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계획서 <미국소설>
미국소설

과목명

운영
교·강사명

2020년 2학기

연도/학기

김민영,권현정,김미숙,김소연,송현희,이은연

학점/
이수시간

교·강사

고등학교 졸업자
3학점 / 15주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hakjum@ybm.co.kr

E-mail

수강대상

교·강사

02-2009-0524

전화번호

1. 초기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국소설을 원서로 읽고, 이해하며, 분석할 수 있다.
2. 여러 작품을 관통하는 목표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문학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 소설의 배경 및 등장인물 분석을 통해 미국의 역사, 문화, 정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수업목표
4. 각 작품에서 드러난 고유의 통찰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5. 미국소설을 읽으며 소위 말하는 "미국성"이나 "미국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6.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 훈련을 통해 텍스트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읽는 방법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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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공개 후 3일간

ㆍ2021년 1월 학점인정 신청 가능
ㆍ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
부교재

주교재
(저자,출판사,

(저자,출판사,

- 학습 교안

출판년도 포

출판년도 포함)

주차

함)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미국소설의 흐름과 역사
2) 강의 목표
ㆍ소설의 특징과 읽기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ㆍ미국소설의 흐름과 역사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소설의 특징 및 읽기 전략
ㆍ미국소설 사조

1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Mary Rowlandson의 A Narrative of the Captivity and
1

Restoration of Mrs. Mary Rowlandson
2) 강의 목표
ㆍ미국 소설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Mary Rowlandson의 서사를 분석할
수 있다.
2

ㆍA Narrative of the Captivity and Restoration of Mrs. Mary Rowlandson의
서술전략을 분석하고 현실을 이해하거나 견뎌내는 데에 글과 문학이 갖는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힘과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Mary Rowlandson의 서사와 역사적 배경 분석
ㆍA Narrative of the Captivity and Restoration of Mrs. Mary Rowlandson의
서술전략 분석
1) 강의 주제 : Washington Irving의 "Rip Van Winkle" (1)
2) 강의 목표
ㆍWashington Irving의 작품세계와 집필 배경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ㆍRip으로 대표되는 미국적 판타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Rip의 인물 분석
ㆍ배경 분석
2
1) 강의 주제 : Washington Irving의 "Rip Van Winkle" (2)
2) 강의 목표
ㆍ"Rip Van Winkle"을 읽고 미국적 판타지 속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두려움과
4

그것이 해소되는 방식에 대해 묘사할 수 있다.
ㆍ"Rip Van Winkle"의 서사를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Rip Van Winkle"
ㆍ"Rip Van Winkle"의 서사 분석

1) 강의 주제 : Edgar Allan Poe의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1)
2) 강의 목표
ㆍEdgar Allan Poe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5

ㆍ미국화된 Gothic 장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Gothic 장르 소개
ㆍAmerican Gothic 연구
3
1) 강의 주제 : Edgar Allan Poe의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2)
2) 강의 목표
ㆍ"House"가 갖는 두 가지 의미와 그 상징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6

ㆍ작품에 나타난 예술, 질병, 오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의 상징적 장치
ㆍ"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의 서사 분석

1) 강의주제 : Nathaniel Hawthorne의 "Young Goodman Brown" (1)
ㆍ학습 교안

2) 강의 목표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Nathaniel Hawthorne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7

ㆍ알레고리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알레고리의 특징

4

원격강의

ㆍ1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 4주차에 일주간 진행

4

1) 강의 주제 : Nathaniel Hawthorne의 "Young Goodman Brown" (2)
2) 강의 목표
ㆍ“Young Goodman Brown”을 통해 표현되는 퓨리터니즘과 역사적 죄책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8

ㆍ“Young Goodman Brown”에서 나타나는 위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석할 수

원격강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Young Goodman Brown" 분석
ㆍ"Young Goodman Brown"의 결말

1) 강의 주제 : Herman Melville의 "Bartleby, The Scrivener" (1)
2) 강의 목표
ㆍHerman Melville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9

ㆍ"Bartleby, The Scrivener"의 화자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배경 분석
ㆍ등장인물 분석
5
1) 강의 주제 : Herman Melville의 "Bartleby, The Scrivener" (2)
2) 강의 목표
ㆍBartleby의 저항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10

ㆍ"Bartleby, The Scrivener"의 서술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Bartleby, The Scrivener" 분석
ㆍ"Bartleby, The Scrivener"의 결말

1) 강의 주제 : Mark Twain의 "The Man That Corrupted Hadleyburg" (1)
2) 강의 목표
ㆍMark Twain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ㆍ"The Man That Corrupted Hadleyburg"가 위선을 고발하는 방식에 대해
11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Vanity와 Mob Mentality
ㆍ멜로드라마적 구성 다시쓰기
6
1) 강의 주제 : Mark Twain의 "The Man That Corrupted Hadleyburg" (2)
2) 강의 목표
ㆍ"The Man That Corrupted Hadleyburg"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아이러니를
구분할 수 있다.
12

ㆍ"The Man That Corrupted Hadleyburg"가 독자마저 풍자의 대상으로 만드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The Man That Corrupted Hadleyburg"의 서술전략
ㆍAesthetic Distance의 활용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Henry James의 Daisy Miller: A Study (1)
2) 강의 목표
ㆍHenry James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ㆍDaisy가 유럽 내 미국인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배경과 연관 지어
13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배경 분석
ㆍ등장인물 분석

7

1) 강의 주제 : Henry James의 Daisy Miller: A Study (2)
2) 강의 목표
ㆍ화자 Winterbourne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할 수 있다.
14

ㆍDaisy가 맞이하는 파국의 의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Daisy Miller의 주제 토론
ㆍDaisy Miller의 결말 분석

중

간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8

• 시험시간 : 60분

1) 강의 주제 : Stephen Crane의 "The Open Boat" (1)
2) 강의 목표
ㆍStephen Crane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15

ㆍ사실주의/자연주의 문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사실주의/자연주의 문학의 특징
9
1) 강의 주제 : Stephen Crane의 "The Open Boat" (2)
2) 강의 목표
ㆍ"The Open Boat"가 제시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16

ㆍ자연주의 사조가 허무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The Open Boat"의 서사적 특징
ㆍ"The Open Boat"의 상징

1) 강의 주제 : Sherwood Anderson의 "I Want to Know Why" (1)
ㆍ학습 교안

2) 강의 목표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Sherwood Anderson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17

ㆍ소년 화자가 겪는 혼란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레포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A4 2~3장 분량의 서술형 과제)

3) 강의 세부내용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ㆍ작가 소개
ㆍ"I Want to Know Why" 분석
10
1) 강의 주제 : Sherwood Anderson의 "I Want to Know Why" (2)
2) 강의 목표
ㆍ소년 화자가 겪는 환멸(disillusionment)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8

ㆍ"I Want to Know Why"의 화자가 여성과 흑인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환멸(disillusionment)과 성장 구조
ㆍ미국의 흑인 스테레오타입 분석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Ernest Hemingway의 "Big Two-Hearted River" (1)
2) 강의 목표
ㆍErnest Hemingway의 작품세계와 문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모더니즘 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9

ㆍ"Big Two-Hearted River"의 배경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잃어버린 세대(The Lost Generation)
ㆍ모더니즘 사조
ㆍ"Big Two-Hearted River"의 마을과 강 분석
11
1) 강의 주제 : Ernest Hemingway의 "Big Two-Hearted River" (2)
2) 강의 목표
ㆍNick의 심리상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Big Two-Hearted River"에서 낚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20

ㆍ이와 관련하여 사실적 묘사가 주는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Nick의 심리상태
ㆍ낚시의 상징
ㆍ"Big Two-Hearted River"의 서술전략

1) 강의주제 : William Faulkner의 "A Rose for Emily" (1)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William Faulkner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21

ㆍEmily에 관련된 미스터리를 따라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ㆍ작가 소개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배경 분석
ㆍ등장인물 분석

12

1) 강의 주제 : William Faulkner의 "A Rose for Emily" (2)
2) 강의 목표
22

ㆍJefferson 마을사람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분석할 수 있다.
ㆍEmily를 둘러싼 이야기에 보다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A Rose for Emily" 분석
1) 강의 주제 : Nella Larsen의 Passing (1)
2) 강의 목표
ㆍNella Larsen의 작품세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ㆍ할렘 르네상스 문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3

ㆍPassing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할렘 르네상스
ㆍPassing 용어 정리 및 분석
1) 강의 주제 : Nella Larsen의 Passing (2)

13

2) 강의 목표
ㆍIrene의 가치관과 심리상태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ㆍBrian과 Irene의 교육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ㆍClaire의 죽음과 그것이 제시되는(혹은 숨겨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24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Passing의 서사 분석
ㆍ등장인물 분석
ㆍIrene 부부의 교육관 토론
ㆍPassing 결말 토론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Flannery O'Connor의 "A Good Man Is Hard to Find" (1)
2) 강의 목표
ㆍFlannery O'Connor의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5

ㆍThe Grandmother의 세계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작가 소개
ㆍ등장인물 분석
14
1) 강의 주제 : Flannery O'Connor의 "A Good Man Is Hard to Find" (2)
2) 강의 목표
ㆍThe Grandmother가 믿는 "good(ness)"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
26

ㆍ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A Good Man Is Hard to Find" 분석
ㆍ"A Good Man Is Hard to Find" 결말 토론
기

말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15

• 시험시간 : 60분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강의유형

콘텐츠구현방식 : Html 기반 + VOD형
이론중심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