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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히스토리란 무엇인가? 

http://www.ibhanet.org

http://www.ibhanet.org/


* 역사의 분석 대상 확대
기존의 역사는 인간 중심

* 우주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역사 통합

* 빅뱅에서 현재, 미래까지
조망

→ 시간과 공간의 규모 확대
138억 년+α의 우주



* 빅퀘스천(Big Question)에 대한 대답 모색



* 세상 모든 것의 창조신화(Creation Myth)
가장 믿을만한 과학적 증거 토대

? ?



* 세상 모든 것의 기원 이야기(origin story)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상호 관련성







2.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와 주요 개념들

* 빅히스토리의 창시자
데이비드 크리스천(David Christian)
1989년부터 빅히스토리 강의

* 빅퀘스천에 대한 대답
→ 인간과 지구, 우주의 역사

연결, 통합할 필요성



* 빌 게이츠(Bill Gates)
138억 년의 우주를 다루는
빅히스토리에 관심

* Big history is my favorite 
course of all time.
It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science and history… 

https://www.youtube.com/watch?v=aSG5Ao9rS4I

https://www.youtube.com/watch?v=aSG5Ao9rS4I


* 2011년 3월 빅히스토리 프로젝트 시작
빌 게이츠, 데이비드 크리스천
공동 운영

* 9-10학년 학생들 대상
온라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

https://www.youtube.com/watch?v=yqc9zX04DXs

https://www.youtube.com/watch?v=yqc9zX04DXs


* 2011년 9월, 미국 5개 학교/호주 2개 학교로 시작
2015년 미국 146개 학교/호주 60개 학교

* 전 세계적으로 5천 명 이상의 교사 참여, 과학교사+역사교사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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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히스토리 프로젝트
: 138억 년의 우주, 8개의 주요 임계국면(thresholds)



* 빅히스토리 프로젝트 기본 개념





* 138억 년의 우주 키워드

(1) 복잡성(complexity)
(2) 상호연결/관련성(interconnection)
(3) 에너지 흐름(energy flow)



* 빅히스토리는 새로운 지식?

* 전체적인 큰 틀 제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연결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 이해





3. 상호학제간 교육

(1) 대학교육

* 2009년 여름, 이화여대 계절학기 교과목
“빅뱅 이후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데이비드 크리스천 영어 강의

* 2010년 가을, 교양과목 개설
2014년부터 핵심 교양과목

* 2014년 가을, 대학원 수업





(2) 중고등학교 교육

* 2011년 9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 영재학생
“거대사를 중심으로 한 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 (총 5회)

* 2012년 9월, “빅히스토리 방과후 수업”
총 10회,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거점센터

1시간 강의+1시간 체험활동
전체 구조와 개념 설명
빅퀘스천 모색 및 대답
지식과 정보의 체화(體化)



(3) 빅히스토리 교사 연수
2012년 여름 & 2013년 겨울
빅히스토리 방과후 교과목
교사 연수 시행(총 10회)
지식의 연결+체험활동



왜 지금 빅히스토리인가?



* 오늘날 사회는 글로벌 사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소통과 공존, 상호협력 절실

*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현상 분석, 이해
학문간, 교과목간 소통과 공존 필요
상호관련성 이해

*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

→ 공존, 공생, 공진화

Humanities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