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 학년도   3월, 8월 (수업기간 15주) >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시사영어 학점 3 교․강사명 정현정
교․강사 

전화번호

010- 

5483-7674

강의시간 3시간 강 의 실 수강대상
항공정

비공학
E-mail

atoz1@hanm

ail.net

2. 교과목 학습목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전 세계의 생활·문화·관습·환경·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megazine article을 접하고, 동시대의 다른 국가 및 인종들의 시사적인 문제 및 이슈에 대해 

영어로 읽어보고 토론 및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Life , 저자 : Paul Dummett , 출판사 : NATIONAL GEOGRAPHIC LEARNING(2015)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 Hello
2. 강의목표: 
personal information(1) / meeting people
3. 강의 내용: 
a description of two people in the Himalayas
an article about phone calls from New York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 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2 주

1
1. 주제: Vacations
2. 강의목표: personal information(2)
3. 강의 내용:
a blog about a vacation
a quiz about vacation places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3 주

1
1. 주제: Family
2. 강의목표: special occasions
giving and accepting presents
3. 강의 내용: 
a description of a wedding in Thailand 
an article about population pyramids in 
different countries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4 주

1
1. 주제: Cities
2. 강의목표: buying snacks
3. 강의 내용: 
information about a town center
a description of two famous towers
an article about times around the world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5 주

1
1. 주제: Inventions
2. 강의목표: 
shopping/ Aux questions and short answers
3. 강의 내용: 
an article about a robot a blog about 
technology
an article about cooking with the sun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6 주
1 1. 주제: Passions

2. 강의목표: suggestions
3. 강의 내용: 

컴퓨터, 빔프로젝트
CD

2

< Ⅲ-33>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an article about giant vegetables
a profile of a TV presenter
an article about racing with animals
4.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3

제 7 주

1

중간고사2

3

제 8 주

1
1. 주제:  Different lives 
2. 강의목표: problems, simple present 
3. 강의 내용: 
an article about traditional life
an article about the seasons of the year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9 주

1
1. 주제: Routines
2. 강의목표: 
on the phone/ simple present questions
3. 강의 내용:
an article about a typical day
an article about a job in tiger conservation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10 주

1
1. 주제: Travel
2. 강의목표: 
requests
There is/are negative and question forms 
imperative forms 
3. 강의 내용:
a an article about thins in your suitcase 
an article about a Trans-Siberia trip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11 주

1
1. 주제: History
2. 강의목표: apologizing
3. 강의 내용:
a quiz about “firsts”in exploration
an article about the first people on the 
American continents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12 주

1
1. 주제: Discovery
2. 강의목표:
talking about the past
was/were negative and question forms
3. 강의 내용:
an article about an unusual discovery 
an interview with an adventurer
an article about an accident in Madagascar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13 주

1 1. 주제: The weekend
2. 강의목표: buying tickets
3. 강의 내용: 
an article about helping people on the weekend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video수업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14 주

1 1. 주제: review
2. 강의목표: review
3. 강의 내용: review
4. 강의 방법: 강의 및 참여 발표 

컴퓨터, 빔프로젝트
CD2

3

제 15 주

1

기말고사2

3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참여 및

태도
  합  계   비  고

      30  %       30  %       10  %       10  %     20 %    100 %

6. 수업 진행 방법

- 매 시간 교수자와 학습자의 1대1 상호작용 및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활동을 제

시하고, 학습자의 참여도를 점검하여 성적에 반영한다.  

 - 참여도와 출석의 비율을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평가의 30%가 수업참여에 할애된다. 이는 

학습된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어학 수업의 특성에 맞춰 학습자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학습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들과 학습부진자들은 별도 시간에 보충 학습을 수행하여 

과락자의 인원을 최소화한다.

 - 학기 중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사적인 

내용의 아티클을 이용해 지문을 강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 매 시간 교수자와 학습자의 1대1 상호작용 및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활동을 제

시하고, 학습자의 참여도를 점검하여 성적에 반영한다.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