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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1.
학습과목명 관광영어 II

학점

3

교․강사명 정상희 외 4명

교․강사
전화번호
E-mail

강의시간
4시간
강의실 1-11강의실 수강대상
관광 경영
2. 교과목 학습목표
관광영어Ⅰ의 학습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분야 실무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가능한 다
양한 국가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구성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영어 문법과 회화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또한, TOEIC 문제 해결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고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실
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장들을 익힐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요 표현들의 이해는 역할극
(role play) 연습을 통해서 완벽히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 중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광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음식이나 관광 명소 등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우리나라 문화 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관광분야 전문 인력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영어실력을 갖추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관련 분야 영어를 실무 위주로 익히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관광 및 문화에 대해 익숙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관광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영어에 대한 정보 습득과 영어 사용 기회를 넓혀 관광 전문
인력으로써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 교 재 : New 호텔 관광 영어 /연호탁, 길우경 / 스타북스 / 2015
부 교 재 : 문화 관광영어 The Ultimatum of Tourism English / 연호탁 / 스타북스 / 2016
참고문헌 :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강의주제: 강의 오리엔테이션 및 관광영어 II 개요
Unit 1 Do you have a reservation, ma'am?

제 1 주

강의목표: 강의 및 교재 내용 구성 소개
- 의사소통 중심의 여행 상황별 순서 소개
- 문형 말하기 연습의 예를 동사 표현 중심으로 교재
전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우리나라 음식 소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교재를 이해할 수 있다.
- 교재 내용 구성 각 장 별 소개를 통해서 수업 전개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부교재, 수시평가, 관광 상품 기획안 및 발표 수업과
interview 과제 설명포함)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Do you + 동사구 일반 동사 의문문의 문형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중 Do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l 강의계획서 배부
l 주교재 p 8-21
p 24-37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England 소개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다양한 우리나라 ‘밥’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A Commission to Online booking sites
강의주제: Unit 2
Show me your passport, sir?
강의목표:
- 명령문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give me + 명사 (to do)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Show me where the spa locates.
give me + 명사 (to do) 문형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
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중 get 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
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Turkey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Porridge
다양한 우리나라 ‘죽’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컨시어지 (Concierge)에 관한 설명 읽기
Smart complainers win.
강의주제: Unit 3
Shall we order a bottle of champagne?
강의목표:
- 청유문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Shall I (we)+동사구 ? 문형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
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중 have 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하
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Italy, USA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국수 (noodle)
다양한 우리나라 ‘국수 ’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
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강의주제: Unit 5
It's getting colder.
강의목표:

l 주교재 pp. 38-51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주교재 pp. 52-78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주교재 pp. 79-92
l PPT 유인물

제 5 주

제 6 주

- I want to 비교급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I want to + 동사구와 You're getting + 비교급
문형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중 make와 take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Germany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국류
다양한 우리나라 ‘국'류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Tea Sommelier
강의주제: Unit 6
What kind of room do you like, sir?
강의목표:
- What's your favorite + 명사? 표현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What's your favorite + 명사?
필수 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France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찌게류 (stew)
다양한 우리나라 ‘찌게’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
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강의주제: Unit 7
How many times do you take a shower each day?
강의목표:
- How many ?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How many로 시작하는 의문문 문형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중 be 동사 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l 수시 평가 1
(퀴즈 문항 5개/5점)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주교재 pp. 93-104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주교재 pp. 105-116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Belgium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전골류
다양한 우리나라 ‘전골’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
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제 7 주

제 8 주

제 9 주

제10 주

강의주제: Unit 9
Are you ready to order, ma'am?
강의목표:
- Is ready.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명사/대명사 + is ready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
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Japan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김치류
다양한 우리나라 ‘김치’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
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l 주교재 pp. 128-141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중간고사
강의주제: Unit 11
You'd better request a wake-up call.
강의목표:
- you'd better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광 산업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회화를 익힐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you'd better 문형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China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전류
다양한 우리나라 ‘전’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 관광산업 현장 방문하기
강의주제: Unit 14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강의목표:

l 주교재 pp. 153-166
l PPT 유인물
l 관광산업 현장 실습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10주차부터
과제발표 1조

제11 주

제12 주

- It's time for you to +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It's time for you to + 동사구의 문형 이해하고 말하
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
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Finland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전통 음료류
다양한 우리나라 ‘전통 음료’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Hotel Front desk
영문 구인 광고 내용을 참조로 호텔 직원의 필수 직
무 사항에 관해서 이해 할 수 있다.
강의주제: Unit 15
Where is it? Do you know where it is, Mr. Park?
강의목표:
- 간접 의문문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간접 의문문 문형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feel 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Sweden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기타(1)
다양한 우리나라 음식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강의주제: Unit 16
Have you ever stayed in this hotel before?
강의목표:
- 과거와 현재 완료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
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과거와 현재 완료 문형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
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10-15분 분량)
l 주교재 pp. 196-208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10주차부터
과제발표 2조
(10-15분 분량)
주교재 pp. 209-220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과제 제출
- 여행 기획안(10점)
- 10주차부터 과제발표
3조 (10-15분 분량)
l 발표 자료 제출
마감
l 주교재 pp. 221-232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제13 주

제14 주

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
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Brazil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기타(2)
다양한 우리나라 음식에 관한 영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Take advantage of Free Amenities
강의주제: Unit 17
I can never talk to him without arguing.
강의목표:
- ∼ 할 때면 반드시 ∼한다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 할 때면 반드시 ∼한다’의 문형 이해하고 말
하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pass 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Canada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기타(3)
다양한 우리나라 음식 중 side dishes 에 관한 영어 표
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You might be able to get a better rate.
강의주제: Unit 18
I should have cancelled it earlier.
강의목표:
- should have + p.p 표현의 문형을 이해하고 말하기 연
습을 수행 할 수 있다.
- 해외 문화와 관련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영어 문법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강의세부내용:
- 문형 말하기 와 말하기 연습
Pattern Drill & Speaking Practice
should have + p.p 문형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
해서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필수 동사 구문 중 keep 로 표현되는 것들을 암기 하
도록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한다.
- 해외 문화 알아보기 Global Culture : Russia
- 외국인 고객에게 알려줄 한국 음식:
다양한 우리나라 ‘traditional set menu ’에 관한 영
어 표현을 익힌다.
- 호텔의 비밀 이야기(Hotel Secretes you need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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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평가

역할극 연습

l 주교재 pp. 233-244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l 주교재 pp. 245-259
l PPT 유인물
l 강의와 토론 및 역할극 연습

기 말고 사
레포트

출결

수업기여도

합계

비고

30 %
30 %
15 %
20 %
5 %
100 %
6.
진행 방법
-이론(강의): 국제적인 관광 전문 인력으로써의 외국어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재와 부교재
그리고 다양한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관
관영어에 대한 중·고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특히 관광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회화 및 우리 나라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도록 한다.
-현장방문: 관광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실무 영어 회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산업에 대한
현장감을 익혀 미래 진로에 대한 흥미를 돋운다.
역할놀이: 교재 대화문의 회화를 각자의 역할을 배정하여 관광영여회화를 함으로써 학습에 대
한 이해도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미와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기간 : 8주차, 15주차
- 과제평가(레포트 및 수시평가) 기간 : 수시평가 4주차, 과제제출 12주차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종강일 이후 12일차 ~ 14일차 (3일간)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