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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강의소개

교과목개요
강의소개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이며, 한국사는 곧 한국인의 역사이다.’

  지금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에게는 

역사의 발전과정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현대의 모순과 시대적 과제를 파악한 위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바탕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역사 공부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고도의 문화창달을 이룩해 온 자랑스러운 

발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본 교과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삶을 

한국사의 구체적 전개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전면개정판), 경세원

김당택, 우리 한국사, 푸른역사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특강, 서울대출판부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1,2,3, 풀빛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서의식, 강봉룡 외,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1~7권, 솔출판사

박진철, 한국사의 시공, 한국학술정보(주)

주별
강의 주제

강의 내용

주

역사란 무엇인가?

(1) 과거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2) 사관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중요성

(3) 한국사의 체계적 인식을 위한 기초 지식

주

원시 및 초기국가

(1) 원시공동체 사회

(2) 고조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 여러 나라의 성장

주

삼국과 고대국가시대 1

(1)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

(2) 삼국의 영토 확대 전쟁과 고구려

(3) 광개토호태왕비 해석문제

주

 삼국과 고대국가시대 2

(1) 백제정치사의 시대국분

(2) 마한과 한성(漢城)시대의 백제

(3) 웅진(熊津)시대의 백제

(4) 사비(泗沘)시대의 백제  

주

삼국과 고대국가시대 3

(1) 신라의 성립과 발전

(2)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3)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 3 -

(4) 신라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주

고대집권국가시대와 남북국시대의 전개

(1) 통일신라의 정치와 사회

(2) 통일신라의 문화

(3) 발해의 정치와 사회

(4) 발해의 문화

주

신라의 분열과 후삼국의 성립

(1) 골품제 사회의 발전과 붕괴

(2) 지방 세력[호족]의 등장과 유형

(3) 장보고세력의 역사적 의미

(4) 후삼국관계의 전개와 그 실태 

주

후삼국의 각축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

(1) 후고구려와 궁예에 대한 재인식

(2) 후백제와 견훤

(3) 고려 왕건의 후삼국통일과 역사적 의의

주

중세 귀족국가 시대 1

(1) 고려 시대사의 특징적 성격

(2) 고려 초기 국왕과 호족

(3) 문벌귀족의 사회와 문화

주

 중세 귀족국가 시대 2

(1) 고려무인정권의 확립 과정

(2) 몽고 침입과 사대부의 성장

주

중세 관료국가 시대 1

(1) 조선 양반사회의 성립

(2) 조선 초기의 정치지배세력간의 대립(왕권과 신권)

(3) 조선 전기 정치체제의 정비

(4) 훈구정치와 4대 사화

주

중세 관료국가 시대 2

(1) 사림 정치와 성리학의 융성

(2) 서원과 향약

(3) 왜란과 호란[임진왜란과 병자호란]

(4) 조선의 수취제도

주

중세 관료국가 시대 3

(1) 붕당정치와 탕평책

(2) 수취제도의 변화

(3) 실학사상

주

중세적 질서의 해체와 사회의 새 동향

(1)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2) 신분체제의 변화

(3) 농민의 항거

주 기 말 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