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태권도영어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태권도의 신체 사용 부위와 기본동작과 관련된 영어 능력을 배양한다.

2. 태권도의 품새 및 겨루기와 관련된 영어 능력을 배양한다.

3. 태권도의 호신술의 관련된 영어 능력을 배양한다.

4. 태권도의 전반적인 실무를 영어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5. 태권도의 세계화, 국제화 및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영어의 기본 소양을 쌓는다.

교재 및 참고문헌

태권도 코칭 실무영어 / 대경북스 / 고봉수 외 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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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 Parts of the Body in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신체 사용 부위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에서의 신체 사용 부위인

    얼굴(Face), 몸통(Trunk), 아래(Bottom,

    The Lower Part of the Body), 주먹(Fist)

    부위 설명 방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1. Parts of the Body in  

   Taekwondo

    1) 얼굴

    2) 몸통

    3) 아래

    4) 주먹

P. 15~27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6~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Parts of the Body in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신체 사용 부위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에서의 신체 사용 부위인 손(Hand)

    , 팔목(Wrist), 팔뚝(Forearm), 팔꿈치·

    팔굽(Elbow) 부위의 설명 방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1. Parts of the Body in 

   Taekwondo

    5) 손

    6) 팔목

    7) 팔뚝

    8) 팔꿈치(팔굽)

P. 28~47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6~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Parts of the Body in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신체 사용 부위

1. Parts of the Body in 

   Taekwondo

    9) 발

    10) 정강이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6~18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에서의 신체 사용 부위인 발(Foot),

    정강이(Shin), 무릎(Knee) 부위의 설명 

    방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11) 무릎

P. 48~6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서기(Stance)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1) 서기

P. 61~102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8~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막기(Blocking)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막기

P. 102~125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8~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지르기(Punch)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3) 지르기

P. 126~139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8~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치기(Hit)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4) 치기

P. 140~155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20~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찌르기(Thrusting), 차기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5) 찌르기

    6) 차기

P. 156~191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20~2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KICK)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 쪽지시험 -
- 쪽지시험

  · 태권도 수련 영단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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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잡기(Grasp)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7) 잡기

P. 192~195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9~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꺾기(Breaking), 넘기기

    (Throwing Down)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8) 꺾기

    9) 넘기기

P. 196~199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9~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2. 강의목표

  - 태권도의 기본동작

3. 강의 세부내용

  - 기본동작에서 특수품(Special Poom)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2. Basic Movements of 

   Taekwondo

    10) 특수품

P. 200~208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9~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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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1~2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품새 태극 1~2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동작 명칭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09~223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08~10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08~109



  - 품새 태극 1~2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극 1장(Taegeuk 1 Jang)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P. 209~2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1~2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극 2장(Taegeuk 1 Jang)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18~223

- 정기과제물

  · 영어 자기소개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08~10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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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3~4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품새 태극 3~4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동작 명칭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22~235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10~11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3~4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극 3장(Taegeuk 3 Jang)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22~229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10~11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3~4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극 4장(Taegeuk 4 Jang)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28~235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10~11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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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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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5~6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품새 태극 5~6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동작 명칭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34~245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12~11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5~6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극 5~6장(Taegeuk 5~6 Jang)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34~245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12~11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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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7~8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품새 태극 7~8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동작 명칭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46~257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14~1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극 7~8장

3. 강의 세부내용

  - 태극 7~8장(Taegeuk 7~8 Jang)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1) 유급자를 위한 태극 

1~8장

P. 246~257

- 부교재

  · 태권도 전공영어(진영사)

    p114~11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0 1 1. 강의주제

  - Poomsae

3. Poomsae

    2) 고려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강의목표

  - 품새 고려, 금강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품새 고려, 금강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동작 명칭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금강

P. 258~285

2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고려, 금강

3. 강의 세부내용

  - 고려(Koryo), 금강(Keumgang)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 활용)

3. Poomsae

    2) 고려

    3) 금강

P. 258~28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 쪽지시험 -

- 쪽지시험

  · 태극 품새 1~8장 중 1가지 

   동작 순서대로 명칭 나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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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백, 평원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품새 태백, 평원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동작 명칭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3. Poomsae

    4) 태백

    5) 평원

P. 284~29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백, 평원

3. 강의 세부내용

  - 품새 태백(Taebaek)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3. Poomsae

    4) 태백

P. 284~2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태백, 평원

3. 강의 세부내용

3. Poomsae

    4) 태백

    5) 평원

P. 290~29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품새 평원(Pyongwon)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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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십진, 지태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품새 십진, 지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동작 명칭을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동영상 시청

3. Poomsae

    6) 십진

    7) 지태

P. 298~309

- 동영상 

  · 미국 태권도장의 수련 영상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Poomsae

2. 강의목표

  - 품새 십진, 지태

3. 강의 세부내용

  - 십진(Sipjin), 지태(Jitae)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동영상 시청

3. Poomsae

    6) 십진

    7) 지태

P. 298~309

- 동영상 

  · 미국 태권도장의 수련 영상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 시청각: 미국 태권도장의 수련영상

            (감상문 제출)
-

- 감상문 제출

  · 미국 태권도장의 수련영상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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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Kyorugi

2. 강의목표

  - 겨루기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겨루기의 세 번 겨루기(Three-step

    Kyorugi)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4. Kyorugi

    1) 세 번 겨루기(몸통)

    2) 세 번 겨루기(얼굴)

P. 327~33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Kyorugi

2. 강의목표

  - 겨루기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겨루기의 한 번 겨루기(one-step

    Kyorugi)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4. Kyorugi

    3) 한 번 겨루기(몸통)

    4) 한 번 겨루기(얼굴)

P. 332~3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Kyorugi

2. 강의목표

4. Kyorugi

    5) 앉아 겨루기

    6) 의자 겨루기

- 정기과제물

  · 태권도 1일 수련 프로그램

    계획안(영문) 작성하기



  - 겨루기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겨루기의 앉아 겨루기(Sitting-

    Position Kyorugi), 의자 겨루기(On-the-

    chair Kyorugi), 사람 대 무기 

겨루기(Types

    of Person vs. Weapon)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7) 사람 대 무기 겨루기

P. 334~33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4

1

1. 강의주제

  - Self-Defense

2. 강의목표

  - 호신술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호신술(Self-Defense)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1. 강의주제

  - Self-Defense

2. 강의목표

  - 호신술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호신술(Self-Defense)의 

지도법을

    영어로 익힌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Taekwondo Demonstration Group

2. 강의목표

  - 태권도시범단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시범단의 의미 및 개념에 대해 

    영어로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6. Taekwondo Demonstration 

   Group

    1) 태권도시범단이란?

    2) 태권도시범이란?

P. 347~35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Taekwondo Demonstration Group

2. 강의목표

  - 태권도시범단

3. 강의 세부내용

  - 태권도 시범의 종류와 방식에 대해 

영어로

    알아본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제출 및 발표 

6. Taekwondo Demonstration 

   Group

    3) 태권도시범의 종류와 

방식

P. 354~35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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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