘오름’이 무엇인가요?

D

S, A

7

제주도에서 사진 찍기

E, D

T, A, M

8

용두암을 가다.(용두암이 만들어진 과정)

E

S

9

해녀에게 해산물 싸게 사는 법

E

A, M

10

제주도의 사람 발자국 화석을 관광상품화 하자

D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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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참고자료

▣ TEDEd ; http://ed.ted.com/

유명 인사나 전문가의 강연을 볼 수 있는 테드(TED)가 이제 본격적인 교육 분야 진
출하면서 만든 것이 교육 동영상 플랫폼 ‘테드에드(TED-Ed)’이다. 테드에드의 동영상
은 단순한 동영상 강의가 아니다. 10분 내외의 동영상 한 편에 교사와 애니메이터가 함
께 팀을 이루어 특색 있는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수업과 다를 바
없는 동영상이 아니라 애니메이터들의 참신한 애니메이션이 동영상 사이사이에 설명처
럼 나타난다. 이 동영상은 유투브 에듀(YouTube EDU)의 테드에드 채널에서 미리 볼
수 있다.
테드에드는 교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이다. 기존 테드의 강의들은 평균 길이가 18분 정도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에 긴 편이
었다. 이번 테드에드의 동영상들은 10분 내외로 짧아진 데다 애니메이션이 가미되어 활
용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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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Ed의 수학과 관련된 자료 모음http://ed.t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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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 강연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학생용 자료
학교

대 상

학년

반

중1-3학년

번

4-1.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와 이유
▶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와 이유를 적어보세요.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 :

관심을 갖게 된 이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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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이름 :

3-4/10

5-6차시

4-2. 관심 분야와 관련이 있는 TED 강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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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분야와 관련이 있는 TED 강연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관심 분야

번호

TED 강연 주제

강연자

시청(O, X)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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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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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심 있는 TED 강연을 본 소감
▶ 관심 있는 TED 강연을 본 소감을 적어보세요.
관심 분야

본 TED 강연 주제

TED 강연자

TED 강연을 본 소감

1. 내용 요약

2. 본받을 점(우리 조의 TED 강연에 주는 시사점)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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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우리 조가 발표할 TED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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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서 선정한 TED 강연 주제를 정리해 보세요.

선정한 분야

선정한 TED 강연 주제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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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 강연 감상 및 강연 아이디어 탐색

4-5. TED 강연을 위한 역할 분담표
▶ 성공적인 TED 강연을 위해 조별로 역할 나누어보세요.

이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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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강연에서 맡을 역할

역할에 필요한 준비물

7-8차시

TED 강연 준비하기

학습주제

대 상

중 1-3학년

차시

7-8/10

융합요소

• TED 강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 TED 강연에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 교사: PPT, 컴퓨터, 프로젝터, 인터넷
• 학생: 학습지, 컴퓨터, 헤드셋, 조별 준비 자료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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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S T AM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TED 강연을 위한 준비 상태 점검하기
•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할 TED 강연에 대한 주제를 정
했습니다.
• TED 강연을 위해 많이들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TED 강연
에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도
록 하겠습니다.
-네
• TED 강연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지금까지 강연 준비 정도를 이
야기해주기 바랍니다.
• 강연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도 이야기해주세요.
- (조별로 강연 준비 정도를 발표한다.)

Co
TED 강연을
위한 준비
상태 점검하
기

Tip 교사는 조별로 강연 준비 정도를 발표한 것을 체크하면
서 도움이 필요한 조를 선별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도
입

• 다들 준비를 잘하고 있네요. 준비가 덜 된 조들은 선생님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돌면서 도움을 줄
테니, 기다리기 바랍니다.
• 다른 조에 비해서 늦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늘 학습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
럼 오늘은 TED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와 프리젠
테이션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문제 확인

15

♣ TED 강연을 위한 시나리오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구
성해봅시다.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하기
[활동2] TED 강연에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
[활동3]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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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 강연 준비하기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하기
• 자, 그러면 TED 강연에 쓸 시나리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TED용 시나리오가 갖춰야 할 조건
들, 즉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전
개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법
1. 캐치

프레이즈를 만들어라
- 강조해야 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반복하여 말
하라.
2. 청중을

사로잡을 오프닝 이벤트를 준비하라
- 나를 소개하는 순간, 강연은 시작되므로 나를 특별한 방
법으로 소개하거나 시작 이벤트를 준비하라.
3. 스토리

전개는 살아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 객관적인 사실과 감성적인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라.
-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구성하라.
4. 해줄

이야기에 욕심을 내지 마라.
- 많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이야기를 간
추려 이야기하라.
- ‘3’의 법칙을 이용하라(모든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
하라).
5. 마무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느낌으로
- 영원히 기억될 클로징을 만들어라.
- 비행기는 착륙할 때 사람에게 긴장하게 한다. 그러다 활
주로를 달릴 때는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흔들림을 준
다. 그리고 차분하게 멈춘 후에 사람들을 내리게 한다. 이
처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며 끝을 잔잔하게
끝내라.
-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법 설명을 듣는다.)
• 잘 들었죠? 시나리오 작성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한 후에 시
나리오의 얼개, 즉 도입-전개-정리의 형태로 구조를 설정한
후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은 학습지를 참고하세요.
•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할 추가적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해 검
색하면서 작성하도록 하세요.
• 실험, 과학탐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준비하는 조
에서는 미리 준비한 내용과 추가해야 할 내용을 잘 정리하
여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 (TED 강연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Tip 교사는 조별로 강연 준비 정도를 발표한 내용을 체크 한
것을 바탕으로 조별로 도움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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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D 강 연

▶ 개인별 컴퓨터 & 헤
드셋

시나리오 작
성하기
▶ 학습지 [5-1]-TED 강
연 시나리오 작성

60

CD
자기가 할
강연에 대한
주제 정하기

7-8차시

단계

◦ 시나리오에 맞게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
• 이번에는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이 끝난 조에서는 TED
강연에 이용될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TED 강연용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지난 번에 배운 파워포인
트나 프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만들
도록 하세요.
• 모두들 잘 알겠지만, 파일의 양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떨어
집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잘했던 프리젠터들을 떠올리며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정하여 만들도록 합니다.
• TED 강연용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기 전 나눠준 학습지
에 프리젠테이션 구성 개요을 작성한 후 만들도록 합니다.
-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든다.)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CD
시나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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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5-2]- 프리젠

스러운 경험

전
개

교 수·학 습 활 동

테이션 구성 개요

맞게 프리젠
테이션 파일
만들기

60

Tip 시나리오 작성이나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드는 과정이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과외 학습을 이용하도록 안
내한다.
Tip 강연에 필요한 소품이나 준비물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
도록 안내한다.

정
리

◦ 강연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한다. )
◦ 차시예고
• 다음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TED 강연을 발표하
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 조별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하고 연습해와서 멋진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 필요한 준비물이나 소품은 빠짐없이 잘 챙겨오세요.
- TED스러운 경험(강연)

ET
강연 준비하

▶ 학습지 [5-3]-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

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15

79

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 강연 준비하기
교사용 자료

대 상

중1-3학년

차시

7-8/10

▣ 차시 소개
이 차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TED 강연을 보고, 여러 가지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한 후 정한
TED 강연 주제를 바탕으로 강연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TED 강연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시간인 셈
이다. TED 강연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작 등이 본 차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TED 주제별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즉 과학탐구나 실험, 조
사를 바탕으로 한 TED 강연은 시나리오 작성 전에 획득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
으로 강연 시나리오와 프리젠테에션 파일이 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점을 주지하고 학생
들로 하여금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확산과 공유하기 위한 강연 문화이다.
TED의 이러한 특성에 바탕을 두고 기획된 이번 차시인 ‘TED스러운 경험(TED-like experience)
– TED 강연 준비하기’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 구성된 TED 강연이 완성되는 시
점이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STEAM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이 배양될 수 있다.

▣ 수업의 흐름
도입

• TED 강연을 위한 준비 상태 점검하기

전개

•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법 알기
•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하기
• 시나리오에 맞게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

정리

• 강연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 차시와 STEAM 활동
S T E AM

80

주된 활동 내용

단계

S T EA M

TED 강연을 위한 준비 상태 점검하기

도입

S T E AM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하기

전개

S T EA M

시나리오에 맞게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

전개

S T E AM

강연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정리

TED스러운 경험

7-8차시

▣ 차시에 사용한 자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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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경험

▶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법
1. 캐치 프레이즈를 만들어라.
- 강조해야 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반복하여 말하라.
- 핵심 아이디어를 3~12개의 단어로 조합해 기억하기 쉬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라.
- 프리젠테이션 중간 중간에 캐치프레이즈를 3번 이상 반복하라
예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라(Start with why).-사이먼 시넥

2. 청중을 사로잡을 오프닝 이벤트를 준비하라.
- 나를 소개하는 순간, 강연은 시작되므로 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하거나 시작 이벤트를 준
비하라.
- 오프닝 코멘트는 사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사실의 폭로, 도발적인 질문 중에서 선택하라.

예

당신의 삶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말한 것, 당신이 한 일,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완벽한 메모리 창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 데브 로이의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3. 스토리 전개는 살아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 객관적인 사실과 감성적인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라.
-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구성하라.

예

자신이 과거에 썼던 일기를 읽어주는 것
책이나 잡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
통계 자료를 인용해 설명하는 것

4. 해줄 이야기에 욕심을 내지 마라.
- 많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이야기를 간추려 이야기하라.
- ‘3’의 법칙을 이용하라(모든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라).
예

3단계
3가지 팁

3가지 주제
3가지 테크닉

3가지 전략
3가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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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강연 준비하기

학습주제

5. 마무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느낌으로- 영원히 기억될 클로징을 만들어라.
- 비행기는

착륙할 때 사람에게 긴장하게 한다. 그러다 활주로를 달릴 때는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흔들림을 준다. 그리고 차분하게 멈춘 후에 사람들을 내리게 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며 끝을 잔잔하게 끝내라.
- 결론은 생각을 움직일 마지막 기회다.
아이들의 창의력이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을 주장한 켄 로빈슨은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였던 조너
스 솔크의 말을 결론으로 인용하면서 그의 강연에 화룡점정을 만들었다.
예

“세상에서 곤충이 사라지면 50년 내 모든 생명체가 전멸하고, 인간이 모두 사라지면 50년
내 모든 생명체가 번성할 것이다. ”
조너스 솔크는 사람들의 편견과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죽이고 있다는
본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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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콘티 예시 : 웃음치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최고의 웃음치료사 000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웃음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열심히 참여하기 바랍니다.
(앉아서 상체 스트레칭)
자 그럼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 양손을 머리위로 가볍게 올려 주
십시오.
자, 양손을 올리셨죠? 예, 올리셨군요.
그러면 양 손가락은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위로 양손을 쭉 올려
손을 위로 쭉 뻗어 올려야 하는데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군요.
그런 사람은 아랫배가 많이 나와 어쩔 수가 없으니 아랫배에 힘을 주어 당기고
두 손과 상체를 위로 뻗어주기 바랍니다.
키가 커져 눈높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모든 일에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허리와 어깨를 굽히며 우 라 차 차 차 차 차를 힘차게 소리 냅니다.
아! 앞에 있는 분은 오른쪽이 어느 곳인지 모르시는 군 요. 오른손은 왼손 옆에 있는데.자,
다음엔 왼쪽으로 허리와 어깨를 굽히며 우 라 차 차차 차를 역시 힘차게 소리 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양손과 상체로 쭉 뻗으며 아 라 차 차 차 차 차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세요 .
여러분의 끼를 체크하기 위하여 박수 한번 쳐 봅시다.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 박수 한 번 시작, *, 박수 빵번 시작, *----(분명히 빵 번에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음), ‘정
신을 잠시 유학 보내신 분이 있네요’--- 이왕 박수를 쳤으니까 옆 사람 정신 차리는 시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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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강연 준비하기

다같이
1. 참가자들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방향을 정해서 몸을 살짝 돌리게 한다.
2. 몸을 돌린 상태에서 앞사람 어께에 양손을 올린다.
3. 음악에 맞춰 지도자의 지시에 맞춰 안마을 한다.
4. 진행 멘트

- 양손을 앞사람 어깨위에 올리고 음악과 함께 주물러주기 출발합니다.
- 몸을 돌린 상채에서 앞사람 어께에 양손을 올린다.
- 날 세워서 (손 날로) 등심. 안심. 제비추리. 목살까지.
- 손바닥으로. 한참 두들기다가 (아 ~~시원하다. 기분 끝내준다)
- 겨드랑이 간지럼 태워주기
- 전체 뒤로 돌아서
- 같은 방법으로 하되 마지막 간지럼 대신에 앞사람 엉덩이 만져주기

안마해주기
- 대상들이 주무르기 하는 동안 음악에 맞춰 박자를 세어 주면 좋다
(예. 다같이 주무르기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넷~ 셋.둘.셋.넷)
- 목소리 톤은 아주 높여서 진행(음악이 나오는 것으로 )한다
- 각 단계마다 리더는 모션을 보여주면서 진행한다.
(예. 주먹 쥐고 두드리는 모습 등)이제 몸을 푸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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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웃을까!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스러운 경험

80세 어르신의 인생을 회고하여 보았더니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기다리는데 6년, 웃는데 시간을 보낸 것은 겨우 일 년도 아닌 88시간이었답니다. 아이들은 하
루에 300~400번 웃는데 비해 어른들은 5~6번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혼자
웃을 때 보다 여럿이 함께 웃으면 그 효과가 33배 됩니다. 1번 웃으면 650개 근육에서 231의
근육과 얼굴근육 80개중 15개가 움직이며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다. 웃으면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하여 신체 등이 시원해짐과 또한 즐거운 활동이 기억력에 좋다는 임상결과
도 있다. 웃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솟구치고, 늘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할 수 있
다. 크게 1번 15초만 박장대소해도 최하 200만원어치의 엔돌핀, 엔케팔린, 도파민 등이 나온
다. 1일 15초만 크게 웃어도 2일을 더 산다. 기분이 좋아야 웃지 어떻게 실없이 웃느냐고 생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뇌는 웃는 시늉
만 해도 실제로 웃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웃을 일이 없을수록 활짝 웃어 보세요~ .
웃으면 얼굴이 바뀌고 골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웃으니까 행복해 집니다.
一笑一少,一怒一老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한번 늙는다
한번 웃어볼까요...
웃음 기본 스트레칭
1단계
나이뻐 웃음 - 서로 양손을 마주대고 얼굴을 양 손등에 대고 사회자가 ‘하나둘셋’하면 신비
롭게 천천히 양손을 펼치면서 ‘나이뻐’를 하며 크게 웃는다.
2단계
박장대소웃음 - 손뼉을 크게 치면서. 발을구르고 . 허리와 배가 아플정도로 움직이며 크게
웃는다.
3단계
바꿔웃음 - 오른손은 손바닥을 펴고(장풍을 쏘듯이) 왼손은 주먹을 가슴에 대고 ‘하’ 한다.
계속 손바꿔를 하며 ‘하’를 10회 한다. 이때 앞으로 내민 손은 무조건 손바닥을 펴야 하고
가슴에 있는 손은 주먹을 쥐어야 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회자가 ‘바꿔’하면 앞으로
나온 손은 주먹을 쥐어야 하고 가슴에 있는 손은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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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게임
✽ 방법
1. 전체 대상이 오른손을 들게한다.
2. 지도자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은 손을 내리게 한다.
3.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최종 몇 명을 선발한다.
4. 선발된 인원에게 직접 상품을 주거나 무대 위로 나오게 해서 다음 프로그램과 계속적으
로 연계하여 진행한다.

✽ power point

- 게임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진 사람은 바로 손을 내리게 유도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 게임의 흥미를 위해서 때로는 이긴 사람의 손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 소그룹은 (20명이하)일어서서 발로 가위바위보 혹은 소림사 가위바위보로 응용해도 좋다.
- 인원이 많거나 시간이 길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비긴사람도 탈락 시킨다.

건강 웃음의 조건
- 크게 웃자 ... “파안대소”라는 말이 있다.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는 웃음을 말한
다. 크게 웃으면 얼굴 광대뼈 주위의 근육을 자극하게 되어 얼굴 근육들이 함께 운동하
게 된다. 이때 광대뼈주위의 혈과 신경은 뇌하수체를 자극해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킨
다. 그래서 크게 웃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 길게 웃자...10초 이상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웃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은 10
초 에서 15초 이상 웃게 되었을 때 엔돌핀의 분비가 최대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보통 숨
이 끊어질 정도로 끝까지 웃게 되면 정말로 즐거운 웃음이 된다. 한마디로 즐거운 웃음이
된다. 한마디로 즐거운 웃음인 진짜 웃음으로 전환되어 더 즐겁게 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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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온 몸으로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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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웃으며 숨이 끊어질 정도로 웃으면 배가 움직이는데 .이때 오장육부가 움직여 내장이
튼튼해지게 된다. 웃음이 “내장 마사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웃을 때는 손과 발을 동
시에 움직이면서 웃자. 그러면 웃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다. 아이들은 정말로 신나게 웃 을때,
방바닥을 때리거나 방방 뛰면서 웃는다. 이렇게 웃을 때 웃음은 얼굴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전신운동이 되는 것이다. 또한 웃을 때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 더더욱 크고 신나게 웃을
수 있다. 박장대소가 되는 것이다.

- 웃음에 미친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거울이다.
내가 여전히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가난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다.
화장법은 웃음이며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고
신난 소리는 웃음소리이고
마케팅은 웃음이며
브랜드는 웃음이고
선물은 웃음이다.
웃는 사람에게는 밤에도 해가 뜨고
겨울에는 꽃이 피고 어떠한 고난도 감사할 수 있다.
자!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에게는 열등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장점을 찾아 감사하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지금부터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나누며 신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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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에 미쳐보자!
그 웃음꽃이 사방팔방에서 피게 하고
‘하하하하하’소리로 대한민국을 진동하게 하자.
잘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한가지 일에 미치며 몰입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미치도록
몰입한다.
스트레스 제로의 인생을 살기 위한 10대 원칙
1. 항상 감사하라
2. 모든 과정을 즐겨라 .
3. 매일 나를 새롭게 하라.
4. 내 자신속에 숨어있는 유머감각을 발견한다.
5.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고 나를 향해 웃는다.
6. 매 순간 항상 기뻐하라.
7. 다른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미있다고 생각하라.
8. 모든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가.
10. 집이나 직장에서 나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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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동안 웃으면 8일 더 오래 산다.
크게 웃을수록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
2. 억지로라도 웃어라.
병은 무서워서 도망간다.
3.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첫 번째 웃는 웃음이 보약중의 보약이다. 3대가 건강하게 되며 보약 10첩보다 낫다.
4.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병원과는 영원히 바이 바이(bye bye)다.
5.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표정보다 마음표정이 더 중요하다.
6.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즐거운 웃음은 즐거운 일을 창조 한다.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7. 함께 웃어라.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이상 효과가 좋다.
8. 힘들 때 더 웃어라.
진정한 웃음은 힘들 때 웃는 것이다.
9. 한번 웃고 또 웃어라.
웃지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0.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
꿈과 웃음은 한집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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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코끼리에게는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치타에게는 빠른 발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사자에게는 용맹함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독수리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한 웃음을 주지 않았느냐!”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웃음은 누구 것도 아닌 내 것입니다.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웃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웃는 웃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 웃는 웃음이 내 주위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 웃는 웃음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웃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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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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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반

중1-3학년

번

차시

7-8/10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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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
▶ TED 강연 시나리오 작성법
1. 캐치 프레이즈를 만들어라.
- 강조해야 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반복하여 말하라.
- 핵심 아이디어를 3~12개의 단어로 조합해 기억하기 쉬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라.
- 프리젠테이션 중간 중간에 캐치프레이즈를 3번 이상 반복하라
예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라(Start with why).-사이먼 시넥

2. 청중을 사로잡을 오프닝 이벤트를 준비하라.
- 나를 소개하는 순간, 강연은 시작되므로 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하거나 시작 이벤트를 준
비하라.
- 오프닝 코멘트는 사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사실의 폭로, 도발적인 질문 중에서 선택하라.

예

당신의 삶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말한 것, 당신이 한 일,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완벽한 메모리 창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 데브 로이의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3. 스토리 전개는 살아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 객관적인 사실과 감성적인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라.
-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구성하라.

예

자신이 과거에 썼던 일기를 읽어주는 것
책이나 잡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
통계 자료를 인용해 설명하는 것

4. 해줄 이야기에 욕심을 내지 마라.
- 많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이야기를 간추려 이야기하라.
- ‘3’의 법칙을 이용하라(모든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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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예

3단계
3가지 팁

3가지 주제
3가지 테크닉

3가지 전략
3가지 도구

5. 마무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느낌으로- 영원히 기억될 클로징을 만들어라.
- 비행기는

착륙할 때 사람에게 긴장하게 한다. 그러다 활주로를 달릴 때는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흔들림을 준다. 그리고 차분하게 멈춘 후에 사람들을 내리게 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며 끝을 잔잔하게 끝내라.
- 결론은 생각을 움직일 마지막 기회다.
아이들의 창의력이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을 주장한 켄 로빈슨은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였던 조너
스 솔크의 말을 결론으로 인용하면서 그의 강연에 화룡점정을 만들었다.
예

“세상에서 곤충이 사라지면 50년 내 모든 생명체가 전멸하고, 인간이 모두 사라지면 50년
내 모든 생명체가 번성할 것이다. ”
조너스 솔크는 사람들의 편견과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죽이고 있다는
본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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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기 전에 단계별 개요를 먼저 짜보세요.
TED 주제

단계

강연 내용 개요

강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단어

도입

전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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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ED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
▶ TED 강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점

TED 주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

TED 강연을
앞둔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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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9-10차시

TED스러운 경험(강연)

학습주제

대 상

중 1-3학년

차시

9-10/10

융합요소

• 자기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TED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 TED강연을 한 내용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학습자료

• 교사: PPT, 컴퓨터, 프로젝터, 인터넷, 캠코더 2대, 마이크
• 학생: 조별 강연 준비물(소품, 강연용 프리젠테이션 파일 등)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TED 강연 리허설
•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강연에 올리는 날입니다.
• TED 강연을 준비하면서 고생 많았죠? 처음 하는 거라 쉽지
만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네
• 오늘 TED 강연도 성공적으로 끝내주길 바랍니다.
• TED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은 각 팀당 2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
세요.
- (조별로 리허설을 한다.)
• 다른 팀이 리허설을 하는 동안 각 팀에서는 TED 강연에 사
용할 소품과 파일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 자 그럼 리허설을 시작해주세요.
도
입

Tip 학생들이 리허설을 하는 동안 교사는 카메라를 설치한
다. 카메라 1대는 무대 전체를 찍도록 설치하고, 다른 한 대는
발표자를 중심으로 찍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Tip 카메라 모두에는 전원과 배터리를 연결하여 혹시나 모를
정전을 대비한다.
Tip 카메라 촬영 협조자를 미리 섭외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Tip 강연 순서를 정한다.

T
E
D

스러운 경험

학습목표

S T E AM

Co

▶ TED 강연 준비물

T ED 강 연
리허설
▶ 카메라, 마이크 설치
하기

▶ 강연 순서 정하기-제
비뽑기

25

Co
TED 강연에

◦ TED 강연에 참여하는 자세 알아보기
• 리허설이 다 끝난 거 같군요.
• 자 그럼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강연을 보는 여러분
의 자세에 대해 잠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가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만큼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호응을 해주길 바랍니다.
• 청중의 호응이 있을 때 발표자는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
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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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 특히 소란을 피우거나 비웃는 행동은 금해주길 당부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Tip 강연의 사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 대표를 세워 TED 강연의 사회를 보도록 한다.
도
입

◦ 학습문제 확인
♣ TED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봅시다.
◦ 활동순서 확인
[활동1] TED 강연에 참여하기
[활동2] TED 강연 발표자 평가하기
[활동3] 강연 후 소감 발표하기
[활동4] 강연 최우수상 선정하기
[활동5] 강연 내용을 유튜브에 공유하기
◦ TED 강연 참여하기 / 상호평가하기 / 강연 촬영
• 자, 그러면 지금부터 TED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

CD
T ED 강 연
시나리오 작
성하기 / 상

TED 강연 진행 멘트

전
개

<시작>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준
비한 TED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을 보시면서 다른
조의 장점을 찾아 평가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순서는 미리 고지한 대로 OO조부터 차례로 발표하
겠습니다. 많은 박수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강연
은 OO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중간> 자 이번에 준비한 조는 OO조입니다. 박수로 맞이
하겠습니다.
<끝>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
습니다. 모두를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리 나눠드린 평
가지는 3분 뒤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해주
시기 바랍니다.

Tip 강연을 보면서 상호평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
상호평가는 장점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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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호평가하기

40

▶ 학습지 [6-1]-상호평
가지

9-10차시

단계

교 수·학 습 활 동

시간 요소 및 준거 자료(▶) 및 유의점(✽)

ET
강연 후 소감

T
E
D

▶ 학습지 [6-2]- 강연

스러운 경험

◦ 강연 후 소감 발표하기
• 강연을 하고 난 지금의 느낌(소감)을 발표해보세요.
- (소감을 발표한다. )

후 소감 적기

발표하기

Tip 다른 학생들이 강연을 할 때의 느낌과 끝나고 난 지금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강연 최우수작 선정
• 지금 스티커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가장 멋진
강연을 했다고 생각되는 조에게 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 (스티커를 붙인다.)
• OO조가 최우수 강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을 들어볼
까요?
- (소감을 발표한다.)

정
리

ET
강연 최우수

▶ 학습지 [6-3]- 최우
수작 선정

작 선정

Tip 최우수 강연으로 선정된 팀의 상호평가를 같이 읽어주는
것도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다.
25
◦ 강연내용 유튜브에 공유하기
• 자 그럼 여러분의 강연 모습을 모두 촬영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 촬영분을 가져가고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리도록 하
세요.
• 공유사이트에 올릴 때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올리도록 하
세요.
- (공유사이트에 영상을 올린다.)
▶ 유튜브(Youtube)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1. 사이트 참고 : http://coolpunch.tistory.
com/430
2. PPT 자료: 미디어_중등_교사용자료_910차시-유
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파일 참고

ET
강연 내용 공
유하기

▶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
는 방법 안내

Tip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영상을 올릴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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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스러운 경험(강연)
교사용 자료

대 상

중1-3학년

차시

9-10/10

▣ 차시 소개
이 차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TED 강연을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강
연 경험을 갖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지금까지 익히 프리젠테이션 방법, 프리젠
테이션 파일 작성법, TED 강연의 노하우 등을 이용해 자신들이 탐구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시연하
는 이번 차시는 학생들에게 STEAM에서 강조하는 창의적인 활동과 감성적인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이다. 이번 학습 활동인 ‘TED스러운 경험(TED-like experience)’의 마지막 차시인 이
번 활동으로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창의적인 활동을 해냈다는 자신감도 함께
느끼게 될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도전정신
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강연을 끝내고 나면 학생들은 성취감과 동시에 허탈감도 느끼
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교사는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을 잘 안내해주어야 한다.

▣ 수업의 흐름
도입

• TED 강연 리허설
• TED 강연에 참여하는 자세 알아보기

전개

• TED스러운 경험하기(강연)
• 상호평가하기
• 강연 촬영

정리

• 강연 후 소감 발표하기
• 강연 최우수작 선정
• 유튜브에 공유하기

▣ 차시와 STEAM 활동
S T 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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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활동 내용

단계

S T EA M

TED 강연 리허설

도입

S T E AM

TED스러운 경험하기(강연)

전개

S T EA M

강연 후 소감 발표하기

전개

S T E AM

유튜브에 공유하기

정리

TED스러운 경험

9-10차시

▣ 차시에 사용한 자료

T
E
D

스러운 경험

▶ TED 강연 진행 멘트
<시작>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TED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을 보시면서
다른 조의 장점을 찾아 평가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순서는 미리 고지한 대로 OO조부터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강연은 OO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중간> 자 이번에 준비한 조는 OO조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끝>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리 나눠드
린 평가지는 3분 뒤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안내 사이트
http://coolpunch.tistory.com/430

▶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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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스러운 경험(강연)

참고자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참고 사이트: http://ctajune.tistory.com/685)

1. 유튜브에 로그인합니다.

2. 구글(google) 계정이 없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면서 회원가입을 원하게 됩니다.
회원을 가입한 후 시작합니다.

100

TED스러운 경험

9-10차시

3.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러운 경험

T
E
D

4. 만약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유튜브 하단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합니다.

5. 성, 이름, 성별, 생일의 간단한 개인 정보, 간단한 설명을 추가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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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스러운 경험(강연)

6. ‘채널에서 공유할 항목 선택’에서 네 가지 사항의 공유여부 선택하시고 업로드 계속하기를 클릭
합니다.

7. 다음 화면에서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102

TED스러운 경험

9-10차시

8.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동영상 파일을 선택합니다.

스러운 경험

T
E
D

9. 업로드 완료 표시와 함께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면 유투브 동영상 올리기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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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스러운 경험(강연)

10. 동영상 설명, 태그, 카테고리 선택 등 간단하게 기본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11. 고급 설정 탭에서도 퍼가기 허용 여부 등 간단하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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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9-10차시

12. 업로드한 동영상을 확인합니다. 로그인 되어있는 유투브 메인 화면에서 좌측 사이드바의 ‘내채
널’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면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스러운 경험

T
E
D

13. 동영상을 클릭한 후 플레이가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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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스러운 경험(강연)
학생용 자료
학교

대 상

학년

반

중1-3학년

번

차시

9-10/10

이름 :

6-1. TED 강연 상호평가지
절

취

선

▶ TED 강연을 보면 다른 조 강연을 평가해보세요.
조 이름

TED 주제

※ 해당하는 칸에 ◯표 하세요.
번호

평가 항목

1

주제는 강연 전체적인 컨셉에 맞나요?

2

강연이 전체적으로 재미있었나요?

3

강연의 준비는 잘되어있었나요?

4

발표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었나요?

5

주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나요?

6

발표의 오프닝은 흥미로웠나요?

7

발표의 클로징(결론)은 인상적이었나요?

8

프리젠테이션 파일의 완성도는 높았나요?

9

발표자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나요?

10

시간은 잘 맞춰 끝냈나요?(5분 이내)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합계
위 사항을 제외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칭찬해주세요.

106

TED스러운 경험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9-10차시

6-2. TED 강연 후 소감

T
E
D

스러운 경험

▶ TED 강연을 마치고 난 소감을 적어보세요.

강연하고 난 소감

아쉬운 점

다음에 TED 강연을
또 한다면
해보고 싶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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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주제

TED스러운 경험(강연)

6-3. TED 강연 최우수작 선정
▶ TED 강연의 최우수작을 선정해 주세요.
- TED 강연을 종합적으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조에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조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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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스러운 경험

스티커를 붙이는 란

Memo

Memo

출 처
사진 및 동영상 출처
1. 스티브 잡스 사진
http://blog.naver.com/hayley_haha?Redirect=Log&logNo=40173611741
2.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fzLE3Woq_2U
3. 프리젠테이션 팁
http://www.slideshare.net/phploveme/7-11099654
4. TED 동영상
http://www.ted.com
5. 어느 중퇴생의 꿈
http://www.youtube.com/watch?v=HYWGgVq9T4I
6. TED 홈페이지 사진
http://www.ted.com
7. TED 프레젠티이션 책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8. 마법의 18분 TED처럼 소통하라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
9. 평창올림픽 유치 나승연 대변인 프리젠테이션
http://www.youtube.com/watch?v=pJsbPUxmva8
10. 파워포인트 동영상 강의 자료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3479512&ref=channel&page=&cateid=1123&l
u=v_channel_02
11. 프레지 소개 자료 동영상
http://prezi.com/mkg9y_pl1cxd/presentation-on-presentations/?utm_source=website&utm_
medium=prezi_landing_related_solr&utm_campaign=prezi_landing_related_author
12. 파워포인트 소개 자료
http://blog.naver.com/f22lsong/100156613517
13. TEDed 소개
http://ed.ted.com/
14.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안내 사이트
http://coolpunch.tistory.com/430
http://ctajune.tistory.com/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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