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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 과목명：동양고대사

◦ 담당교수：李 晟遠 

◦ 강의목표：中國의 先史時代부터 秦漢代까지의 歷史를 개관한다. 문명의 태동, 초기왕조체제의 

형성, 춘추전국시대의 변화상 그리고 秦漢제국의 출현 등의 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한다.

◦ 강의일정

 1. 강의계획 안내 및 導論

 2. 중국사의 시간과 공간

 3. 선사문명의 태동과 발전

 4. 黃河文明의 형성과 발전：황토고원에서 발원한 초기왕조-제사와 문자

 5. 黃河文明의 형성과 발전：청동기와 폭력

 6. 西周王朝의 통치구조와 金文

 7. 長江문명의 발전：神話와 歷史의 접점, 삼성퇴문명        

 8. 春秋ㆍ戰國時代의 정치ㆍ사회적 변화상   

 9. 학문과 사상의 발전：士의 대두와 諸子百家

 10. 秦의 대두와 統一： 秦의 變法과 始皇帝의 統一政策  

 11. 秦의 멸망과 진한교체기, 그리고 진시황릉       

 12. 漢제국의 발전 : 황제지배체제의 정착과 유교

 14. 漢제국의 발전 : 동서문명의 교류

 14. 帝國의 해체와 貴族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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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방법：강사의 개관설명와 강의주제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학생의 발표 및 토론, 그리고 

보충설명. 경우에 따라 시청각교재 활용

◦ 평가방법: 출석 10점, 중간과제물 20점, 기말과제물 30점, 기말고사 40점 

◦ 발제논문 목록(A4용지 4-5장내외 분량으로 지정된 발제자가 수업 중에 발표)

◦ 과제물: 다음의 논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본 강좌와 관련된 주제를 본인이 자유 설정하여 

A4용지 6장 내외로 종강일까지 제출할 것. 단 후자의 자유주제를 선택한 경우는 반드시 참고도

서를 명기하고, 도서자료가 아닌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 등의 경우는 자료의 출처를 기록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