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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연도/학기

2020년 2학기

운영

신현경,김명식,김은주,남우형,박서연,

교·강사

교·강사명

위준성,이은혜,이재은,임해경,전나리

E-mail

학점/
이수시간

고등학교 졸업자
3학점 / 15주

수강대상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hakjum@ybm.co.kr

교·강사

02-2009-0524

전화번호

1. 초급 영어회화보다 심화된 문법 및 문장 구조와 한국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학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
수업목표

2. 학습한 주요 표현의 녹음 실습 및 원어민 음성과의 발음/억양/강세 비교를 세련된 영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3. 영어사용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문화 차이를 주제별로 이해 및 적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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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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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저자,출판사,

부교재
- Side by Side, BOOK3, Steven J. Molinsky, Bill Bliss, PEARSON Longman

출판년도 포함)

주차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차시별 강의내용

차시

수업진행방법

학습자료

(원격/출석)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강의 주제 : They're Busy. (p. 2) /
* House work(chores) Wife vs Husband
2) 강의 목표
ㆍBe Verbs (Simple Present Tense / Present Continuous Tense)
ㆍPronouncing reduced 'are'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House work
1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imple Present Tense 개념 이해
ㆍBe verbs 이해
ㆍPresent Continuous
ㆍ문화 읽기(House Work(chores)
-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 관련
- 여성과 남성의 집안일 분담 및 표현 등

1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What Are They Doing?(p. 3) / * Hobbies
2) 강의 목표
ㆍPresent Continuous Tense / Present Simple
ㆍDescribing habitual & ongoing activities
1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Hobbies
2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Listening for correct tense and person in information question를
통한 Present Simple Tense 연습
ㆍ문화 읽기[Hobbies]
- Hobby Vs Habit
- 스카이 다이빙, 영화 감상 등 취미 관련 이야기
1) 강의 주제 : Do You Like to Ski? (p. 4) / * Getting Stuck in traffic
2) 강의 목표
ㆍNegative Short Form / All Entertainment
ㆍTelling about likes & dislikes

ㆍ강의자료

ㆍTelling about interest
3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Getting Stuck in Traffic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3) 강의 세부내용
ㆍDialogue Practice (your interest)
ㆍTelling about likes & dislikes
ㆍ문화 읽기[Getting Stuck in Traffic]
- 처음 운전이 가능한 나이, 러시아워 등
1) 강의 주제 : How Often?(p. 7, 8) / * Grandparents
2) 강의 목표
ㆍDescribing frequency of actions
ㆍTime Expressions (How often) & Possessive Adjectives

ㆍ강의자료

ㆍTelling about personal background
4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Grandparents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3) 강의 세부내용
ㆍPractice: Time Expressions
ㆍPossessive Adjectives
ㆍ문화 읽기[Grandparents]
- 조부모의 직업, 성품 등 조부모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대화 나누기
1) 강의 주제 : Did They Sleep Well Last Night? (p. 12, 13)/ * A tearjerker
2) 강의 목표
ㆍSimple past tense (regular & irregular verbs)
ㆍReporting past activities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A movie
2

5

3) 강의 세부내용
ㆍSimple past tense
ㆍPractice : Simple past
ㆍ문화 읽기[A movie]
- a movie Vs the movies(place) Vs A theater(live performance
on the stage)
- 영화 장르, 좋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How Did Marty Break His Leg? (p. 14, 15) / * Accidents
2) 강의 목표
ㆍSimple Past / Past Continuos
ㆍListening for correct tense and person in information question
ㆍMishap & Reacting to bad news
6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Responding to the bad news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Simple Past / Past Continuos
ㆍMishap 관련 표현
ㆍReacting to bad news
ㆍ문화 읽기[Responding to the bad news]
- bad news의 타입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예

1) 강의 주제 : Tell Me About Your Vacation (p. 18, 19) / * On Holiday
2) 강의 목표
ㆍSimple Past (Tell Me About Your Vacation)
ㆍTelling about trip you took
ㆍPronouncing Did you
7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On Holiday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Practice: Simple Past (여행, 휴가 관련 주제 활용)
ㆍDialogue: Describing a trip
ㆍ문화 읽기[On Holiday]
- Holiday Vs Vacation
- 한국과 외국의 Vacation을 보내는 다양한 방법
1) 강의 주제 : What Are They Going to Do? (p. 22, 23) / * Halloween Day
2) 강의 목표
ㆍFuture Tense(be going to)
ㆍExpressing time & duration
ㆍPronouncing going to
3

8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Halloween Day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What Are They Going to Do?(Future Tense - be going to)
ㆍDescribing future & intentions
ㆍ문화 읽기[Halloween Day]
- 관련 어휘
- 할로윈의 유래 및 풍습, 할로윈 노래 등
1) 강의 주제 : Will Ms ㆍ Martinez Return Soon? (p.25) /
* Military Service
2) 강의 목표
ㆍFuture Tense(will)
ㆍTelling about the future

ㆍ강의자료

ㆍPlans for the future
9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Military Service
3) 강의 세부내용
ㆍWill Ms / Martinez Return Soon? 등 다양한 표현을 활용한 미래
시제 표현 (will/won't 활용)
ㆍ문화 읽기[Military Service]
- 군 관련 어휘
- 미국과 한국의 군복무에 대한 개념 차이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Will You Be Home This Evening? (p. 26) / * Paying bills

ㆍ강의자료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2) 강의 목표

Cultural Communications

ㆍFuture Continuous(will+be+~ing)

- 회화 구문 mp3

ㆍListening to conversation & making deduction about people's plans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Paying bills
10

3) 강의 세부내용

ㆍ1차 토론(4주차/1주간)
원격강의

ㆍI will be watching video 등 will+be+~ing를 활용한 Future Continuous

친구와 함께 Trip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하려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각각의
대답을 간단하게 작성해보세요.

시제 표현 설명 및 활용

- Where did you go?How did you get

ㆍ문화 읽기[Paying bills]

there?

- 각종 요금 지불 관련 어휘

- What did you do there?

- Paying bill의 종류

- How long were you? Did you have a

- 미국과 한국의 세금 등의 요금 지불 방법 차이 등

good time?

1) 강의 주제 : Could You Do Me a Favor? (p. 28) / * Asking for a favour
2) 강의 목표
ㆍAsking for a favor (공손함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표현 학습)
ㆍTelling about something you're looking forward to
4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Asking for a favour
11

3) 강의 세부내용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ㆍAsking for a favor 및 reacting 표현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Dialogue를 통해 도움 요청 상황 Practice
ㆍ문화 읽기[Asking for a favour]
- 다양한 Asking for a favor 관련 어휘 및 표현
- simple ~ high manner 또는 요청하는 도움의 어려운 정도에 따른
다양한 도움 요청 표현
1) 강의 주제 : I've Driven Trucks for Many Years. (p. 38) /
* Medical system(service)
2) 강의 목표
ㆍPresent Perfect Tense
ㆍDescribing actions that have occurred
12

ㆍ다양한 생활 예시 장면을 통한 Present Perfect Tense 문답 연습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Medical system (service)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3) 강의 세부내용
ㆍhave p.p + for + a length of time 구문 연습
ㆍ문화 읽기 [Medical system]
- sick(sickness) Vs ill(illness)
- 한국과 미국의 병원, 의사의 종류 및 진료 절차의 차이
1) 강의 주제 : I've Never Eaten Lunch with the Boss. (p. 39) /
* Korean Culture(Clothing)
2) 강의 목표
ㆍDialogue를 통한 Present Perfect 연습
ㆍDescribing actions that haven't occurred yet
13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Korean Culture (Clothing)
3) 강의 세부내용
ㆍPresent Perfect 문답 연습
ㆍ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 말해보기
ㆍ문화 읽기[Korean Culture(Clothing)]
- 외국인이 느끼는 한복의 디자인, 색상, 입는 방법에 대한 생각
- 명절과 한복

5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Have You Written the Report Yet? (p. 41) /
* Donating Blood
2) 강의 목표
ㆍPresent perfect (Have P.P+ yet)
ㆍTelling about things you have done & haven't done
5

ㆍ강의자료

ㆍ헌혈 상황 등을 통한 Making recommendations
14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Donating Blood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3) 강의 세부내용
ㆍDialogue를 통한 Present perfect (Have P.P + yet) 연습
ㆍMaking recommendations 연습
ㆍ문화 읽기[Donating Blood]
- 미국의 헌혈 문화, 방법
- 미국과 한국의 헌혈에 대한 대가의 차이
1) 강의 주제 : They haven't had the time. (p. 45) / * Paying rent
2) 강의 목표
ㆍ지금까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답변으로
haven't(hasn't) had a time으로 답변하기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Paying rent
15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다양한 상황 및 Dialogue를 통해 haven't(hasn't) had a time 연습하기
ㆍ문화 읽기[Paying rent]
- 집세, 월세, 보증금, 계약금 등 Paying rent 관련 어휘
- landlord Vs landlady
- 미국과 한국의 주택 렌트 비용, 보증금 유무의 차이 등
1) 강의 주제 : How Long? (p. 52) / * Wedding Ceremony
2) 강의 목표
ㆍMedical symptom&problems
ㆍHow long~ 사용한 Present Perfect tense 연습
ㆍDiscussing duration of activity
16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Wedding Ceremony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Medical symptom&problems 관련 어휘 및 표현
ㆍHow long~ + Present Perfect tense
ㆍ문화 읽기[Wedding Ceremony]
- 결혼식 관련 어휘
- 한국과 미국의 결혼식 이전에 진행되는 절차 소개 및 비교
1) 강의 주제 : Since I Was a Little Girl. (p. 56) / * Education
2) 강의 목표
ㆍSince 사용 문장의 시제 이해 및 문장 연습
ㆍListening for information about time and duration in conversations

6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Education
17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Since + Present perfect
ㆍcareer advancement
ㆍ문화 읽기[Education]
- parenting 과 education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방법과 인식 차이
- 성적에 대한 강조와 체벌에 대한 문화 차이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Have You Always Taught History? (p. 58) / * Pets
2) 강의 목표
ㆍPresent perfect Vs Present tense 이해 및 Practice
(Reacting to information)
18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Pets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Present perfect Vs Present tense의 차이를 알고 구분하여 사용하기
ㆍ문화 읽기[Pets]
- Pet에 대한 한국과 서양의 인식 차이
- Pet을 기르는 것에 대한 장단점
1) 강의 주제 :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p. 70) / * Neighbors
2) 강의 목표
ㆍPresent perfect continuous tense 이해
ㆍHow long~ 구문 연습
ㆍPronouncing reduced for have & has
ㆍReporting household repair problems

ㆍ강의자료

ㆍTelling about places where you lived, worked & gone to school
19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Neighbors

원격강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3) 강의 세부내용
ㆍHow long~ + Present perfect continuous tense 이해 및 사용
ㆍ다양한 상황 속 예시 문장 연습
ㆍ문화 읽기[Neighbors]
- Neighbors 묘사 관련 어휘
- 이웃간 나눌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
- 한국과 미국의 이웃 간 교류 차이 및 조심해야 할 사항
1) 강의 주제 : No Wonder They're Tired! (p. 74) / * Asking for a raise
2) 강의 목표
ㆍPresent perfect / Present continuous 연습
ㆍExpressing surprise
ㆍDescribing task accomplished & experience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Asking for a raise

7
20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Present perfect / Present continuous 를 사용한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Describing task accomplished & experience 연습
ㆍ다양한 Expressing surprise 연습
ㆍ문화 읽기[Asking for a raise]
ㆍraise Vs rise
- 봉급 및 봉급 협상 관련 어휘 및 표현
- 채용 유형에 따라 봉급을 지칭하는 표현의 차이
1) 강의 주제 : My Favorite Way to Relax. (p. 82-85) /
* Flying in an airplane
2) 강의 목표
ㆍDiscussing recreation preference
ㆍDiscussing things you dislike doing

ㆍ강의자료

ㆍHabits
21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Flying in an airplane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3) 강의 세부내용
ㆍrecreation preference 와 things you dislike doing, Habits 말해보기
ㆍ문화 읽기[Flying in an airplane]
- bulkhead seats 등 비행기 관련 어휘tip
- 비행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요청, 문의 등 유용한
생활회화 표현
중
8

원격강의

간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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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의 주제 : How Did You Learn to Swim So well? (p. 86, 87) / * Sports
2) 강의 목표
ㆍDescribing talents & skills
(Listening & making deductions about the context of conversation)
ㆍExpressing appreciation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Sports
22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특정 분야의 능력, 재능, 기술 등에 대한 대화와 칭찬 및 그에 대한
감사의 대화 맥락 연습하기
ㆍ문화 읽기[Sports]
- 각종 팀 스포츠 종목과 개인 스포츠 종목
- football Vs soccer
- sports man Vs athlete
1) 강의 주제 : Guess What I've Decided to Do! (p. 88, 89) / * Vegetarians
2) 강의 목표
ㆍInfinitive(s) & Gerund(s) 이해
ㆍTelling about an important decision 1
9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Vegetarians
23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동명사와 부정사를 사용하여 무언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상대에게
말해보기
ㆍ문화 읽기[Vegetarians]
- vegetarians 대한 이해 (cf. vegan에 대한 이해)
- vegetarian 관련 어휘 및 각종 표현의 예
1) 강의 주제 : I've Made a Decision (p. 90) /
* Mother-in-law / Son-in-law
2) 강의 목표
ㆍInfinitive(s) Vs Gerund(s) 연습
ㆍTelling about an important decision 2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Mother-in-law / Son-in-law
24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정크푸드 식사나 손톱 물어뜯기 그만두기 등 결정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리기 주제로 Infinitive(s), Gerund(s) 연습하기
ㆍ문화 읽기[Mother-in-law / Son-in-law]
- gripe, nag, moan and groan 등의 표현 익히기
- in-law 사용처
- 한국의 시부모님 모시기 등의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

ㆍ강의자료

1) 강의 주제 : They Didn't Want to (p. 96, 97) / * Having Breakfast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2) 강의 목표

- 회화 구문 mp3

ㆍPast perfect tense 이해
ㆍDiscussing things people had done

ㆍ레포트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Having Breakfast
25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제시된 여러 상황에서 They Didn't Want to 이후 문장 만들기를 통해
Past perfect tense 연습
ㆍ문화 읽기[Having Breakfast]
- 아침 식사의 필요성
- 한국과 서양의 아침 식사 음식 차이

10

(서술형 과제)
학습 내용에 대한 종합정리 및 심화이해
가능한 A4 3매 이상의 서술형 과제
- 10~11주차/2주간
=> 아래의 각 문항에 맞는 답을 작성 하
세요.
1. 현재 일상생활에서 영어회화를 늘리기

1) 강의 주제 : They Didn't Get There on Time (p. 100) / * Desserts
2) 강의 목표
ㆍPast perfect 연습
ㆍDescribing consequence of being late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Desserts
10

26

3) 강의 세부내용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ㆍ무언가에 늦어서 벌어지게 된 일 또는 계획했던 일을 실패한 상황에서의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Past perfect 연습
ㆍ문화 읽기[Desserts]
- desert Vs dessert 발음 구분
- Desserts의 개념
- 외국의 다양한 디저트 종류
1) 강의 주제 : Have You Heard About Harry? (p. 104, 105) / * Taekwondo
2) 강의 목표
ㆍSharing news about someone을 통한 Present perfect 연습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Taekwondo
27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타인의 bad news를 접하게 된 여러 상황을 통해 시제 활용 연습
ㆍ문화 읽기[Taekwondo]
- 운동 중 당할 수 있는 부상 관련 다양한 표현
- 미국 내 태권도의 대중성
1) 강의 주제 : It's Really a Shame(p. 106, 107) / * Driver's License
2) 강의 목표
ㆍPast perfect continuous 이해
ㆍTelling about plans that fell through
ㆍDiscussing feeling
28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Driver's License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Past perfect continuous 개념 이해
ㆍTelling about plans that fell through를 통한 시제 및 회화 연습
ㆍ문화 읽기[Driver's License]
- 운전면허 관련 어휘 및 표현
- 미국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시험의 종류, 취득 가능 운전면허 종류
1) 강의 주제 : Sometime Next Week(p. 116) / * Recycling
2) 강의 목표
ㆍTwo-words verbs: Separable, Inseparable (1)
ㆍDiscussing when things are going to happen
11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Recycling
29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이미지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상황을 통한 Phrasal Verbs 이해(1)
ㆍ문화 읽기[Recycling]
-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어휘 및 표현
- rubbish / trash / garbage
- 미국과 한국의 분리수거 방법 차이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Oh, No! I Forgot! (p. 117) / * Renting videos
2) 강의 목표
ㆍTwo-words verbs: Separable, Inseparable (2)
ㆍRemembering & forgetting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Renting videos
30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이미지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상황을 통한 Phrasal Verbs 이해(2)
ㆍ문화 읽기[Renting videos]
- 비디오 대여 상황(반납, 연체료 지불 등) 관련
- 미국의 비디오 대여 문화
- borrow Vs rent

ㆍ강의자료

1) 강의 주제 : I Don't Think So. (p. 119) / * Invitations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2) 강의 목표

- 회화 구문 mp3

ㆍTwo-words verbs: Separable, Inseparable (3)
ㆍDiscussing obligations

ㆍ2차 토론(12주차/1주간)

ㆍAsking for & giving advice
31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Invitations

[Have you ever thought you were all
원격강의

prepared for something,
but you realized you had forgotten to

3) 강의 세부내용

do something important?]

ㆍ이미지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상황을 통한 Phrasal Verbs 이해(3)
ㆍ제시된 상황을 반영하여 충고하는 말하기 연습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대한

ㆍ문화 읽기[Invitations]

각각의 대답을 영어로 간단하게 작성해

- 한국과 미국의 초대 문화 차이

보세요.

- 다양한 초대 행사 및 초대 방법

- What were you preparing?

1) 강의 주제 : Would You Like to Get Together Today?(p. 122) /
* Insurance
2) 강의 목표
ㆍTwo-words verbs: Separable, Inseparable (4)
ㆍMaking plans by telephone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Insurance
32

3) 강의 세부내용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ㆍ이미지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상황을 통한 Phrasal Verbs 이해(4)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다양한 전화 통화 상황에서의 회화 표현 연습
ㆍ문화 읽기[Insurance]
- 한국의 다양한 보험에 대한 의견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Car insurance, Life insurance)

12

- 미국의 insurance
- insure / ensure / assure
1) 강의 주제 : I Heard from Her Just Last Week (p. 124) /
* Running into old friends
2) 강의 목표
ㆍTwo-words verbs: Separable, Inseparable (5)
ㆍTalking about important people in your life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Running into old friends
33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이미지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상황을 통한 Phrasal Verbs 이해(5)
ㆍ생활 속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기 연습
ㆍ문화 읽기[Running into old friends]
- run into, bump into의 의미
-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 표현의 예 및 한국과 외국의
표현 차이(친밀도에 따른 표현의 차이 이해)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What a Coincidence! (1) (p. 132) / * Business trip
2) 강의 목표
ㆍWhat a Coincidences! 표현 이해 및 실제 사용 상황의 예
34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Business trip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What a Coincidences! 를 통한 ~ ,too 의미 연습
ㆍ문화 읽기[Business trip]
- 출장 상황 및 비행기 좌석 종류 등의 관련 표현

1) 강의 주제 : What a Coincidence! (2) (p. 133) / * Period of Puberty
2) 강의 목표
ㆍ다양한 상황에서의 What a Coincidences! 연습
ㆍTalking about how you & another person are & the different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Period of Puberty
35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What a Coincidences! 를 통한 not either/ neither 의미 활용 연습
ㆍ문화 읽기[Period of Puberty]
- 사춘기 관련 어휘
- 사춘기 및 사춘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 이해
- 사춘기 청소년을 대하는 미국과 한국의 부모의 태도 차이 이해
1) 강의 주제 : And They Do, Too (p. 134) / * Parents' expectation
2) 강의 목표
ㆍConnectors : And ... too 를 사용한 회화 표현 연습
ㆍAsking for & giving reason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Parents' expecta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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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ㆍ강의자료
원격강의

ㆍ주어진 이미지와 상황을 통해 So / Too 를 사용한 회화 표현 연습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발생한 일에 대한 이유 묻기와 답하기 연습
ㆍ문화 읽기[Parents' expectation]
- 한국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높은 기대, 장남의 책임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
1) 강의 주제 : And She Hasn't Either(p. 138) / * Living cost
2) 강의 목표
ㆍConnectors : And ... either, But, Neither
ㆍDescribing people's backgrounds, interests, & personalities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Living cost
37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ㆍ either, neither를 사용한 구문 표현 활용
ㆍDescribing people's backgrounds, interests, & personalities 연습
ㆍ문화 읽기[Living cost]
- 생활비 관련 어휘 및 표현 소개
- 한국과 미국에서의 체감 생활비 수준 차이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1) 강의 주제 : LAID OFF (p. 140) / * A job interview
2) 강의 목표
ㆍLAID OFF - Listening to determine subject matter of a paragraphs
ㆍLooking for a job 관련 회화연습 (role play)

ㆍ강의자료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A job interview
38

원격강의
3) 강의 세부내용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LAID OFF 관련 지문 청취 후 주제와 세부 정보 이해 및 T/F 활동
ㆍA job interview 관련 role play 연습
ㆍ문화 읽기[A job interview]
- 구직 면접 관련 어휘 및 표현
-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tip (3P rule: Practice, Practice, Practice)
1) 강의 주제 : You Should Ask Them (p. 141) / * Baby sitting
2) 강의 목표
ㆍReferring people to someone else
ㆍOffering suggestion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Baby sitting]

ㆍ강의자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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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ㆍYou should~ 구문을 사용하여 타인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특정 의견

원격강의

말하기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어떤 일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 연습
(You should~, Why don't you~, How about~)
ㆍ문화 읽기[Baby sitting]
- 아기 돌보기 관련 어휘 및 표현
- 베이비시터에 대한 한국과 서양의 연령 차이
(10대의 대표적인 part time job, in western)
1) 강의 주제 : Touchy Subjects (p. 142) / * Konglish
2) 강의 목표
ㆍDiscussing opinion
ㆍDescribing people's similarities & differences
ㆍ[Cross cultual Communication] Konglish
40

ㆍ강의자료

3) 강의 세부내용

원격강의

ㆍTouchy Subjects에 관련 2 story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의견 나누기
(T/F 활동, How about you 활동을 활용한 대화 나누기 연습)

- 주요 어휘 및 활용 문장 /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 회화 구문 mp3

ㆍ문화 읽기[Konglish]
- 다양한 콩글리시 표현 및 올바른 표현과 발음
ex) (Fighting - Go for it) (cunning - cheating)
(electronic machine - micro wave, nuker)
(vinyl house- green house) 등
기
15

말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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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 특별히 참고할 사항 콘텐츠구현방식 : Html 기반 + VOD형
강의유형

이론중심
ㆍ주요 회화 표현 학습 및 실습을 통해 ACCURACY - FLUENCY - CONFIDENCE 향상
- 교수님의 영국식 발음 + 미국인 패널 동반 강의로 American / British Accent 모두 학습 가능

강의특성

- 원어 강의를 통해 영어 context 이해 및 청취 능력 향상
- 일상 생활에서 실제 사용되는 현장감 있는 표현 학습 가능
- 영어 사용국의 문화적 개념을 반영한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체득
- (Speaking and Pronunciation Instructor on Your Computer) 컴퓨터 실습을 통해 반복 연습 및 발음 교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