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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영어강독Ⅰ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영문 읽기의 이해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독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2. 정확한 영문 해독을 위해 다양한 형식의 문단, 문장, 어휘 학습을 경험하고 문단과 문장의 구조 및 어휘 형태와 쓰임을 습

득한다. 

3. 영어 읽기 전후 학습자들 간의 상호활동들을 통해 유창성을 발달시키고 영어 독해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끈다. 

4. 학습들과 상관관계가 높은 읽기 자료들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고 문화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Longman Academic Reading Series 4 : Reading Skills for College / Pearson Education / Robert F. Cohen Judy L. Miller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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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 Home and Travel

2. 강의목표

  - 제목의 중요성과 내용 추측

  - 문맥 속 어휘의 의미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제목이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 

전 제목을 통해 내용을 추측하는 읽기 

전략을 학습하고 문맥 속 어휘의 의미

를 추측과 예문 쓰기로 연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1. 

Sociology: Home and the 

Homeless

   1) Reading one. 

      Home and Travel

p2~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Homeless

2. 강의목표

  - 첫 두 문장을 통한 내용추측과 접두어

와 접미어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작가의 동기와 내용을 첫 단락의 두 문

장을 읽고 추측하는 읽기 전략 학습과 

접두어(en~)과 접미어(~en)를 통해 다

양한 어휘의 형태를 익힌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1. 

Sociology: Home and the 

Homeless

   2) Reading Two. 

      Homeless

p8~1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Helping and Hating the Homeless

2. 강의목표

  - 질문 만들기와 수동태문장

3. 강의 세부내용

  - 글의 제목을 기반으로 질문을 만드는 

적극적인 읽기 참여를 유도하고 지문 

내 수동태 문장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

하여 글의 이해력을 높인다.

Chapter 1. 

Sociology: Home and the 

Homeless

   3) Reading Three. 

      Helping and Hating 

the Homeless

p15~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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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

1

1. 강의주제

  - Reading 3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분류하여 쓰기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3의 지문을 다시 읽고 내용 

분류하여 문장 구조와 어휘쓰임을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1. 

Sociology: Home and the 

Homeless

   3) Reading Three. 

      Helping and Hating 

the Homeless

p16~17

      Note-Taking: Using 

Questions as 

"Organizers" for 

Notes

p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The Robber Barons

2. 강의목표

  - Scanning 독해전략과 연어

3. 강의 세부내용

  - Scanning 독해 전략을 무엇인지 알고 

지문을 통해 경험하고 지문 속 연어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2. 

History: Robber Barons 

Then and Now

   1) Reading One. 

      The Robber Barons

p26~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Reading 1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전기적 흐름에 따라 쓰기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1의 지문을 다시 읽고 전기적 흐

름에 따라 사건들 작성하기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2. 

History: Robber Barons 

Then and Now

   1) Reading One. 

      The Robber Barons

p28~29

     Note-Taking: 

Identifying 

Biographical Details

p3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1. 강의주제

  - The Politics of Progressivism

2. 강의목표

  - 첫 단락을 읽고 주제파악과 어휘의 명

사와 동사 형태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 첫 단락을 읽고 빠른 시간에 내용의 주

제 찾기 연습과 어휘  address, 

institute, strain의 명사와 동사의 형태

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Chapter 2. 

History: Robber Barons 

Then and Now

   2) Reading Two. 

      The Politics of 

Progressivism

p34~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Message to Wall Street

2. 강의목표

  -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 읽기로 내용 추

측과 요약

3. 강의 세부내용

  -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을 읽기를 전체 

내용 추측하는 연습하기와 각 단락별 내용 

요약하기를 연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2. 

History: Robber Barons 

Then and Now

   3) Reading Three. 

     Message to Wall Street

p42~5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Reading 3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논지 요약하여 쓰기

Chapter 2. 

History: Robber Barons 

Then and Now

   3) Reading Three.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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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3의 지문을 다시 읽고 Wall 

Street가 제시한 논점의 주제에 대해 

Professor Sach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요약하여 읽고 정리 하는 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Message to Wall Street

p44~45

     Note-Taking: 

Summarizing the 

Argument

p50~51

4

1

1. 강의주제

  - One Hundred Years of Cinema

2. 강의목표

  - 주제 찾기와 문장의 병렬구조

3. 강의 세부내용

  - 에세이 형식의 글을 읽고 주요 생각의 

담고 있는 주제문의 중요성과 일반적

인 주제문의 위치를 학습하고 문장의 

병렬구조의 역할과 구조를 인식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3. 

Film Studies: Is Cinema an 

Art or a Business?

   1) Reading One. 

      One Hundred Years 

of Cinema

p58~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Reading 1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주제와 세부항목 구별하여 쓰기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1의 지문을 다시 읽고 각 문

단별 주제와 세부 항목들을 구별하여 

정리하기를 연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3. 

Film Studies: Is Cinema an 

Art or a Business?

   1) Reading One. 

      One Hundred Years 

of Cinema

p58~59

     Note-Taking: 

Identifying 

Biographical Details

p6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A Conversation with Leo Tolstoy on 

Film

2. 강의목표

  - 면접 대상자의 태도 파악과 함축어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인터뷰 형식의 읽기 지문을 skimming 

읽기 전략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의 태

도와 요점 파악하고 함축어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3. 

Film Studies: Is Cinema an 

Art or a Business?

   2) Reading Two. 

      A Conversation with 

Leo Tolstoy on Film

p67~7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5

1

1. 강의주제

  - An Interview with James Cameron

2. 강의목표

  - 인터뷰 질문을 통해 요점파악과 push

의 다양한 의미

3. 강의 세부내용

  - 인터뷰하는 사람의 질문만을 읽고 전반

적인 글의 요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scanning 읽기 전략을 연습 하고 어휘 

push의 다양한 의미를 문장을 통해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Chapter 3. 

Film Studies: Is Cinema an 

Art or a Business?

   3) Reading Three. 

      An Interview with 

James Cameron

p74~8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내 주변 속

에서 보이는 영어문장 찾아 설

명하기

2

1. 강의주제

  - Reading 3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핵심어 파악을 통한 내용 요약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3의 지문을 다시 읽고 각 문

단별 핵심어를 파악한 뒤 분류하여 내

Chapter 3. 

Film Studies: Is Cinema an 

Art or a Business?

   3) Reading Three. 

      An Interview with 

James Cameron

p75~7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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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요약하는 법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Note-Taking: 

Organizing Notes to 

Write Summary

p79~80

3

1. 강의주제

  - Mind Control and the Internet

2. 강의목표

  - 내용 예측하기와 접두어 anti

3. 강의 세부내용

  - 독해의 제목만 보고 작가의 주요 생각을 

추측과 파악 하는 연습하고 단어의 어근

을 통해 접두어 anti~를 사용하는 다양

한 어휘의 뜻을 추측하고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4. 

Media Studie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1) Reading One. 

      Mind Control and 

the Internet

p84~9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6

1

1. 강의주제

  - Reading 1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주제와 세부항목 구별하여 제공된 틀에 

작성하는 법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1의 지문을 다시 읽고 각 문

단별 주제와 세부 항목들을 구별 하여 

교재에 제공된 틀에 작성하여 쓰는 법

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4. 

Media Studie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1) Reading One. 

      Mind Control and 

the Internet

p85~86

     Note-Taking: 

Completing an Outline

p9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The Positive Effects of Social 

Networking Sites

2. 강의목표

  - 학술 문헌 형태의 읽기 자료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학술 문헌 형태의 글 형식과 참고문헌 

읽는 법을 경험하고 문단별로 주제문

장과 보조 문장들을 구별하는 것을 학

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4. 

Media Studie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2) Reading Two. 

      The Positive Effects 

of Social Networking 

Sites

p93~10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The Use of Social Media in the Arab 

Spring

2. 강의목표

  - 첫 번째 단락의 중요성과 동의어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뉴스 기사 형태의 글의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전체 주요 생각을 예상하여 단락

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문장을 통해 

동의어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4. 

Media Studie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3) Reading Three. 

      The Use of Social 

Media in the Arab 

Spring

p101~1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In search of Memory

2. 강의목표

  - 독해 내용의 시각화와 지문의 포괄적인 

이해

Chapter 5. Neroscience: The 

Brain and Memory

   1) Reading One. 

      In search of Memory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의 내용을 Why memory is 

important와 How brain science can 

help us으로 나눠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단을 이해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111~119

2

1. 강의주제

  - Reading 1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읽기지문의 리스트 만들기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1의 지문을 다시 읽고 기억의 

중요성을 이유와 두뇌 과학 발전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리

스트 만들기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5. Neroscience: The 

Brain and Memory

   1) Reading One. 

      In search of Memory

p112~113

      Note-Taking: Making 

lists

p11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The Brain and Human Memory

2. 강의목표

  - 차트의 중요 정보 요약과 그리스어와 

라틴어 기원을 통한 단복수 명사

3. 강의 세부내용

  - 차트 형태의 글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면서 읽는 전략을 학습하고 그

리스어와 라틴어 기원을 통한 다양한 

단복수 명사들(phenomenon, stratum, 

index, basis)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5. Neroscience: The 

Brain and Memory

   2) Reading Two. 

      The Brain and 

Human Memory

p120~12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9

1

1. 강의주제

  - Music and the Brain

2. 강의목표

  - 핵심어 파악과 비유언어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의 첫 두 단락을 빠르게 읽고 각 

단락의 키워드를 통해 Oliver Sacks의 

명확한 요점과 생각을 파악하고 글쓴

이의 요점을 좀 더 극적이고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 언어

에 대해서 풀이하여 학습자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5. Neroscience: The 

Brain and Memory

   3) Reading Three. 

      Music and the Brain

p127~1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Reading 3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단락별 요약 필기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3의 지문을 다시 읽고 각 단

락별 핵심어를 파악하여 문장으로 짧

게 요약하고 예상되는 의문형 문장 만

들기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5. Neroscience: The 

Brain and Memory

   3) Reading Three. 

      Music and the Brain

p127~129

     Note-Taking: Using 

Keywords as a Study 

Tool

p1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Bridges  to Human Language 

2. 강의목표

  - 특정정보 찾기와 유사 철자법을 가진 

어휘쓰임

Chapter 6. Zoology: 

Animals and Language

   1) Reading One. 

      Bridges  to Human 

Language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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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 이름, 지명, 날짜, 장소, 정의와 같은 특

정 정보를 빠르게 찾는 독해전략을 연

습하고 prescribe 와 proscribe 비슷한 

철자법을 가진 단어들의 쓰임과 뜻을 

문장을 통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140~148

10

1

1. 강의주제

  - Reading 1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글쓴이의 주장을 토대로 문단별 찬성과 

반대하는 도표작성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1의 지문을 다시 읽고 글쓴이

의 주장을 파악하여 각 문단별 찬성과 

반대하는 글의 정보를 찾아 읽고 정리

하는 학습을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Chapter 6. Zoology: 

Animals and Language

   1) Reading One. 

      Bridges  to Human 

Language 

p141~143

     Note-Taking: 

Identifying Arguments 

for or against the 

Author's Thesis

p14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2

1. 강의주제

  - Speaking to the Relatives

2. 강의목표

  - 제목과 첫 단락의 중요성과 구동사

3. 강의 세부내용

  - 독해 지문의 제목과 첫 단락과 내용 예

측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깨

닫고 pick up과 같은 구동사의 형태와 

다양한 쓰임을 문장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6. Zoology: 

Animals and Language

   2) Reading Two. 

      Speaking to the 

Relatives

p149~15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Reading 2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세부정보 찾아 쓰기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2의 지문을 다시 읽고 제시된 

힌트를 이용하여 필수적인 세부 정보들

을 제시 된 틀 안에 정보를 찾아 정리

하는 학습을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6. Zoology: 

Animals and Language

   2) Reading Two. 

      Speaking to the 

Relatives

p149~150

      Note-Taking: 

Completing an 

Outline with the 

Necessary Details

p15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1

1

1. 강의주제

  - Language and Morality

2. 강의목표

  - 글쓴이 시점 인식의 중요성과 자기 언

어로 내용 표현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의 첫 단락을 통한 글쓴이의 글을 

쓴 시점이나 의견을 예측하는 읽기 전

략과 주제를 자기 언어로 풀어서 표현 

하는 것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6. Zoology: 

Animals and Language

   3) Reading Three. 

      Language and 

Morality

p158~16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The Morals of the Prince

2. 강의목표

  -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빠른 독해 내용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을 읽기 전 글쓴이, 제목, 제시된 

Chapter 7. Political Science: 

The Rulers and the Ruled

   1) Reading one. 

      The Morals of the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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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을 통

해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예측하여 글

쓴이의 의도와 목적 파악과 내용을 도

표화와 은유, 직유, 비유와 같은 비유

언어를 예문과 문장 쓰기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rince

p167~174

3

1. 강의주제

  -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2. 강의목표

  - 문단 속 핵심어 찾기의 중요성 인식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 속 유용한 정보를 체크하면서 읽

음으로써 핵심정보 찾기와 기억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독해 전략을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7. Political Science: 

The Rulers and the Ruled

   2) Reading Two.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175~18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2

1

1. 강의주제

  - Reading 2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비교와 대조하기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2의 지문을 다시 읽고 

Niccolo Machoavelli와 Thomas 

Jefferson의 의견을 비교 대조하여 쓰

고 이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한

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7. Political Science: 

The Rulers and the Ruled

   2) Reading Two.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175~176

      Note-Taking: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Ideas 

of Two Thinkers

p182~1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Two Cheers for Democracy

2. 강의목표

  - 내용 추측과 구두점 연습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의 제목만 읽고 내용이 어떻게 전

개 해 갈 것인지 무슨 내용을 포함하

고 있을 것인지와 같은 추측하기 활동

을 하고 문장속 괄호, 콤마, 대쉬와 같

은 구두점의 역할과 쓰임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7. Political Science: 

The Rulers and the Ruled

   3) Reading Three. 

      Two Cheers for 

Democracy

p185~1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2. 강의목표

  - 인용문읽기와 첫 단락 읽기를 통한 내

용 추측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을 읽기 전 지문과 관련된 인용문

과 작가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첫 단락을 읽고 전체 주요 내용을 

무엇인지 예측하고 지문 속 동의어와 

연어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8. Psychology: 

Aggression and Violence

   1) Reading One.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p197~20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3 1

1. 강의주제

  - Reflections on Natural History

2. 강의목표

  - 도입부와 결론 단락의 중요성 인지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의 도입부와 마지막 단락을 읽고 

글쓴이의 목적과 의도를 빠르게 파악

Chapter 8. Psychology: 

Aggression and Violence

   2) Reading Two. 

Reflections on Natural 

History

p202~20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My Own 

Engllish Portfolio (수업 내용 전

체 요약정리)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하는 효과적인 독해 전략을 연습하고 

nastiness, sustain, devolve, overtures

등과 같은 어휘를 문맥 속에서 유추하

고 그 뜻을 실제 사전적 뜻과 비교하

는 학습을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2

1. 강의주제

  - Reading 2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글쓴이의 주장과 설명 파악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2의 지문을 다시 읽고 Gould

의 주장을 파악하고 그의 주장을 뒷받

침 하는 세부정보들을 찾아서 쓰는 학

습을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8. Psychology: 

Aggression and Violence

   2) Reading Two. 

Reflections on Natural 

History

p203~204

     Note-Taking: 

Identifying the 

Author's Assertions 

and Explanations

p20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A Neuroscientist Uncovers a Dark 

Secret

2. 강의목표

  - 사건의 순서별 지문 내용 요약과 이디

엄과 숙어 학습

3. 강의 세부내용

  -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용의 사건을 순

서별로 요약 하여 주제를 파악하는 연

습을 하고 독해 지문에서 발견 된 이

디엄과 숙어 표현의 뜻을 학습한다.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8. Psychology: 

Aggression and Violence

   3) Reading Three.

      A Neuroscientist 

Uncovers a Dark 

Secret 

p210~2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14

1

1. 강의주제

  - Reading 2의 Note-taking

2. 강의목표

  - 사건의 흐름에 따른 쓰기

3. 강의 세부내용

  - Reading 2의 지문을 다시 읽고 Fallon

의 깨달음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보를 쓰고 두뇌와 유전학전 조사에 

대한 각각의 주요 정보들을 찾아서 작

성하기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8. Psychology: 

Aggression and Violence

   3) Reading Three.

      A Neuroscientist 

Uncovers a Dark 

Secret 

p211~212

     Note-Taking: Focusing 

on Sequence of 

Events and Main 

Discoveries

p217~2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The Ghosts of Mrs. Gandhi

2. 강의목표

  - 소제를 통한 읽기 내용 추측과 유사한 

철자법의 어휘 

3. 강의 세부내용

  - 글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소제를 읽고 

내용을 추측하는 독해 전략과 유사한 

철자법을 가진 어휘(start, startle, 

startled, startling)의 의미 비교 및 문

장 내 쓰임을 문장을 통해서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Chapter 9. Resistance to 

Evil in the 20th Century

   1) Reading one. 

      The Ghosts of Mrs. 

Gandhi

p223~23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Denmark in World War II

2. 강의목표

  - 삽입문단 읽기와 명사절 

3. 강의 세부내용

  - 글쓴이의 삽입 문단의 중요성, 위치, 이

Chapter 9. Resistance to 

Evil in the 20th Century

   2) Reading Two. 

      Denmark in World 

War II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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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식한다. 또한 지문내에 등장하

는 명사절의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속

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232~240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