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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창조와진화)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창조와진화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1.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상이한 논리전개 방식들과 상호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학습한다.

2. 진화론이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학습한다.
3. 기독교의 창조론이 주창하는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요소들 즉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학습한다.

4. 비기독교인들이 옹호하는 창조론의 내용들을 학습한다.
5. 기독교인들이 옹호하는 진화론의 내용들을 학습한다.
6. 복잡하고 다양한 창조론자들의 주장과 진화론자들의 대응 논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쟁의 쟁점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 건설적인 토의가 가능한 합일점들을
발굴하여 이를 학습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진화론 창조론 논쟁의 이해 강건일 참과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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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과학, 진화론
강의목표: 가톨릭의 신앙과 과학에서 논쟁하는
진화론과 창조론 이해
강의세부내용:
가. 갈릴레오 종교재판
나. 과학의 합법적 자율성

<교재> 제1장 종교,
과학, 진화론
1. 가톨릭, 신앙과
과학, 27-33

2

강의주제: 종교, 과학, 진화론
강의목표: 다윈의 진화론과 가톨릭의 진화론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가. 다윈 진화론
나. 윌버퍼스와 헉슬리 논쟁
다. 진화론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교재> 2. 다윈
진화혼, 가톨릭,
33-47

3

강의주제: 종교, 과학, 진화론
강의목표: 가톨릭, 신, 도그마 개념에서 다루는
진화론에 관한 주장 탐구
강의세부내용:
가. 가톨릭, 아인슈타인, 신
나. 가톨릭의 도그마

<교재> 3. 가톨릭,
신, 도그마,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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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

1

강의주제: 진화론, 기독교, 창조론
강의목표: 진화윤리와 과학주의에 관한 논리 이해
강의세부내용:
가. 다윈, 스펜서의 진화윤리
나. 자연주의 오류, 사회생물학
다. 과학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교재> 제2장
진화론, 기독교,
창조론
1. 진화윤리, 과학주의,
65-75

2

강의주제: 진화론, 기독교, 창조론
강의목표: 기독교 교회의 진화론에 관한 논박 탐구
강의세부내용:
가. 여러 창조론자들
나. 기독교 교단과 성경해석

<교재> 2. 기독교
교회와 진화론, 76-84

3

강의주제: 진화론, 기독교, 창조론
강의목표: 반진화론 기운에 대한 주장 이해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19세기 미국, 진화론 추종자 추방
나. 스콥스 재판

<교재> 3. 반진화론
기운, 84-91

제 3 주

1

강의주제: 진화론, 기독교, 창조론
강의목표: 창조과학의 성립과 전파에 관한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창조과학의 성립
나. 진화과학, 창조과학 균등 법안
다. ICR과 AIG 그리고 ID

<교재> 4.
창조과학의 성립과
전파, 91-100

2

강의주제: 신, 우주(지구)창조, 우주나이
강의목표: 신의 존재에 관한 논리 이해 탐구
강의세부내용:
가. 종교의 기원, 유일신에 대해
나. 신의 존재 논박과 반박

<교재> 제3장 신,
우주(지구)창조,
우주나이
1. 신의 존재,
103-110

3

강의주제: 신, 우주(지구)창조, 우주나이
강의목표: 우주의 창조, 빅뱅, 인류 원리에 관한
이해 탐구
강의세부내용:
가. 빅뱅 가설
나. 빅뱅, 신의 존재 논증
다. 인류원리

<교재> 2. 우주의
창조, 빅뱅, 인류
원리, 110-121

제 4 주

1

강의주제: 신, 우주(지구)창조, 우주나이
강의목표: 별의 진화, 태양계, 우주나이에 관한
이론 이해 탐구
강의세부내용:
가. 별의 진화
나. 태양계 형성
다. 우주와 지구의 나이

<교재> 3. 별의 진화,
태양계, 우주나이,
122-128

2

강의주제: 신, 우주(지구)창조, 우주나이
강의목표: 창조론 우주, 태양, 지구, 달 주장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빛 관련 주장
나. 별의 기원, NGC 2808, NGC 7319
다. 태양, 태양계에 대해

<교재> 4. 창조론 우주,
태양, 지구, 달 주장,
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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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주제: 신, 우주(지구)창조, 우주나이
강의목표: 창조론 우주, 태양, 지구, 달 주장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라. 지구 자기장, 달 후퇴율
마. 달을 폭격하는 운석

<교재> 4. 창조론 우주,
태양, 지구, 달 주장,
139-143

제 5 주

1

강의주제: 화석, 연대, 노아 홍수
강의목표: 지질학적 시대에 관한 주장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층위학, 지질시대
나. 화석, 창조론 석탄과 화석 숲 주장
다. 지층 연대, 창조론 순환추리 주장

<교재> 제4장 화석,
연대, 노아 홍수
1. 지질학적 시대,
147-157

2

강의주제: 화석, 연대, 노아 홍수
강의목표: 방사성 연대 측정, 창조론 주장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연대 측정 원리, C-14 연대 측정
나. 아이소크론 법
다. 창조론 폴로늄 후광 주장
라. 침식 등 창조론 대체 연대 주장

<교재> 2. 방사성 연대
측정, 창조론 주장,
157-170

3

강의주제: 화석, 연대, 노아홍수
강의목표: 격변설과 노아 홍수에 관한 주장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동일과정설, 격변설
나. 지질학 발달, 창조론 노아홍수 해석
다. 노아홍수, 성경 연대기, 인구 주장
라. 노아홍수의 역사성, 길가메시 전설

<교재> 3. 격변설,
노아홍수, 170-184

제 6 주

1

강의주제: 화석, 연대, 노아홍수
강의목표: 창조론 노아홍수, 격변의 증거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퇴적암 지층과 화석, 격변의 증거
나. 헬렌산과 그랜드 캐년, 격변의 증거
다. 수증기 궁창, 기후 변화

<교재> 4. 창조론
노아홍수, 격변의 증거,
184-193

2

강의주제: 화석, 연대, 노아홍수
강의목표: 창조론 노아홍수와 방주에 관한 주장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노아홍수와 방주
나. 노아방주의 발견

<교재> 5. 창조론
노아홍수와 방주,
194-198

3

강의주제: 진화론, 개념, 연구방법
강의목표: 진화론에 관한 논리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다윈론, 현대종합
나. 돌연변이, 자연선택
다. 돌연변이와 종분화

<교재> 제5장
진화론, 개념,
연구방법
1. 진화론,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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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주

1

강의주제: 진화론, 개념, 연구방법
강의목표: 단속평형설과 캄브리아 폭발에 관한
이론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바람직한 괴물, 단속평형설
나. 캄브리아 폭발

<교재> 2. 단속
평형설과 캄브리아 폭발,
213-223

과제:
“나 자신이 생각하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
이해” 주제로
1폐이지 에세이 작성
제출 20%

2

강의주제: 진화론, 개념, 연구방법
강의목표: 진화의 연구방법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진화, 동어반복, 목적론
나. 진화의 증거, 연구방법

<교재> 3. 진화의
연구방법, 223-230

3

강의주제: 진화론, 개념, 연구방법
강의목표: 진화의 연구방법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다. 창조론 발생반복설, 흔적기관, 상동성에 대한
비판
라. 종, 종류, 소진화, 대진화, 중간화석

<교재> 3. 진화의
연구방법, 230-236

제 8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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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 주관식 혼합
나. 전체 평가 중 30%
성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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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화, 중간화석, 인간진화
강의목표: 대진화와 전이화석에 관한 주장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나. 파충류에서 조류
다. 파충류에서 포유류
라. 고래와 말의 진화

<교재> 제6장
대진화, 중간화석,
인간진화
1. 대진화, 전이화석,
239-256

2

강의주제: 대진화, 중간화석, 인간진화
강의목표: 인간진화에 관한 주장 학습탐구
강의세부내용:
가. 인간의 진화
나. 창조론 필트다운인, 루시, 호모 하빌리스 주장
다. 창조론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투마이
화석 주장

<교재> 2. 인간진화,
256-267

3
강의주제: 대진화, 중간화석, 인간진화
강의목표: 인종, 어원, 문화에 관한 논리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교재> 3. 인종,
어원, 문화, 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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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종의 기원, 피부색
나. 인종의 기원, 어원
다. 문화의 진화, 밈

제 10 주

1

강의주제: 대진화, 중간화석, 인간진화
강의목표: 인간과 공룡의 공존 주장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인류와 공룡 발자국 등
나. 적혈구가 남아 있는 공룡의 뼈
다. 전설의 공룡

<교재> 4. 인간과
공룡의 공존 주장,
274-283

2

강의주제: 생명의 기원, 지적설계
강의목표: 생명의 기원에 관한 논리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생명이란?
나. 생명 기원 연구

<교재> 제7장 생명의
기원, 지적설계
1. 생명, 기원,
287-293

3

강의주제: 생명의 기원, 지적설계
강의목표: 창조론 화학적 기원 부정에 관한 주장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기원 연구
나. 엔트로피 법칙
다. 확률

<교재> 2. 창조론
화학적 기원 부정,
294-302

제 11 주

1

강의주제: 생명의 기원, 지적설계
강의목표: 생명의 신비에 관한 주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생명의 완전성, 폭탄먼지벌레
나. 눈의 신비

<교재> 3. 생명의 신비,
308

2

강의주제: 생명의 기원, 지적설계
강의목표: 팔레이의 설계 논증과 반박에 관한 주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팔레이와 흄
나. 홀데인의 논박

<교재> 4. 팔레이의
설계 논증과 반박,
309-313

3

강의주제: 생명의 기원, 지적설계
강의목표: 지적설계에 관한 주장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지적설계 그리고 창조과학
나. 존슨의 심판대 위의 다윈
다. 베히의 다윈의 블랙박스
라. 뎀스키의 설계추론

<교재> 5. 지적설계,
313-331

제 12 주 1

강의주제: 과학철학, 법적 판단
강의목표: 과학, 과학적 방법에 논리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과학적 방법
나. 과학과 자연주의
다. 진화론은 사실이 아닌 이론?

<교재> 제8장
과학철학, 법적 판단
1. 과학, 과학적 방법,
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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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주제: 과학철학, 법적 판단
강의목표: 여러 과학의 철학에 관한 논리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논리실증주의, 반증주의
나. 상대주의
다. 연구 프로그램, 연구 전통

<교재> 2. 여러 과학의
철학, 341-349

3

강의주제: 과학철학, 법적 판단
강의목표: 과학의 토대, 과학철학의 양상에 관한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포퍼와 과학적 방법, 포퍼식 생명체
나. 포퍼와 진화론의 반증 가능성
다. 상대주의 속의 창조론

<교재> 3. 과학의 토대,
과학철학의 양상,
349-360

제 13 주

1

강의주제: 과학철학, 법적 판단
강의목표: 과학 구분 기준과 법적 판단에 관한
논리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창조과학은 과학인가?
나. 미 대법원 판결과 레몬 테스트

<교재> 4. 과학 구분
기준과 법적 판단,
360-365

2

강의주제: 창조론 교육 논쟁
강의목표: 기독교와 진화론의 화해의 가능성에
관한 학습이해
강의세부내용:
가. 유신진화의 딜레마
나. 유신진화와 지적설계, 가톨릭 현상

<교재> 제9장 창조론
교육 논쟁
1. 기독교와 진화론의
화해의 가능성?, 369-378

3

강의주제: 창조론 교육 논쟁
강의목표: 미국의 지적설계 교육 논쟁에 관한
학습이해
강의세부내용:
가. 진화론, 창조론 여론
나. 캔사스 주 사례
다. 오하이오 주 사례, 샌토럼 수정안 문제

<교재> 2. 미국의
지적설계 교육 논쟁,
378-385

제 14 주

1

강의주제: 창조론 교육 논쟁
강의목표: 지적설계 교육에 관한 법적 판결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지적설계 전략과 진화론 지지자 대처
나. 펜실베이니아, 도버 팬다 소송

<교재> 3. 지적설계
교육 법적 판결, 385-391

2

강의주제: 창조론 교육 논쟁
강의목표: 영국의 창조론 운동에 관한 역사 이해
학습
강의세부내용:
가. 이매뉴얼 칼리지 사례
나. 창조론은 형편없는 과학과 종교

<교재> 4. 영국의
창조론 운동, 391-397

3
강의주제: 창조론 교육 논쟁
강의목표: 과학 교육은 진화론이라는 주장에 관한
이해 학습

<교재> 5. 과학 교육은
진화론, 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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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가. 진화론 교육의 의미
나. 한국창조과학회, 창조론적 교육 개혁?
다. 창조론 교육의 부정적 영향

제 15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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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 주관식 혼합
나. 전체 평가 중 30%
성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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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교재와 유인물 활용하여 강사 강의 교재

교수와 학습자 간의 토론: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매
시간 약 10분 동안 교수중심으로 교수와 학습자 간
자유로운 토론

기타 참고자료

질의응답: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되지 못한 창조와
진화관련 이론들과 개념들을 학습자들이 질의하면
교수는 교수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응답을 제공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 1교시 후 약 2-3분간 진행

강의 종료 전 5에서 10분 정도 강의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에 강의내용과
배포된 유인물 자료들을 활용

학습자 간 자유토론: 강의 종료 전 5에서 10분 정도
강의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