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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영문학의 역사와 문예사조 이해 및 각 시대가 지닌 역사적 사상적 배경 고찰을 통해 영국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수업목표

▪ 시기별 시, 소설, 드라마 등 각 장르에 걸친 다양한 작품들을 이해하여 구분할 수 있다.
▪ 영문학의 기본 개념, 정의, 문학 언어의 성격, 표현양식, 비평의 방법, 시작법의 기본원리 등을 습득하여 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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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주차

· 성적공개 후 3일간
ㆍ2021년 1월 학점인정 신청 가능
ㆍ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
- An Outline of English Literature by G.C.
Thornley & Gwyneth Roberts (Longman) 2006
- 학습 교안

부교재
(저자,출판사,

- English Literature by Martin Stephen, (Longman), 2005

출판년도 포함)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영국, 영국사 그리고 영국문학
2) 강의 목표
ㆍ영문학의 배경이 되는 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략한 설명할 수 있다.
1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영국의 역사 overview
ㆍ영국문학 사전 지식 체크
ㆍ영국문학 시대별 분류
1) 강의 주제 : 고대 영문학
2) 강의 목표
ㆍPrehistoric Britain~Medieval Britain까지의 주요 역사적 사건 이해를 바탕으로
앵글로 색슨이 정착하기까지 영문학의 시대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
1

ㆍBeowulf의 배경 및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문학사적 의의를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Britain의 역사
ㆍBeowulf
1) 강의 주제 : 중세 영문학 1
2) 강의 목표
ㆍ중세 영어(Middle English)의 특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Geoffrey Chaucer의 영문학사적 의의를 말할 수 있다.
3

ㆍThe Canterbury Tales의 내용 및 구성과 등자인물의 특징, 공헌점을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중세 영어의 특징
ㆍGeoffrey Chaucer
ㆍThe Canterbury Tales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중세 영문학 2
2) 강의 목표
ㆍRomance(Medieval Romance) 장르의 특징 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ㆍ아더왕 전설을 이해하고 관련 작품의 주요 내용과 특성 및 의의를 제시할 수
4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Romance
ㆍKing Arthur
ㆍThomas Malory's Le Morte d'Arthur
1) 강의 주제 : 16세기 영문학 1
2) 강의 목표
ㆍ영시의 정의와 형식, 시적 장치 및 전통시의 유형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poetry의 Word, Sound, Imagery)
(Figurative Language)
(Rhythm and Meter - foot, line, Stanza)
2

5

(Patterns of Traditional Poems)

원격강의

ㆍ영시를 눈으로 읽고 직접 낭송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What is poetry?
ㆍpoetry의 Word, Sound, Imagery
ㆍFigurative Language
ㆍRhythm and Meter (foot, line, Stanza)
ㆍPatterns of Traditional Poems
1) 강의 주제 : 16세기 영문학 2
2) 강의 목표
ㆍShakespeare의 생애와 문학적 공헌점을 말할 수 있다.
ㆍShakespeare의 작품 중 유형별 대표작을 나열할 수 있다.
6

ㆍShakespeare의 sonnet 본문을 읽고 감상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hakespeare의 생애
ㆍShakespeare's contributions
ㆍShakespeare's works (Comedies, Tragedies, Histories)
ㆍSonnet 읽기
1) 강의 주제 : 16세기 영문학 3
2) 강의 목표
ㆍRenaissance시대의 전반 특징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ㆍMachiavelli의 삶과 대표작 ‘The Prince’를 감상하고 주요 내용을 말할 수
있다.
7

ㆍThomas More의 삶과 대표작 ‘Utopia’를 감상하고 주요 내용을 제시할 수

원격강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Renaissance 및 English Renaissance
ㆍMachiavelli와 The Prince
ㆍThomas More와 Utopia

1) 강의 주제 : 16세기 영문학 4
2) 강의 목표
ㆍdrama의 종류 및 특징, 발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ㆍ16세기 이전 연극의 대표작을 열거할 수 있다.
ㆍ대표적 드라마인 Everyman을 감상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8

원격강의
3) 강의세부내용
ㆍDrama
ㆍMystery Play
ㆍMorality Play
ㆍElizabethan and Jacobean Play
ㆍEveryman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16세기 영문학 5
2) 강의 목표
ㆍSenecan tragedy가 영국 Drama에 끼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ㆍGreek tragedies & Elizabethan tragedies를 알고 그 특징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
9

ㆍChristopher Marlowe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Ben Johnson의 삶을 이해하고 대표작을 나열할 수 있다.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Greek tragedies & Elizabethan tragedies
ㆍChristopher Marlowe
ㆍBen Johnson

1) 강의 주제 : 16세기 영문학 6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Shakespeare 희곡의 대표작 및 그 내용과 주요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Shakespeare 희곡의 대사들을 직접 감상하고 내용을 말할 수 있다.
10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1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ㆍShakespeare's plays 개요

→ 4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General themes and issues in Shakespeare's plays
ㆍRoyal Shakespeare Company
ㆍShakespeare Quotes 감상

1) 강의주제 : 16세기 영문학 7
2) 강의 목표
ㆍShakespeare's four great tragedies를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ㆍMacbeth의 개요 및 특징을 이해하고 원문을 감상할 수 있다.
11

ㆍHamlet의 개요 및 특징을 이해하고 원문을 감상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hakespeare's four great tragedies
ㆍMacbeth 이해
ㆍHamlet 이해

1) 강의 주제 : 17세기 영문학 1
2) 강의 목표
ㆍMetaphysical poets의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12

ㆍJohn Donne의 생애를 이해하고 작품 감상 및 주요 주제를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Metaphysical poets
ㆍJohn Donne
ㆍThe Flea
1) 강의 주제 : 17세기 영문학 2
2) 강의 목표
ㆍCarpe Diem theme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ㆍBen Jonson의 생애 및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ㆍRobert Herrick과 Ben Jonson의 관계를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특징을
13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Carpe Diem
ㆍBen Jonson
- Song : To Celia
- The Hourglass
ㆍRobert Herrick
- To the Virgins, to Make Much of Time

5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17세기 영문학 3
2) 강의 목표
ㆍEnglish Civil War 와 공화정-청교도 혁명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ㆍJohn Milton의 삶과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그의 작품 스타일을 제시할
14
5

수 있다.
ㆍParadise Lost의 본문을 감상하고 그 내용과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English Civil War
ㆍJohn Milton
- Paradise Lost

1) 강의 주제 : 17세기 영문학 4
2) 강의 목표
ㆍ왕정복고기의 시대상을 이해하여 작가의 삶 및 작품 이해에 반영할 수
있다.
ㆍheroic couplet과 mock epic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ㆍJohn Dryden의 삶과 그의 작품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실제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5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Restoration
ㆍMock epic
ㆍHeroic couplet
ㆍJohn Dryden
- All for Love
- Other quotes
- Song to a Fair Young Lady Going out of Town in the Spring

1) 강의 주제 : 17세기 영문학 5
2) 강의 목표
ㆍAlexander Pope의 삶을 이해하고 작품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
ㆍAlexander Pope의 작품을 감상하고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16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Alexander Pope
- An Essay on Criticism
- Eloisa to Abelard
- Ode on Solitude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1
2) 강의 목표
ㆍSamuel Johnson의 삶과 주요 업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

ㆍSamuel Johnson의 작품을 학습한 뒤, 실제 본문을 읽고 감상할 수 있다.
17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ㆍSamuel Johnson
-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 Rasselas
- other quotes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2
2) 강의 목표
ㆍ새로운 장르인 소설 발생의 기원, 배경 및 소설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18

ㆍ소설 장르의 선구자들과 그 작품을 나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Rise of Novel
ㆍNovelists
ㆍPioneers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3
2) 강의 목표
ㆍJohn Bunyan과 Daniel Defoe의 삶을 이해하고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9

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ㆍJohn Bunyan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 The Pilgrim's Progress
ㆍDaniel Defoe
- Robinson Crusoe
- The Education of Women
- 기타 작품 본문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4
2) 강의 목표
ㆍJonathan Swift 삶과 Satire (풍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

ㆍpamphlet의 의의를 이해하고 Swift의 작품을 감상하여 주요 내용을 제시할
20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wift의 삶과 Satire (풍자)
- Gulliver's Travels
- 기타 작품 감상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5
2) 강의 목표
ㆍ이성의 시대 (The Age of Reason) 이후 낭만주의(Romanticism)의 발현에
이해하여 정리할 수 있다.
21

ㆍWilliam Blake와 Robert Burns와 같은 Pre-Romantics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낭만주의 (Romanticism)
ㆍWilliam Blake
ㆍRobert Burns
중
8

간

고

사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6
2) 강의 목표
ㆍ프랑스 혁명과 루소(Rousseau)가 낭만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하여 서술할 수 있다.
22

ㆍ<서정담론>(Lyrical Ballads)에 드러난 낭만주의 사상을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프랑스 혁명과 루소
ㆍWordsworth와 Coleridge
ㆍ서정담론 (Lyrical Ballads)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7
2) 강의 목표
ㆍ후기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를 감상하고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9

23

ㆍByron 및 Shelley의 작품을 감상하고 주요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후기 낭만주의 작품의 특징
ㆍLord Byron
ㆍP.B. Shelley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8
2) 강의 목표
ㆍJohn Keats의 삶을 이해하고 실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ㆍ묘지파 시인들 (Graveyard poets)의 작품을 학습하고 특징을 정리할 수
24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John Keats와 송가(ode)
ㆍJohn Keats의 시
ㆍGraveyard poets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18세기 영문학 9
2) 강의 목표
ㆍ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Samuel Richardson의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해

ㆍ학습 교안

설명할 수 있다.
25

ㆍGothic Novel에 대해 알아보고, Mary Shelley의 Frankenstein을 이해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ㆍ레포트
(학습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A4 1~2장 분량의 서술형 과제)

3) 강의 세부내용

→ 10~11주차에 이주간 진행

ㆍSamuel Richardson & Pamela
ㆍGothic Novel
ㆍMary Shelley & Frankenstein
1) 강의 주제 : 19세기 영문학 1
2) 강의 목표
ㆍ빅토리아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정리할 수 있다.
10

26

ㆍ빅토리아 시대 주요 시인들과 그 작품을 나열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Victorian Age
ㆍAlfred Lord Tennyson "In Memoriam"
ㆍRobert Browning 및 Matthew Arnold
1) 강의 주제 : 19세기 영문학 2
2) 강의 목표
ㆍ라파엘 전파(Pre-Raphaelites)의 주장 및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의 주요
내용을 말할 수 있다.
27

ㆍSwinburne 및 Christina Rossetti의 작품 본문을 실제 감상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Pre-Raphaelites
ㆍSwinburne
ㆍChristina Rossetti
1) 강의 주제 : 19세기 영문학 3
2) 강의 목표
ㆍVictorian Age에 대해 주요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28

ㆍJane Austen의 작품을 감상하고 주요 목표를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Jane Austen
ㆍPride and Prejudice
ㆍSense and Sensibility
1) 강의 주제 : 19세기 영문학 4
2) 강의 목표
ㆍ빅토리아 시대 사회적 배경 및 개요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ㆍSir Water Scott 및 Elizabeth Gaskell의 삶을 이해하고 실제 작품을 감상할
11

29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Victorian society
ㆍSir Water Scott
ㆍElizabeth Gaskell
1) 강의 주제 : 19세기 영문학 5
2) 강의 목표
ㆍ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지위 및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 이해하여 말할 수
있다.
30

ㆍBrontë sisters의 작품을 감상하고 주요 내용 및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Victorian women
ㆍEmily Brontë
ㆍCharlotte Bronte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19세기 영문학 6
2) 강의 목표

ㆍ학습 교안

ㆍCharles Dickens과 George Eliot의 삶을 이해하고 작품 본문을 감상하여
31

설명할 수 있다.

ㆍ오디오 음성 강의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2차 토론
(학습주제에 대해 학습자들과
의견 나누며 과목 이해하기)

ㆍCharles Dickens의 삶

→ 12주차에 일주간 진행

ㆍCharles Dickens의 작품
ㆍGeorge Eliot의 삶과 작품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1
2) 강의 목표
ㆍ19세기말 20세기 초의 영국 시인들과 작품을 나열할 수 있다.
ㆍThomas Hardy 및 Gerard Manley Hopkins의 삶을 이해하고 시를 감상할
12

32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modern poetry
ㆍThomas Hardy & poems
ㆍGerard Manley Hopkins & poems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2
2) 강의 목표
ㆍ상징주의 시를 이해하고 주요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33

ㆍYeats의 시를 감상하고 목표와 문학사적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ymbolic poetry
ㆍW. B. Yeats
ㆍYeats의 시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3
2) 강의 목표
ㆍ1차 세계 대전이 문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여 서술할 수 있다.
ㆍT.S. Eliot 및 Dylan Thomas의 삶과 대표작을 알고 실제 작품을 감상할
34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전쟁과 문학 작품
ㆍT.S. Eliot
ㆍDylan Thomas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4
2) 강의 목표
ㆍ다윈주의(Darwinism)를 비롯한 20세기의 새로운 담론에 대해 이해하여
제시할 수 있다.
13

35

ㆍThomas Hardy의 삶을 살펴보고 작품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Darwinism과 20세기
ㆍThomas Hardy의 삶
ㆍThomas Hardy의 작품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5
2) 강의 목표
ㆍJoseph Conrad의 삶을 이해하고 주요 작품을 나열할 수 있다.
36

ㆍD.H.Lawrence 및 Aldous Huxley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Joseph Conrad
ㆍD.H.Lawrence
ㆍAldous Huxley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6
2) 강의 목표
ㆍ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과 자유 연상(free association)의
정의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7

ㆍJames Joyce의 삶을 이해하고 작품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tream of consciousness & free association
ㆍJames Joyce
ㆍThe Dubliners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7
2) 강의 목표
ㆍ인상주의 기법과 내면의 독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14

38

ㆍVirginia Woolf의 삶과 작품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인상주의 기법과 내면의 독백
ㆍVirginia Woolf의 삶
ㆍVirginia Woolf의 작품

1) 강의 주제 : 20세기 영문학 8
2) 강의 목표
ㆍ전후의 변화와 post-modernism에 대해 이해하여 정리할 수 있다.
39

ㆍWilliam Golding과 기타 현대 작가들을 나열하고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ㆍPost-war world
ㆍWilliam Golding & The Lord of the Flies
ㆍ그 외 현대 작가들 및 이후 동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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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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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강의유형

콘텐츠구현방식 : Flash + VOD형
이론중심

원격강의

ㆍ학습 교안
ㆍ오디오 음성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