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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2010학년도   1학기

교 과 목 명 교양지리 교강사명 이승호

과 목 번 호 1607 학    점 2

강의요시/
강의실

수09-12(이과201)
수강대상
학     년

학년

교강사 E-Mail leesh@konkuk.ac.kr
교 강 사
연 락 처

024503380

Home Page

시    간 2

상 담 시 간

geolove.net

저  자 권혁재 출판사 법문사교  재  명 구 분 주교재한국지리(총편)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써 갖추어야할 기본 교양 과목인 지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사례를 들어 실생활에서 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강 의 목 표

교과목 해설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한 인구증가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하고, 훼손되어가는
지구환경을 균형있게 보전하기 위하여 자원의 고갈, 지역개발 및 환경 훼손 측면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연구한다.

강의진행 방법 강의

항 목 비중(%) 만점 공개여부 설명성적 평가
방법 출석률 10% 100점 공개

중간고사 35% 100점 공개

기말고사 35% 100점 공개

과제물 20% 100점 공개

기타1 0% 0점 비공개

기타2 0% 0점 비공개

기타4 0% 0점

기타3 0% 0점 비공개

비공개

기타5 0% 0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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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주  제 강의내용 PAGE
과제 및

참고자료
준비물

1 03/02~03/08
1. 지리학이란
무엇인가?

지리학자가 울릉도에 간다면? 1.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올까? 2.
동행한 그의 친구들은?

내 고장 이해하기

2 03/09~03/15
2. 우리나라는
산이 많다던데,...

산지, 어디에 많은가? 1. 산, 얼마나
많은가? 2. 국력과의 관련성은? 평야는
어디에? 1. 평야, 무엇을 말하는가? 2.
그래도 부족한 땅, 어떻게 넓히고 있나?

37-79

3 03/16~03/22
3. 산과 평야,
어떻게 이용할까?

산지, 버려진 땅인가? 1. 산을 찾아
떠나보자. 2. 산속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평야,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1. 쌀, 그리고 쌀이 갖는 의미는?

왜 쌀을 먹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4 03/23~03/29
4.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기후가
다르다는데....

태백산맥이 서해안을 따라 발달했다면?
1. 서해안은 버려진 땅(?) 요즘의 날씨,
왜 이런가? 1. 황사는 어디서 오나? 2.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99-135

5 03/30~04/05
4.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기후가
다르다는데....

겨울은 왜 추운가? 여름에는 왜 동네
싸움이 잦은가? 가을은 왜
천고마비일까?

99-135

6 04/06~04/12
5. 기후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바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1.
까대기와 우데기는 무엇인가? 눈은
무엇을 남겼나? 설날 아침에는 무엇을
먹는가?

7 04/13~04/19
6. 우리 주변의
숲은?

주변의 숲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자.
주변에 어떤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찾아보자.

137-
150

지리 경관 사진
3매와 그 설명

8 04/20~04/26 중간고사 중간고사

9 04/27~05/03
7. 인구성장과
도시화

지구의 인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
나는 몇살까지 살 수 있을까?

411-
433

10 05/04~05/10
7. 인구성장과
도시화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까? 인구집중으로 인한 개도국의
문제점은?

11 05/11~05/17
8.도시의 성장과
발달은?

우리나라의 도시는 어떻게 발달하여
왔나? 서울의 과거와 현재 모습은?

463-
488

12 05/18~05/24
8.도시의 성장과
발달은?

인천국제공항은 왜 만들어졌을까?
인천의 미래 모습은?

13 05/25~05/31
9. 교통 무엇이
문제인가?

천만 자동차 시대의 서울 모습은?
선진국의 교통문제 해결책은?

367-
392

비디오 시청

14 06/01~06/07
9. 교통 무엇이
문제인가?

수도권은 어떤 교통계획을 갖고 있나?

15 06/08~06/14
10. 세계화와
관광개발의
관계는?

지방화와 세계화의 관계는? 우리나라는
어떤 관광개발을 진행하고 있나?

403-
410

16 06/15~06/21 기말고사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