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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740: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 (4/8 units: 180/320 hours). 조의완 교수 

  

 

DESCRIPTION: 본 과목은 종교 사회학적인 이론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미주 한인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조명합니다.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목회자들에게 실재 구성된 사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해 줄 

것입니다.  고조되는 세계화의 영향과 그 복잡성 앞에서, 사회학적 종교 연구와 그 방법론은 

개인주의적이고 사사화된 영역에 머물기 쉬운 목회 환경 속에 처한 목회자들에게 사회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그들의 지역 교회 사역을 통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도전이 

되어 줄 것입니다.   

 

LEARNING OUTCOMES: 본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1.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연관된 주요한 이슈들과 이론가들을 알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 속에서 종교가 갖는 명시적 manifested 기능과 잠재적 latent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와 사회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4. 중요한 종교사회학자들의 이론을 교회의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실재의 

사회적 구성, 맥도널드화 이론, 세속화 이론, 기능주의, 갈등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habitus  

등)  

5. 사회변동과 관련된 종교의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통합 혹은 사회적 갈등과 연관된 종교의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종교사회학의 실제적 적용들을 지역 교회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COURSE FORMAT: 본 과목은 한주간 진행되는 intensive 세미나이며, 강의, 키노트 프레센테이션, 

도서관 검색, 소그룹 토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35 시간의 강의실 강의와 토론, 

그리고 소그룹 토론, 도서관 검색 등으로 구성된 5시간의 학습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실제적 

적용을 돕는 수업 중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QUIRED READING: (For 4 units: 1,500 pages of reading from the list; for 8 units: 3,000 pages) 

피터 L. 버거. 사회학에의 초대. 서울:문예출판사. 1995. ISBN: 9788931002638, 8,400 원, 251 pp. 

피터 L.버거 & 안톤 지더벨트. 의심에 대한 옹호. 서울:산책자. 2010. ISBN: 9788901110172, 14,000 원. 

251 pp. 

데이비드 프레이저. 사회학(신앙의 눈으로 본). 서울:IVP. 1995, ISBN: 9788932845142, 12,000원. 326 

pp. 

스탠리 하우어워스, 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복있는 사람. 2008. ISBN: 

9788990353894. 12,000 원. 277 pp. 

정재영. 한국 교회의 종교사회학적 이해. 서울:열린출판사. 2012. ISBN: 9788987548999. 16,000원. 366 

pp. 

김찬호, 사회를 보는 논리. 서울:문학과지성사. 2001. ISBN: 9788932012391. 8,000 원. 276 pp.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나남출판사. 1997. ISBN 8930070701. 25,000원. 640 pp. 

________.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종교사회학적 관점.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3. ISBN: 8951106306. 

10,000 원. 276 pp. 

피터 L. 버거, 토마스 루크만. 실재의 사회적 구성. 서울:문학과지성사. 2013. ISBN: 9788932024592. 

18,000 원. 316 pp. 

알리스터 맥그래스. 기독교의 미래. 서울:좋은씨앗. 2005. ISBN: 9788958740438. 9,500 원. 23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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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허울뿐인 세계화. 서울:따님. 2000. ISBN: 9788985277358. 8,000 원. 213 pp. 

닐 포스트먼. 죽도록 즐기기. 서울:굿인포메이션. 2009. ISBN: 9788988958759. 13,000 원. 280 pp.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서울:시유시. 2003. ISBN: 9788981620097. 14,000 원. 424 pp.  

 

RECOMMENDED READING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서울:문예출판사. 1992. ISBN: 9788931000016. 13,000 원. 318 pp. 

울리히 벡. 위험사회. 서울:새물결. 1997. ISBN: 8955592116. 384 pp. 

Berger, Peter L. A Rumor of Angels. New York: Anchor Books, 1990. ISBN: 9780385415927. $15.00 [198pp.] 

________. The Sacred Canopy. New York: Anchor Books, 1967. ISBN: 9780385073059. $8.95. [229 pp.]  

존 F. 캐버너.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IVP 2011. ISBN: 9788932812410.  16,000 원. 360pp. 

Cipriani, Roberto. Sociology of Religion: An Historical Instruc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2000. ISBN: 780202305929. $27.95. [278pp.] 

Coser, Lewis.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59. ISBN: 

9780029068106. $16.95. [188pp.] 

Dawson, Lorne L. Comprehending Cults: The Sociology of New Religious Movem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4.65. [231pp.] 

Dillon, Michele,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New York: Cambridge Press, 2003. 

ISBN: 780521000789. $40.62. [481pp.] 

Drane, John. The McDonaldization of the Church. Lo.ndon: Darton, 2000. ISBN: 9780232522594. 

£ 9.95 (British pound) [202pp.] 

Juergensmeyer, Mark. Terror in the Mind of Go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319 

pp.] 

이원규. 종교의 세속화:사회학적 관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4,000 원. 274 pp. 

Leon, David. Jesus in Disneyland. Cambridge: Polity Press, 2000. ISBN: 9780745614892. $24.95. 

[188pp.] 

McGuire, Meredith B. Religion: The Social Context. L.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7. 

$ 39.95. [384pp.] 

Mills, C.Wright.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ISBN: 

9780195007510. $19.99 [228pp] 

닐 포스트먼. 테크노 폴리. 서울:궁리. 2005. ISBN: 9788958200413. 13,000 원. 266 pp. 

Roof, Wade Clark. Spiritual Marketpla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ISBN:0691016593. $24.95. [367pp] 

Smith, Christian. Souls in Tran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ISBN: 

9780195371796. $24.95. [355pp] 

Stark, Rodney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ss, 2000. ISBN: 

9780520222021. $18.95. [343pp]  

Swatos, William H. and Daniel V.A. Olson (eds). The Sociological Debat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ISBN: 978074507616. $ 24.95. [125pp.] 

Sider, Ronald J. Good News and Good Works: A Theology for the Whole Gospel. Grand Rapids: 

Baker, 1999. ISBN: 978-0801058455.  $ 20.00. [253pp.] 

Wilson, Jonathan R. Living Faithfully in a Fragmented World. Harrisburg: Trinity Press, 2000. ISBN: 

9781563382406.  $ 14.95 [85pp.] 

 

 

ASSIGNMENTS AND ASSESSMENT: 

1. 출석 및 토론 참여 – 40 hrs. 

2. 필독서 읽기 (1,500 pages for 4 units – 80 learning activity hours; 3,000 pages for 8 units - 160 

learning activity hours) 및 독서보고서 작성(20%). [Learning outcomes #1,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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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사회학적 학술논문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수업 중에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Learning outcomes #2-7] 

 종교 사회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학술 논문 1 편에 대해 요약, 분석하고, 해당 논문의 

방법론과 연구결과를 통해 배운 바와 목회적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에 

대해 논해야 합니다 (7-10pages, 4-8units 동일) – 30 learning activity hours (30%) Learning 

outcomes #1, 7)  

4. 주제별 페이퍼 (4 학점 – 15 pages, 30 learning acitivity hours ; 8 학점 – 25 pages, 90 learning 

activity hours): 주제별 페이퍼는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와 관련된 서적, 학술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프로젝트 페이퍼입니다. 주제별 페이퍼는 

강의에 대한 요약이 아닙니다.  1)왜 해당 주제를 택했는가에 대한 이유 제기 

(문제제기/연구동기); 2) 관련된 주장에 대한 근거/반론들을 각주를 통한 명확한 제시; 3)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주요 학자들의) 관점들 제시; 4) 지역 목회적 적용 등을 유념하여 

연구한 페이퍼여야 합니다. (40%)[Learning outcomes #1, 2,3,4,5,6,7] 

5. 소그룹 토론 및 발표: 소그룹은 에밀 뒤르케임, 막스베버, 칼 맑스 3 명의 고전적 

사회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사회통합 혹은 사회갈등의 기능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수업 중 발표해야 합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수업 중에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10%) [Learning outcomes #1, 2, 3]  

6. 본 과목의 모든 페이퍼는 문장과 단어에 대한 교정 proofreading을 마친 최종본 형태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학생은 마지막까지 본인의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한 문장, 한 

단어에 대한 교정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정이 되지 않은 페이퍼는 감점의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