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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 영국문학에 대한 고대 및 중세시대부터 18세기, 낭만주의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개괄적인 흐름과 특성을 알고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학사적 의의와 공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수업목표

3. 영국 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와 문화에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모더니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문예사조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그 의의를 논의할 수 있다.
4. 각 문예사조를 대표하는 영국문학 작품의 감상과 분석을 통해 영문 원서를 정독할 수 있다.
5. 모더니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특징과 이해를 통해 작품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적 시각을 함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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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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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 학습교안

주차

차시

부교재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고대 영국 문화와 문학
2) 강의 목표
ㆍ고대 영어 문학의 형성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영국문학사에 있어 고대 영어 문학의 의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1

ㆍ고대 영어 문학의 대표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고대 영어 문학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배경
ㆍ고대 영어 문학의 의의와 특징- 고대 영시를 중심으로
ㆍ고대 영어 문학의 대표 작가와 작품들

1

1) 강의 주제 : 고대 영시의 대표작 - Beowulf
2) 강의 목표
ㆍ고대 영시의 대표작인 Beowulf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ㆍBeowulf를 통해 고대 영시의 전반적인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영문학사에
있어 Beowulf의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기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고대 영시의 대표작 Beowulf
ㆍBeowulf를 통해 본 고대 영시의 전반적인 특징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중세 영국문화와 문학
2) 강의 목표
ㆍ중세 영어 문학의 형성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ㆍ중세 영어 문학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중세 영어 문학의 형성 시기와 과정
ㆍ중세 영어 문학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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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중세 영어 문학의 대표적 작가와 작품
2) 강의 목표
ㆍ중세 영어 문학의 대표작인 The Canterbury Tales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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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he Canterbury Tales 원작 일부의 내용을 정독함으로써 중세 영어 문학의 전반
적인 형태와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The Canterbury Tales를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논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The Canterbury Tales
ㆍThe Canterbury Tales를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

1) 강의 주제 : 영국 르네상스 시대
2) 강의 목표
ㆍ영국 르네상스 시대 영어 문학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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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국문학사에 있어 영국 르네상스 시대 영어 문학의 의의와 특징을 논의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영국 르네상스 시대 영어 문학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ㆍ영국 르네상스 시대 영어 문학의 의의와 특징

1) 강의 주제 : 영국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 작가와 작품 1

3

2) 강의 목표
ㆍ영국 르네상스 시대에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Shakespeare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ㆍShakespeare의 대표적 비극 작품인 King Lear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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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King Lear 원작 일부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작품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논의

원격강의

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hakespeare의 주요 비극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작품세계
ㆍKing Lear
ㆍKing Lear를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
1) 강의 주제 : 영국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 작가와 작품 2
2) 강의 목표
ㆍShakespeare의 주요 희극 작품들의 전반적인 작품세계를 분석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Shakespeare의 대표적 희극 작품인 Twelfth Night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ㆍ오디오 음성 강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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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welfth Night 원작 일부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작품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원격강의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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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의 세부내용
ㆍShakespeare의 주요 희극 작품들의 전반적인 작품세계
ㆍTwelfth Night
4

ㆍTwelfth Night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들
1) 강의 주제 : 17세기 초반의 영국문학
2) 강의 목표
ㆍ영국 17세기 초반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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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국 17세기 초반의 전반적인 문학 활동을 살펴보고, 특히 왕성했던 당시 영국
시의 특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영국 17세기 초반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ㆍ영국 17세기 초반의 문학의 의의와 특징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17세기 초반의 주요 작가와 작품
2) 강의 목표
ㆍ17세기 초반 형이상학파 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17세기 초반 대표적인 작가인 John Donne의 “The Flea" 정독을 통해 형이상학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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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ㆍ17세기 초반의 또 다른 대표 작가인 John Milton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17세기 초반 형이상학파 시의 개념과 특징
ㆍJohn Donne의 “The Flea"
ㆍJohn Milton의 Paradise Lost
5
1) 강의 주제 : 왕정복고와 18세기
2) 강의 목표
ㆍ왕정복고기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ㆍ영국 왕정복고와 18세기의 전반적인 문학 활동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의의를
10

분석할 수 있다.
ㆍ본격적인 영국 소설의 탄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왕정복고기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
ㆍ영국 왕정복고와 18세기 문학 활동의 특징
ㆍ영국 소설의 탄생

1) 강의 주제 : 왕정복고기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
2) 강의 목표
ㆍJohn Dryden의 “A Song for St. Cecilia's Day”를 정독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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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John Dryden의 작품에 나타나는 영국 왕정복고시대 작품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John Dryden의 “A Song for St. Cecilia's Day”
ㆍ영국 왕정복고시대 작품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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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18세기 영국문학
2) 강의 목표
ㆍ18세기 영국문학 중 신고전주의적 영시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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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8세기의 신고전주의 대표 작가와 작품들을 기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18세기 신고전주의 개념과 특징
ㆍ18세기 신고전주의 대표 작가와 작품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시의 대표적 작가와 작품
2) 강의 목표
ㆍ신고전주의 대표작가인 Alexander Pope의 The Rape of the Lock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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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체 시 중 Canto III을 정독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ㆍThe Rape of the Lock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Alexander Pope의 The Rape of the Lock
ㆍThe Rape of the Lock Canto III
ㆍThe Rape of the Lock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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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18세기 소설의 출현
2) 강의 목표
ㆍSwift의 Gulliver's Travel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ㆍDefoe의 Robinson Crusoe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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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두 작품의 영문학사적 의의와 가치를 논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Swift의 Gulliver's Travels
ㆍDefoe의 Robinson Crusoe
ㆍ두 작품의 영문학사적 의의와 가치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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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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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낭만주의 시대
2) 강의 목표
ㆍ영국 낭만주의 시대 영국 문학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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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국 낭만주의 시대 영어 문학과 신고전주의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영국 낭만주의 시대 영국 문학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ㆍ영국 낭만주의 시대 영어 문학과 신고전주의 비교 분석
9

1) 강의 주제 :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가와 작품
2) 강의 목표
ㆍ영국 낭만주의 특성이 잘 반영된 William Wordsworth의 “My Heart Leaps Up”을
정독하여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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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국 낭만주의의 제2세대인 John Keats의 “Ode to a Nightingale”을 정독하여

원격강의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William Wordsworth의 “My Heart Leaps Up”
ㆍJohn Keats의 “Ode to a Nightingale”
1) 강의 주제 : 빅토리아 시대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영국 빅토리아 시대 영국 문학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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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빅토리아 시대의 다양한 문학 활동 중 특히 왕성했던 소설 분야의 시대적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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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의 세부내용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ㆍ영국 빅토리아 시대 영국 문학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ㆍ영국 빅토리아 시대 영국 소설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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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주제 : 빅토리아 시대 대표적 작가와 작품
2) 강의 목표
ㆍGreat Expectations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Charles Dickens의 작품세계와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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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Great Expectations의 내용을 빅토리아조 쟁점에 따라 분석해보고 문학사적 의의에

원격강의

대해 논의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Charles Dickens의 Great Expectations
ㆍCharles Dickens의 Great Expectations의 문학사적 의의
1) 강의 주제 : 19세기 말 ~ 20세기 초 대표 작가와 작품
2) 강의 목표
ㆍ탈식민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9

ㆍHeart of Darkness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탈식민주의의 개념과 특징
ㆍJoseph Conrad의 Heart of Darkness
11
1) 강의 주제 : 20세기 초반의 영국문학
2) 강의 목표
ㆍ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0

ㆍ20세기 초반에 대두된 모더니즘 문예사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ㆍ영국 모더니즘 문예사조의 특징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20세기 초반 영국의 대표 작가와 작품 1
2) 강의 목표
ㆍD. H. Lawrence의 전반적인 작품세계와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Sons and Lovers를 정독하고 모더니즘의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할
21

수 있다.
ㆍSons and Lovers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논의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3) 강의 세부내용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D. H. Lawrence의 전반적인 작품세계와 특징
ㆍSons and Lovers
ㆍSons and Lovers에 대한 다양한 관점

12

1) 강의 주제 : 20세기 초반 영국의 대표 작가와 작품 2
2) 강의 목표
ㆍ20세기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ㆍVirginia Woolf의 A Room of One's Own을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2

ㆍVirginia Woolf의 다른 작품들에 반영된 모더니즘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페미니즘의 개념과 특징
ㆍVirginia Woolf의 A Room of One's Own
ㆍVirginia Woolf의 모더니즘적 특징
1) 강의 주제 : 20세기 초반 영국의 대표 작가와 작품 3
2) 강의 목표
ㆍT. S. Eliot의 ‘몰개성 시론’(poetry of impersonality)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3

ㆍ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을 정독함으로써 Eliot 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T. S. Eliot의 ‘몰개성 시론’(poetry of impersonality)
ㆍ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을 통해 본 T. S. Eliot의 시 세계

13

1) 강의 주제 : 20세기 후반 -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2) 강의 목표
ㆍ20세기 후반 영국의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4

ㆍ20세기 후반에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 문예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20세기 후반 영국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ㆍ영국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1) 강의 주제 :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 작가와 작품 1
2) 강의 목표
ㆍWaiting for Godot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5

ㆍ부조리극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ㆍWaiting for Godot에 반영된 부조리극의 특징적인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Waiting for Godot
ㆍ부조리극의 개념과 특징
14
1) 강의 주제 :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 작가와 작품 2
2) 강의 목표
ㆍFrench Lieutenant's Woman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6

ㆍFrench Lieutenant's Woman에 반영된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The French Lieutenant's Woman
ㆍThe French Lieutenant's Woman에 반영된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
기

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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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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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