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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종교개혁사)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종교개혁사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종교개혁시대 나타난 사건들 및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을 기초로
살펴보며, 또한 그들의 사고의 뿌리를 발견하여 현 시대에 의미하는 바를 발견하도록 한다. 주요
개혁가인 마틴 루터, 장 칼뱅, 쯔빙글리 등의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을 파악한다. 이들이
가톨릭교회와 충돌, 그리고 이를 극복하며 개혁을 이루는 과정들을 숙지하고, 각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상호 논쟁에 대하여 익히도록 한다. 특히 성만찬에 관한 논쟁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종교개혁과 역사적 사회적 정황 속 전개를 파악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당시 교회의 모습과 사회상황을 통해 현 시대의 교회상을
조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교회에 적합한 개혁적 모티브와 모델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교재1) 종교개혁사 오연수 한글 2000

(교재2) 종교개혁사 후스토 L. 곤잘레스 은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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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선구자들

강의목표: 종교개혁 이전 상황 학습

강의세부내용: 르네상스와 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종교개혁 이전 역사적 

정황과 선구 개혁자들의 활동

교재1 <종교개혁사>
개혁의 선구자들
(11-30)

과목 오리엔테이션

2

강의주제: 개혁의 선구자들

강의목표: 종교개혁 이전 상황 학습

강의세부내용: 르네상스와 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종교개혁 이전 역사적 

정황과 선구 개혁자들의 활동

교재1 <종교개혁사>
개혁의 선구자들
(11-30)

PPT

3

강의주제: 개혁의 선구자들

강의목표: 종교개혁 이전 상황 학습

강의세부내용: 르네상스와 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종교개혁 이전 역사적 

정황과 선구 개혁자들의 활동

교재1 <종교개혁사>
개혁의 선구자들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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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주
1

강의주제: 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1

강의목표: 루터의 종교개혁 역사적 정황 

파악 

강의세부내용: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재1 <종교개혁사>
루터와 종교개혁
(31-59)
교재2 <종교개혁사>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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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들과 루터의 탄생과 교육, 개혁 

초기 진행

마르틴 루터:
개혁에의 길,
불확실의 시대
(29-66)

2

강의주제: 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1

강의목표: 루터의 종교개혁 역사적 정황 

파악 

강의세부내용: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적 상황들과 루터의 탄생과 교육, 개혁 

초기 진행

교재1 <종교개혁사>
루터와 종교개혁
(31-59)
교재2 <종교개혁사>
마르틴 루터:
개혁에의 길,
불확실의 시대
(29-66)

PPT

3

강의주제: 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1

강의목표: 루터의 종교개혁 역사적 정황 

파악 

강의세부내용: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적 상황들과 루터의 탄생과 교육, 개혁 

초기 진행

교재1 <종교개혁사>
루터와 종교개혁
(31-59)
교재2 <종교개혁사>
마르틴 루터:
개혁에의 길,
불확실의 시대
(29-66)

제 3 주

1

강의주제: 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2

강의목표: 루터의 종교개혁 진행과 결과 

학습

강의세부내용: 보름스회의 이후 루터의 

사망시까지 이어지는 종교개혁과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루터와 종교개혁
(60-88)
교재2 <종교개혁사>
루터의 신학
(67-81)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2

강의목표: 루터의 종교개혁 진행과 결과 

학습

강의세부내용: 보름스회의 이후 루터의 

사망시까지 이어지는 종교개혁과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루터와 종교개혁
(60-88)
교재2 <종교개혁사>
루터의 신학
(67-81)

PPT

3

강의주제: 루터와 독일의 종교개혁2

강의목표: 루터의 종교개혁 진행과 결과 

학습

강의세부내용: 보름스회의 이후 루터의 

사망시까지 이어지는 종교개혁과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루터와 종교개혁
(60-88)
교재2 <종교개혁사>
루터의 신학
(67-81)

제 4 주 1

강의주제: 츠빙글리와 독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 

강의목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과 그의 

신학 학습

강의세부내용: 스위스의 역사적 정황과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활동, 그리고 그의 

성찬론과 기타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울리히 츠빙글리와
독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
(89-112)
교재2 <종교개혁사>
울리히 츠빙글리와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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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종교개혁
(83-94)

2

강의주제: 츠빙글리와 독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 

강의목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과 그의 

신학 학습

강의세부내용: 스위스의 역사적 정황과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활동, 그리고 그의 

성찬론과 기타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울리히 츠빙글리와
독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
(89-112)
교재2 <종교개혁사>
울리히 츠빙글리와
스위스 종교개혁
(83-94)

PPT

3

강의주제: 츠빙글리와 독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 

강의목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과 그의 

신학 학습

강의세부내용: 스위스의 역사적 정황과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활동, 그리고 그의 

성찬론과 기타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울리히 츠빙글리와
독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
(89-112)
교재2 <종교개혁사>
울리히 츠빙글리와
스위스 종교개혁
(83-94)

제 5 주

1

강의주제: 재침례파 운동

강의목표: 각 지파별 재침례파 운동의 

지도자 및 운동 전개 학습

강의세부내용: 재침례파의 정의, 각 파별 

생성 및 지도자 그리고 그 결말, 

재침례파가 추구하는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재침례파 운동
(113-124)
교재2 <종교개혁사>
급진적 종교개혁
(95-107)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재침례파 운동

강의목표: 각 지파별 재침례파 운동의 

지도자 및 운동 전개 학습

강의세부내용: 재침례파의 정의, 각 파별 

생성 및 지도자 그리고 그 결말, 

재침례파가 추구하는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재침례파 운동
(113-124)
교재2 <종교개혁사>
급진적 종교개혁
(95-107)

PPT, 유인물

3

강의주제: 재침례파 운동

강의목표: 각 지파별 재침례파 운동의 

지도자 및 운동 전개 학습

강의세부내용: 재침례파의 정의, 각 파별 

생성 및 지도자 그리고 그 결말, 

재침례파가 추구하는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재침례파 운동
(113-124)
교재2 <종교개혁사>
급진적 종교개혁
(95-107)

PPT

제 6 주 1

강의주제: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1

강의목표: 칼빈의 종교개혁의 전반부 학습

강의세부내용: 칼빈의 생애, 1차 제네바 

사역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칼빈

교재1 <종교개혁사>
존 칼빈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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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8)
교재2 <종교개혁사>
존 칼빈
(109-122)

2

강의주제: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1

강의목표: 칼빈의 종교개혁의 전반부 학습

강의세부내용: 칼빈의 생애, 1차 제네바 

사역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칼빈

교재1 <종교개혁사>
존 칼빈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125-138)
교재2 <종교개혁사>
존 칼빈(109-122)

PPT

3

강의주제: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1

강의목표: 칼빈의 종교개혁의 전반부 학습

강의세부내용: 칼빈의 생애, 1차 제네바 

사역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칼빈

교재1 <종교개혁사>
존 칼빈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125-138)
교재2 <종교개혁사>
존 칼빈
(109-122)

제 7 주

1

강의주제: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2

강의목표: 칼빈의 종교개혁 결말과 칼빈의 

신학 학습

강의세부내용: 칼빈의 2차 제네바 사역과 

운동의 영향 및 칼빈주의

교재1 <종교개혁사>
존 칼빈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139-154)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2

강의목표: 칼빈의 종교개혁 결말과 칼빈의 

신학 학습

강의세부내용: 칼빈의 2차 제네바 사역과 

운동의 영향 및 칼빈주의

교재1 <종교개혁사>
존 칼빈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139-154)

PPT

3

강의주제: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2

강의목표: 칼빈의 종교개혁 결말과 칼빈의 

신학 학습

강의세부내용: 칼빈의 2차 제네바 사역과 

운동의 영향 및 칼빈주의

교재1 <종교개혁사>
존 칼빈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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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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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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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주

1

강의주제: 잉글랜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잉글랜드내 왕권에 따른 

종교개혁 변화 학습 

강의세부내용: 헨리8세의 개혁과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벳 시대별 

종교개혁의 변화와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155-174)
교재2 <종교개혁사>
영국의 종교개혁
(123-139)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잉글랜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잉글랜드내 왕권에 따른 

종교개혁 변화 학습 

강의세부내용: 헨리8세의 개혁과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벳 시대별 

종교개혁의 변화와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155-174)
교재2 <종교개혁사>
영국의 종교개혁
(123-139)

PPT, 유인물

3

강의주제: 잉글랜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잉글랜드내 왕권에 따른 

종교개혁 변화 학습 

강의세부내용: 헨리8세의 개혁과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벳 시대별 

종교개혁의 변화와 신학

교재1 <종교개혁사>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155-174)
교재2 <종교개혁사>
영국의 종교개혁
(123-139)

PPT

제 10 주

1

강의주제: 프랑스 종교개혁

강의목표: 프랑스 종교개혁 전개와 특성 

학습

강의세부내용: 프랑스내 칼빈주의와 

위그노의 활동, 그리고 성 바돌로뮤 축일 

학살과 낭트칙령

교재1 <종교개혁사>
프랑스의 종교개혁
(175-190)
교재2 <종교개혁사>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주의
(175-188)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프랑스 종교개혁

강의목표: 프랑스 종교개혁 전개와 특성 

학습

강의세부내용: 프랑스내 칼빈주의와 

위그노의 활동, 그리고 성 바돌로뮤 축일 

학살과 낭트칙령

교재1 <종교개혁사>
프랑스의 종교개혁
(175-190)
교재2 <종교개혁사>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주의
(175-188)

PPT

3

강의주제: 프랑스 종교개혁

강의목표: 프랑스 종교개혁 전개와 특성 

학습

강의세부내용: 프랑스내 칼빈주의와 

위그노의 활동, 그리고 성 바돌로뮤 축일 

학살과 낭트칙령

교재1 <종교개혁사>
프랑스의 종교개혁
(175-190)
교재2 <종교개혁사>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주의
(175-188)

제 11 주 1

강의주제: 네델란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네델란드내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전개 학습

강의세부내용: 네델란드의 역사적 정황, 

교재1 <종교개혁사>
네델란드의 종교개혁
(191-206)

과제 제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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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윌리암과 유트레히트 연맹

2

강의주제: 네델란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네델란드내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전개 학습

강의세부내용: 네델란드의 역사적 정황, 

오렌지 윌리암과 유트레히트 연맹

교재1 <종교개혁사>
네델란드의 종교개혁
(191-206)

PPT

3

강의주제: 네델란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네델란드내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전개 학습

강의세부내용: 네델란드의 역사적 정황, 

오렌지 윌리암과 유트레히트 연맹

교재1 <종교개혁사>
네델란드의 종교개혁
(191-206)

제 12 주

1

강의주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근원과 

전개과정 학습

강의세부내용: 존 녹스 이전과 이후의 

종교개혁, 제네바와 스코틀랜드 개혁의 

유사성 및 장로교체제 출범

교재1 <종교개혁사>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207-226)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근원과 

전개과정 학습

강의세부내용: 존 녹스 이전과 이후의 

종교개혁, 제네바와 스코틀랜드 개혁의 

유사성 및 장로교체제 출범

교재1 <종교개혁사>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207-226)

PPT

3

강의주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강의목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근원과 

전개과정 학습

강의세부내용: 존 녹스 이전과 이후의 

종교개혁, 제네바와 스코틀랜드 개혁의 

유사성 및 장로교체제 출범

교재1 <종교개혁사>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207-226)

제 13 주

1

강의주제: 카톨릭의 개혁운동

강의목표: 카톨릭의 개혁운동 의미와 

전개과정 학습

강의세부내용: 로욜라와 예수회 활동, 

트렌트 종교회의 및 운동의 의미와 향후 

방향

교재1 <종교개혁사>
카톨릭측의 개혁운동
(227-243)
교재2 <종교개혁사>
카톨릭 개혁
(189-209)

과제 제출 및 발표

2

강의주제: 카톨릭의 개혁운동

강의목표: 카톨릭의 개혁운동 의미와 

전개과정 학습

강의세부내용: 로욜라와 예수회 활동, 

트렌트 종교회의 및 운동의 의미와 향후 

방향

교재1 <종교개혁사>
카톨릭측의 개혁운동
(227-243)
교재2 <종교개혁사>
카톨릭 개혁
(189-209)

PPT

3

강의주제: 카톨릭의 개혁운동

강의목표: 카톨릭의 개혁운동 의미와 

전개과정 학습

강의세부내용: 로욜라와 예수회 활동, 

트렌트 종교회의 및 운동의 의미와 향후 

교재1 <종교개혁사>
카톨릭측의 개혁운동
(227-243)
교재2 <종교개혁사>
카톨릭 개혁

쪽지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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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89-209)

제 14 주

1

강의주제: 종교개혁의 의미

강의목표: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현 시대와 접목

강의세부내용: 시청각 자료를 통한 

종교개혁의 실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현대 교회에 접목하여 문제점 해결능력 

배양 

PPT, 유인물

2

강의주제: 종교개혁의 의미

강의목표: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현 시대와 접목

강의세부내용: 시청각 자료를 통한 

종교개혁의 실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현대 교회에 접목하여 문제점 해결능력 

배양 

영상

3

강의주제: 종교개혁의 의미

강의목표: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현 시대와 접목

강의세부내용: 시청각 자료를 통한 

종교개혁의 실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현대 교회에 접목하여 문제점 해결능력 

배양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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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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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5 15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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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교재를 충분히 활용하여 강의주제에 맞는
강의 목표에 근거하여 강의 시간에 그 세부사항들
을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나아간다.

-주교재(교재1) 과 보조교재(교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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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
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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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이를 조별 내지 소집단 그룹을
통하여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소집단별 의견
을 전체 발표를 통하여 종합하고 분석한다.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적 효과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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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