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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목 개요

1) "문화로 읽는 중국사"는 본 전공의 핵심과목 중의 하나로서 '문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역사를 통시적으
로 조망한다. 
2) 중국의 역사는 너무나 길고 자료도 방대하여 거기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우주의 미아처럼 막막한 상황
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어떤 동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낸 후, 새
로운 문제 해결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3) 주요 교재는 패트리샤 에브리의 <케임브리지 중국사>이다[충실한 내용, 화려한 장정 &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 이번 학기 동안 이 책 한 권만큼은 제대로 정독하게 될 것이다.

2. 강의목표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하여 다음의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1) 중국의 과거 역사에서 특수하게 보이는 상황을, 문화 탐구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해 및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2) 최근 및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3) 중국의(중국과 세계, 중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예측에 도움이 되는 관점을 구축한다.

3. 강의방법

1) 전반부는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토론이 병행된다.
2) 속도를 중시한다: 역사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
3) 후반부에는 학생들의 팀별 연구발표가 도입된다. 역사를 재료로 하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운다.[DIKW]

4. 평가방법

1) 중간시험 25%, 기말 시험 25%
2) 연구 발표[팀별] 20%   
3) 예습 또는 복습 과제: 15%
4) 수업참여(출결): 15% [지정좌석제]

5. 과제물

위의 '3)'번: 간단한 예습 또는 복습 과제가 매주 부과됨.

6. 실험, 실습계획

7. 관련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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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2015학년도 제2학기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 아크로
패트리샤 에브

리
2010 교재

신중국사 까치
존 킹 페어뱅

크,멀 골드만
2003 부교재

8.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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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경제강대국흥망사 까치 찰스 킨들버거 2004 참고도서

극단적 미래예측 김영사 제임스 캔턴 2007 참고도서

급변의 과학
사회급변현상연

구소
마틴 셰퍼 2012 참고도서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출

판부
유소민 2005 참고도서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오금성 외 2007 참고도서

문명의 충돌 김영사 새뮤얼 헌팅턴 1997 참고도서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새뮤얼 헌팅턴

외 다수
2001 참고도서

세계사,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이후
크리스 브래지

어
2007 참고도서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힘 뜨인돌 사이토 다카시 2009 참고도서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호프슈테드 1995 참고도서

시빌라이제이션 21세기북스 니얼 퍼거슨 2011 참고도서

역사란 무엇인가 베이직북스 E.H.카(1961) 2011 참고도서

역사를 뒤흔든 7가지 대이동 현암사
베이징대 연구

팀
2010 참고도서

열린 제국: 중국(고대-1600) 까치
발레리 한센

(2000)
2005 참고도서

위대한 제국 진시황가의 CEO들 위즈덤하우스 진문덕 2001 참고도서

전쟁으로 보는 중국사 수막새 크리스 피어스 2005 참고도서

제국의 미래 비아북 에이미 추아 2007 참고도서

중국문명의 기원 인간사랑 신동준 2005 참고도서

중국제국 쇠망사 웅진지식하우스 리샹 2007 참고도서

중국제국을 움직인 4가지 힘 글항아리
미조구치 유조

외
2012 참고도서

중국통일 중국분열 신서원 갈검웅(1988) 1996 참고도서

총 균 쇠 문학사상사
재레드 다이아

몬드(1998)
2007 참고도서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 폴 케네디 1987 참고도서

축의 시대 교양인 카렌 암스트롱 2010 참고도서

2023 세계사 불변의 법칙 글항아리 옌쉐퉁 2014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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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강의내용 참고자료 비고

1
2015-08-31 ~
2015-09-04

1-1) 강의 안내: 강의 목적, 강의일정, 평가방식,
교재 선정 이유
1-2) <케임브리지 중국사> '서문' 읽기/ 목적을 가
지고 보라: 문제 만들기_"중국을 오늘의 중국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1-3) "기후와 문화변동: 기후의 반역, 그 많던 코끼
리는 어디로 갔을까?".PPT
2-1) 문화사 강의의 목표: '문화' + 'history' = 습
관 탐구 -> 일반 역사 강의와의 차이
2-2) 문화사 연구방법론: 역사에서 지혜를 얻는 5가
지 방법".PPT; 문화를 결정하는 7가지 힘(7
factors)".PPT -> 강의교재 재구성

[참고] 유소민, <기
후의 반역 : 기후를
통해 본 중국의 흥망
사>; 실베스트르 위
에, <기후의 반란>

[과제]
http://goo.gl/forms

/mu3eo1nPn0

2-2) 동영상:
지식채널 e <제
시카 린치 일병

구하기>

2
2015-09-07 ~
2015-09-11

제1장 중국 문명의 기원 신석기 시대에서 서주 왕조
까지(~기원전 771년)
제2장 철학적 기초 동주 시기(기원전 770년~기원전
256년)

세계사 관점에서 보
면 무엇이 보일까?
-> 황하(제일 막내였

음을 상기하라)

좌석 선택
축의 시대(카렌

암스트롱)
연표

3
2015-09-14 ~
2015-09-18

3) 제3장 관료 제국의 건설 진 왕조와 한 왕조(BC
256년~AD 220년)
4) 제4장 불교, 귀족제, 이민족 군주들 분열의 시대
(220년~589년)

후반부 발표를 위한
팀 빌딩

발표준비: 요령
및 절차

4
2015-09-21 ~
2015-09-25

제5장 세계적인 제국 당 왕조(581년~907년)
제6장 남부로의 이동, 송 왕조(907년-1276년)

4대발명 & 문인[문약
한 지식인]들의 시대

5
2015-09-28 ~
2015-10-02

1) [한가위 휴무] 9.29(화) 
2) 제7장 이민족의 통치 요·금·원 왕조(907년
~1368년)

이민족의 지배->활력
의 상실

상대적으로 낮
은 문화 때문

6
2015-10-05 ~
2015-10-09

제8장 전제 정치의 한계, 명 왕조(1368년~1644년)
제9장 만주와 제국주의, 청 왕조(1644년~1900년)

이민족이 중국 본토
를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와 패턴은?

(必 <한국의 신
국부론> 321ff
& 나의 글)

7
2015-10-12 ~
2015-10-16

제10장 행동 개시 20세기 초반(1900년~1949년)
전반부 강의 정리: <케임브리지중국사> '서문'

[tip] 마오쩌둥의 비
정통사상의 뿌리

8
2015-10-19 ~
2015-10-23

<중간 시험>

9
2015-10-26 ~
2015-10-30

제11장 근본적인 재통일_중화인민공화국(1949-1976)
제12장 개방의 시대 1976년 이래의 중국

[좌석변경]
발표계획:
Feedback

10
2015-11-02 ~
2015-11-06

1) "현재(2015년 11월)의 중국" 보충 강의
2) "문명의 탄생: 중국에서 세계 4대문명의 하나가
탄생한 이유는?"(<총.균.쇠>).PPT

11
2015-11-09 ~
2015-11-13

연구발표: 제1조/ Q&A/ 보충강의

12
2015-11-16 ~
2015-11-20

연구발표: 제2조/ Q&A/ 보충강의 "평범한 아이디어 비범한 실행"

13
2015-11-23 ~
2015-11-27

연구발표: 제3조/ Q&A/ 보충강의

14
2015-11-30 ~
2015-12-04

연구발표: 제4조/ Q&A/ 보충강의

15
2015-12-07 ~
2015-12-11

1) 한 학기 강의 정리-<신중국사> '서문'
2) 과거 2000년의 중국(모델 사유), 미래 10년 뒤의
중국(미래 예측)/ <대국굴기>(도서관 DVD)

마틴 셰퍼 <급변의
과학>

옌쉐퉁 <2023
세계사 불변의

법칙>

16
2015-12-14 ~
2015-12-18

<기말시험>

9. 강의일정 및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