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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및 

수업목표

* 강의 개요 

본 강좌는 표현 능력(쓰기, 말하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표현능력은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표현능력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

어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확장될 때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쓰기와 말하기(특히 토론) 과정을 

적절히 구성하여 수강생들이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 커뮤니케

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 목표

본 강좌는 다음의 세 가지를 수업목표로 한다. 첫째, 타인의 글을 읽거나 말을 듣고 비판적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글

과 말을 통해 타인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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