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계획서 <시청각영어회화Ⅱ>
과목명

시청각영어회화Ⅱ

학점/

2020년 2학기

연도/학기

운영

이보영, 김미숙,김현아,박서연,신애경,

교·강사

교·강사명

원현정,이동걸,전지원,최은정,황수경

E-mail

이수시간

고등학교 졸업자
3학점 / 15주

수강대상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hakjum@ybm.co.kr

교·강사

02-2009-0524

전화번호

1.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해 영어 청취력․표현력을 동시 훈련하여, 시청각영어회화Ⅰ보다 심화된 의사소통 및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수업목표

2. 각종 생활 회화 뿐 아니라 문화 및 비즈니스, 시사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
3. 영어 구어체 표현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실용발음의 생략 및 탈락현상에 대한 청취요령을 학습하여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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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년도 포함)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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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English 900 ③, Edwin T. Cornelius, Jr. 저, YBM, 2013
- mp3 원어민 음성 자료

부교재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A strange thing happened to me this morning.
과거의 경험들 (1)
2) 강의 목표
ㆍ회사, 학교, 주말에 있었던 일등 과거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ㆍwas ~ing 등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여 ‘나는 과거에 ~하던 중이었다.’는
1

표현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다양한 상황의 과거 경험 말해보기
ㆍwas ~ing 를 활용한 다양한 패턴 연습
ㆍ~에 대해 말하자면(speaking of~), 기억이 안난다(can't recall),
~라고는 생각도 못해봤다(never imagined that~)의 표현을 사용한
문장 연습
1) 강의 주제 : A strange thing happened to me this morning.
과거의 경험들 (2)
2) 강의 목표
1

2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과거 경험 말하기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We are looking for a house to rent for the summer.
- 집 구하기 (1)
2) 강의 목표
ㆍ집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말할 수 있다.
ㆍto rent, for rent, for sale의 차이를 알고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ㆍfurnished house, It's bargain 등 집 구할 때 사용 가능한 유용한 부가

원격강의

표현을 익혀 말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집, 가구, 집 rent 관련 어휘 및 활용 문장 연습
ㆍto rent, for rent, for sale
ㆍIt's bargain, The price is negotiable. 등의 즉시 활용 가능한 유용한 표현
1) 강의 주제 : We are looking for a house to rent for the summer.
- 집 구하기 (2)
2) 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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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집 rent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What are you going to wear today? - 옷 입기 (1)
2) 강의 목표
ㆍ옷과 세탁에 관한 표현을 익혀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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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wear의 다양한 쓰임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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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림질하다.’, ‘드라이클리닝하다.’ 등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원격강의

사용하는 표현을 익혀 말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옷과 세탁에 관한 어휘 및 활용 문장 연습
ㆍworn out, send to cleaners, iron/press, dry-clean 등의 표현 학습
1) 강의 주제 : What are you going to wear today? - 옷 입기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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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옷과 세탁하기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You have your point of view, and I have mine.
- 의견차에 대해 말하기 (1)
2) 강의 목표
ㆍ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말하기를 할 수 있다.
ㆍ황에서 활용 가능한 표현을 익혀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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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토론 시에 필요한 다양한 동사를 익혀 영어로 토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point of view에 관한 어휘(opposing views, difference 등)
ㆍ의견 말하거나 묻기 관련 문장 및 패턴 연습
ㆍdiscuss, argue, resolve 등 다양한 토론 관련 동사 학습 및 토론 시
활용 가능한 문장 패턴 연습
1) 강의 주제 : You have your point of view, and I have mine.
- 의견차에 대해 말하기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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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등의 표현을 익히고
타인과의 의견 차를 좁혀가는 말하기 학습 등 ‘토론’ 시 활용 가능한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If it doesn’t rain tomorrow, I think I’ll go shopping.
- 미래 활동 계획하기 (1)
2) 강의 목표
ㆍ미래에 해야할 일, 계획 등에 대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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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f~ 조건절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ㆍ나의 계획을 말한 뒤 상대의 계획을 묻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미래 할 일, 되고 싶은 것, 활동 계획 등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 익히기
ㆍif를 활용하여 나의 계획 말하기
ㆍwhat would you~ 표현을 통해 상대의 미래 계획 묻기
1) 강의 주제 : If it doesn‘t rain tomorrow, I think I’ll go shopping.
- 미래 활동 계획하기 (2)
ㆍ학습 교안
2) 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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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1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3) 강의 세부내용

→ 4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미래 계획, 활동에 대해 말해보기 및 상대방의 계획 묻기 대화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I would have gone on the picnic if it hadn’t rained.
- 과거에 가능했던 일 (1)
2) 강의 목표
ㆍ과거에 가능했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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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정법 과거완료를 활용한 문장을 이용하여 실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if + 주어 + 과거완료(had+p.p)를 이용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ㆍ주어 + would/should/could/might + 현재완료형(have+p.p)룰 활용하여
맥락에 맞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 강의 주제 : I would have gone on the picnic if it hadn’t rained.
- 과거에 가능했던 일 (2)
2) 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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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가정법 과거완료를 활용한 문장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I can’t stand summer weather.
-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1)
2) 강의 목표
ㆍ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다양한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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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ㆍ운동, 영화, 음식, 사람 등 여러 맥락에서의 호불호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I like~, can't stand, dislike, favorite 등 호불호에 관한 다양한 표현 학습
및 문장 연습
1) 강의 주제 : I can’t stand summer weather.
-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2)
2) 강의 목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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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의견 나누기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If you want my advice, I don’t think you should go.
- 충고하기 (1)
2) 강의 목표
ㆍ조언하다. 충고하다, 제안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영어문장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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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상대에게 조언하는 상황에서 능숙하게 말할 수

원격강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조언, 의견 제안, 충고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본 표현 익히기
ㆍIf you want my advice~, I suggest that~, I've always tried not to interfere
in 등의 활용 표현 익히기
1) 강의 주제 : If you want my advice, I don’t think you should go.
- 충고하기 (2)
2) 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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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충고, 조언, 제안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Would you please hold the door open for me?
- 도움 청하기 (1)
2) 강의 목표
ㆍ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말하기 표현을 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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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대방의 도움이나 수고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상대방의 감사의 인사에 대한 겸양의 표현을 말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would you please~, would you be so kind as to~ 표현 학습
ㆍtake the trouble to~, It wasn't any bother. 등의 표현 연습
1) 강의 주제 : Would you please hold the door open for me?
- 도움 청하기 (1)
2) 강의 목표
ㆍ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말하기 표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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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대방의 도움이나 수고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상대방의 감사의 인사에 대한 겸양의 표현을 말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would you please~, would you be so kind as to~ 표현 학습
ㆍtake the trouble to~, It wasn't any bother. 등의 표현 연습
1) 강의 주제 : I’ll see you off at the airport. - 여행 떠나기 (1)
2) 강의 목표
ㆍ여행 및 여행 사전 준비와 관련된 어휘 및 표현을 학습하여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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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권 신청 및 발급, 은행 방문 및 인출, 세관 신고 관련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여행 및 여행 준비 관련 어휘 및 표현
ㆍ여권, 현금 인출, 세관 신고 관련 문장 패턴 연습
1) 강의 주제 : I’ll see you off at the airport. - 여행 떠나기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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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여행 떠나기 전 사전 준비 관련 각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What’s your nationality? - 국가와 국적 (1)
2) 강의 목표
ㆍ국가와 국적을 묻고 답할 수 있다.
ㆍ특정 국가의 인구 및 주의 개수, 자원, 지정학적 특성 등에 대해 상대방에
21

대해 소개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국적, 국가 관련 어휘 및 표현
ㆍ특정 국가의 주, 인구, 경제 발전, 지정학적 특성, 자원 등을 소개하는
표현학습

중
8

간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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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의 주제 : What’s your nationality? - 국가와 국적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22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국적과 국가를 소개하는 상황에서의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Geographically, Korea is locat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 지리와 지형 (1)
2) 강의 목표
9

23

ㆍ지리와 지형, 기후에 관한 어휘와 표현을 알 수 있다.
ㆍ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형적 특징을 말하는 연습을 통해 한국의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지리적 특성을 소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기후, 지대, 지형, 산업, 반도 등 지리와 지형에 관한 어휘·표현·문장 연습
1) 강의 주제 : Geographically, Korea is locat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 지리와 지형 (2)
2) 강의 목표
24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지리와 지형에 관한 어휘 및 표현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learn to read and write.
- 학교와 교육 (1)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학교급별 용어와 미국학제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25

ㆍ학년, 학위, 전공, 성적에 관련된 어휘를 알고 관련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ㆍ과외활동에 관한 표현을 알고 말할 수 있다.

ㆍ레포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A4 2~3장 분량의 서술형 과제)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3) 강의 세부내용
ㆍ학교와 교육에 관한 어휘 및 표현 익히기
ㆍ학년, 성적, 전공, 학위, 과외활동에 관한 대화 연습
1) 강의 주제 :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learn to read and write.
- 학교와 교육 (2)
2) 강의 목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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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학교와 교육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What kind of work do you do? - 일과 직업 (1)
2) 강의 목표
ㆍ다양한 직종과 직업 관련 어휘를 말할 수 있다.
27

ㆍ커리어 성장, 개업, 근무 조건 등의 직업 주제 관련 세부 표현을 익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다양한 직종, 직업 관련 어휘
ㆍ개업, 업무적 성장, 근무 환경 및 복지 등 주제 관련 세부 표현 학습

1) 강의 주제 : What kind of work do you do? - 일과 직업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28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일과 직업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I’m supposed to make a presentation on Friday.
- 미팅과 마케팅 (1)
2) 강의 목표
ㆍ미팅과 마케팅에 관한 각종 주요 어휘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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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의, 발표, 마케팅 관련 유용한 대화 패턴을 익혀 비즈니스 영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회의, 발표, 메일링, SNS, 그 외 각종 마케팅 관련 어휘 및 표현
ㆍ어휘 학습을 바탕으로 즉시 실무에 적용 가능한 발표, 회의, 마케팅 관련
비즈니스 영어 문장 패턴 학습
1) 강의 주제 : I’m supposed to make a presentation on Friday.
- 미팅과 마케팅 (2)
2) 강의 목표
30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미팅, 발표, 마케팅 등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 취미와 관심사 (1)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다양한 취미의 종류별 어휘를 알고 말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관심사에 대한 몰입 정도를 표현하는 세부 문장 패턴을 익혀 능숙하게
31

상대에게 자신의 취미를 소개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3) 강의 세부내용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다양한 취미, 관심사별 영어 어휘
ㆍ'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관용적 서술형 표현 패턴
학습
1) 강의 주제 :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 취미와 관심사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32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강의 세브내용
ㆍ취미와 관심사 소개 관련 대화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2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 여가 활동 (1)

12

2) 강의 목표
ㆍ레저, 레크리에이션 관련 다양한 종류의 어휘를 알고 말할 수 있다.
ㆍ스포츠 및 포지션, 시합, 점수 등을 설명하는 표현을 익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33

ㆍ트레이닝, 클럽 활동, 캠핑 등 여가 생활 관련 표현을 익혀 대화를 나눌 수

원격강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레저, 레크리에이션 관련 어휘 학습
ㆍ스포츠 종목 및 해당 스포츠를 관련 문장 패턴 연습
ㆍ캠핑, 트레이닝 등 여가 생활 관련 어휘 및 문장 패턴 연습
1) 강의 주제 :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 여가 활동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34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여가 활동 관련 대화 상황 시 활용 가능한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There wasn’t much news in the paper today.
- 신문과 인터넷 (1)
2) 강의 목표
ㆍ신문, 잡지, 인터넷 관련 어휘를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다.
35

ㆍ신문, 잡지, 인터넷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대화상황에서 맥락에 맞게 영어

원격강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신문과 뉴스, 잡지, 인터넷 관련 어휘
ㆍ비즈니스, 광고, 선거 등 매체에서 다루는 주제별 대화 상황 문장 패턴 연습
1) 강의 주제 : There wasn’t much news in the paper today.
- 신문과 인터넷 (2)
2) 강의 목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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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신문, 뉴스 잡지, 인터넷 매체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 강의 주제 : I don’t watch a lot of TV anymore. - TV와 미디어 (1)
2) 강의 목표
ㆍ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 관련 어휘를 알고 이를 응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다.
37

ㆍTV 매체를 주제로 하는 회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TV 관련 각종 어휘 학습
ㆍ뉴스, 다큐멘터리, 일기예보 등 TV 프로그램 관련 어휘 및 관련 문장 패턴
연습
1) 강의 주제 : I don’t watch a lot of TV anymore. - TV와 미디어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38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TV 매체 및 프로그램 관련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14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What’s your favorite kind of music? 음악과 문학 (1)
2) 강의 목표
ㆍ다양한 음악과 문학의 장르에 관한 어휘를 학습하고 말할 수 있다.
ㆍ좋아하는 음악과 음악인, 책과 저자를 영어로 소개하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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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좋아하다'는 의미의 다양한 표현 학습
ㆍ음악의 장르, 악기 관련 어휘 및 관련 문장 패턴 연습
ㆍ문학의 장르, 작가 관련 어휘 및 관련 문장 패턴 연습

1) 강의 주제 : What’s your favorite kind of music? - 음악과 문학 (2)
2) 강의 목표
ㆍ전 차시 학습 내용에 대한 패턴 및 제시된 context 속 role play를 통해 문장을
40

완벽히 익히고 실제 회화 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좋아하는 음악과 문학, 서적 및 그 이유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주요 표현의 Pattern Drill 연습 후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의 Role play 연습

기
15

말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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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강의유형

콘텐츠구현방식 : Html 기반 + VOD형
이론중심
- 교수님의 강의와 동료 학습자 패널들과 함께 실제 회화를 연습해보며 일상 회화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재미있는 클레이 애니메이션과 이미지 영상 시청 통해 학습동기 유발 및 배경지식 활성화)

강의특성

(매 차시별 네이티브가 녹음한 학습내용 mp3 다운로드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반복 연습 가능)
- 언어학자 코넬리우스의 회화 훈련법 기반 교재 선정
(영어는 반복해서 듣고 직접 말해봐야 자신의 것이 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저명한 언어학자 코넬리우스가선별,
구성한 문장을 반복 훈련 학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