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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 르네상스 문학과 세익스피어의 시대적 배경을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세익스피어 시대의 극장과 무대 배경, 세익스피어 희곡의 출처, 발전 단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3. 세익스피어 비극의 본질을 극적 아이러니와 심상 등의 여러 가지 시적 요소로써 설명할 수 있다.

수업목표

4. Hamlet, King Lear, Othello, Macbeth의 4대 비극을 각각의 플롯과 주제, 성격 등 여러 가지 극적 요소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5. 세익스피어 희극의 본질을 이해하고, A Midsummer Night's Dream과 The Merchant of Venice를 각각의 플롯과 주제, 성격 등의
극적 요소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6. 세익스피어의 시를 작품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7. 세익스피어와 그 작품에 대한 비평을 정리하여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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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저자,출판사,

부교재
- 학습교안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주차

출판년도 포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 시대배경 (The Historial Background)
2) 강의 목표
ㆍ르네상스 영문학의 범위와 그 구분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 일생과 전후 20여년 동안의 영국의 역사적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 시대 사회에 양립하던 두 가지 사회상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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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당대의 계급과 런던 생활상을 중심으로 세익스피어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원격강의

기술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르네상스 영문학 개괄
ㆍ역사적 배경
ㆍ공존하는 두 세계
ㆍ사회적 배경

1

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의 생애 (Shakespeare’s Life)
2) 강의 목표
ㆍ세익스피어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고찰해 봄으로써 가족 관계와
런던에 처음 오게 된 계기를 기술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의 극작가로서의 전성기를 챔버레인 극단과 글로브 극장을
2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의 은퇴 후 삶을 알아봄으로써 실존 인물로서 사후에 어떻게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평가받고 있는지를 기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The records on Shakespeare's early Life
ㆍShakespeare's stage connections
ㆍThe records on Shakespeare's old years
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 시대의 극장 (Shakespeare’s Theatre)
2) 강의 목표
ㆍ세익스피어 시대의 주요 극장가 두 곳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가 무대에 극을 올렸던 주요 극장의 모습을 기술할 수 있다.
3

ㆍ세익스피어 극단의 위상과 체제, 후원 여부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두 개의 극장가
ㆍ세익스피어의 극장
ㆍ세익스피어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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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 시대의 무대 상황 1
(Shakespeare’s Stage Conditions 1)
2) 강의 목표
ㆍ희곡의 본질과 영국 희곡의 발전과정, 초기 엘리자베스 희곡의 발전과정을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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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익스피어 시대의 네 종류의 무대를 각각 기술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 시대의 두 종류의 극단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엘리자베스 시대 희곡의 발전과정
ㆍ세익스피어 시대의 다양한 무대
ㆍ세익스피어 시대의 두 종류의 극단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 시대의 무대 상황 2
(Shakespeare’s Stage Conditions 2)
2) 강의 목표
ㆍ세익스피어 시대의 주요 극장들을 설립 시기별로 알아보고, 당대 유명
배우들을 열거하여 기술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 시대 배우들의 연기법과 무대 보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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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익스피어 극을 보러 오던 주요 관객층을 열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세익스피어의 극장인 글로브 극장에서의 공연 모습을 순서대로 나열할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세익스피어 시대의 주요 극장과 배우들
ㆍ세익스피어 시대의 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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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익스피어 극의 관객층
ㆍ글로브 극장에서의 공연
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 극의 연대기와 출처
(The Sequence of Shakespeare’s Plays and Sources)
2) 강의 목표
ㆍ세익스피어의 희곡 37편을 연대기와 장르별로 나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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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익스피어 주요 극작품의 자료의 출처를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원격강의

비교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세익스피어 극의 연대기
ㆍ세익스피어 극의 출처
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 극의 발전 5단계
(The Five Development Stages of Shakespeare’s Plays)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세익스피어 극의 발전을 연대기를 중심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세익스피어 극의 발전 5단계를 중심으로 단계별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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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익스피어 극의 발전 5단계를 중심으로 단계별 주요 작품과 간단한

원격강의

플롯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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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의 세부내용
ㆍ세익스피어 극의 발전 5단계
ㆍ각 단계별 특징
ㆍ각 단계별 주요 작품
4
1) 강의 주제 : 세익스피어 비극의 본질
(The Nature of Shakespearean Tragedy)
2) 강의 목표
ㆍ세익스피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희랍비극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
8

기술할 수 있다.
ㆍ희랍비극과 비교하여 세익스피어 비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세익스피어 비극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희랍비극
ㆍ세익스피어 비극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Hamlet (1)
2) 강의 목표
ㆍ『햄릿』 작품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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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hort Guide to Hamlet
ㆍCast of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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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Hamlet (2)
2) 강의 목표
ㆍ5막 각각의 플롯과 주제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햄릿』의 주제와 구조를 하나씩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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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햄릿』의 이미저리와 은유, 직유 등의 기법을 원문을 통해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Act by Act Analysis
ㆍ『햄릿』의 주제와 구조
ㆍ『햄릿』의 이미저리와 은유
1) 강의 주제 : Hamlet (3)
2) 강의 목표
ㆍ『햄릿』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확립시키는 주요 대사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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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햄릿』의 유명한 독백을 분석하여 읽음으로써, 주인공의 심경을 파악할

원격강의

뿐 아니라 세익스피어 극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햄릿』 등장인물별 주요 대사
ㆍ『햄릿』 독백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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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King Lear (1)
2) 강의 목표
ㆍ『리어왕』작품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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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hort Guide to King Lear
ㆍCast of Characters
1) 강의 주제 : King Lear (2)
2) 강의 목표
ㆍ5막 각각의 플롯과 주제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리어왕』의 주제와 구조를 하나씩 분석할 수 있다.
13

ㆍ『리어왕』의 이미저리와 은유, 직유 등의 기법을 원문을 통해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Act by Act Analysis
ㆍ『리어왕』의 주제와 구조

7

ㆍ『리어왕』의 이미저리와 은유

• 강의자료
원격강의

- 학습교안
- 음성강의 파일

7
1) 강의 주제 : King Lear (3)
2) 강의 목표
ㆍ『리어왕』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확립시키는 주요 대사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14

ㆍ『리어왕』의 유명한 독백을 분석하여 읽음으로써, 주인공의 심경을

원격강의

파악할 뿐 아니라 세익스피어 극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리어왕』 등장인물별 주요 대사
ㆍ『리어왕』 독백 읽기

중

간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8

• 시험시간 : 60분

1) 강의 주제 : Othello (1)
2) 강의 목표
ㆍ『오셀로』 작품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5

ㆍ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hort Guide to Othello
ㆍCast of Characters

1) 강의 주제 : Othello (2)

9

2) 강의 목표
ㆍ5막 각각의 플롯과 주제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오셀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확립시키는 주요 대사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16

ㆍ『오셀로』의 유명한 독백을 분석하여 읽음으로써 주인공의 심경을

원격강의

파악할 뿐 아니라 세익스피어 극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Act by Act Analysis
ㆍ『오셀로』의 등장인물별 주요 대사
ㆍ『오셀로』의 독백 읽기

1) 강의주제 : Macbeth (1)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맥베스』 작품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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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막 각각의 플롯과 주제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Short Guide to Macbeth
ㆍCast of Characters
ㆍAct by Act Analysis

10

원격강의

ㆍ레포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A4 2장 분량의 서술형 과제)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1) 강의 주제 : Macbeth (2)
10
2) 강의 목표
ㆍ『맥베스』의 주제와 구조를 하나씩 분석할 수 있다.
ㆍ『맥베스』의 이미저리와 은유, 직유 등의 기법을 원문을 통해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맥베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확립시키는 주요 대사를
18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ㆍ『맥베스』의 유명한 독백을 분석하여 읽음으로써 주인공의 심경을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파악할 뿐 아니라 세익스피어 극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맥베스』의 주제와 구조
ㆍ『맥베스』의 이미저리와 은유
ㆍ『맥베스』의 등장인물별 주요 대사
ㆍ『맥베스』 독백 읽기

1) 강의 주제 : 희극의 이해(Understanding the Comedy)
2) 강의 목표
ㆍ세익스피어 희극의 전반적인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ㆍ희극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세익스피어의 희극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ㆍ벤 존슨의 희극과 세익스피어 희극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세익스피어
19

희극만의 독특한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ㆍ세익스피어 비극의 본질과 비교하여 세익스피어 희극의 본질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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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세익스피어 희극의 전반적 특징
ㆍ희극이론

11

ㆍ벤 존슨과 세익스피어 희극의 차이
ㆍ세익스피어 비극과 희극의 차이

1) 강의 주제 : A Midsummer Night’s Dream (1)
2) 강의 목표
ㆍ『한 여름밤의 꿈』 작품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20

ㆍ5막 각각의 플롯과 주제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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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ㆍShort Guide to A Midsummer Night’s Dream
ㆍCast of Characters
ㆍAct by Act Analysis

1) 강의 주제 : A Midsummer Night’s Dream (2)
2) 강의 목표
ㆍ『한 여름밤의 꿈』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ㆍ『한 여름밤의 꿈』의 분위기를 이미저리를 통해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한 여름밤의 꿈』을 통해서 세익스피어 희극에는 두 세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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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를 기술할 수 있다.
21

ㆍ『한 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확립시키는 주요 대사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한 여름밤의 꿈』의 사랑의 주제
ㆍ『한 여름밤의 꿈』의 분위기와 이미저리

12

ㆍ 세익스피어 희극의 두 세계
ㆍ『한 여름밤의 꿈』 등장인물별 주요 대사

원격강의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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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The Merchant of Venice (1)
2) 강의 목표
ㆍ『베니스의 상인』 작품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ㆍ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22

ㆍ5막 각각의 플롯과 주제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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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ㆍShort Guide to The Merchant of Venice
ㆍCast of Characters
ㆍAct by Act Analysis
1) 강의 주제 : The Merchant of Venice (2)
2) 강의 목표
ㆍ『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나 있는 아이러니와 균형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다.
ㆍ『베니스의 상인』의 인물들을 통해서 세익스피어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23

있는지 파악하여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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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시대의 다양한 생각
ㆍ『베니스의 상인』의 아이러니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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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난 세익스피어의 입장
ㆍ『베니스의 상인』 등장인물별 주요 대사

1) 강의 주제 : Shakespeare’s Poems (1)
2) 강의 목표
ㆍVenus and Adonis 시를 직접 감상하면서 세익스피어의 언어적 천재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4

ㆍThe Phoenix and the Turtle 시를 직접 감상하면서 세익스피어의 언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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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천부적인 감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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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ㆍVenus and Adonis(1593)
ㆍThe Phoenix and the Turtle(1601)

1) 강의 주제 : Shakespeare’s Poems (2)
2) 강의 목표
ㆍ일반적인 소네트의 정의를 이해하고 나아가 세익스피어 소네트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차이를 기술할 수 있다.
25

ㆍ세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직접 감상하면서 이야기와 구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소네트의 특징과 세익스피어 소네트의 특징
ㆍ세익스피어의 소네트 읽기와 감상
ㆍ세익스피어 소네트 이야기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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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Criticism on Shakespeare

14

2) 강의 목표
ㆍ1592년~1777년 사이의 세익스피어 비평을 비평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할 수 있다.
ㆍ1777년~1904년 사이의 세익스피어 비평을 비평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할 수 있다.
26

ㆍ1904년 이후의 세익스피어 비평가들의 평가를 알아봄으로써
사후 400여년이 지난 지금 세익스피어가 남긴 문학적 감흥과 영향력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세익스피어 비평의 구분
ㆍ1592년~1777년 사이의 세익스피어 비평가들
ㆍ1777년~1904년 사이의 세익스피어 비평가들
ㆍ1904년 이후의 세익스피어 비평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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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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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 60분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강의유형

콘텐츠구현방식 : Html 기반 + VOD형
이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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