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 OCW 참여 강의 계획서 
※ 실제로 진행된 강의에 대한 개요입니다. 

 

1.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국문) 러시아정교와사상 

[선택] 교과목명 (영문)  

교수자명 임혜영 

교과목 학습목표 1. 러시아 정교의 형성과 발달의 흐름을 파악;  2. 수도원 및 성당의 건축, 성상화, 전례, 러시아 문학에 스민 정교 예술문화를 확인;  

3. 러시아인의 사상과 멘탈리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유도. 

주교재 석영중, <러시아정교>(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니콜라이 쩨르노프 <러시아정교회사>(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교과목 소개 본 강좌는 러시아 정교를 전례와 사상, 그리고 역사 차원에서 접근하여 살펴본다. 먼저 외형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콘 회화와 예배, 성

당 건축, 그리고 신학을 살펴본다. 이어 시대별로 러시아 민족의 내면에 정교회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교과목 키워드 러시아 정교와 수도원, 정교회 성당 건축, 성모 성상, 소보르노스티, 성상화, 정교의 전례, 러시아 문학; 러시아인의 사상과 멘탈리티. 

 

2. 주차 별 강의 내용 및 연관 파일명 

 

주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1 오리엔테이션: 소보르노스티. 러 정교의 핵 정교의 부문들 속 ’소보르노스티’.  --첫주 러시아정교와사상 강의계획. 



2 러 정교의 예술1: 성모 성상화들, 키예프 성당. 성상화1. 키예프성당 성모들 외 

3 러 정교의 예술2: 이콘(성상화) 화파. 세 화가. 영감의 예술. 성상화2 화가들; 성상화3 행렬용. 전체. 

4 
러 정교의 예배와 축일. 부활절과 십자가 행렬.  

총합. 어머니-조국 속 연대의식: 호국 성당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의 예배 장면: 밖&안. 크렘린의 네 성당 및 기타 성당들. 

5 고대, 중세 도시(‘황금 고리’). 수도원 구조1. 세르게이 파사드-수즈달-코스트로마-모스크바 호국.고대중세도시들-황금고리. 

6 고대, 중세 도시. 수도원 구조2. 정교와 사회주의  12-14세기 노브고로드-프스코프. 동굴수도원, 노브고로드.프스코프; 키예프. 

7 신학.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러시아) 정교의 비교. 정교 형성 역사. 정교 상식. 교부들. 성찬식 총대주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 

8 중간고사   

9 신학 계속. *전문가 초청 (정교회 신부님) 강연과 질의문답  

10 정교 역사. 스탈린기. 2차 대전 전, 후. 승리 낙관 스탈린과 대주교들의 공존 전략. <전쟁 시> 정교 역사. 스탈린기. 2차 세계대전 

11 키예프 & 몽고지배 시대I, II. 성자들 모노마흐-넵스키-알렉시스-세르기, 영향력과 문화주도; 섭정과 공동체의식. 

12 모스크바 시대I, II. 황제와 사제들. 제3의 로마. 이반 뇌제; 대분열. 니콘 개혁. 이반 뇌제 전,후와 사제들. 종교 대분열. 

13 페테르부르그 시대I, II.&혁명1. 위대한 장로들 표트르 대제의 신성 종무원, 분리파, 세라핌. 표트르의 종무원과 세라핌 

14 페테르부르그 시대I, II.&혁명2. 호먀코프. 종교부흥 서구파와 슬라브파, ‘신을 찾는 사람들'  호먀코프와 세 예언자. 종교철학회 

15 총합. 소보르노스티의 변질. 사회주의로. 총합. 정교의 유산과 현재 보충&총합. 추가 자료. 

16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