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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희정 (1 반)

김지영 (2 반)
월요일 오후 12:30-3:20
Moore Hall 107
Moore Hall 104
TP 112 (Tel.956-5933)
TP 108 (Tel.956-3117)
heejeong@hawaii.edu
jiyoungk@hawaii.edu
목요일 오후 1:00-3:00
화요일오후 1:00-3:00

수업 개요

미디어 수업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관련된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수업은 강사로부터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 자신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이 수업에서는
고급 어휘를 사용한 말하기도 요구된다.
2.

수업 성과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음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2.
3.
3.

실질적인 읽기, 듣기 자료를 통해 한국의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국 현안을 다룸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고급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
남북한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



출석 :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성실한 출석이 요구된다. 지각 세 차례
는 결석 한 번으로 간주되고, 결석 다섯 번은 성적과 관련없이 학사규정상 FAIL이 된다. 따라서 부득
이한 사유로 결석 시, 사전에 담당 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공무 등으로 인한 결석
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과제 (7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1) 듣기 자료 한국어로 요약하기
2) 한국어로 된 읽기 자료를 영어로 의역하기
3) Online Language Community 과제



중간 시험: (15%): 추후공지



기말 시험: (15%):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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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학기 중에 강사를 관찰하거나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문객이 올 수도 있다. 학생들의 동의 하에
비디오 혹은 오디오 녹음이 있을 수 있다.
시험을 미리 본다거나 시험 후 별도의 시험은 주어지지 않는다.
학생의 과제물은 강사 및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여 수업진행이 이루지는 경우도 있다.
학생의 과제물은 학생들의 동의 하에 프로그램 연구개발 목적의 자료로 쓰여질 수도 있다.

*강의 계획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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