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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이스라엘의역사)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이스라엘의역사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구약성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신학적 의미를
알게 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되는 서기 전 2000년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고찰하고 구약의 족장시대, 출애굽, 민족형성기, 가나안 정착, 왕국의 수립과 분열기,
포로기, 제2 성전기, 몰락기 등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고찰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정치, 군사적
상호관계에 주목한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독일어권의 학자들과 영미권의 학자들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역사의식을 갖춘다. 이리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성서 역사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이스라엘의 역사 존 브라이트 은성 2015

고대 이스라엘 허셜 섕크스 한국신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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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 과목 소개, 과제
소개
강의세부내용: 역사의 의미, 구약성서의
역사관, 구약의 역사서 개관

과목 오리엔테이션

2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 과목 소개, 과제
소개
강의세부내용: 역사의 의미, 구약성서의
역사관, 구약의 역사서 개관

PPT, 유인물

3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목표: 오리엔테이션, 과목 소개, 과제
소개
강의세부내용: 역사의 의미, 구약성서의
역사관, 구약의 역사서 개관

과제부여: 개인별
주제를 정하고 이를
해당 수업주수에
제출 및 발표하도록
한다.

제 2 주
1
강의주제: 이스라엘이 기원한 세계
강의목표: 이스라엘 기원의
백그라운드와 고대 세계 이해

<이스라엘의 역사>
1장 이스라엘이 기원한
세계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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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시대별 고대 오리엔트
파악, 우르왕조, 고대 이집트 왕조,
팔레스타인 지역 상황, 메소포타미아
내 다툼, 마리, 힛타이트 족

(91-118)

2

강의주제: 이스라엘이 기원한 세계
강의목표: 이스라엘 기원의
백그라운드와 고대 세계 이해
강의세부내용: 시대별 고대 오리엔트
파악, 우르왕조, 고대 이집트 왕조,
팔레스타인 지역 상황, 메소포타미아
내 다툼, 마리, 힛타이트 족

<이스라엘의 역사>
1장 이스라엘이 기원한
세계
(91-118)

PPT

3

강의주제: 이스라엘이 기원한 세계
강의목표: 이스라엘 기원의
백그라운드와 고대 세계 이해
강의세부내용: 시대별 고대 오리엔트
파악, 우르왕조, 고대 이집트 왕조,
팔레스타인 지역 상황, 메소포타미아
내 다툼, 마리, 힛타이트 족

<이스라엘의 역사>
1장 이스라엘이 기원한
세계
(91-118)

제 3 주

1

강의주제: 족장들의 하나님
강의목표: 족장시대와 족장
강의세부내용: 족장들의 연대, 사회적
역사적 배경, 연구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2장 족장시대
(119-170)
<고대 이스라엘>
1장 족장시대
(29-72)
성경: 창 10-12장, 창
39-50장, 출 1장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족장들의 하나님
강의목표: 족장시대와 족장
강의세부내용: 족장들의 연대, 사회적
역사적 배경, 연구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2장 족장시대
(119-170)
<고대 이스라엘>
1장 족장시대
(29-72)
성경: 창 10-12장, 창
39-50장, 출 1장

PPT

3

강의주제: 족장들의 하나님
강의목표: 족장시대와 족장
강의세부내용: 족장들의 연대, 사회적
역사적 배경, 연구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2장 족장시대
(119-170)
<고대 이스라엘>
1장 족장시대
(29-72)
성경: 창 10-12장, 창
39-50장, 출 1장

제 4 주 1 강의주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역사>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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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강의세부내용: 이집트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적 의미, 출애굽 연대 논쟁

3장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171-226)
<고대 이스라엘>
2장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73-104)
성경: 출 1-19장, 수
1-13장

2

강의주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강의목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강의세부내용: 이집트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적 의미, 출애굽 연대 논쟁

<이스라엘의 역사>
3장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171-226)
<고대 이스라엘>
2장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73-104)
성경: 출 1-19장, 수
1-13장

PPT

3

강의주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강의목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강의세부내용: 이집트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적 의미, 출애굽 연대 논쟁

<이스라엘의 역사>
3장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171-226)
<고대 이스라엘>
2장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73-104)
성경: 출 1-19장, 수
1-13장

제 5 주

1

강의주제: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 지파
동맹
강의목표: 이스라엘 초기 신앙 체제
이해
강의세부내용: 여호수아와 사사기 비교,
정복 이주 논쟁, 고고학 연구, 메르넵타
기념비, 지파 연맹

<이스라엘의 역사>
4장 초기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지파 동맹
(227-282)
<고대 이스라엘>
3장 가나안 정착
(105-152)
성경: 수 13장, 사사기,
사무엘 상 1-7장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 지파
동맹
강의목표: 이스라엘 초기 신앙 체제
이해
강의세부내용: 여호수아와 사사기 비교,
정복 이주 논쟁, 고고학 연구, 메르넵타
기념비, 지파 연맹

<이스라엘의 역사>
4장 초기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지파 동맹
(227-282)
<고대 이스라엘>
3장 가나안 정착
(105-152)
성경: 수 13장, 사사기,
사무엘 상 1-7장

PPT

3

강의주제: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 지파
동맹
강의목표: 이스라엘 초기 신앙 체제
이해
강의세부내용: 여호수아와 사사기 비교,
정복 이주 논쟁, 고고학 연구, 메르넵타
기념비, 지파 연맹

<이스라엘의 역사>
4장 초기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지파 동맹
(227-282)
<고대 이스라엘>
3장 가나안 정착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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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수 13장, 사사기,
사무엘 상 1-7장

제 6 주

1

강의주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강의목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해
강의세부내용: 블레셋, 사울, 다윗, 솔로몬
등 인물들을 통한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해

<이스라엘의 역사>
5장 지파동맹에서
왕정으로
(283-349)
<고대 이스라엘>
4장 연합 왕정
(153-196)
성경: 삼상8-31장,
삼하24장, 왕상6장, 대하
1-9장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강의목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해
강의세부내용: 블레셋, 사울, 다윗, 솔로몬
등 인물들을 통한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해

<이스라엘의 역사>
5장 지파동맹에서
왕정으로
(283-349)
<고대 이스라엘>
4장 연합 왕정
(153-196)
성경: 삼상8-31장,
삼하24장, 왕상6장, 대하
1-9장

PPT

3

강의주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강의목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해
강의세부내용: 블레셋, 사울, 다윗, 솔로몬
등 인물들을 통한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해

<이스라엘의 역사>
5장 지파동맹에서
왕정으로
(283-349)
<고대 이스라엘>
4장 연합 왕정
(153-196)
성경: 삼상8-31장,
삼하24장, 왕상6장, 대하
1-9장

PPT, 영상

제 7 주

1

강의주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강의목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대립
강의세부내용: 왕국의 분열,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 시대의 선지자 및
활동상 파악

<이스라엘의 역사>
6장 독립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350-404)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정
(197-245)
성경: 왕상 16장~왕하
17장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강의목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대립
강의세부내용: 왕국의 분열,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 시대의 선지자 및
활동상 파악

<이스라엘의 역사>
6장 독립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350-404)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정
(197-245)

PPT,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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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왕상 16장~왕하
17장

3

강의주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강의목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대립
강의세부내용: 왕국의 분열,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 시대의 선지자 및
활동상 파악

<이스라엘의 역사>
6장 독립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350-404)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정
(197-245)
성경: 왕상 16장~왕하
17장

제 8 주

1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2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3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제 9 주

1

강의주제: 분열왕국과 앗시리아 제국
강의목표: 앗시리아 제국의 등장
강의세부내용: 앗시리아제국의 등장,
다메섹 왕국, 주전 8세기의 남북 왕국,
디글랏 빌레셀 3세, 사마리아의 함락,
신헤립의 유다 침공

<이스라엘의 역사>
7장 아시리아의 정복시대
(405-466)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정
(245-274)
성경: 왕하 18-25장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분열왕국과 앗시리아 제국
강의목표: 앗시리아 제국의 등장
강의세부내용: 앗시리아제국의 등장,
다메섹 왕국, 주전 8세기의 남북 왕국,
디글랏 빌레셀 3세, 사마리아의 함락,
신헤립의 유다 침공

<이스라엘의 역사>
7장 아시리아의 정복시대
(405-466)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정
(245-274)
성경: 왕하 18-25장

PPT

3

강의주제: 분열왕국과 앗시리아 제국
강의목표: 앗시리아 제국의 등장
강의세부내용: 앗시리아제국의 등장,
다메섹 왕국, 주전 8세기의 남북 왕국,
디글랏 빌레셀 3세, 사마리아의 함락,
신헤립의 유다 침공

<이스라엘의 역사>
7장 아시리아의 정복시대
(405-466)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정
(245-274)
성경: 왕하 18-25장

제 10 주
1
강의주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
강의목표: 바벨론 제국의 등장 관련
유다의 변화 파악

<이스라엘의 역사>
8장 유다 왕국
(467-510)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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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요시야의 통치, 앗시리아의
멸망,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대왕,
예루살렘의 함락, 바벨론의 포로 생활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국
6장 바벨론 유수와 귀환
(275-312)
성경: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2

강의주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
강의목표: 바벨론 제국의 등장 관련
유다의 변화 파악
강의세부내용: 요시야의 통치, 앗시리아의
멸망,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대왕,
예루살렘의 함락,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역사>
8장 유다 왕국
(467-510)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국
6장 바벨론 유수와 귀환
(275-312)
성경: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PPT

3

강의주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
강의목표: 바벨론 제국의 등장 관련
유다의 변화 파악
강의세부내용: 요시야의 통치, 앗시리아의
멸망,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대왕,
예루살렘의 함락,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역사>
8장 유다 왕국
(467-510)
<고대 이스라엘>
5장 분열 왕국
6장 바벨론 유수와 귀환
(275-312)
성경: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제 11 주

1

강의주제: 유대인의 귀환과 유대교
강의목표: 유대인의 귀환과 제2성전 관련
유대교상 파악
강의세부내용: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고레스 칙령, 성전 재건, 사마리아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역사>
9장 포로생활과 귀환
(511-557)
<고대 이스라엘>
6장 바벨론 유수와 귀환
(312-329)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유대인의 귀환과 유대교
강의목표: 유대인의 귀환과 제2성전 관련
유대교상 파악
강의세부내용: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고레스 칙령, 성전 재건, 사마리아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역사>
9장 포로생활과 귀환
(511-557)
<고대 이스라엘>
6장 바벨론 유수와 귀환
(312-329)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PPT

3

강의주제: 유대인의 귀환과 유대교
강의목표: 유대인의 귀환과 제2성전 관련
유대교상 파악
강의세부내용: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고레스 칙령, 성전 재건, 사마리아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역사>
9장 포로생활과 귀환
(511-557)
<고대 이스라엘>
6장 바벨론 유수와 귀환
(312-329)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제 12 주 1
강의주제: BC 5세기 유대인 공동체
강의목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강의세부내용: 페르시아제국, 느헤미아

<이스라엘의 역사>
10장 BC 5세기의 유대인
공동체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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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율법과 에스라
(558-602)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2

강의주제: BC 5세기 유대인 공동체
강의목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강의세부내용: 페르시아제국, 느헤미아
업적, 율법과 에스라

<이스라엘의 역사>
10장 BC 5세기의 유대인
공동체
(558-602)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PPT

3

강의주제: BC 5세기 유대인 공동체
강의목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강의세부내용: 페르시아제국, 느헤미아
업적, 율법과 에스라

<이스라엘의 역사>
10장 BC 5세기의 유대인
공동체
(558-602)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쪽지시험 시행

제 13 주

1

강의주제: 구약시대 말기
강의목표: 에스라에서 마카베오까지
역사 파악
강의세부내용: 헬레니즘의 영향,
안티오쿠스의 악행, 마카베오 활약상

<이스라엘의 역사>
11장 구약시대의 말기
(603-638)
성경: 에스라, 외경
마카비서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구약시대 말기
강의목표: 에스라에서 마카베오까지
역사 파악
강의세부내용: 헬레니즘의 영향,
안티오쿠스의 악행, 마카베오 활약상

<이스라엘의 역사>
11장 구약시대의 말기
(603-638)
성경: 에스라, 외경
마카비서

PPT, 유인물

3

강의주제: 구약시대 말기
강의목표: 에스라에서 마카베오까지
역사 파악
강의세부내용: 헬레니즘의 영향,
안티오쿠스의 악행, 마카베오 활약상

<이스라엘의 역사>
11장 구약시대의 말기
(603-638)
성경: 에스라, 외경
마카비서

제 14 주

1

강의주제: 구약말기 유대교
강의목표: 초기 유대교 특성과 신학의
발전
강의세부내용: 율법의 종교, 유대인
공동체, 미래의 소망

<이스라엘의 역사>
12장 구약시대 말기의
유대교
(639-683)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구약말기 유대교
강의목표: 초기 유대교 특성과 신학의
발전
강의세부내용: 율법의 종교, 유대인
공동체, 미래의 소망

<이스라엘의 역사>
12장 구약시대 말기의
유대교
(639-683)

PPT

3
강의주제: 구약말기 유대교
강의목표: 초기 유대교 특성과 신학의

<이스라엘의 역사>
12장 구약시대 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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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강의세부내용: 율법의 종교, 유대인
공동체, 미래의 소망

유대교
(639-683)

제 15 주

1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2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3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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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방)

질
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30 30 5 15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강의: 주교재를 충분히 활용하여 강의주제에 맞는
강의 목표에 근거하여 강의 시간에 그
세부사항들을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나아간다.

-주교재와 부교재 공동 사용

질의응답: 수업 중간과 이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과 발표를
유도하여 학습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상시 열어 놓아 클래스의 의견을 서로 확인하고
질문에 타당한 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를
추구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진과 도표를 종합한 프로그램(예: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같이 설명을 하여 수강자가 쉽게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인식이 되도록 한다.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적 효과를 유도한다.

-기타 관련 유인물 등을 나누어 주고 이를
주교재의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