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교 과 목 명 문학속팬데믹 과목번호 7498

구분(학점) 2시간(2)학점 수강대상 9학년

강의실(시간)  화1200-1300, 화1300-1400(교양강의동 105)학년

인재상 합리적소통인 전문적통섭인 창의적실천인 선도적세계인

8대 핵심역량

인성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 지식탐구역량 창의역량 정보활용역량 글로컬역량 리더십역량

60% 40%

전공역량

담당교수

성명 이미정 소속
인문사회융합대학 문화콘텐츠학부 동화�한
국어문화학과

e-mail 연락처

상 담 시 간 상담장소

 1.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강의방법

강의식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이러닝 B러닝 플립러닝

50% 50%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기타1 기타2 기타3 기타4 기타5

15% 35% 35% 15%

강 의 개 요
문학에 나타난 팬데믹과 그로 인한 갈등과 문제해결을 접해봄으로써 혼자가 아닌 함께, 또 사회 속에서 살아
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더 나아가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선수학습내용

강 의 목 표

1.‘팬데믹’을 다룬 작품들을 감상한다.�
2. 문학 속 시공간과 인물들에 이입하여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 �
3. 작품에 나온 인물이 겪는 팬데믹 관련 갈등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본다. �
4.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타자와의 소통, 사회 속 개인의 역할 등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교재 및

참고문헌

장애학생

지원사항
소통을 통한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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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별 수업계획(Course Schedule)

주 기간 분  류 내  용

1 03/02~03/08

학습주제 강의 안내 

학습목표 문학 속 팬데믹 강의에 대해 안내한다. 

학습내용 강의 목표, 강의 방식, 평가 

수업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수업자료

2 03/09~03/15

학습주제 『데카메론』 1

학습목표 『데카메론』 작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내용 『데카메론』 , 조반니 보카치오, 흑사병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3 03/16~03/22

학습주제 『데카메론』 2

학습목표 『데카메론』 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본다. 

학습내용 능동적 읽기, 질문하며 읽기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4 03/23~03/29

학습주제 『데카메론』 3

학습목표 『데카메론』 에서 쟁점을 정해 토론해본다. 

학습내용 논점 정하기, 토론 역할, 토론지 작성, 토론 내용 공유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5 03/30~04/05

학습주제 『페스트』 1

학습목표 『페스트』의 작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내용 『페스트』, 알베르 까뮈, 리유, 장 타루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6 04/06~04/12

학습주제 『페스트』2

학습목표 『페스트』의 주요 내용을 독서 퀴즈로 만들어 본다. 

학습내용 주제, 배경, 주요 사건, 독서퀴즈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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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7 04/13~04/19

학습주제 『페스트』3

학습목표 『페스트』와 현재 우리 사회 비교하기 

학습내용 인물의 대응, 사건, 배경, 벤다이어그램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8 04/20~04/26

학습주제 중간고사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수업자료

9 04/27~05/03

학습주제 『눈먼 자들의 나라』1

학습목표 『눈먼 자들의 나라』 작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내용 『눈먼 자들의 나라』, 주제 사라마구, 감염병, 백색실명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10 05/04~05/10

학습주제 『눈먼 자들의 나라』2

학습목표 『눈먼 자들의 나라』에 나타난 갈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내용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갈등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11 05/11~05/17

학습주제 『눈먼 자들의 나라』3

학습목표 『눈먼 자들의 나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써본다. 

학습내용 작가 소개, 줄거리, 주제 

수업방법 강의 및 실습

수업자료

12 05/18~05/24

학습주제 「최후의 라이오니」1

학습목표 「최후의 라이오니」의 작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내용 「최후의 라이오니」, 김초엽, 팬데믹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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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13 05/25~05/31

학습주제 「최후의 라이오니」2

학습목표 「최후의 라이오니」의 등장인물을 가상인터뷰해본다. 

학습내용 감상적 독해, 등장인물 이해와 공감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14 06/01~06/07

학습주제 「최후의 라이오니」3

학습목표 「최후의 라이오니」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 본다. 

학습내용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인공지능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15 06/08~06/14

학습주제 한 학기 리뷰 

학습목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한다. 

학습내용 『데카메론』, 『페스트』, 『눈먼 자들의 나라』, 「최후의 라이오니」

수업방법 강의 및 토론

수업자료

16 06/15~06/21

학습주제 기말고사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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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제 적용시기학년 과제명 제출방법

강의과제 학년

수업규칙

구분 구분

예의

1.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2. 다른 학우의 의견을 존중한다. �

3.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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