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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기독교교육사)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기독교교육사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바로크시대,
계몽주의시대, 20세기, 21세기, 한국의 기독교교육사, 한국의 현대 기독교교육 등 시대별로
살펴보고, 기독교교육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육사상가들의 생애와 교육활동
그리고 교육이론들을 탐구하며, 각 시대의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장을 고찰한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의 역사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독교교육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미래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전망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기독교 교육사 오인탁 외 공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강의주제: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목표: 한 학기동안의 강의 내용, 수업
진행방법, 과제, 평가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강의계획서를 배부한 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수업의 전반적인 안내를 한다.
- 주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육의 역
사에 있어서 각 시대별 중 관심 있는 시대
를 택해 정리하고 발표하는 순서를 정한
다.
- 교수가 준비한 기독교교육과 역사에 관
한 토론 질문지 중심으로 토론한다.

제1장
구약시대의
교육

학습자료:
- 유인물:
①강의계획서
⓶한 학기 발표순서표
⓷기독교교육에 관한
토론질문지

(기독교교육사 수업을 시작
하기 전 학생들의 기독교교
육과 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그리고 선행지식을
측정하기위하여 고안한 토
론 질문지)

2

강의주제: 포로시기 이전의 히브리 교육
강의목표: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왜 교육이 중요
했는가에 대해 이해한다.
- 히브리인의 교육의 중심으로서의 가정에
대해 이해하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장 1절 전반부의 내용인 교
육의 중요성과 히브리인의 교육의 중심으
로서의 가정을 설명한다.
- 강의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제1장 구약시
대의 교육
1. 히브리 교육
시대: 포로이전
의 교육 (pp
18-23)

학습자료:
- 주교재 pp 18-23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 강의 내용에 대한
토론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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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여 강의한 내용을 핵심 중심으로 정
리해 준다.
- 교수가 준비한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한다.
-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가정
에 대하여 토론한다.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 히브리교육의 특징들에 대해 이해한다.
- 히브리인들의 상징을 통한 교육과 종교
의식과 절기행사를 통한 교육을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장 1절 후반부의 내용 히브리
교육의 특징들과 상징과 절기행사를 통한
교육을 설명한다.
- 강의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강의한 내용을 핵심 중심으로 정
리해 준다.
- 교수가 준비한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한다.
- 포로시기 이전의 히브리교육의 특징들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토
론한다.

제1장 구약시
대의 교육

1. 히브리 교육
시대: 포로이전
의 교육 (pp
23-36)

학습자료:
- 주교재 pp 23-36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 강의 내용에 대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1장 읽고 생각
하기 (*수업내용을 소화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독
하기 / 각 시대별 기독교
교육의 특징이 현대 기독
교교육에 주는 시사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
다.)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들
은 다시 해당 장의 각 절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
해서 수업자료로 사용된
다.)

제 2 주 1

강의주제: 포로시기 이후의 유대주의교육
강의목표: 유대주의 형성과 회당을 통한
교육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장 2절 내용 중 유대주의 형
성과 회당교육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제1장 구약시
대의 교육

II. 유대주의 교
육시대: 포로이
후의 교육 (pp
36-40)

학습자료:
- 주교재 pp 36-40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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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유대인의 회당교육에 대하여 토론한다.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포로시기 이후의 공식 교육제도
의 발달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주교재 제1장 2절 내용 중 공식 교육제도
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포로시기 이후 유대인의 공식제도의 발
달에 대하여 토론한다.

II. 유대주의 교
육시대: 포로이
후의 교육 (pp
40-42)

학습자료:
- 주교재 pp 40-42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유대주의 교육시대의 주요 교육
자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주교재 제1장 2절 내용 중 주요 교육자들
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유대주의 교육시대에 활동했던 주요 교
육자들에 대하여 토론한다.

II. 유대주의 교
육시대: 포로이
후의 교육 (pp
42-45)

학습자료:
- 주교재 pp 42-45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대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2장 읽고 생각
하기 (*수업내용을 소화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독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들
은 다시 해당 장의 각 절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
해서 수업자료로 사용된
다.)

제 3 주 1
강의주제: 신약시대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방법, 제자교육에 대해 이해한

제2장 신약시
대의 기독교교
육

학습자료:
- 주교재 pp 49-61
-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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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의세부내용:
주교재 제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예수그리스도의 교육의 특징들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
한다.

I. 예수 그리스
도의 교육
(pp 49-61)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교육형
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
교리문답학교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주교재 제2장 2절 내용인 신약시대 초대교
회의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
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초대교회의 기독교교육의 특징들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에 대하여 토론
한다.

II. 신약시대 초
대교회의 기독
교교육 (pp
61-69)

학습자료:
- 주교재 pp 61-69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사도바울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주교재 제2장 3절 사도바울의 교육에 대하
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3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사도바울의 교육의 특징들과 현대 기독
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III. 사도바울의
교육
(pp 69-78)

학습자료:
- 주교재: pp 69-78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3장 읽고 생각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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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4 주

1

강의주제: 교부시대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 교부시대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주교재 제3장 1절과 2절 내용인 교부시대
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교부시대의 시대적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기독교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토론한
다.

제3장 교부시
대의 기독교교
육

I. 교부시대란
(PP 80-81)
II. 시대적 배경
(PP 81-85)

학습자료:
- 주교재 pp 80-85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교부시대의 기독교교육 형태인
초신자 세례예배자 교육제도와 교리문답학
교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3장 3절의 내용인 교부시대의
기독교교육 형태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
다.
- 제3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교부시대의 교육형태에 대하여 토론한
다.

III. 교부시대의
기독교교육의
형태 (PP
85-94)

학습자료:
- 주교재 pp 85-94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교부시대의 교육자들-순교자 유
스티노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터틀리
안, 오리겐, 어거스틴-의 생애와 그들의 교
육활동 혹은 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3장 4절 내용인 교부시대의 교
육자들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4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교부시대의 굥부들

IV. 교부시대의
교육자들
(PP 94-102)

학습자료:
- 주교재: pp 94-102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4장 읽고 생각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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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관이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
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5 주

1

강의주제: 중세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중세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며,
중세의 기독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이
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4장 1절과 2절의 내용인 중세
의 시대적배경과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내
용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중세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토
론한다.

제4장 중세의
기독교교육

I. 중세의 배경
과 교육
(pp 110-113)
II. 중세의 기독
교교육 목적과
내용 (pp
113-116)

학습자료:
- 주교재 pp 110-116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⓷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 중세 기독교교육의 방법-신비주의, 상징
주의, 조제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 중세 기독교교육의 장-수도원교육, 성당
교육, 대학-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4장 4절과 5절의 내용인 중세
기독교육의 방법과 기독교교육의 장에 대
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4절과 5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중세의 기독교교육 방법과 장의 특징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IV. 중세의 기
독교교육
방법 (PP
117-121)
V. 중세의 기
독교교육의
장 (PP
122-129)

학습자료:
- 주교재 pp 117-129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중세 기독교육학자들-콜롬바, 토
마스 아퀴나스, 거트 그루트-의 생애와 교
육활동 혹은 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VI. 중세의 기
독교교육
학자들 (PP
130-137)

학습자료:
- 주교재: 130-137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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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4장 6절의 내용인 중세의 기독
교교육학자들의 생애와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6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중세의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그들의 교육관이 현대 기독교교육
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5장 읽고 생각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6 주

1

강의주제: 종교교육시대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 종교교육시대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 이
해한다.
- 종교교육시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 중
요한 개혁자들-루터, 멜랑톤, 쯔빙글리, 칼
빈-의 생애와 교육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5장 1절의 내용인 종교개혁시
대의 배경과 특징 그리고 중요한 인물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종교개혁시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 주
요한 인물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토론한
다.

제5장 종교개
혁시대의 기독
교교육

I. 종교개혁시
대
(pp 140-152)

학습자료:
- 주교재 pp 140-152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종교개혁시대의 교육적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5장 2절의 내용 중 종교교육시
대의 교육적 배경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
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II. 종교개혁시
대의 기독교교
육

1. 종교교육의
교육적 배경
(pp 152-154)

학습자료:
- 주교재 pp 152-162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⓷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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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종교개혁시대의 교육적 배경에 대해서
토론한다.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루터와 칼빈의 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5장 2절의 내용 중 루터와 칼
빈의 교육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3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루터와 칼빈의 교육관과 현대기독교교육
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2.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교육
(pp 154-164)

학습자료:
- 주교재: 154-164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6장 읽고 생각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7 주

1

강의주제: 바로크시대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바로크 시대의 성격에 대해 이
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6장 1절의 내용인 바로크 시대
의 성격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바로크시대에 대해서 토론한다.

제6장 바로크
시대의 기독교
교육 -17세기-

I. 바로크 시대
의 성격
(pp 166-176)

학습자료:
- 주교재 pp 166-176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⓷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 바로크 시대의 종교수업의 형식에 대해
서 이해한다.
- 프랑케의 생애와 교육활동 그리고 교육
관에 대해서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6장 2절의 내용인 바로크시대
의 종교수업 형식과 프랑케에 대하여 학생

II. 종교수업의
형식
(pp 176-180)

III. 프랑케
(pp 180-185)

학습자료:
- 주교재 pp 176-185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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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한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종교수업의 형식과 프랑케의 교육관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코메니우스의 생애와 업적 그리
고 저서들과 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6장 3절의 내용인 코메니우스
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3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코메니우스의 교육관과 현대기독교교육
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IV. 코메니우스
(pp 185-194)

학습자료:
- 주교재: pp 185-194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교재 제7장 읽고 생각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8 주

1

중 간 고 사2

3

제 9 주 1

강의주제: 계몽주의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 계몽주의시대의 일반적 특징을 이해한
다.
- 루소의 생애와 주요적작 그리고 교육관
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7장 1절과 2절의 내용인인 계
몽주의시대의 일반적 특징과 루소에 대하
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제7장 계몽주
의시대의 기독
교교육

I. 계몽주의시
대의 일반적
특징 (pp
202-205)

II. 장자끄 루소
(pp 205-215)

학습자료:
- 주교재 pp 202-215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⓷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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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루소의 교육관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
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잘츠만의 생애와 주요저작 그리
고 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7장 3절의 내용인 박애주의 잘
츠만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3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잘츠만의 교육관과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III. 박애주의와
크리스티안 코
트 힐프 잘츠
만
(pp 215-226)

학습자료:
- 주교재 pp 215-226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페스탈로치의 생애와 주요저작
그리고 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7장 4절의 내용인 페스탈로치
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4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페스탈로치의 교육관과 현대기독교교육
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IV. 요한 하인
리히 페스탈로
치 ( pp
227-241)

학습자료:
- 주교재: pp 227-241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8장 읽고 생각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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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10 주

1

강의주제: 20세기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부쉬넬과 코우의 교육관을 이해
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8장 1절의 내용인 부쉬넬과 코
우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부쉬넬과 코우의 교육관과 현대 기독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제8장 20세기
의 기독교교육

I 신인문주의
교육

1. 호레이스 부
쉬넬
(pp 250-254)
2. 죠지알버트
코우
(pp 254-259)

학습자료:
- 주교재 pp 250-259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기독교교육학자들-루이스 쉐릴,
랜도프 밀러, 제임스 스마트-의 업적과 기
독교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8장 2절의 중 이성에서 계시로
회귀한 기독교육 학자들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이성에서 계시로 회귀한 기독교교육학자
들의 업적과 교육관 그리고 현대 기독교육
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II. 신중심주의
교육

1. 이성에서 계
시로 회귀한
기독교교육 학
자들
(pp 259-264)

학습자료:
- 주교재 pp 259-264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 회중 신앙공동체론을 주장한 엘리스 넬
슨과 웨스터호프의 기독교교육관에 대해
이해한다.
- 의도적인 가르침의 중요성을 역설한 사
라 리틀과 메리 보이스의 기독교교육관을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8장 4절의 내용 중 넬슨과 뤠
스트호프 그리고 사라 리틀과 메리 보이스
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4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2. 회중 신앙공
동체론을 주장
한 기독교교육
학자들
(pp 264-269)

3. 기독교교육
에서 의도덕인
가르침의 중요
성을 역설한
학자들 (pp
269-274)

학습자료:
- 주교재: pp 264-274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9장 읽고 생각
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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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신앙공동체론과 의도적인 가르침에 대해
서 토론한다.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11 주

1

강의주제: 현대의 기독교교육
강의목표:
- 행동수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학의 종
교교수 모형에 대해 이해한다.
- 사회화 및 문화화를 추구하는 신앙공동
체 모형을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9장 1절과 2절의 내용의 내용
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
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
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위의 두 모형의 특징과 현대 기독교교육
에의 적용에 대해서 토론한다.

제9장 현대의
기독교교육

I. 행동수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학의 종
교교수 모형
(pp 280-282)

II. 사회화 및
문화화를 추구
하는 신앙공동
체 교육모형
(pp 282-285)

학습자료:
- 주교재 pp 280-285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 지덕체의 전인발달을 추구하는 신앙발달
교육모형에 대해 이해한다.
- 실천과 성찰의 나선형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교육모형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9장 3절과 4절의 내용에 대하
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3절과 4절의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
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
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위의 두 모형의 특징과 현대 기독교교육
에의 적용에 대해서 토론한다.

III. 지덕체의
전인발달을 추
구하는 신앙발
달 교육모형
(pp 289-294)

IV. 실천과 성
찰의 나선형
순환을 중심으
로 하는 해방
교육모형 (pp
294-299)

학습자료:
- 주교재 pp 289-299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 말씀과 경험의 변증법적 순환인 해석학
교육모형에 대해 이해한다.
- 한국의 현대 기독교교육에 대해 이해하
고 기독교교육에 대해 전망한다.

V. 말씀과 경
험의 변증법적
순환인 해석학
교육모형 ( p p
299-304)

학습자료:
- 주교재: 299-308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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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8장 5절과 6절의 내용에 대하
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2절 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말씀과 경험의 변증법적 순환인 해석학
교육모형과 현대 기독교교육에의 적용에
대해서 토론한다.

VI. 한국의 현
대 기독교교육
(pp 304-308)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10장 읽고 생
각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12 주

1

강의주제: 한국의 기독교교육사
강의목표: 한국기독교육의 형성기와 성장
기에 대해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0장 1절의 내용 중 한국 기독
교교육의 형성기와 성장기에 대하여 학생
이 발표한다.
-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한국기독교육의 형성기와 성장기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토론한다.

제 10 장 한국
의 기독교육사

I.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분석과 평가

1. 형성기(pp
310-314)

2. 성장기(pp
314-317)

학습자료:
- 주교재 pp 310-317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한국 기독교육의 정체기와 정비
기에 대해 사회적 배경과 함께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0장 1절의 내용 중 한국 기독
교육의 정체기와 정비기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1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한국기독교육의 정체기와 정비기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토론한다.

3. 정체기(pp
318-321)

4. 정비기(pp
321-326)

학습자료:
- 주교재 pp 318-326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5. 전환기(pp
326-339)

학습자료:
- 주교재: pp 32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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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독교육의 전환기에 대해 이해한
다.
-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
래에 대해 전망하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0장 1절의 내용 중 전환기와
2절에 대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준비 및 과제에 대해서 토론한다.

II 기독교교육
의 현실과 미
래의 전망(pp
339-344)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문지

과제:
①주 교재 제11장 읽고 생
각하기
⓶ 발표자는 발표
준비하고, 발제한 내용 제
출하기
⓷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내용에 대하
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
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
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학
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는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제 13 주

1

강의주제: 여성 기독교교육사
강의목표: 소피아 화와 넬리 머튼 그리고
아이리스 컬러의 교육활동과 교육이론들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1장 1절의 1,2,3 에 대하여 학
생이 발표한다.
- 제1절과 1,2,3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인성교육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소피아 화와 넬리 머튼 그리고 아이리스
컬러의 교육활동과 교육이론들에 대해서
토론한다.

제11장 여성
기독교교육사

1. 진보주의 종
교교육학의 개
척자인 소피아
화
(pp 346-350)

2. 교육을 신앙
의 여정으로서
이해한 넬리
머튼
(pp 350-353)

3. 성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한 아이리스
컬러
(pp 353-355)

학습자료:
- 주교재 pp 346-355
- 유인물:
①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2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노마 톰슨과 올리비아 스톡스
그리고 사라 리틀의 교육활동과 교육이론
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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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1장 1절 4,5,6에 대하여 학생
이 발표한다.
- 제1절 4,5,6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인성교육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인성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토론한다.

4. 종교간의 대
화를 강조한
노마 톰슨 (pp
356-358)

5. 흑인교육에
헌신한 올리비
아 스톡스
(358-360)

6. 성서교육과
청소년 교육에
공헌한 사라
리틀
(pp 361-363)

학습자료:
- 주교재 pp 356-363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3

강의주제: 상동
강의목표: 래티 럿셀과 마리아 헤리스 그
리고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의 교육활동과
교육이론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세부내용:
- 주교재 제11장 2절의 1,2,3의 내용에 대
하여 학생이 발표한다.
- 제2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을 배부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인성교육에 대
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 토론질문들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부
한다.
- 래티 럿셀과 마리아 헤리스 그리고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의 교육활동과 교육이론
그리고 현대 기독교교육에의 적용에 대해
서 토론한다.

1. 여성의 인간
화와 해방을
지향한 래티
럿셀
(pp 363-366)

2. 여서의 영
성, 상상력, 교
육과정 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마리아 헤
리스
(pp 367-370)

3. 여성신학과
과정신학을 토
대로 교육이론
을 형성한 메
리 엘리자베스
무어
(pp 370-375)

학습자료:
- 주교재 pp 363-375
- 유인물:
① 강의요약하고 정리한 내
용
⓶탐구내용에 관하여 학생
들이 만들고 제출한 토론질
문지

제 14 주 1

강의주제: 기독교교육의 역사
강의목표: 한 학기 동안 탐구한 기독교교
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시대별로 간단하게
정리한 기독교교육사 주요 연표를 정리한
유인물을 나누어준다.
- 유인물을 보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

학습자료
- 유인물:
① 교수가 정리한 기독교교
육사 주요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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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학기 탐구내용을 정리한다.
- 학생들은 짝을 지어 상대방에게 기독교
교육의 흐름을 서로에게 설명한다,
- 원하는 순서대로 전체학생들 앞에서 기
독교교육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2

강의주제: 기독교교육의 역사
강의목표: 한 학기 동안 탐구한 기독교교
육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
의 교육이론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
다.
강의세부내용:
- 기독교교육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
했던 인물들의 교육이론들을 요약하고 정
리한 유인물을 나누어준다.
- 유인물을 보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
고 한 학기 탐구내용을 정리한다.
- 학생들은 짝을 지어 상대방에게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 인물들들 시대
별로 설명한다,
- 원하는 순서대로 전체학생들 앞에서 한
명의 교육사상가를 선택하여 그 사상가의
교육 이론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학습자료
- 유인물:
① 기독교교육 역사에 중요
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
의 교육이론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유인물

3

강의주제: 기독교교육의 역사
강의목표: 기독교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분
석하고 토론함으로써 미래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전망한다.
강의세부내용:
- 교수가 만들 토론주제들이 적힌 유인물
을 나누어준다.
- 전체 토론을 통하여 한 학기동안 탐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미래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전망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한다.

학습자료
- 유인물:
① 교수가 만든 토론질문지
(토론주제들)

제 15 주

1

기 말 고 사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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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별 세부내역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5 25 20 20 1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학생발표 (30%)

- 첫 주 수업시간에 발표 순서를 정한다.

- 주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학개론의 여러 하위 영역 중에서 관심 있는 영역
을 택하여 정리하여 발표한다.

- 발제내용은 이틀 혹은 하루 전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교수의 지도와 조언
을 받는다.

강의 (30%)

- 주교재 사용

- 학생이 발표한 탐구주제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보
충 설명을 한다.

토론 (40%)

- 교수가 만든 토론질문지
1. 첫 주 수업시간 토론은 교육학개론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그리고 선행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한 토론
질문지를 사용한다.

2. 그리고 주교재 제1장 1절과 2절 내용의 탐구주제에 맞추어 토론질문들을
정리한 토론질문지를 사용한다. 주교재 제1장 1절과 2절 내용을 제외한
모든 탐구영역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만든 토론 질문지를 정리하여 사용하
게 된다.

- 학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 사용
1.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읽은 각 장의 내용에 대하여 각 절마다
한 개의 토론질문을 만들고, 토론질문지를 해당 수업시간 하루 전에 이메일
로 제출한다. (토론질문들은 탐구내용 혹은 읽은 내용이 현재 기독교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만든다)
2. 학생들이 제출한 토론질문지가 수업자료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