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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Web Site 영어강의 유형

1.교과목 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V, 영화,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환경과 도구가 미디어이다. 현재와 같은 미디어 혼종과 융합의 시대에 미디어에 대한 확장적인 이해와 열린 활
용이 필요하다.

2. 강의목표

미디어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문화콘텐츠를 위한 표현의 언어이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미디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활용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3. 강의방법

강의 70%(별도의 교재는 없으며 강의자료는 사이버강의실 게시)
발표 및 토론 30%

4. 평가방법

중간고사 30%(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혼합)
기말고사 30%(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혼합)
개인과제 20%
수업참여 10%
출석 10%(결석 1회 1점 감점, 지각 및 조퇴 3회 1점 감점, 공결은 학사규정을 따르며 3회까지만 허용, 공결 시 관련
서류 제출)
* 공결 대체 과제 별도 공지

5. 과제물

팀과제(지정주제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 및 발표, PPT 형식)

6. 실험, 실습계획

7. 관련강의

8. 장애학생 지원 사항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뉴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레프 마노비치 2004 참고도서

디지털이다
커뮤니케이션북

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1999 참고도서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

스
마셜 매클루언 2011 참고도서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생각의 나무 레프 마노비치 2014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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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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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팬, 블로거, 게이머 비즈앤비즈 헨리 젠킨스 2008 참고도서

재매개
커뮤니케이션북

스

제이 데이비드

볼터 외
2006 참고도서

집단지성 문학과지성사 피에르 레비 2002 참고도서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헨리 젠킨스 2008 참고도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나 플래닛 캐서린 헤일스 2013 참고도서

주 기간 강의내용 참고자료 공결대체과제 비고

1
2017-08-28 ~
2017-09-01

-강의소개
-미디어란 무엇인가

별도 공지

2
2017-09-04 ~
2017-09-08

-미디어의 역사와 리터러시
-토론1 : 나의 미디어

별도 공지

3
2017-09-11 ~
2017-09-15

-미디어 이론 : 아날로그 미디어
-토론2 : 미디어 결정론 비판

별도 공지

4
2017-09-18 ~
2017-09-22

-미디어 이론 : 디지털 미디어
-토론3 : 상호작용의 신화

별도 공지

5
2017-09-25 ~
2017-09-29

- 미디어 이론 : 인터랙티브 미디어
- 토론4 : 몰입과 과몰입

별도 공지

6
2017-10-02 ~
2017-10-06

추석 연휴 휴강

7
2017-10-09 ~
2017-10-13

- 카드뉴스의 이해와 제작법
- 과제 주제 지정

별도 공지

8
2017-10-16 ~
2017-10-20

중간고사 별도 공지

9
2017-10-23 ~
2017-10-27

-집단지성과 커뮤니티
-토론5 : 미디어와 작가

별도 공지

10
2017-10-30 ~
2017-11-03

-소셜 미디어의 이해
-과제 발표1

별도 공지

11
2017-11-06 ~
2017-11-10

-게임 미디어의 이해
-과제 발표2

별도 공지

12
2017-11-13 ~
2017-11-17

-방송 미디어의 이해
-과제 발표3

별도 공지

13
2017-11-20 ~
2017-11-24

-증강현실 미디어의 이해(AR)
-과제 발표4

별도 공지

10. 강의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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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강의내용 참고자료 공결대체과제 비고

14
2017-11-27 ~
2017-12-01

-가상현실 미디어의 이해(VR)
-과제 발표5

별도 공지

15
2017-12-04 ~
2017-12-08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과 미디어
-과제 발표6

별도 공지

16
2017-12-11 ~
2017-12-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