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SHED ONLINE

강사 가이드



선언문

SMASHED는 인생을 바꾸는 교육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청소년 음주 문제에 
접근하려 합니다

또래 집단에서 받는 압박감에 대처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지식은 곧 힘입니다

혼란스럽고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정보와 이해력을 
갖추세요

그리고 세상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도록 만들 때,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SMASHED. 새로운 세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음주 
교육입니다

우리의 선언은 청소년 음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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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ED란?

청소년들은 솔직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천만 명의 젊은이들의 편에 서서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Smashed는 전 세계의 25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MASHED ONLINE은 무엇인가요?

신선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Smashed Online은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인터랙티브 교육 및 토론을 결합했습니다. 청소년과 술에 관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학생들이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학습 목표

학생들이 중요한 청소년 음주 주제에 관해 관찰하고 탐색하며 반성합니다.

 ⃣ 사회적 및 감정적 원인

 ⃣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영향력 및 의사 결정

 ⃣ 자신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장소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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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ED ONLINE 이용 방법

 ⃣ 학생에게 강의 링크를 보내 익명으로 신청하고 자유롭게 강의를   
 이수하도록 합니다

 ⃣ 각 사용자를 위한 강의는 더 많은 영상과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60~90분 길이입니다

 ⃣ 학생들은 강의의 시작과 마지막에 익명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합니다

 ⃣ 추가적인 지원을 주는 유용한 링크, 조언 및 정보는 마지막에   
 제공됩니다

 ⃣ 학생들은 Smashed Online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료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강사용’ 버튼을 사용해 교실에서 강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강의는 상호작용 화이트보드 혹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사용해   
 45~60분 정도 걸립니다

 ⃣ 이 강의는 흥미로운 영상 에피소드, 토론, 그리고 역할 상호작용   
 등을 포함합니다

 ⃣ 여러 개의 활성화된 세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끝내지 못한 세션을   
 중단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개인 강의 수료증과 함께 투표 활동을 통해   
 강의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개개인의 학생 

전체 강의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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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체 강의 세션 진행

 ⃣ Smashed Online에서 강사 계정을 등록하고 만드세요

 ⃣ 사전에 내용과 기능을 익히기 위해 강의를 살펴보세요

 ⃣ 목표하는 연령대에 Smashed Online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세요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및 적절한 시청각 장치

 ⃣ Smashed Online에 접속하여, 강사 계정으로 로그인

 ⃣ 강의 투표 결과, 강의 이름 및 강의 탐색을 입력할 키보드 및 마우스/ 
 터치패드 액세스

수업을 시작하기 전

다음이 필요합니다

팁 및 조언

 ⃣ 투표 활동에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답할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이고 손들기 
 (Heads Down Hands Up) 방법을 사용하세요

 ⃣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2명씩 또는 그룹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강의   
 피드백을 받기 전, 토론 활동에서 가능한 한 상호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 인터랙티브 영상 채팅을 할 동안 어떤 질문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세요. 시간이 남았다면 그룹에게 가장 인기있는  
 선택을 투표하도록 하세요

 ⃣ Smashed Online은 45분의 짧은 시간에 강의할 수 있고 60분 수업에 잘  
 맞습니다

 ⃣ 그룹 토론 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여 다음 수업으로 연장하기도   
 쉽습니다

 ⃣ 수업의 마지막에 반 이름이 적힌 수료증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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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체의 강의 세션을 진행한다면, 다음 조언에 따라 최고의 경험을 이끌어 
내세요.

https://indd.adobe.com/view/66e273d1-7747-48b4-9ac5-200461427b36
https://indd.adobe.com/view/66e273d1-7747-48b4-9ac5-200461427b36


학습 강화하기

이 체험은 청소년 음주 문제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 봅시다. 수업 중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알코올과 그 위험에 대한 퀴즈를 만드세요. 각 등장 인물이 
음주를 통해 얻은 결과를 포함하여 Smashed 스토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세요.

학생들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청소년 음주에 관한 자신만의 장면, 광고나 
연극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래에서 받는 압박감을 탐색하고 Smashed에 
다른 결말을 창조하도록 도와주세요!

포스터 또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학생들이 청소년 음주의 위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인물들이 마주한 어려움과 딜레마를 참고하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극중 인물의 친구나 친척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야기 
결말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퀴즈

드라마

그래픽 디자인/미술

이야기 창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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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영화로 Smashed의 장면을 다시 제작하거나 청소년 음주의 위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의 위험에 관해 
누가 가장 좋은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지 경쟁을 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미디어

경쟁하기



연락 주고받기

학교에서 Smashed를 이용해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청소년 음주에 관한 교육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mashed가 독특하고 창조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더욱 풍부한 교육 과정이 되었 길 바랍니다. Smashed에 대한 경험을 우리와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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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ed는 영국의 Collingwood에서 제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Diageo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Smashed Online은 학교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SMASHED

02 745 5863 
assitej@assitejkorea.org
www.facebook.com/assitejkorea
www.assitejkorea.org/

Twitter.com/smashedproject
Facebook.com/smashedproject
www.smashed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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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assitej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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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mashed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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