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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 9. 3.(토) 11 ~ 12시
(장  소) 논산시평생학습관
(주  제) 선선한 가을에 떠나기 좋은 주말 여행 

구분 시민공통영역/  시민과 사유분야
세부 프로그램명 나를 찾는 여행 인문학

목표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외출과 외부활동이 제한되었고, 이전처럼 여행을 떠
나기 힘들어졌다. 당장 떠날 수 없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여행을 되짚어보며 
내가 여행하는 이유와 여행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강의를 통해 앞으로의 
여행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소중한 기회로 만든다. 

주요 대상 학습자(수) 운영기간 및 총시간 장소 강사
논산 시민

*등록 주소지 기준 15명 2022.9.21. ~ 11.23.(20h)
수 / 16:00~18:00

논산시
평생학습관

김선주
여행작가

차시             세부 교육내용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차시
(2022. 9. 21.)

주제 내가 생각하는 여행, 여행자란? 

내용
-<여행자>란 책을 통해 이전 여행에 대한 고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행의 변화
-오리엔테이션 

2차시
(2022. 9. 28.)

주제 취향발견, 나의 테마여행 
내용 -여행은 나만이 써내려가는 이야기. 나의 취향발견.

-나를 알게 하는 여행  

3차시
(2022. 10. 5.)

주제 책으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1) 

내용
-<헤세의 여행>을 비롯하여 작가들은 왜 여행을 떠났을
까. 나의 과거 여행 회상하기. 
-여행계획 짜기(지도어플 활용하기)

4차시
(2022. 10. 12.)

주제 책으로 떠나는 스페인 여행 
내용 -바르셀로나와 가우디, 안달루시아에 대한 여행  

-나의 잊을 수 없는 첫 여행(실습) 

5차시
(2022. 10. 19.)

주제 책으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2)
내용 -아시아를 여행했던 작가들의 이야기, 나의 여행경험 

-여행기록,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기 노하우

6차시
(2022. 10. 26.)

주제 로컬리즘, 지속가능한 여행 
내용 -현지인처럼 여행하기 &상생하는 여행이란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논산 best3(실습) 

7차시
(2022. 11. 2.)

주제 책으로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
내용 -<연금술사>를 읽으며 생각하는 나의 여행과 인생 

-여행사진 기록하고 저장하기 

8차시
(2022. 11. 9.)

주제 책으로 떠나는 미국 여행 

내용
-찰스 디킨스의 <아메리칸 노트>를 통해 그들의 미국여행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들이 추구했던 여행의 목표는? 

-어플을 활용한 여행일정 계획하기(1)

9차시
(2022. 11. 16.)

주제 책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내용
- 그는 왜 여행을 떠났을까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내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떠올린다. 
-어플을 활용한 여행일정 계획하기(2)

10차시
(2022. 11. 23.)

주제 책으로 떠나는 러시아 여행 

내용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시베리아 횡단열차
-나의 여행을 기록하고 여행 짜는 방법 정리. 
-만다라트를 통해 앞으로 삶의 방향성 구상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