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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한국음식문화사

교 재 한복진 외-2009-한국음식문화와 콘텐츠-글누림

학 점 3

강 의 시 간 3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따른 식생활의 구

조와 풍습, 식품의 종류와 조리방법, 식기 등의 음식문화의 변

천 과정을 통해 식생활을 문화사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동시에 우리나라 식생활 특징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

목에서는 한국 식생활 문화의 형성과 변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사시대, 부족국가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

선전기, 조선 후기, 개화기, 일제 강점기와 현대의 각 시대별 

식문화에 영향을 끼친 요인과 식생활의 변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주식, 떡, 한과, 국, 탕, 찌개, 육류, 젓갈, 대두와 장, 김

치, 술, 차, 오래 작물 등의 식품문화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일상 음식문화를 비롯해 한국음식의 

우수한 과학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한국음식의 발전

을 위한 노력할 수 있다

한국음식문화사는 우리 고유의 한국 음식을 문화와 역사로 이해

하는 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한국음식문화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

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한식 문화의 새로운 트

렌드를 이끄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를 위해 본 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음식 식생활의 변천을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요인을 통해 이해한다.

2. 주식과 부식의 변화, 조리법의 변화를 이해한다.

3. 다양한 육류, 수산식품, 채소, 두류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을 

 이해한다.

4. 발효식품인 장, 김치, 젓갈을 학습한다.

5. 주식 이외에 떡과 과자, 차와 화채, 술을 학습한다.

6. 우리 민족의 통과의례에 따른 상차림을 통해 풍습을 익힌다.

7. 명절, 시절식을 학습하고 제철 음식을 익힌다.

8. 최종적으로 한국음식문화 변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음식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전문

지식과 역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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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한국음식문화사 과목의 필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주제 : 떡 박물관 방문 

후 느낀 점과 전시된 통
과 의례식에 대한 조사

 - 제출 : 8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고대 한국인 식생활의 이해 
2. 강의목표 : 원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국인 식생활의 변천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원시시대의 식생활 –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식재

료, 조리법
 2) 상고시대의 식생활 – 농경발달의 시작
 3) 삼국시대의 식생활 – 철기문화, 주식과 부식, 저장

식품의 발달
 4) 고려시대의 식생활 – 토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식

생활의 변화 
4. 수업방법 : 
 - ‘밥 짓기’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가?로 학습자의 의

견을 묻고 함께 생각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357~364

2. 주교재 목차
(14) 한국인 식생활의 

변천
 - 원시시대의 식생활
 - 상고시대의 식생활
 - 삼국시대의 식생활
 - 고려시대의 식생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전기를 맞이한 조선시대의 식생활 고찰
2. 강의목표 : 식재료의 유입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은 

조선시대 식생활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삼대국시 정책 영향을 받은 조선 초기 식생활 
 2) 유교가 조선 시대 식생활에 끼친 영향
 3) 남방으로부터 유입된 식재료로 인한 변화 
 3) 중국, 일본, 서양과의 교류로 변화된 개화기의 식생

활 
4. 수업방법 : 
 -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기원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364~369

2. 주교재 목차
(14) 한국인 식생활의 
 변천
 - 조선시대의 식생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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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의궤를 통해 본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의 
고찰 

2. 강의목표 :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을 학습하고 민가 음
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 

3. 세부내용 :
 1) 의궤를 통해 본 궁중음식의 정의
 궁중의 일상식 – 초조반상, 수라상, 낮것상, 야참 
 2) 궁중의 연회식 – 진어상, 사찬상, 진연상 
 3) 궁중의 요리사, 대장금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동영상을 시청한다. 
 - 소주방에서의 수라상 차리는 모습과 수라상, 경연 

및 고조리서를 시청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311~330 

2. 주교재 목차
(13) 조선왕조 궁중 음

식
 - 궁중음식이란
 - 조선왕조궁중의 일상

식
 - 조선시대 궁중의 연

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MBC 드라마 
 「대장금」13회

2

1. 강의주제 : 서양, 중국, 일본과의 교류로 인한 음식문
화의 변화 

2. 강의목표 : 근대 외국 음식문화의 유입에 따른 한국 
식생활의 변화를 고찰한다. 

3. 세부내용 :
 1) 서양, 중국, 일본, 외국 식음료의 전래 
 2) 역사적 격동기를 지난 1900년대의 식생활 
 3) 조선 요리옥에서 현재 한정식까지의 변천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동영상을 시청한다. 
 - 한정식의 변화, 발전을 시청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369~376

2. 주교재 목차
(14) 한국인 식생활의 
 변천
 - 외국음식문화의 전래
 - 우리나라 1900년대의 

식생활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EBS 「한국 음식을 말

하다」 – 조선 요리옥
에서 현재 한정식

3

1. 강의주제 : 우리 밥상의 변천사 
2. 강의목표 :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차림과 주식의 변화

를 고찰한다. 
3. 세부내용 :
 1) 반상과 반상 차림
 2) 밥과 밥상의 변천
 3) 죽상과 아침 죽상의 변화
 4) 떡국, 국수, 만두
 5) 국수, 만두의 변화 
4. 수업방법 : 
 - 학습자의 일주일 기준 식생활을 발표하며 주식의 변

화를 관찰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23~40 

2. 주교재 목차
(1) 우리의 밥상은 어떻

게 변했나
 -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차림
 - 주식의 변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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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우리 음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다양한 
종류에 대한 고찰 

2. 강의목표 : 지형적 요인, 의례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한국 음식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주식과 주식의 구분, 다양한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2) 유교, 약식동원의 영향
 3) 각종 조미료와 향신료, 시식과 절식 
4. 수업방법 : 
 - 떡국, 비빔밥, 제사상 등을 예로 들어 일상생활 속에

서 찾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59~62

2. 주교재 목차
(3) 우리음식의 특징과 

종류
 - 한국음식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주식
2. 강의목표 : 주·부식의 구분을 이해하고 주식, 부식이 

되는 찬품류를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밥, 죽, 미음, 응이, 국수, 만두, 떡국
 2) 국, 탕, 찌개, 전골, 신선로
 3) 찜·선, 생채, 숙채와 잡채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62~78

2. 주교재 목차
(3) 우리음식의 특징과 

종류
 - 다양한 한국음식의 

조리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조리법이 다양한 한국의 부식
2. 강의목표 : 동일한 재료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부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조림, 초, 전유어, 부침과 밀적, 편육, 족편
 2) 튀김, 부각, 포, 묵, 쌈
 3) 밥·국·반찬의 이해 및 정리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동영상을 시청한다.
 - 밥·국·반찬, 주·부식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78~86

2. 주교재 목차
(3) 우리음식의 특징과 

종류
 - 다양한 한국음식의 

조리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EBS 한국음식을 말하

다. 
「오래된 것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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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한국 음식의 주요 식재료 고찰
2. 강의목표 : 식재료 면에서 고찰하여 한국 음식의 특

징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귀하게 쓰임 받는 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기타
 육류의 부위별 사용용도 
 2) 산출 시기에 따른 다양한 수산 식품
 3) 산출 시기에 따른 친근한 채소 식품
 4) 제철 식품에 관한 조사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육류의 부위별 용도는 그림으로, 산출 시기별 수산, 

채소 식품은 표로 정리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46~54

2. 주교재 목차
(2) 우리 조상들은 무엇

을 먹었나
 -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육류식품
 - 다양한 수산식품
 - 가장 친근한 채소 식

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즐겨 먹은 한국의 식재료 
2. 강의목표 : 곡류, 채소류를 즐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콩, 녹두, 팥의 용도, 효능
 2) 도라지, 더덕의 비교
 3) 버섯의 종류, 참깨의 효능과 용도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54~58

2. 주교재 목차
(2) 우리 조상들은  무엇

을 먹었나
 - 유난히 즐겨먹는 식

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맛과 멋을 증진시키는 양념과 고명 
2. 강의목표 : 양념의 유래, 역사를 살펴보고, 고명의 용

도를 익혀 예술적인 한국 음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양념의 다양한 종류와 용도 
 2) 고명의 종류와 용도 
 3) 오방색의 조화를 이루는 고명 
4. 수업방법 : 
 - ‘갈비찜’, ‘비빔밥’에 들어 간 양념을 추측하도록 하

여 양념과 고명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41~45

2. 주교재 목차
(2) 우리 조상들은 무엇

을 먹었나
 - 맛을 내는 양념
 - 맛을 내는 고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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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5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인의 자연에서 채취한 식재료 
2. 강의목표 : 자연에서 오고, 건강에 유익한 두부와 묵

을 학습하여 다양한 식재료 사용을 익힌다. 
3. 세부내용 :
 1) 두부의 유래, 두부 만들기
 2) 묵의 유래,
 3) 도토리묵, 청포묵, 황포묵, 메밀묵 만드는 법과
 응용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동영상을 시청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91~298

2. 주교재 목차
(12) 산과 들의 자연의 

먹거리
 - 두류 가공식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KBS UHD 한식
 15회 「두부」

2

1. 강의주제 : 식량 대용 구황 식품의 역할 
2. 강의목표 : 식량 대용 및 자연의 식품을 섭취하는
 한국 음식의 지혜를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구황식품의 정의
 2) 구황작물의 종류, 식용법
 3) 지역별 구황식품 
4. 수업방법 : 
 - 과거 구황 식품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보고, 식생

활과 영양 면에서 구황 식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98~302

2. 주교재 목차
(12) 산과 들의 자연의 

먹거리
 - 구황식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자연의 먹거리를 최대로 이용하는 사찰 
음식 

2. 강의목표 : 불교에서 유래한 사찰 음식의 정신과 조
리법을 학습하여 다양한 식생활의 전개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사찰음식의 정신, 특징
 2) 사찰음식의 유래
 3) 마지상 음식 
4. 수업방법 : 
 - 사찰음식 관련 요리책을 보고 재료, 양념을 관찰한

다.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303~310

2. 주교재 목차
(12) 산과 들의 자연의 

먹거리
 - 사찰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선재스님의 이야기

로 버무린 사찰 음
식」 2011, 불광출판
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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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인 발효의 맛, 장(醬)
2. 강의목표 :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장의 역사, 문화,
 종류를 학습하여 장 문화의 우수성을 익힌다. 
3. 세부내용 :
 1) 장의 문화와 역사
 2) 장 담그기 
 3) 메주, 간장, 된장, 별미장 
 4) 고추장의 역사, 만들기, 쓰임새 
4. 수업방법 : 
 - 발효 음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알아본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49~159

2. 주교재 목차
(6) 우리 맛의 근원 장
 - 장의 문화
 - 장의 역사
 - 장 담그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우리 일상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장(醬)
문화 

2. 강의목표 : 생소한 장에 얽힌 풍습, 일화를 학습하여
 음식 문화를 접한다. 
3. 세부내용 :
 1) 택일, 다홍고추, 대추, 숯 띄우기, 버선본 부치기, 장

독대 
 2) 장에 관련한 일화, 속담 
 3) 순창 고추장의 유래, 섣달 그믐 무장과 팥죽,
 장맛과 집안의 길흉 
4. 수업방법 : 
 - 순창 고추장이 왜 유명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

다.
 - 장에 관련된 풍습, 이야기가 많은 이유를 토론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60~168

2. 주교재 목차
(6) 우리 맛의 근원 장
 - 장에 관련된 풍습
 - 장에 얽힌 일화
 - 장에 관련된 속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장(醬) 담그기의 실제 
2. 강의목표 : 장을 담그고, 보관하는 모습에서 한국 음

식 문화의 지혜와 과학적 우수성을 익힌다. 
3. 세부내용 :
 1) 장 담그는 모습
 2) 장의 보관
 3) 장을 대하는 조상들의 모습과 풍습 
 4) 시판되고 있는 장류
4. 수업방법 : 
 - 동영상을 시청한다.
 - 시판되고 있는 장류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자와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52~154

2. 주교재 목차
(6) 우리 맛의 근원 장
 - 장담그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KBS UHD 한식
 24회 「장(醬)」

2. 중간고사 안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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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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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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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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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인의 맛, 김치
2. 강의목표 : 김치, 김장 문화를 통해 한국 음식의 깊

이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김치의 어원, 문화, 역사
 2) 김치의 지역적 특색, 계절적 특색
 3) 김치의 종류 – 통배추김치, 국물김치
 4) 김장 김치의 종류 
 3) 김장 풍습 – 김장 품앗이, 김치 익히기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169~179

2. 주교재 목차
(7) 한국인의 건강지킴이 

김치, 젓갈
 - 김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우리 감칠맛의 주인공, 젓갈
2. 강의목표 : 젓갈을 발효, 기후에 따른 간 맞추기, 지

역적 특색으로 이해하여 음식 문화로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젓갈의 역사와 문화
 2) 젓갈의 종류, 젓갈과 식해의 비교 
 3) 젓갈 저장법 
 4) 김치와 젓갈의 문화적 의의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79~185

2. 주교재 목차
(7) 한국인의 건강지킴이 

김치, 젓갈
 - 발효의 명품, 젓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한국인의 건강 발효 식품 김치, 젓갈
2. 강의목표 : 젓갈과 김치의 종류 및 만드는 법, 보관 

등을 시청하고 발효 과학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김치 만드는 법, 저장과 보관
 2) 젓갈 만드는 법, 저장과 보관
 3) 김치와 젓갈의 영양학적 우수성 
4. 수업방법 : 
 - 동영상을 시청한다. 
 - 김치, 젓갈의 제조, 저장 과정을 보고 한국 발효 음

식의 우수성에 대해 학습자와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79~185

2. 주교재 목차
(7) 한국인의 건강지킴이 

김치, 젓갈
 - 발효의 명품, 젓갈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KBS UHD 한식
 13회 「젓갈」
 14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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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주

1

1. 강의주제 : 한국 음식의 후식, 떡
2. 강의목표 : 한 끼 식사, 간식, 디저트로 다양하게 활

용되는 떡을 학습하여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익힌다. 
3. 세부내용 :
 1) 떡의 유래
 2) 분류 – 찌는 떡, 치는 떡, 빚는 떡, 지지는 떡 
 2) 떡에 관련된 풍습, 속담
 3) 떡 박물관 전시된 떡 만드는 기구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 떡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시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87~98

2. 주교재 목차
4. 맛있고 풍성한 떡과 

과자
 - 풍성한 인심이 담긴 

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떡 박물관 홈페이지

2

1. 강의주제 : 정성이 가득한 과자, 한과 
2. 강의목표 : 현재 명절이나 차례상에서 볼 수 있는 강

정, 다식, 약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완성도 높
은 한과가 있음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과자의 유래
 2) 한과의 종류 
 - 강정, 유밀과, 숙실과, 과편, 다식, 정과, 엿강정, 엿과 

조청 
4. 수업방법 : 
 - 먹어 보았던 한과에 대하여 학습자와 이야기해 보고 

그 외에 다양한 한과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99~107

2. 주교재 목차
4. 맛있고 풍성한 떡과 

과자
 - 아름답고 맛있는 한

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멋과 흥을 돋우는 한국의 술 문화 
2. 강의목표 : 와인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한국의 전통

주를 소개하고 발효주의 우수성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술의 역사와 원리
 2) 누룩의 역할
 3) 술의 종류 
 - 탁주, 약주, 가향주, 소주, 세시절기주, 이양주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87~201

2. 주교재 목차
(8) 다양한 우리의 술문

화
 - 술의 역사
 - 술의 원리
 - 누룩
 - 술의 종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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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한국의 맛과 향을 느끼는 차 문화 
2. 강의목표 : 한국의 차 문화를 깊이 있게 학습하여 차

의 우수성을 익힌다. 
3. 세부내용 :
 1) 음차 문화
 2) 차의 전래
 3) 차의 효능
 4) 우리나라 차의 생산
 5) 대용차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09~118

2. 주교재 목차
(5) 여유와 멋이 담긴 차

와 화채
 - 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찻 자리로 배우는 음차 문화 
2. 강의목표 : 실제로 잎 녹차를 우려 마심으로써 차 맛

을 느끼고, 찻 자리에서의 예(禮)를 갖춘다. 
3. 세부내용 :
 1) 다구(茶具)의 이해
 2) 차에 관한 설명
 3) 다도 시 지켜야 할 예절 
4. 수업방법 : 
 - 다구와 잎차로 직접 차를 우려내어 마신다.

1. 주교재 페이지
p. 109~118

2. 주교재 목차
(5) 여유와 멋이 담긴 차

와 화채
 - 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다구 (다관, 숙우, 찻

잔받침, 차칙, 찻수건, 
찻상, 찻통)

 잎녹차 

3

1. 강의주제 : 한민족의 계절 음료 음청류
2. 강의목표 :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차게 마시는 음청

류를 학습하여 영양학적 우수성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화채, 음청류의 의미 
 1) 수정과, 식혜
 2) 화채, 제호탕
 3) 송화밀수, 찹쌀미수 
4. 수업방법 : 
 - 생소한 제호탕, 송화밀수, 찹쌀미수에 관해 묻고 어

떤 음식인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
 - 찹쌀미수와 현대 음료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118~122

2. 주교재 목차
(5) 여유와 멋이 담긴 차

와 화채
 - 계절의 멋을 담은 화

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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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우리의 명절 음식과 시절식 
2. 강의목표 : 각 계절별 명절과 절기를 파악하여 
 기후과 풍습, 음식과의 연관성을 익힌다. 
3. 세부내용 :
 1) 명절과 절기의 개념
 2) 24절기의 의미와 시기 
4. 수업방법 : 
 - 알고 있는 명절과 명절 음식, 절기와 시절식을 연결

해 본다.
 - 24절기 표를 조별로 만들어 아는 절기, 모르는 절기

에 표시하도록 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219~221

2. 주교재 목차
(9) 우리의 명절과 계절 

음식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24절기 표로 만들
 필기 도구

2

1. 강의주제 : 월별로 알아보는 절식과 시절식 1
2. 강의목표 : 정월부터 유월까지 절기와 시기, 영양학

적 측면에서의 절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정월 (설날, 대보름, 입춘)
 2) 이월 (중화절)
 3) 삼월 (삼짇날, 곡우, 한식) 
 4) 사월 (초파일)
 5) 오월 (단오)
 6) 유월 (유두, 삼복)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19~231

2. 주교재 목차
(9) 우리의 명절과 계절

음식
 - 정월
 - 이월
 - 삼월
 - 사월
 - 오월
 - 유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월별로 알아보는 절식과 시절식 2
2. 강의목표 : 칠월에서 섣달까지 절기와 시기, 영양학

적 측면에서의 절식을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칠월 (칠석, 백중)
 2) 팔월 (추석)
 3) 구월 (중앙절)
 4) 시월 (무오일)
 5) 동짓달 (동지),
 6) 섣달 (납일, 그믐날)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31~237

2. 주교재 목차
(9) 우리의 명절과 계절

음식
 - 칠월
 - 팔월
 - 구월
 - 시월
 - 십일월
 - 십이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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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생애 주기에 따른 한국 음식 1
2. 강의목표 : 출생, 삼칠일, 백일, 첫돌, 생일에 먹은 한

국 음식의 의미, 영양, 문화적 가치를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일상 중 돌상, 혼례, 제례에 먹었던 음식
 2) 일생 동안의 의례 고찰 
 3) 출생, 삼칠일과 백일, 첫 돌, 생일의 음식 풍습
4. 수업방법 : 
 - 현대의 백일상, 돌상 차림의 사진을 보고 
 상차림과 음식을 관찰한다. 
 - 현대의 결혼식, 제례 음식에 관해 토론하며 변화 과

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본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39~244

2. 주교재 목차
(10) 우리의 일생과 음

식풍습
 - 일생동안의 의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생애 주기에 따른 한국 음식 2
2. 강의목표 : 성인에서 죽음에 이르는 의례와 음식 문

화의 의미를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관례, 혼례, 회갑례의 의미와 음식 풍속
 2) 회혼례, 상례, 제례의 의미와 음식 풍속
 3) 과거와 현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 현대의 의례 속에 잔재되어 있는 의식과 음식에 관
해 토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244~248

2. 주교재 목차
(10) 우리의 일생과 음

식풍습
 - 일생동안의 의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발표 

3

1. 주교재 페이지
p. 249~256

2. 주교재 목차
(10) 우리의 일생과 음식풍습
 - 경사 때의 상차림
 - 제례 상차림 

1. 주교재 페이지
p. 249~256

2. 주교재 목차
(10) 우리의 일생과 음

식풍습
 - 경사 때의 상차림
 - 제례 상차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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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중부 지역 향토 음식의 고찰 
2. 강의목표 :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중심이 되는 서울의 향

토음식을 알고, 경기도와 충청도 음식문화를 통해 지역
별 특성을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따른 식재료와 음식문화
 2) 서울 - 서울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음식
 3) 경기도 - 경기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음

식
 4) 충청도 - 충청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

음식
 5) 강원도 - 강원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 별미음식 
 3) 중부 – 충청도, 강원도 
4. 수업방법 : 
 -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반도지형의 영향을 받는 기후, 

식재료, 식생활문화에 관해 학습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사진 자료와 PPT를 활용하여 강의 세부 내

용을 강의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57~270

2. 주교재 목차
(11) 팔도의 향토음식
 - 중부지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남부 지역 향토 음식의 고찰
2. 강의목표 : 온화한 기후에 따른 남부 지역의 풍부한 식

재료와 음식문화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전라도 - 전라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

음식 
 2) 경상도 - 경상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

음식 
 3) 제주도 - 제주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

음식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

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70~280

2. 주교재 목차
(11) 팔도의 향토음식
 - 남부지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이북 지역 향토 음식의 고찰
2. 강의목표 : 쉽게 접하기 힘든 이북 지역 향토 음식의 종

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비교
 2) 황해도 - 황해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

음식 
 3) 평안도 - 평안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

음식 
 4) 함경도
 - 함경도 향토음식의 특징, 김치와 장류, 별미음식
4. 수업방법 : 
 -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맛을 지닌 함흥냉면과 생소한 

맛의 평양냉면을 비교한다.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

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280~289

2. 주교재 목차
(11) 팔도의 향토음식
 - 이북지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기말고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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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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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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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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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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부엌과 조리 도구
2. 강의목표 : 현대식 주방과 다른 부엌의 구조, 위치, 

용도를 알아보고 장단점을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부엌의 역사와 용도 
 2) 곡물가공도구
 3) 불을 쓰는 도구
 4) 부엌의 조리도구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377~389

2. 주교재 목차
15. 어머니의 맛, 근원지, 

부엌과 부엌살림
 - 부엌의 역사
 - 곡물가공 도구
 - 불을 쓰는 도구
 - 부엌의 조리 도구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부엌 세간 살림살이와 그릇 
2. 강의목표 : 옛 부엌 세간, 그릇을 비롯한 식사 도구

를 관찰하여 우리 조상의 미의식과 지혜로움을
 느낀다. 
3. 세부내용 :
 1) 나무로 만든 부엌 세간
 2) 찬방과 마루의 부엌 세간 
 3) 흙으로 구운 그릇
 4) 대나 싸리로 만든 도구 
 5) 식기와 수저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396~406

2. 주교재 목차
15. 어머니의 맛, 근원지, 

부엌과 부엌살림
 - 나무로 만든 부엌세간
 - 찬방과 마루의 부엌세간
 - 흙으로 구운 그릇
 - 대나 싸리로 만든 도구
 - 식기와 수저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국의 고조리서 
2. 강의목표 : 옛 음식에 대한 기록을 파악하고,
 역사적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3. 세부내용 :
 1) 1400, 1500, 1600년대의 음식책
 2) 1700, 1800, 1900년대 전반기의 음식책
 3) 「조선요리제법」과 방신영의 요리책 
4. 수업방법 : 
 - 주 교재를 위주로 PPT와 각종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이론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
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p. 407~420

2. 주교재 목차
1(6) 지혜로운 옛 음식책
 - 1400년대의 음식책
 - 1500년대의 음식책 
 - 1600년대의 음식책
 - 1700년대의 음식책 
 - 1800년대의 음식책
 - 1900년대의 음식책
 - 최고의 베스트셀러 요리

책「조선요리제법」과 방
신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 열람기간, 방법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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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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도

를 높인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4. 토론

 -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습자의 상

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발표 및 영

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6. 과제 피드백

 - 현재 지켜지고 있는 일상의 통과의례식과 전통의 통과의례식과 

비교하고 전통 통과의례식에 담긴 의미를 다시 이해하고, 현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주교재

 - 한복진 외 – 2009 – 한국음식문화와 콘텐츠 – 글누림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한국 음식 문화 박물지 」(황교익, 2011, 따비),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주영하, 2018, 휴머니스트), 「음식고

전」 (한복려, 2016, 현암사),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윤덕노, 

2014, 깊은 나무) 등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보다 심도 깊은 자료들을 접하고 토론의 

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한국음식문화사 관련된 사진자료 

뿐만 아니라 한국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 각종 한국음식관련 박물

관 사이트 등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

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다도(茶道) 수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한국 음식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최신 한국 음식의 트렌드와 외국인에게 소개되는 한

국음식의 트렌드에 대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

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