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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점 3

강 의 시 간 3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음식은 오랜 전통 속에서 지역의 토양, 기후, 지역민들의 기
질 등이 어울려져 만들어지는 산물로서 각 나라 음식은 지
역의 총체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 특정국가나 민족에 대한 
음식의 이해는 국가나 민족 이해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
에 따른 예절과 지식, 이론을 학습한다. 아울러 현대사회에
서의 음식은 인간 교재의 중요 매개체다. 식사 예절이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의 의미 및 세계 주요 
국가의 음식에 대해 나라 별로 특징과 유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세계의 주요 차, 주류, 향신료를 배우며 국제화시대에 
맞는 식문화를 존중하고 식사예절이나 식습관을 배우고 식
사를 품위 있게 하는 방법과 더불어 매너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실생활은 물론 서비스기업에 진출했을 때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식문화관련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성
장하면서 음식은 문화로써의 이해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각 국가별 음식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음식 
문화를 구성하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을 분
석함으로 외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학
습한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세계음식문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2. 각 국가별 음식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음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사회, 자연 등을 통해 음
식문화를 이해한다.
4. 음식 이외에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차, 술, 향신료에 대
해 이해한다.
5. 각 국가별, 문화권에 따른 테이블 매너의 역할 및 중요성
을 이해한다.
6.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대한 방안을 이해하고 모색한다.
7.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세계 음식 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와 방안을 모색하고, 식문화 서비스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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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과정 안내
2. 강의목표 : 음식 문화의 개념에 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세계음식문화 과목의 필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

행한다.

-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교재에 

있는 국가 레스토랑 방
문, 시식 후 메뉴 분석
과 해당 국가의 음식 문
화 분석,  조사.

  - 제출 : 6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내용의 
정확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음식 문화의 이해 
2. 강의목표 : 음식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음식문화 발전의 이해 
   - 진화하는 요리 인류
  2) 음식문화 발전의 형성 요인
   -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 
  3) 음식문화 발전 과정
  -제1단계~제5단계 
4. 수업방법 :  주교재를 위주로 사진 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 8 ~ 16

2. 주교재 목차
  - 음식 문화의 개념 
  - 음식 문화의 특징
  - 음식 문화의 구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음식문화의 구분 
2. 강의목표 : 주식, 식사 도구에 따른 식문화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주식에 따른 분류
   - 밀, 쌀, 옥수수, 서류 
  2) 식사 도구에 따른 분류
   - 수식, 저식, 스푼.나이프.포크 문화권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19

2. 주교재 목차
  - 음식문화의 구분 
  - 주식에 따른 분류
  - 식사 도구에 따른 분

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3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오천년의 멋과 맛이 흐르는 한국 
2. 강의목표 : 한국 음식 문화의 배경을 통해 특징을 이해한

다. 
3. 세부내용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및 특징
  1) 한국의 지리적 위치, 종교, 대내외적 역사
  2) 한국 음식 문화의 구체적 특징 
   - 형태 : 주식과 부식, 다양한 상차림
   - 사상적 근거 : 음양오행사상, 약식동원사상 
   - 저장발효음식의 발달
   - 공간전개형 상차림
   - 의례식, 시절식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26

2. 주교재 목차
1) 오천년의 멋과 맛이 흐

르는 한국
  - 한국 음식 문화의 특

징
  - 한국의 지리적 위치, 

종교, 역사
  - 한국 음식 문화의 구

체적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대표 음식을 통해 이해하는 한국의 음식 문화
2. 강의목표 : 주식에서 부식, 후식에 이르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대표음식
  1) 주식류 
   - 밥, 국(탕) 
  2) 부식 및 한 그릇 음식
   - 죽, 떡, 국수, 만두, 비빔밥, 구절판
  3) 발효음식, 음청류
   - 장, 장아찌, 젓갈, 김치
   - 술, 한과, 전통 음료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6~36

2. 주교재 목차
1) 오천년의 멋과 맛이 흐

르는 한국
  - 밥, 죽, 떡, 국
  - 국수, 만두
  - 너비아니, 비빔밥, 구

절판,빈대떡
  - 장, 장아찌, 젓갈, 김치, 

술
  - 한과, 음청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전통 음식의 이해와 발전 방향 모색 
2. 강의목표 : 다양한 전통음식 상차림을 통해 한국 음식의 

발전과 세계화 방향을 구상한다. 
3. 세부내용 : 전통 음식의 상차림 
  1) 일상식
   - 반상, 장국상, 죽상, 주안상, 다과상, 교자상
  2) 의례식
   - 백일상, 돌상, 혼례상, 제례상
  3) 시절식
   - 설날, 입춘, 정월대보름, 단오, 삼복, 한가위, 동지 
  4) 향토음식
   -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7~49

2. 주교재 목차
1) 오천년의 멋과 맛이 흐

르는 한국
  - 일상식
  - 의례식
  - 시절식
  - 향토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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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눈으로 먹는 일본 음식 문화 
2. 강의목표 : 섬나라 일본의 지형적 특징과 그에 따른 일본 

식문화 변화 발전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시대별 음식문화 변천
  1) 지리적 위치, 일본 문화의 기반이 되는 종교, 해양성 기

후
  2) 잡식, 조몬, 야요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아쯔치모모야마 시대, 무가 중심의 사회
  3) 에도, 에도, 메이지, 다이쇼시대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동영상 시청 후, 학습자와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0~53

2. 주교재 목차
1) 눈으로 먹는 일본 음식 

문화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 시대별 음식문화 변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동영상 시청 : ‘료마전’ 
  - 일본 대하 드라마, 

DVD, 나가사키에서 중
국, 서양과 교류하며 식
문화를 유입하는 장면

2

1. 강의주제 : 일본 음식 문화의 특징, 일본 전통 요리 
2. 강의목표 : 일본 음식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통 요리

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음식 문화의 특징
  - 시각적 특화
  - 주식과 부식의 구별
  - 자연적인 맛과 면류의 발달
  2) 일본 전통 요리
  - 혼젠, 카이세키(懷石)쇼진, 카이세키(會席)요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4~56

2. 주교재 목차
1) 눈으로 먹는 일본 음식 

문화
  - 음식 문화의 특징
  - 의례식
  - 일본 전통 요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일본 대표 음식, 식사 예절
2. 강의목표 : 일본의 대표 음식을 통해 세계화된 일본 음식

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대표음식 
  - 생선 : 사시미, 스시
  - 면 요리 : 소바, 우동, 라멘돈부리, 스키야키
  - 기타 : 뎀부라, 돈부리, 스키야키
  2) 엄격한 일본의 식사 예절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7~62

2. 주교재 목차
1) 눈으로 먹는 일본 음식 

문화
  - 대표 음식
  - 식사 예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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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세계3대 요리의 으뜸 중국
2. 강의목표 : 수천년의 역사, 다양한 민족, 기후로 형성되는 

무한한 중국 음식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음식 문화의 형성 배경
   - 지형, 기후, 역사, 민족 구성, 사상
  2) 시대별 음식 문화 변천 
  -고대 은, 중고 후한, 삼국, 진, 수, 당, 오대십국, 송, 원, 명, 

청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3~65

2. 주교재 목차
1) 식재료의 천국 중국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 시대별 음식문화 변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진귀한 식재료의 천국 중국
2. 강의목표 :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식재료와 지역별 음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음식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식재료, 조리법, 조리기구
  2) 녹말, 찜요리
  3) 보신 개념, 시간 전개형 
  4) 지역별 요리
  -북경, 광동, 상해, 사천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동영상 시청 후, 학습자와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5~71

2. 주교재 목차
1) 식재료의 천국 중국
  - 음식문화의 특징
  - 지역별 요리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동영상 시청 ‘음식남녀’ 
  - 영화 DVD : 호텔에서 

조리하는 장면

3

1. 강의주제 : 세계인의 진미 중국의 대표음식 
2. 강의목표 : 지역별 대표 음식을 통해 세계화된 중국 음식

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대표음식
  - 베이징 카오야, 제비집, 샥스핀수프, 마파두부, 불도장, 하

자대오삼, 동파육, 훠궈 
  2) 명절 음식
  - 춘절, 중추절
  3) 기타 음식
  - 덴싱, 향신료 (오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중국의 향신료를 관찰한다. 학
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1~80

2. 주교재 목차
1) 식재료의 천국 중국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 시대별 음식문화 변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향신료 (팔각, 정향, 계

피, 진피, 산초)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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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열대의 미식국가 태국
2. 강의목표 : 다양한 음식 문화가 공존하는 태국의 미식을 

형성 배경을 통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지리적 위치
  2) 국교 및 종교 
  3) 자본주의 국가 형태
  4) 해외 음식 문화의 유입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동영상 시청 후, 학습자와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1~82

2. 주교재 목차
1) 열대의 미식가 태국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동영상 시청 ‘백종원의 

3대 천왕’ 태국편
  - SBS 방송사 프로그램 

다운 태국 식당 방문하
여 식재료, 음식 탐방하
는 장면. 

2

1. 강의주제 : 태국 음식 문화의 특징 
2. 강의목표 : 동남아시아와 열대권 지역의 음식 문화의 특징

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주식, 부식
  2) 다양한 식재료 및 열대 과일
  3) 조미료와 향신료 관찰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2~86

2. 주교재 목차
1) 열대의 미식가 태국
  - 음식문화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조미료, 향신료 (태국 

미원, 고수, 페이스트형 
커리 톰얌꿍 패이스트 
및 큐브 관찰) 

3

1. 강의주제 :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태국의 음식
2. 강의목표 : 조리의 정량화, 관광 요리 상품 개발로 자국 음

식을 홍보하고 있는 태국의 대표 음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태국 요리 이름
  2) 카오팟, 팟타이
  3) 톰양꿍, 솜탐, 캥 파나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7~90

2. 주교재 목차
1) 열대의 미식가 태국
  - 대표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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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베트남 음식의 세계 전파 경로
2. 강의목표 : 역사적 상황이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의 음식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지리적 위치
  2) 중국, 프랑스의 영향, 전쟁으로 인한 음식 문화 융합과 

전파
  3) 종교, 사회주의 성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91~92

2. 주교재 목차
1) 쌀 요리의 나라 베트남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동양 속의 서양이 공존하는 베트남 음식 문화 
2. 강의목표 : 다양한 국가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음식 문화

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어장 문화를 대표하는 베트남의 소스 
  2) 중국,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 문화 
  3) 발달된 음료 문화
  4) 사찰 음식 문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동영상 시청 후,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3~95

2. 주교재 목차
1) 쌀 요리의 나라 베트남
  - 음식 문화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동영상 시청 ‘그린 파

파야 향기’
  - 영화 DVD 야외에서 

파파야, 느억맘을 이용
해 조리, 서빙하는 장면. 

3

1. 강의주제 : 쌀 문화권 내의 다양한 쌀 이용 음식
2. 강의목표 : 우리나라와 같은 쌀 소비국이면서 지형, 기후에 

맞는 쌀 음식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포, 고이꾸온, 반미, 껌
  - 베트남 식재료 관찰 
  2) 열대 음료
  3) 열대 과일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6~99

2. 주교재 목차
1) 쌀 요리의 나라 베트남
  - 대표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베트남 식재료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누들, 반
미) 관찰 

  
2. 중간고사 응시안내

3. 과제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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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9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종교가 음식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인도 
2. 강의목표 : 종교, 사회적 제도가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인도의 음식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5가지 이상의 종교 문화
  2)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
  3) 영국의 지배와 지형이 만든 홍차 문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0~101

2. 주교재 목차
1) 사색의 나라 인도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다민족, 다양한 지형, 종교가 음식 문화에 미치
는 영향 

2. 강의목표 : 다양한 음식 문화 양상을 보이는 인도의 음식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북부와 남부의 차이
  2)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식생활
  3) 카스트제도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4) 향신료와 콩의 사용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1~106

2. 주교재 목차
1) 사색의 나라 인도
  - 음식 문화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광범위, 다변화되고 있는 채식주의자, 채식 위
주의 음식 및 수식 식사 

2. 강의목표 : 종교의 영향을 받은 채식주의자의 유형, 인도의 
대표 음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다양한 채식주의자의 유형
  2) 커리, 탄두리치킨, 사모사
  3) 로티, 짜이 
  4) 수식문화권의 식사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7~110

2. 주교재 목차
1) 사색의 나라 인도
  - 대표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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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이슬람 문화가 음식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터
키 

2. 강의목표 : 이슬람 종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의 음식 문화
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지리적 위치, 지형에 따른 기후
  2) 이슬람교의 특징과 라마단이 음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1~112, 121

2. 주교재 목차
1) 아시아의 유럽 터키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동서양 음식 문화가 공존하는 터키
2. 강의목표 :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터키

의 음식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주식
  2) 금기음식, 선호음식
  3) 조리법
  4) 향신료, 유제품, 생선, 채소, 과일의 사용
  5) 차문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2~114

2. 주교재 목차
1) 아시아의 유럽 터키
  - 음식 문화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전채부터 후식, 음료까지 다양한 음식의 나라 
터키

2. 강의목표 : 이슬람 문화권으로 식재료에 제한을 받는 반면 
다양한 음식 문화를 구성하는 음식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전채 및 주식  - 메제, 빵, 필라프
  2) 육류 – 케밥, 파스트르마, 쾨프테
  3) 후식 및 음료 – 타틀르, 요우르투, 차이, 카흐베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5~120

2. 주교재 목차
1) 아시아의 유럽 터키
  - 대표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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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중세 유럽의 중심지 이탈리아 
2. 강의목표 : 유럽 식문화의 근간이 되었던 이탈리아 식문화

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지리적 위치
  2) 역사적 배경
  3) 메디치 가문이 중세 유럽에 미친 영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3~125

2. 주교재 목차
1) 요리의 예술가 이탈리

아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새롭게 알아가는 이탈리아 식사 및 정찬
2. 강의목표 : 평소에 접하는 이탈리아 음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탈리아 식재료와 정찬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남북 지역적 차별성
  2) 풍부한 식재료 및 육류 요리의 발달
  - 프로슈토, 살루미
  3) 전통적인 5끼 식사 구성
  4) 3~6코스 구성의 정찬 
  - 아페리티보, 안티파스토, 프리모피아토, 세콘도피아토, 인

살라타, 돌체 및 까페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동영상 시청 후,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5~132

2. 주교재 목차
1) 요리의 예술가 이탈리

아
  - 음식 문화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동영상 시청 ‘빅나이트’
  - 영화 DVD 이탈리아 

정찬 코스 서빙 장면 

3

1. 강의주제 :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 파스타와 피자 
2. 강의목표 : 파스타, 피자, 소스의 재료 및 특징, 특징적인 

올리브, 와인, 발사믹 식초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대표 음식 
  1) 파스타와 어울리는 소스
  2) 리조토, 뇨끼 
  3) 빵, 커피, 와인, 올리브유
  4) 향신료, 식초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

을 강의하고, 다양한 건파스타를 관찰한다. 학습자와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140

2. 주교재 목차
1) 요리의 예술가 이탈리

아
  - 대표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건파스타 관찰 (카펠리

니, 페투치니, 리가토니, 
펜네, 파르팔로네, 스텔
레떼, 콘치글리에떼, 마
카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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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셰계 진미국가로 뽑히는 프랑스의 식문화
2. 강의목표 :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발전 방향이 다른 식문

화 발전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프랑스
  2) 프랑스 혁명의 기점으로 변화하는 프랑스 식문화
  3) 프랑스 요리의 변화
  - 오뜨 퀴진, 퀴진 뒤 떼루와, 누벨 퀴진 
  4) 프랑스 요리의 거장 
  - 앙트완느 카렘, 오귀스트 에스코피에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1~154

2. 주교재 목차
1) 화려한 미식가 프랑스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섬세한 진미의 정찬과 바탕이 되는 식재료
2. 강의목표 : 프랑스식 정찬의 구성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다양한 향신료의 사용
  2) 농수산, 가공업의 발달
  3) 정찬코스
  - 아페리티프, 전채, 수프, 주요리, 샐러드, 후식
  4) 프랑스의 식당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동영상 시청 후, 학습자와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4~161

2. 주교재 목차
1) 화려한 미식가 프랑스
  - 음식 문화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동영상 시청 ‘바베트의 

만찬’
  - 영화 DVD 프랑스식 

정찬 코스 서빙 장면 

3

1. 강의주제 : 철학이 분명한 프랑스 대표 음식 
2. 강의목표 : 프랑스 음식의 근간이 되는 빵, 와인, 치즈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포도주
  - 지역별 와인의 특징, 레이블 읽기
  2) 빵
  3) 송로버섯, 캐비어, 푸와그라
  4) 부이야베스, 코크 오 뱅
  5) 치즈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와인 샘플 라벨을 확인한다. 학
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2~169

2. 주교재 목차
1) 화려한 미식가 프랑스
  - 대표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프랑스 와인, 미국 와

인 라벨 관찰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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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악조건을 이겨낸 독일의 음식 문화 
2. 강의목표 : 척박한 지형과 기후를 이용한 독일의 식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식재료 생산에 불리한 지리적 위치 및 기후
  2) 독일인의 품성이 식문화에 미치는 영향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0~172

2. 주교재 목차
1) 맥주의 본 고장 독일
  - 음식문화의 형성 배경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실용적인 독일의 음식 문화
2. 강의목표 :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실용적인 독일의 음

식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서민적이고 소박한 음식
  - 빵과 감자가 주식 
  2) 저장 요리의 발달
  3) 환경을 우선시 하는 생활 문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2~174

2. 주교재 목차
1) 맥주의 본 고장 독일
  - 음식 문화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맥주와 소시지의 나라 독일 
2. 강의목표 : 맥주, 소시지와 관련된 식재료, 요리를 통해 독

일의 식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돼지고기가 주재료인 음식
  - 슈바이네학세, 슈바이네브라텐, 아이스바인, 소시지
  2) 저장 음식
  - 사워크라우트
  3) 감자 요리
  - 크레델, 뢰스티
  4) 실용적인 음식
  - 아인토프 
  5) 맥주, 백포도주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4~179

2. 주교재 목차
1) 맥주의 본 고장 독일
  - 대표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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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세계의 차문화
2. 강의목표 : 동양의 차문화를 통해 다양한 식음료를 이해한

다. 
3. 세부내용 :
  1) 차의 어원, 역사, 종류와 특징
  2) 녹차, 우롱차, 홍차
  3) 한국, 일본, 중국, 영국의 차 
  - 다구 관찰 및 다도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16~227

2. 주교재 목차
1) 세계의 차
  - 차의 어원, 역사, 종류

와 특징, 세계의 차문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 다구 (한국, 중국, 일

본), 차 (녹차, 보이차, 
말차) 관찰 

2

1. 강의주제 : 세계의 술 
2. 강의목표 : 다양한 술을 이해하여 음식과의 조화를 생각한

다. 
3. 세부내용 :
  1) 맥주
  - 기원, 분류, 세계의 맥주
  2) 와인
  -  와인의 분류, 음식과의 조화
  3) 증류수 
  - 위스키, 브랜디, 진, 보드카 
  4) 칵테일
  - 용도에 따른 분류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8~243

2. 주교재 목차
1) 세계의 술
- 맥주, 와인, 증류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하는 향신료
2. 강의목표 : 향신료를 배우고, 국가별 향신료의 사용처를 되

짚어본다. 
3. 세부내용 :
  1) 향신료의 유래, 역사
  2) 향신료의 종류, 특징
  - 잎, 뿌리, 줄기 또는 껍질, 열매, 씨앗, 꽃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향신료를 관찰한다.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4~255

2. 주교재 목차
1) 세계의 향신료 
 - 향신료의 어원, 기능, 

유래와 역사, 종류와 특
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향신료 (바질, 코리앤

더, 오레가노, 로즈메리, 
월계수잎, 터메릭, 레몬
그라스, 차이브, 넛멕, 
커민, 사프란) 관찰 및 
이해

2. 기말고사 응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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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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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테이블 매너의 의미와 중요성
2. 강의목표 : 테이블 매너의 의미를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테이블 매너의 중요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8~259

2. 주교재 목차
1) 테이블 매너의 의미와 

중요성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2

1. 강의주제 : 식사의 기본 매너
2. 강의목표 : 세계화에 걸맞는 테이블 매너를 익힌다. 
3. 세부내용 :
  1) 식사 전 매너
  - 예약, 도착, 착석과 냅킨 사용
  2) 식사 중 매너
  - 실버웨어 사용, 빵먹는 매너, 코스의 순서, 기타 유의사항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59~265

2. 주교재 목차
1) 식사의 기본 매너 
 - 식사 전 매너, 식사 중 

매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 교안 활

용

3

1. 강의주제 : 식사 후 매너 
2. 강의목표 : 한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팁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식사 후 계산
  2) 팁 정산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세부 내용을 강의하고, 학습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이
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66~267

2. 주교재 목차
1) 식사의 기본 매너 
  - 식사 후 매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기간,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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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참고자료,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4. 조별토론
- 조별 간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해력을 높

인다.
- 토론 후 학습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한다.

5.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수업시

간에 접목하여 수업참여를 유도한다. 
- 수업 내용에 따라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학습한 이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6. 과제 피드백
- 학습자가 작성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과제

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1. 주교재
 김의근외-2017-세계음식문화-백산출판사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음식에 담긴 문화(린다 시비텔로저), 권력자들의 
만찬 (로이 스트롱저), blog.naver.com/walwal 등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
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료마전’(일본 대하 드라마), 음식
남녀, 그린 파파야 향기, 빅나이트, 바베트의 만찬’ 등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특화된 자료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 태국 조미료, 향신료, 베트남 식재료, 이탈리아 건파스타, 프랑스 
와인, 미국 와인 라벨, 다구 (한국, 중국, 일본), 차 (녹차, 보이차, 말
차), 관찰 향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