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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목 개요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의 역사적인 흐름을 비롯하여 최근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선사시대 종교유적들
을 유기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근세 이후 천주교의 도입과 사회적 격변기에 전개된 신종교운동들을 통시적
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2. 강의목표

한국 문화와 한국의 종교전통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3. 강의방법

강의, 토론 및 종교현장 탐방

4. 평가방법

출석 10 %, 과제물 30 %, 시험 60 %

5. 과제물

3명이 1조로 특정 종교를 선정, 문헌 연구와 현장 탐방을 병행 실시하여, 개별 종교가 한국에서 이어온 역
사, 현황 및 전망을 정리하여, 수업 시간에 각 팀별로 발표와 토론을 하며, 최종 보고서를  발표후 2주 이
내에 제출한다.

6. 실험, 실습계획

종교현장 탐방과 동시에, 각 일간지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종교관련 기사, 더 나아가서  인터넷의 종교 
사이트도 활용한다.

7. 관련강의

세계종교이해, 종교학입문, 비교종교론, 샤머니즘, 한국종교연구(대학원), 무교연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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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2014학년도 제2학기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한국종교사 민족사 J.H. 그레이슨 1995 교재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사계절 최준식 1998 참고도서

해방후 50년 한국종교연구사 도서출판 창 박일영 외 1997 참고도서

한국종교문화사 강의 청년사 윤승용 외 1998 참고도서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가톨릭출판사 박일영 외 2006 참고도서

한국인의 종교 문덕사 윤이흠 외 1994 참고도서

8.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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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강의내용 참고자료 비고

1
2014-09-01 ~
2014-09-07

강의 소개: 진행계획 안내, 참고도서 제시, 개요

2
2014-09-08 ~
2014-09-14

한국종교의 현황

3
2014-09-15 ~
2014-09-21

한국종교의 역사 개관
비디오: "한국의 암

각화"

4
2014-09-22 ~
2014-09-28

한국 무교의 역사

5
2014-09-29 ~
2014-10-05

한국 무교의 구조
파워포인트: "한국의

샤머니즘"

6
2014-10-06 ~
2014-10-12

한국 무교의 현황 굿당 참관

7
2014-10-13 ~
2014-10-19

한국 불교의 역사적 배경
비디오: "한국의 불

교"

8
2014-10-20 ~
2014-10-26

중간고사기간

9
2014-10-27 ~
2014-11-02

한국 불교의 사상적 특징 사찰 탐방

10
2014-11-03 ~
2014-11-09

한국 유교의 역사 비디오: "석전대제"

11
2014-11-10 ~
2014-11-16

한국 유교의 현황 성균관 탐방

12
2014-11-17 ~
2014-11-23

한국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만남 절두산 성지

13
2014-11-24 ~
2014-11-30

한국 그리스도교의 토착화 논의
비디오: "북한의 종

교"

14
2014-12-01 ~
2014-12-07

한국 민족종교 I: 천도교, 원불교 교당 방문

15
2014-12-08 ~
2014-12-14

한국 민족종교 II: 대종교, 증산계
비디오: "대종교의

선의식"

16
2014-12-15 ~
2014-12-21

기말고사: 논술

9. 강의일정 및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