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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론 (2), 실기 (0) 교 시 실기 - e-mail

교과목표

◾학생들은 주어-동사 수일치의 다양한 오류 분석을 통해 주어-동사 수일치의 용법을 이해하고 문법에 맞게 
쓸 수 있다.

◾학생들은 영어의 시제와 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각 시제유형의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다.

◾학생들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의 형태와 의미, 담화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다.

◾학생들은 병렬구조의 오류 분석을 통해 병렬구조를 이해하고 문법에 맞게 쓸 수 있다.

◾학생들은 TOEIC LC Test 각 부분별 고득점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익히며 특히 영어의 발음 

특성을 이해하고 연습하여 단어와 문장을 정확한 강세와 억양으로 읽을 수 있다. (교실수업 목표)

교재명 Alpha TOEIC Intensive

참고문헌
How to teach pronunciation
Grammar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평가  출석 ( 20 %) 과제 ( 10 %) 중간고사 ( 30 %) 기말고사 ( 30 %)  모의토익참여도 ( 5%) 수업참여도 (5%)

주 기간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업자료 및 특기사항

 1  08.24-08.28 Intro: 수업방법 및 내용, 평가방법 설명 강의식 장애학생좌석우선배정  

 2  08.31-09.04
토익 LC TEST 문제 유형별 개관
On-line: 강의소개/주어-동사 수일치 개관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3  09.07-09.11
LC TEST PART 1/2 
On-line: 주어-동사 수일치 1 - 2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4  09.14-09.18
LC TEST PART 3/4
On-line: 주어-동사 수일치 3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5  09.21-09.25
LC TEST PART 1/2
On-line: 동사의 시제 개관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6  09.28-10.02
LC TEST PART 3/4
On-line: 현재완료와 과거완료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7  10.05-10.09
LC TEST PART 1/2
On-line: 현재완료와 시간표현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8  10.12-10.16
중간고사

On-line: 시제와 시간표현부사
이러닝 퀴즈풀이(온)

 9 10.19-10.23
LC TEST PART 3/4
On-line: 명사절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10 10.26-10.30
LC TEST PART 1/2
On-line: 명사절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11 11.02-11.06
LC TEST PART 3/4
On-line: 형용사절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12 11.09-11.13
LC TEST PART 1/2
On-line: 시간, 원인 부사절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13 11.16-11.20
LC TEST PART 3/4
On-line: 대조, 조건, 방법, 장소 부사절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14 11.23-11.27
LC TEST PART 1/2
On-line: 병렬구조

강의
Vocal Training

퀴즈풀이(온)

15 12.04-12.10 기말고사

과제물
주제 분량 제출일시

수업내용 정리 노트(*Cornell Note Taking 방식) 자유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