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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가운데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오는 관습적 전통 즉

우리 역사의 에토스를 한국사 속 생활문화의 제 주제를 통해 고찰한다. 역사적 조건들과 주체

적 의지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때로는 변화하며 사라지며, 때

로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한국인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전

통과 과거 역사의 현재적 의미 및 역사 연구의 가치를 이해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한국 생활사 자료집(고대·고려·조선·근현대편)
조선시대 생활사 1,2(역사비평사)

송기호, 이 땅에 태어나서 (서울대 출판부)

송기호, 시집가고 장가가고 (서울대 출판부)

송기호, 말타고 종부리고 (서울대 출판부)

* 상세 참고문헌 1주차 제시

평가방법

출석 과제발표 중간 기말보고서 평소학습 기타 합계

20% 30% % 40% 10% % 100%

비고

수강생 

참고사항   

✤ 보고서 : 생활문화 강의 관련 주제 심화 탐구 및 발표.

✤ 수업 중 읽기 자료 ETL 자료실에 올림. 매주 1~2인 발제 및 발제문에 대한 토론.

✤ 발표 및 토론 참여도를 평소 학습 평가에 반영.

부정행위자

에 대한 

처리

수업 5회 이상 결석, 과제 미제출, 기말고사 불참시 F 처리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했을 경우, 다음 시간에 확인서 제출)



강의

계획

주(기간) 강의내용

1주 강의소개 : 역사 속의 생활문화 vs 생활문화의 역사

2주 修身1: 조선 이전과 이후의 생활세계 엿보기

3주 修身2: 성리학의 문화기획 (읽기자료: 논문)

4주
齊家1: ‘家’의 탄생-조선시대 ‘가’를 둘러싼 쟁점들/가부장제/여성

(주제 발표 및 토론)

5주 齊家1-1: ‘家’의 탄생 (읽기자료: 사료 및 논문)

6주 齊家2: 마을에서 살아가기 (읽기자료: 사료 및 논문)

7주 治國1: 경제 제도와 생활 세계

8주 治國2: 중앙과 지방, 통제와 자율(읽기자료: 사료)

9주 治國3: 조선의 왕, 왕실문화 (읽기자료: 사료)

10주 治國4: 치국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 (일본 및 중국과의 비교)

11주
平天下1: 주체와 타자에 대한 인식-전근대인, 세계와의 만남; 중화론 (읽기자료: 논

문)

12주
平天下2: 주체와 타자에 대한 인식-근대인, 세계와의 만남; 주체에 대한 재인식 (읽

기자료: 사료)

13주 주제 탐구 발표 및 토론

14주 주제 탐구 발표 및 토론

15주 주제 탐구 발표 및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