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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향토음식조리실습

교 재 조태옥 외-2017-향토음식-교문사

학 점 3

강 의 시 간 5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전통한국음식의 근본이 되는 각 지방 향토음식의 역사와 유래를 

고찰하고 각 도의 의례음식, 시절음식 및 큰 상, 각 지방의 연회식

과 다과, 향토 고유의 김치와 별미음식, 주식과 부식, 후식의 특징

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체계적이면서 심도 있게 학습하여 조리 방

법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한 민

족이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의 수단인 향토음식의 

형성과 특징, 고문헌에 나타난 각 지역의 향토 음식,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각 지역의 특징, 특산물, 음식축제와 향토음식에 대해 실습한다. 지

역에 따른 역사 · 지리 · 기후적 특징과 음식문화의 연관성을 통하

여 독특한 음식 문화를 계승할 수 있다.

최근 향토음식 축제를 넘어 관광두레라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컬리

너리 투어리즘 등 신 직업군이 생길만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

토음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토음식에 쓰이는 조리용어와 기물,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지역 특산물 조리법과 레시피를 학습한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다양한 조리기구의 사용법과 스킬을 습득하여 조리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2.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황해도, 평

안도, 함경도 등 각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실습을 통해 기초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다.

3.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과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4. 조리인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칼의 사용방법과 향토음식에서 

사용하는 썰기 방법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다.

5.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향토음식 식재료의 이해부터 기

본 이론과 실기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학습목

표로 한다.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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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조리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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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물 주제 : 향토음식 

레서피 작성 
 - 제출 : 12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향토음식의 개요
2. 강의목표 : 향토음식의 개요와 그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향토음식의 형성 :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기후조건, 

지형, 연근해 해류의 흐름
  2) 향토음식의 개념 : 특정지역의 기후, 지세 등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개발된 향토음식의 개념 이해
4. 수업방법 : 
 - 향토음식의 형성 및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수업의 특성과 

조리 원리를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

2. 주교재 목차
 1) 향토음식의 

개요
 - 향토음식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 부교재 : 

향토음식/교문사/정낙원외

3

1. 강의주제 : 향토음식의 개요
2. 강의목표 : 향토음식의 개요와 그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향토음식의 특성 : 향토음식의 지역성, 독창성, 의례성에 

대한 이해
4. 수업방법 : 
 - 향토음식의 지역성, 독창성, 의례성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

2. 주교재 목차
 1) 향토음식의 

개요
 - 향토음식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부교재 : 

향토음식/교문사/정낙원외

4

1. 강의주제 : 향토음식의 개요
2. 강의목표 : 향토음식의 개요와 그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향토음식 연구를 위한 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운잡방, 도문대작, 음식디미방, 시의전서 등 고문헌에 대해 
학습한다.

  2) 향토음식의 발전을 위한 방안: 향토음식의 발굴과 개발, 
조리법의 표준화, 상품화, 관광상품의 개발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 향토음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인 고문헌에 대해 

이해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

2. 주교재 목차
 1) 향토음식의 

개요
 - 향토음식의 

특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부교재 : 

향토음식/교문사/정낙원외

5

1. 강의주제 : 조리사의 기본자세 / 주방 안전 및 위생
2. 강의목표 : 조리사의 자세에 대한 이해 / 주방의 안전 위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조리사의 기본자세 : 조리사로서 갖추어야할 지식의 

필요성과 창의성 및 조리사의 용모(위생복장, 두발, 안전화 
등)

  2) 주방안전 및 위생 :  불사용과 오븐, 조리도구 다루는 방법 
및 관리법 등

4. 수업방법 : 
 - 조리사의 기본자세와 주방 안전과 위생에 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

2. 주교재 목차
 1) 향토음식의 

개요
 - 향토음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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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맛집
4. 수업방법 : 
 - 서울, 경기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40
2. 주교재 목차
 - 서울, 경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이천영양밥, 화성굴밥, 타락죽, 조개죽, 양곰탕, 제육저냐, 

장똑똑이, 밀쌈, 각색전골, 칼싹두기, 임자수탕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40

2. 주교재 목차
 1) 서울, 경기
 - 이천영양밥, 화성굴밥, 

타락죽, 조개죽, 양곰
탕, 제육저냐, 장똑똑
이, 밀쌈, 각색전골, 칼
싹두기, 임자수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이천영양밥, 화성굴밥, 타락죽, 조개죽, 양곰탕, 제육저냐, 

장똑똑이, 밀쌈, 각색전골, 칼싹두기, 임자수탕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40

2. 주교재 목차
 1) 서울, 경기
 - 이천영양밥, 화성굴밥, 

타락죽, 조개죽, 양곰
탕, 제육저냐, 장똑똑
이, 밀쌈, 각색전골, 칼
싹두기, 임자수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서울, 경기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이천영양밥, 화성굴밥, 타락죽, 조개죽, 양곰탕, 제육저냐, 

장똑똑이, 밀쌈, 각색전골, 칼싹두기, 임자수탕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40

2. 주교재 목차
 1) 서울, 경기
 - 이천영양밥, 화성굴밥, 

타락죽, 조개죽, 양곰
탕, 제육저냐, 장똑똑
이, 밀쌈, 각색전골, 칼
싹두기, 임자수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40

2. 주교재 목차
 1) 서울, 경기
 - 이천영양밥, 화성굴밥, 

타락죽, 조개죽, 양곰
탕, 제육저냐, 장똑똑
이, 밀쌈, 각색전골, 칼
싹두기, 임자수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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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맛집
4. 수업방법 : 
 - 강원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86

2. 주교재 목차
 - 강원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감자전골, 감자옹심이, 능이버섯죽, 메밀총떡, 메밀콧등치

기, 곰치국, 산채비빔밥, 다슬기 해장국, 오징어간장볶음, 
옥수수전, 조감자밥, 홍합죽, 지누아리무침, 풋옥수수범벅, 
콩죽, 감자붕생이, 황태구이, 쇠미역튀각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2~86

2. 주교재 목차
 1) 강원도
 - 감자전골, 감자옹심이, 

능이버섯죽, 메밀총떡, 
메밀콧등치기, 곰치국, 
산채비빔밥, 다슬기 해
장국, 오징어간장볶음, 
옥수수전, 조감자밥, 
홍합죽, 지누아리무침, 
풋옥수수범벅, 콩죽, 
감자붕생이, 황태구이, 
쇠미역튀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감자전골, 감자옹심이, 능이버섯죽, 메밀총떡, 메밀콧등치

기, 곰치국, 산채비빔밥, 다슬기 해장국, 오징어간장볶음, 
옥수수전, 조감자밥, 홍합죽, 지누아리무침, 풋옥수수범벅, 
콩죽, 감자붕생이, 황태구이, 쇠미역튀각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2~86

2. 주교재 목차
 1) 강원도
 - 감자전골, 감자옹심이, 

능이버섯죽, 메밀총떡, 
메밀콧등치기, 곰치국, 
산채비빔밥, 다슬기 해
장국, 오징어간장볶음, 
옥수수전, 조감자밥, 
홍합죽, 지누아리무침, 
풋옥수수범벅, 콩죽, 
감자붕생이, 황태구이, 
쇠미역튀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강원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감자전골, 감자옹심이, 능이버섯죽, 메밀총떡, 메밀콧등치

기, 곰치국, 산채비빔밥, 다슬기 해장국, 오징어간장볶음, 
옥수수전, 조감자밥, 홍합죽, 지누아리무침, 풋옥수수범벅, 
콩죽, 감자붕생이, 황태구이, 쇠미역튀각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2~86

2. 주교재 목차
 1) 강원도
 - 감자전골, 감자옹심이, 

능이버섯죽, 메밀총떡, 
메밀콧등치기, 곰치국, 
산채비빔밥, 다슬기 해
장국, 오징어간장볶음, 
옥수수전, 조감자밥, 
홍합죽, 지누아리무침, 
풋옥수수범벅, 콩죽, 
감자붕생이, 황태구이, 
쇠미역튀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2~86

2. 주교재 목차
 1) 강원도
 - 감자전골, 감자옹심이, 

능이버섯죽, 메밀총떡, 
메밀콧등치기, 곰치국, 
산채비빔밥, 다슬기 해
장국, 오징어간장볶음, 
옥수수전, 조감자밥, 
홍합죽, 지누아리무침, 
풋옥수수범벅, 콩죽, 
감자붕생이, 황태구이, 
쇠미역튀각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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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맛집
4. 수업방법 : 
 - 충청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106

2. 주교재 목차
 - 충청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호박범벅, 날떡국, 박속낙지탕, 꺼먹지들개탕, 녹두빈대떡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6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박범벅, 날떡국, 박

속낙지탕, 꺼먹지들개
탕, 녹두빈대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호박범벅, 날떡국, 박속낙지탕, 꺼먹지들개탕, 녹두빈대떡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6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박범벅, 날떡국, 박

속낙지탕, 꺼먹지들개
탕, 녹두빈대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호박범벅, 날떡국, 박속낙지탕, 꺼먹지들개탕, 녹두빈대떡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6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박범벅, 날떡국, 박

속낙지탕, 꺼먹지들개
탕, 녹두빈대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8~106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박범벅, 날떡국, 박

속낙지탕, 꺼먹지들개
탕, 녹두빈대떡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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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 맛집
4. 수업방법 : 
 - 지난 시간에 했던 충청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복습을 하고 
이번시간에 배울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9~118

2. 주교재 목차
 - 충청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호두장아찌, 말린묵장아찌, 청포묵국, 장군국밥, 굴깍두

기, 바지락전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8~118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두장아찌, 말린묵장

아찌, 청포묵국, 장군
국밥, 굴깍두기, 바지
락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호두장아찌, 말린묵장아찌, 청포묵국, 장군국밥, 굴깍두

기, 바지락전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8~118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두장아찌, 말린묵장

아찌, 청포묵국, 장군
국밥, 굴깍두기, 바지
락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충청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호두장아찌, 말린묵장아찌, 청포묵국, 장군국밥, 굴깍두

기, 바지락전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8~118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두장아찌, 말린묵장

아찌, 청포묵국, 장군
국밥, 굴깍두기, 바지
락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8~118

2. 주교재 목차
 1) 충청도
 - 호두장아찌, 말린묵장

아찌, 청포묵국, 장군
국밥, 굴깍두기, 바지
락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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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주

1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맛집
4. 수업방법 :  
 - 경상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1~140

2. 주교재 목차
 - 경상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헛제삿밥, 굴떡국, 제물칼국수, 알토란탕, 콩가루우거지국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140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헛제삿밥, 굴떡국, 제

물칼국수, 알토란탕, 
콩가루우거지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헛제삿밥, 굴떡국, 제물칼국수, 알토란탕, 콩가루우거지국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140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헛제삿밥, 굴떡국, 제

물칼국수, 알토란탕, 
콩가루우거지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헛제삿밥, 굴떡국, 제물칼국수, 알토란탕, 콩가루우거지국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140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헛제삿밥, 굴떡국, 제

물칼국수, 알토란탕, 
콩가루우거지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140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헛제삿밥, 굴떡국, 제

물칼국수, 알토란탕, 
콩가루우거지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중간고사 응시 안내 : 이
론 또는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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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5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이론평가의 경우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 실기평가의 경우 실기평

가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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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주

1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 맛집
4. 수업방법 : 
 - 지난 시간에 했던 경상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복습을 하고 이번시간
에 배울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1~152

2. 주교재 목차
 - 경상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갱죽, 산초장떡, 속새김치, 골곰짠지, 사연지, 무밥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52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갱죽, 산초장떡, 속새

김치, 골곰짠지, 사연
지, 무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갱죽, 산초장떡, 속새김치, 골곰짠지, 사연지, 무밥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52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갱죽, 산초장떡, 속새

김치, 골곰짠지, 사연
지, 무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경상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갱죽, 산초장떡, 속새김치, 골곰짠지, 사연지, 무밥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52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갱죽, 산초장떡, 속새

김치, 골곰짠지, 사연
지, 무밥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52

2. 주교재 목차
 1) 경상도
 - 갱죽, 산초장떡, 속새

김치, 골곰짠지, 사연
지, 무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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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

1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맛집
4. 수업방법 :  
 - 전라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5~176

2. 주교재 목차
 - 전라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죽순들개나물, 홍어삼합, 낙지호롱찜, 장뚱어탕, 돌산 갓

김치, 떡갈비, 톳두부무침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4~176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죽순들개나물, 홍어삼

합, 낙지호롱찜, 장뚱
어탕, 돌산 갓김치, 떡
갈비, 톳두부무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죽순들개나물, 홍어삼합, 낙지호롱찜, 장뚱어탕, 돌산 갓

김치, 떡갈비, 톳두부무침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4~176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죽순들개나물, 홍어삼

합, 낙지호롱찜, 장뚱
어탕, 돌산 갓김치, 떡
갈비, 톳두부무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1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죽순들개나물, 홍어삼합, 낙지호롱찜, 장뚱어탕, 돌산 갓

김치, 떡갈비, 톳두부무침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4~176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죽순들개나물, 홍어삼

합, 낙지호롱찜, 장뚱
어탕, 돌산 갓김치, 떡
갈비, 톳두부무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4~176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죽순들개나물, 홍어삼

합, 낙지호롱찜, 장뚱
어탕, 돌산 갓김치, 떡
갈비, 톳두부무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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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 맛집
4. 수업방법 : 
 - 지난 시간에 했던 전라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복습을 하고 이번시간
에 배울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5~190

2. 주교재 목차
 - 전라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꼬막무침, 육회비빔밥, 백합죽, 바지락회무침, 깻잎장아

찌, 매생이국, 가지김치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8~190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꼬막무침, 육회비빔밥, 

백합죽, 바지락회무침, 
깻잎장아찌, 매생이국, 
가지김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꼬막무침, 육회비빔밥, 백합죽, 바지락회무침, 깻잎장아

찌, 매생이국, 가지김치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8~190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꼬막무침, 육회비빔밥, 

백합죽, 바지락회무침, 
깻잎장아찌, 매생이국, 
가지김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 2
2. 강의목표 : 전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꼬막무침, 육회비빔밥, 백합죽, 바지락회무침, 깻잎장아

찌, 매생이국, 가지김치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8~190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꼬막무침, 육회비빔밥, 

백합죽, 바지락회무침, 
깻잎장아찌, 매생이국, 
가지김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8~190

2. 주교재 목차
 1) 전라도
 - 꼬막무침, 육회비빔밥, 

백합죽, 바지락회무침, 
깻잎장아찌, 매생이국, 
가지김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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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3) 음식축제, 농가맛집
4. 수업방법 : 
 - 제주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 음식축제, 

농가 맛집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3~220

2. 주교재 목차
 - 제주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고기국수, 고사리전, 구살국, 돗괴기적, 메밀조베기, 몸국, 

미수전, 빙떡, 진메물, 초기죽, 톳밥, 해물뚝배기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8~220

2. 주교재 목차
 1) 제주도
 - 고기국수, 고사리전, 

구살국, 돗괴기적, 메
밀조베기, 몸국, 미수
전, 빙떡, 진메물, 초기
죽, 톳밥, 해물뚝배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고기국수, 고사리전, 구살국, 돗괴기적, 메밀조베기, 몸국, 

미수전, 빙떡, 진메물, 초기죽, 톳밥, 해물뚝배기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8~220

2. 주교재 목차
 1) 제주도
 - 고기국수, 고사리전, 

구살국, 돗괴기적, 메
밀조베기, 몸국, 미수
전, 빙떡, 진메물, 초기
죽, 톳밥, 해물뚝배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제주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고기국수, 고사리전, 구살국, 돗괴기적, 메밀조베기, 몸국, 

미수전, 빙떡, 진메물, 초기죽, 톳밥, 해물뚝배기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8~220

2. 주교재 목차
 1) 제주도
 - 고기국수, 고사리전, 

구살국, 돗괴기적, 메
밀조베기, 몸국, 미수
전, 빙떡, 진메물, 초기
죽, 톳밥, 해물뚝배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98~220

2. 주교재 목차
 1) 제주도
 - 고기국수, 고사리전, 

구살국, 돗괴기적, 메
밀조베기, 몸국, 미수
전, 빙떡, 진메물, 초기
죽, 톳밥, 해물뚝배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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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4. 수업방법 : 
 - 함경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 알

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3~242
  
2. 주교재 목차
 - 함경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햇닭찜, 언감자깨국수, 콩지짐, 두부탕, 감자장, 미역냉채, 

오리고기송이버섯찜, 명태순대, 명태만두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6~242

2. 주교재 목차
 1) 함경도
 - 햇닭찜, 언감자깨국수, 

콩지짐, 두부탕, 감자
장, 미역냉채, 오리고
기송이버섯찜, 명태순
대, 명태만두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햇닭찜, 언감자깨국수, 콩지짐, 두부탕, 감자장, 미역냉채, 

오리고기송이버섯찜, 명태순대, 명태만두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6~242

2. 주교재 목차
 1) 함경도
 - 햇닭찜, 언감자깨국수, 

콩지짐, 두부탕, 감자
장, 미역냉채, 오리고
기송이버섯찜, 명태순
대, 명태만두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함경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햇닭찜, 언감자깨국수, 콩지짐, 두부탕, 감자장, 미역냉채, 

오리고기송이버섯찜, 명태순대, 명태만두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6~242

2. 주교재 목차
 1) 함경도
 - 햇닭찜, 언감자깨국수, 

콩지짐, 두부탕, 감자
장, 미역냉채, 오리고
기송이버섯찜, 명태순
대, 명태만두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26~242

2. 주교재 목차
 1) 함경도
 - 햇닭찜, 언감자깨국수, 

콩지짐, 두부탕, 감자
장, 미역냉채, 오리고
기송이버섯찜, 명태순
대, 명태만두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취합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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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4. 수업방법 : 
 - 함경도, 황해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5~278

2. 주교재 목차
 - 평안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평양어죽, 민어매운탕, 초계탕, 순안불고기, 평양온반, 생

강김치, 어복쟁반, 칼제비국, 콩깨국칼국수, 풋강냉이지짐, 
김치냉면, 풋완두죽, 기장쌀밥, 팥지짐, 가지볶음, 더덕볶음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8~278

2. 주교재 목차
 1) 평안도
 - 평양어죽, 민어매운탕, 

초계탕, 순안불고기, 
평양온반, 생강김치, 
어복쟁반, 칼제비국, 
콩깨국칼국수, 풋강냉
이지짐, 김치냉면, 풋
완두죽, 기장쌀밥, 팥
지짐, 가지볶음, 더덕
볶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평양어죽, 민어매운탕, 초계탕, 순안불고기, 평양온반, 생

강김치, 어복쟁반, 칼제비국, 콩깨국칼국수, 풋강냉이지짐, 
김치냉면, 풋완두죽, 기장쌀밥, 팥지짐, 가지볶음, 더덕볶음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8~278

2. 주교재 목차
 1) 평안도
 - 평양어죽, 민어매운탕, 

초계탕, 순안불고기, 
평양온반, 생강김치, 
어복쟁반, 칼제비국, 
콩깨국칼국수, 풋강냉
이지짐, 김치냉면, 풋
완두죽, 기장쌀밥, 팥
지짐, 가지볶음, 더덕
볶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평안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평양어죽, 민어매운탕, 초계탕, 순안불고기, 평양온반, 생

강김치, 어복쟁반, 칼제비국, 콩깨국칼국수, 풋강냉이지짐, 
김치냉면, 풋완두죽, 기장쌀밥, 팥지짐, 가지볶음, 더덕볶음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8~278

2. 주교재 목차
 1) 평안도
 - 평양어죽, 민어매운탕, 

초계탕, 순안불고기, 
평양온반, 생강김치, 
어복쟁반, 칼제비국, 
콩깨국칼국수, 풋강냉
이지짐, 김치냉면, 풋
완두죽, 기장쌀밥, 팥
지짐, 가지볶음, 더덕
볶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품평 및 마무리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및 실습실 정리, 청소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48~278

2. 주교재 목차
 1) 평안도
 - 평양어죽, 민어매운탕, 

초계탕, 순안불고기, 평
양온반, 생강김치, 어복
쟁반, 칼제비국, 콩깨국
칼국수, 풋강냉이지짐, 
김치냉면, 풋완두죽, 기
장쌀밥, 팥지짐, 가지볶
음, 더덕볶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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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주

1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2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3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4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5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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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황해도지역의 향토음식 과 1학기 수업 마무리
2. 강의목표 : 황해도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와 1학기 

동안 수업한 내용 정리
3. 세부내용 :
  1) 지역적 특징
  2) 특산물
 4. 수업방법 : 
 - 황해도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 알

아보고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에 관해 학습하고 한 학
기동안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여 각 지역마다의 특징을 정
리해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1~294

2. 주교재 목차
 - 황해도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황해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황해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굴김치밥, 남매죽, 비지밥, 김고추장구이, 묵물죽, 대합조

개닭알국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1개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 
후 학습자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4~294

2. 주교재 목차
 1) 황해도
 - 굴김치밥, 남매죽, 비

지밥, 김고추장구이, 
묵물죽, 대합조개닭알
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황해도지역의 향토음식
2. 강의목표 : 황해도지역의 향토음식의 활용법 이해
3. 세부내용 :
  1) 굴김치밥, 남매죽, 비지밥, 김고추장구이, 묵물죽, 대합조

개닭알국 등
4. 수업방법 : 
 - 세부내용의 음식들 중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을 택하여 교수자가 시연한 
품목을 학습자가 실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4~294

2. 주교재 목차
 1) 황해도
 - 굴김치밥, 남매죽, 비

지밥, 김고추장구이, 
묵물죽, 대합조개닭알
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실습 및 품평 
2. 강의목표 : 실습한 음식의 품평 
3. 세부내용 :
  1) 각 팀별 완성된 음식을 모아 서로 시식을 한 후 품평회

를 갖는다.
4. 수업방법 : 
 - 학습자가 실습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84~294

2. 주교재 목차
 1) 황해도
 - 굴김치밥, 남매죽, 비

지밥, 김고추장구이, 
묵물죽, 대합조개닭알
국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5

1. 강의주제 : 한 학기 수업 마무리 및 대청소
2. 강의목표 : 각 지역의 특징 정리 , 대청소
3. 세부내용 :
  1) 각 지역마다의 특징을 퀴즈를 통해 정리한다.
  2) 팀별 담당구역을 청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4. 수업방법 : 
 - 한 학기 동안 배운 각 지역의 향토음식 특징을 퀴즈를 통

해 정리하고 대청소를 한 후 수업을 마무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294

2. 주교재 목차
 - 전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 기간, 방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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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하고 강의교안, 시각적 ppt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교수자 시연

- 교수자가 모범 시연을 통해 실습의 절차와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

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주차별 실습내용에 대해 직접 실습에 참여함으로서 체득할 수 있

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조별토론

- 조별 간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습

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토론과 발표, 영상자

료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제출 및 피드백

- 과제 피드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과제학습에 대한 차이점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제학습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1. 주교재

 - 조태옥 외–2017-향토음식-교문사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향토음식관련 서적들, 한국의 전통향토음식(교문사) 

시리즈 등을 활용하여 PPT 자료로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

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주차별 관련 동영상 자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서울 메이트 등 예능프로에 나오는 향토음식들

을 스토리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흥미와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

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레시피나 고문헌에 

나오는 레시피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

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