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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학기 2차 KOCW 공개강의계획서
한서대학교 교육혁신원 

1. 기본 정보

교수
인적사항

교수명(사번) 20070227 소    속 글로벌언어협력학과

연구실 전화번호 개인 연락처

E-mail주소

교과목 
정보

과목명 서산지역의문화와생활 영문 과목명 History and Culture of Seosan 
City

이 수 구 분 교양

수강대상 학과 전교생

과목명 서산지역의문화와생활I

강의목표 

  본 교과는 글로컬 시대에 필수적인 지역의 지구화, 지구의 지역화라는 목표의식을 명

확히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역학으로서의 일종의 서산학을 교수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간에 단단한 지구적 마인드로서 로컬적 컨텐츠를 이해하는 지성

인으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시에 본교가 위치한 유구한 서산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애교심과 

긍지를 제고함으로써 성공적이 대학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서산지역의 로컬적 콘텐츠를 글로벌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글로컬 인재 양성

-. 보편인문학적 시각에서 서산 역사/문화 조명함으로써 균형적 감각의 지역인재 육성

-. 서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성공적인 대학생활 도움 

강좌개발 
계획 및 전략

혁신사업 연대 교재 활용/ 현장답사 UCC제작 및 경연을 통해 플랫폼 시대 학생들의 

수업 및 정보화시대 기술적응력 유도

공개강의 
적합성

-. 지역이해가 필수적인 본교생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이 가능한 점

-. 지역학이 부상하는 글로컬시대 타지역, 타교생들에게도 선두지역학 모델 제시 가능

강좌 활용계획

-. 2021년 이후 실제 교양 수업 활용
-. 과제물로 학생 UCC제작(혹은 현장답사기)을 통한 지역 홍보에 실질 기여
-. 학생들에게 각종 지역공모전 참여에 활용(2020년 2학기의 경우 서산시 입상, 충남평생교육진

흥원 9개 부문 석권) 
-. 본 교수는 향후 더 깊이 있는 지역 연구서 저술 및 각종 프로젝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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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계획 및 전략
-. 혁신사업 연계 교재 활용

-. 현장답사 UCC제작 및 경연을 통해 플랫폼 시대 학생들의 수업 및 정보화시대 기술적응력 유도

-. 글로컬시대 지식정보 획득 및 활용 방법 교육

3. 세부 개발 계획서
교과목
코드 0011571 과목명 서산지역문화와생활

차시 강의주제 강좌 운영방법
(온라인 학습활동 / 평가방법 / 학습자료 등) 비고

1 강의 안내 및 학습자 

요구 분석
수업방향 및 교재, 성격 오리엔테이션

교재(학습자

료): <서산

지역의 문

화와 생활>  

   안 외 순 

주 저 자 , 

2020, 한서

대출판부

평 가 방 법 : 

출석 20%, 

매주 복습

퀴즈(중간시

험 대체) 

30%, 

          

기 말 시 험 

30%, 기말

과제(현장답

사기 혹은 

UCC) 

온라인핵심

학 습 활 동 : 

매주 수업

후 간단 복

습 퀴즈

2 글로컬시대와 지역문화 

이해 
1장 지구화시대 왜 지역학, 서산문화인가(pp.4-11)

3 서산의 유교사상과 학문 2장 (pp.24-39)

4 서산과 한국의 천문과학 3장 (pp.40-55)

5 서산의 불교사상과 역사 4장 (pp.56-83)

6 서산 해미와 천주교 5장 (pp.84-98)

7 서산의 동학과 독립운동 6장 (pp.98-114)

8 중간시험 평가

9 서산의 민속놀이 7장 (pp.115-134)

10 서산의 식문화와 먹거리 8장 (pp.135-162)

11 서산의 축제 9장 (pp.163-183)

12 서산의 전통시장 10장 (pp.184-195)

13 서산개척단 사건을 통해 

본 인권문제
11장 (pp.195-202)

14 서산의 다문화의 역사, 

그리고 공존의 오늘
13장 (pp.210-221)

15 기말시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