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T로 영화 보기 위대한 쇼맨

이름 : (                    )1. 처음 들을때는 음악의빠르기, 감정 등 전체적인 느낌을 느껴봐요.
2. 한번 더 들을때는 가사를 잘보고 노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봐요.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

A Million Dreams

Come Alive

Never Enough

This Is Me

The Greatest Show



OST로 영화 보기 엔칸토

이름 : (                    )1. 처음 들을때는 음악의빠르기, 감정 등 전체적인 느낌을 느껴봐요.
2. 한번 더 들을때는 가사를 잘보고 노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봐요.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 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 기억에 남는 가사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

The Family Madrigal

Waiting On Miracle

Surface Pressure

We Don’t Talk About Bruno

All Of You



OST로 영화 보기 알라딘

이름 : (                    )1. 처음 들을때는 음악의빠르기, 감정 등 전체적인 느낌을 느껴봐요.
2. 한번 더 들을때는 가사를 잘보고 노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봐요.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가사또는기억에남는가사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

One Jump Ahead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남는 가사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남는 가사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남는 가사

Friend Like Me

Prince Ali

A Whole New World



OST로 영화 보기 모아나

이름 : (                    )1. 처음 들을때는 음악의빠르기, 감정 등 전체적인 느낌을 느껴봐요.
2. 한번 더 들을때는 가사를 잘보고 노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봐요.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가사또는기억에남는가사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남는 가사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남는 가사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남는 가사

Where You Are

How Far I’ll Go

Opetaia Foa’i

You’re Welcome



OST로 영화 보기 뮬란

이름 : (                    )1. 처음 들을때는 음악의빠르기, 감정 등 전체적인 느낌을 느껴봐요.
2. 한번 더 들을때는 가사를 잘보고 노래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봐요.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 남는 가사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 남는 가사

1) 전체적인느낌

2) 반복되는 가사 또는기억에 남는 가사

Reflection

Honor To Us All

I’ll MakeAManOutOf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