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계획서 <미국문학사>
미국문학사

과목명

운영

2020년 2학기

연도/학기

교·강사

이수영,권현정,김도형,김미숙,송현희

교·강사명

학점/
이수시간

고등학교 졸업자
3학점 / 15주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hakjum@ybm.co.kr

E-mail

수강대상

교·강사

02-2009-0524

전화번호

1.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미국문학이 발흥,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각 특징을 역사적 틀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잘 알려진 미국작가와 작품들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타났는지 이해함으로 작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 토대를 마련한다.
수업목표
4. 다양한 계층, 민족, 인종, 젠더 출신의 작가 및 작품들에 대하여 학습함으로 미국사회 속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미국을 좀 더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다.
5. 미국사회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이민사를 학습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이민자 출신 작가들과 작품들을 설명할 수 있다.
6. 21세기의 미국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되어 전개되는 미국문학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평가기준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 모두 충족

성적분포

ㆍ수업기간 : 2020/08/25(화) ~ 2020/12/07(월) - 15주간
평가기간

ㆍ중간고사 : 2020/10/16(금) 낮 3시 ~ 10/20(화) 낮 3시 ㆍ과제 : 2020/10/27(화) ~ 11/09(월)
ㆍ기말고사 : 2020/11/27(금) 낮 3시 ~ 12/01(화) 낮 3시 ㆍ토론 : [1차] 2020/09/15(화) ~ 09/21(월), [2차] 2020/11/10(화) ~ 11/16(월)

성적이의
신청기간
유의사항
주교재
(저자,출판사,

· 성적공개 후 3일간
ㆍ2021년 1월 학점인정 신청 가능
ㆍ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
부교재

- 학습교안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주차

출판년도 포함)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식민지 시대의 문학(1607~1774) Ⅰ
2) 강의 목표
ㆍ북미 원주민의 구비문학에 대한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ㆍ미국이 건국되기 전 유럽열강들에 의한 북미대륙의 식민화 과정을 열거할 수
1

있다.

원격강의

ㆍ식민 초기 유럽인들의 기록문학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북미 원주민 구비문학
ㆍ식민 초기 유럽인들의 기록문학
1
1) 강의 주제 : 식민지 시대의 문학(1607~1774) Ⅱ
2) 강의 목표
ㆍ버지니아 및 뉴잉글랜드 등 영국의 식민지 건설 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ㆍ식민지 시대 문학의 특징과 퓨리터니즘 등 중심이 되는 사상을 이해하고
2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및 작품을 기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초기 영국 식민지 문학
ㆍ인디언 포로수기 문학
ㆍ식민지 시대의 미국 시인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미국의 독립전후 미국문학(1759~1820) Ⅰ
2) 강의 목표
ㆍ식민지의 팽창과 더불어 펜실베니아, 뉴욕 등 중부식민지의 특징을 살펴보고
관련된 미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ㆍ퓨리터니즘의 쇠퇴와 신앙대각성운동 등 독립전후 시대 미국문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ㆍ미국독립 당시 미국사회의 특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작품을 열거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식민지 사회의 변화
ㆍ중부식민지 문학
ㆍ종교적 대각성운동

2

ㆍJ. 헥터 세인트 존 데 크레브쾨르(J. Hector St. John De Crevecoeur)의 작품 속
미국사회
1) 강의 주제 : 미국의 독립전후 미국문학(1759~1820) Ⅱ
2) 강의 목표
ㆍ미국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대표적 사상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ㆍ독립혁명의 정신을 반영하는 소설, 시 등 초기 미국문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미국의 독립혁명과 영향을 미친 사상
ㆍ혁명시대의 미국 작가
ㆍ미국소설의 발달
1) 강의 주제 : 로맨티시즘 시대 미국문학(1820~1865) I
2) 강의 목표
ㆍ미합중국 탄생이후 국가의 팽창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ㆍ낭만주의 시대 문학의 특징과 주요 작가들을 서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남북전쟁 이전(Ante-bellum) 미국사회
ㆍ낭만주의 시대 문학의 특징과 주요 작가
1) 강의 주제 : 로맨티시즘 시대 미국문학(1820~1865) Ⅱ

3

2) 강의 목표
ㆍ미국 낭만주의 시대의 노예제도와 노예문학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대표 작가와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ㆍ당시의 노예문학을 노예폐지 운동 등의 사회개혁운동과 연관하여 실제 미국사회
및 남북전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노예제도를 둘러싼 갈등
ㆍ노예문학(Slave Narrative)
ㆍHarriet Beecher Stowe
1) 강의 주제 : 로맨티시즘 시대 미국문학(1820~1865) Ⅲ
ㆍ학습 교안

2) 강의 목표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초절주의(Transcendentalism)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7

ㆍ초절주의와 더불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작품을 열거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1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3) 강의 세부내용

→ 4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초절주의(Transcendentalism)
ㆍ19세기 전반 미국 주요 작가들
4

1) 강의 주제 : 로맨티시즘 시대 미국문학(1820~1865) Ⅳ
2) 강의 목표
ㆍ보스톤 브라민스(Boston Brahmins)라 불리는 19세기 미국문학의 또 다른
뉴잉글랜드 문학그룹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8

ㆍ19세기 여성인권, 팽창주의 반대 등의 사회개혁 운동과 그와 관련하여 이 시대
대표적인 여성 작가 에밀리 디킨슨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보스톤 브라민스(Boston Brahmins)
ㆍ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남북전쟁 이후 미국문학(1865~1900) Ⅰ
2) 강의 목표
ㆍ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사회적 변화와 이를 배경으로 현대미국문학이 태동되는
시기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9

ㆍ미국문학에서 사실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주요 사실주의 작가들과

원격강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남북전쟁 이후 미국사회
ㆍ사실주의의 등장

5

1) 강의 주제 : 남북전쟁 이후 미국문학(1865~1900) Ⅱ
2) 강의 목표
ㆍ각 지방적 풍습과 방언의 사실적 묘사에 초점을 둔 지방주의 문학의 성장 및
10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ㆍ사실주의적 지방주의(Regionalism) 문학의 주요 작가 및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사실주의적 지방주의(Regionalism) 문학
ㆍ사실주의적 지방주의(Regionalism) 문학의 주요 작가
1) 강의 주제 : 세기전환기(19세기~20세기) 미국문학 Ⅰ
2) 강의 목표
ㆍ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사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낭만주의 시대 이후 사실주의와 함께 등장하는 자연주의 문학에 대해 설명할 수
11

있다.
ㆍ헨리 애덤스(Henry Adams)의 문학 작품과 사회에 대한 시각을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사회
ㆍ자연주의(Naturalism)
ㆍ헨리 애덤스(Henry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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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세기전환기(19세기~20세기) 미국문학 Ⅱ
2) 강의 목표
ㆍ20세기 초 사회개혁 운동(Progressivism)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19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12

폭로하고 비판하는 폭로운동(Muckraker Movement)과 관련 작가들의 활동과

원격강의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혁신주의 시대(Progressive Era)
ㆍ폭로 그룹(Muckraker Group) 문학
1) 강의 주제 : 20세기 초기 현대 미국문학의 발전 Ⅰ
2) 강의 목표
ㆍ20세기 초 이미지즘(Imagism)의 등장과 20세기 전반 미국시의 특징에 대해
13

설명할 수 있다.
ㆍ20세기 초 대표적인 미국 시인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20세기 초의 미국시
ㆍ20세기 초 대표적 미국 시인

1) 강의 주제 : 20세기 초기 현대 미국문학의 발전 Ⅱ

7

2) 강의 목표
ㆍ20세기 초반 사실주의와는 구별되어 등장한 신사실주의(New Realism)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14

ㆍ신사실주의의 주요 작가들을 열거할 수 있다.
ㆍ20세기 전반 미국 연극의 부흥과 유진 오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신사실주의(New Realism)
ㆍ신사실주의의 주요 작가
ㆍ유진 오닐(Eugene O’Neill)

중
8

간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1920년대 미국문학 Ⅰ
2) 강의 목표
ㆍ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1920년대 미국 사회의 특징과 이에 따른
미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5

ㆍ1920년대 미국문학의 특징과 주요 작가들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1920년대 미국 사회의 특징
ㆍ1920년대 미국문학
ㆍ‘잃어버린 세대’ 작가
9

1) 강의 주제 : 1920년대 미국문학 Ⅱ
2) 강의 목표
ㆍ20세기 초 등장한 Harlem Renaissance의 시대적 배경과 흑인문학 및 예술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16

ㆍ당시 미국의 활발한 여성운동과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와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
ㆍ할렘 르네상스 주요 작가들
ㆍ20세기 전반 여성작가
1) 강의 주제 : 1930년대 미국문학 Ⅰ
2) 강의 목표
ㆍ1930년대 찾아온 대공황과 전체주의, 공산정권 등의 출연으로 이전과는 다른

ㆍ학습 교안

문학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문학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17

ㆍ기존 작가들의 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신진 작가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작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ㆍ레포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A4 3장 분량의 서술형 과제)

3) 강의 세부내용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ㆍ대공황과 1930년대 미국사회
ㆍ1930년대 미국문학
10

ㆍ1930년대 주요 작가
1) 강의 주제 : 1930년대 미국문학 Ⅱ
2) 강의 목표
ㆍ흑인 문예부흥 운동 이후 더욱 성장하는 흑인문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8

ㆍ20세기 전반 미국희곡의 특징과 주요 작품을 열거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1930년대 미국 흑인문학
ㆍ리차드 라이트(Richard Wright)
ㆍ20세기 전반 미국희곡
1) 강의 주제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문학(1945~1970) Ⅰ
2) 강의 목표
ㆍ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사회와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전쟁의 암운에
초점을 맞춘 전쟁문학의 특징과 주요 작가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19

ㆍ1950년대 등장하는 비트 세대의 문학과 그 특징을 서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
ㆍ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문학
ㆍ비트 세대(Beat Generation) 문학
11
1) 강의 주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문학(1945~1970) Ⅱ
2) 강의 목표
ㆍ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내 유대계 미국인 작가들의 활동 및 작품의 특징을
서술할 수 있다.
20

ㆍ전후 미국 연극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나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전후 미국 유대계 미국인 문학
ㆍ전후 대표적 유대계 미국작가
ㆍ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연극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20세기 후반 미국문학 I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20세기 후반 모더니즘과 구별되어 등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국문학의

ㆍ오디오 음성 강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1

ㆍ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백인 남성 미국 작가들과 작품의 목표의식에 대해

원격강의

서술할 수 있다.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3) 강의 세부내용
ㆍ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미국문학
ㆍ20세기 후반 주요 작가
12

1) 강의 주제 : 20세기 후반 미국문학 Ⅱ
2) 강의 목표
ㆍ20세기 후반 등장하는 미국의 흑인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목표 의식 및 특징을 논의할 수 있다.
22

ㆍ남성작가들과 구별되는 흑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그 특징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민권운동 및 흑인 문학의 발달
ㆍ흑인 남성 작가
ㆍ흑인 여성 작가
1) 강의 주제 : 현재 미국문학의 흐름 Ⅰ
2) 강의 목표
ㆍ현재 미국문학 시장의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23

ㆍ9/11이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의해 보고 이후 이를 소재로 등장한
문학작품과 그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현재 미국문학 시장의 경향
ㆍ9/11과 미국문학
1) 강의 주제 : 현재 미국문학의 흐름 Ⅱ

13

2) 강의 목표
ㆍ미국의 장르 소설 발전 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ㆍ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국 과학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고, 주요 작가 및 작품을
24

열거할 수 있다.
ㆍ현대 미국의 주요 장르소설 작가와 주요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미국의 장르 소설
ㆍ현대 미국의 주요 Sci-Fiction 작가
ㆍ현대 미국의 주요 장르소설 작가
1) 강의 주제 : 새로운 목소리들 - 소수민족문학의 발전 Ⅰ
2) 강의 목표
ㆍ아시아계 미국문학의 등장 및 발전 과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ㆍ주요 아시아계 미국 작가와 대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25

ㆍ주요 한국계 미국 작가와 대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아시아계(Asian American) 미국문학
ㆍ주요 아시아계 미국 작가
ㆍ주요 한국계 미국작가
14
1) 강의 주제 : 새로운 목소리들 - 소수민족문학의 발전 Ⅱ
2) 강의 목표
ㆍ미국 원주민 문학의 등장 과정과 특징을 서술할 수 있다.
ㆍ주목받는 원주민 출신 작가들의 작품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6

ㆍ치카노(Chicano) 문학의 발달 배경과 주요 작가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 문학의 발전
ㆍ주요 원주민 출신(Native American) 작가
ㆍ치카노(Chicano) 문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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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콘텐츠구현방식 : Html 기반 + VOD형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강의유형

이론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