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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1. 교육목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철학적 사유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게 하고 이를 토대로 철학적 성찰의 안목을 기르고 나아가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있어

서 창조적 지성을 발휘하게 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박 사 동양철학, 서양철학

석·박사 통합 동양철학, 서양철학

3. 교과목해설

DAGA18968 법철학연구(STUDY OF PHILOSOPHY OF LAW) [3학점 3시간]

헤겔의 법철학을 자료로 하여 법의 윤리학적 성격을 해명하고 나아가서 법과 국가의 철학적 

의미를 연구한다. 더불어 철학사적으로 법에 대한 철학적 성찰도 병행한다.

DAGA20267 인도철학연구(STUDY OF INDIAN PHILOSOPHY) [3학점 3시간]

인도철학 가운데 특정한 자료를 선정하여 인도철학의 전반적 사조 속에서 분석, 검토한다. 

심오함, 다양함, 방대함으로 대표되는 인도의 문화와 함께 인도철학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철학적 사유의 폭을 넓힌다.

DAGA22584 가치론연습(SEMINAR ON THEORY OF VALUE) [3학점 3시간]

동, 서양의 가치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고전 윤리학과 현대 윤리학을 비교 연구한다. 윤리

학의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성격도 고려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과 토

론을 병행한다.

DAGA22586 경험론연구(STUDY OF EMPRICISM) [3학점 3시간]

서양철학사 중에서 근대 경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심텍스트를 선정해서 집중분석한다. 

더불어 근대 합리론과의 사유방식과 방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DAGA22587 고대철학연구(STUDY IN ANCIENT PHILOSOPHY) [3학점 3시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윤리학 및 인식론을 연구하고, 플라톤의 텍스트들 중

에서 중심 텍스트를 정해서 강독한다.

DAGA22596 과학철학연구(STUDY IN PHILOSOPHY OF SCIENCE) [3학점 3시간]

과학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또한 공통점을 연구한다. 과학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물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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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를 소개하고 논의한다.

DAGA22597 과학철학연습(SEMINAR ON PHILOSOPHY OF SCIENCE) [3학점 3시간]

과학과 철학의 방법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철학의 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DAGA22599 도가철학연구1(STUDY IN THE TAOISM I) [3학점 3시간]

위진시대에 있어서 도가철학의 이론 전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연구한다. 도가철학의 

내적 연구와 함께 그것이 현대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고찰한다. 아울러 도

가철학의 형이상학 측면과 윤리학적 측면을 고찰한다.

DAGA22601 도가철학연구2(STUDY IN THE TAOISM II) [3학점 3시간]

노자의 도덕경을 자료로 해서 노자철학의 여러 국면을 논구하고 현대문명 속에서 노자의 철

학사상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밝힌다. 도가철학을 서양 사상과의 접목을 통해서 새롭게 재

해석한다.

DAGA22605 동서비교철학연구(STUDY OF EAST & WEST COMPARATIVE PHILOSOPHY) [3학점 3시간]

동양과 서양의 사유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의 접맥과 그 현대적 의의를 연구한

다. 특히 동양의 도가, 유가, 불교 사상과 함께, 서양의 여러 철학적 경향을 폭넓게 살펴보

고, 동, 서양이 만나는 문제의식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DAGA22606 동서비교철학연습(SEMINAR ON EAST & WEST COMPARATIVE PHILOSOPHY)

[3학점 3시간]

철학사적으로 동양의 사유와 서양의 사유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동 서

양의 사유에 있어서의 접목과 그 현대적 의의를 탐구한다. 동양적 사유로는 공자, 맹자 등의 

원시 유가의 기본적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서양적 사유로는 고대의 희랍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다.

DAGA22607 동양고전연구1(STUDY OF ORIENTAL CLASSICS 1) [3학점 3시간]

중국, 한국, 인도 등의 다양한 고전들 가운데 텍스트를 선정해서 철저히 분석 검토한다. 그

리고 이 고전들과 아울러 동양 경전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을 심층적

으로 연구한다.

DAGA22608 동양고전연구2(STUDY OF ORIENTAL CLASSICS 2) [3학점 3시간]

중국, 한국, 인도 등의 다양한 고전들 가운데 텍스트를 선정해서 철저히 분석 검토한다. 그

리고 이 고전들과 아울러 동양 경전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을 심층적

으로 연구한다.

DAGA22609 동양고전연습(SEMINAR ON ORIENTAL CLASSICS) [3학점 3시간]

동양철학의 기본 텍스트를 선정하여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동양고전의 강독을 위하여 

기본적인 한문독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동양철학의 기본적인 철학개념들의 폭넓고 깊이 있

는 이해를 도모한다.

DAGA22610 동양철학연습(SEMINAR ON ORIENT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동양철학이 무슨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사유를 전개하였는지를 철학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다. 동양고전의 강독을 위하여 기본적인 한문독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동양철학의 기본적

인 철학개념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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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A22616 문화철학연구(STUDY OF CULTUR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신칸트학파에 있어서 문화의 철학적 의미를 해명하고 인간과 문화의 관계를 역사철학적 입

장에서 밝힌다. 더 나아가 맑스의 이론과 비판이론 등에서의 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통해서 

폭넓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DAGA22617 방법론연구(STUDY OF METHODOLOGY) [3학점 3시간]

학문론의 입장에서 비판과 메타비판의 기존의 차이를 논구하며 철학의 기본적인 방법론들을 

비교, 연구한다.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마르쿠제 등의 비판이론을 통해서 학문적 비판의 

경향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철학적 안목을 넓히고자 한다.

DAGA22622 분석철학연구(STUDY IN ANALYTIC PHILOSOPHY) [3학점 3시간]

현대 영미철학의 다양한 담론들을 검토하고, 논리학과 언어학의 관련 속에서 언어와 의미, 

역할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DAGA22624 분석철학연습(SEMINAR ON ANALYTIC PHILOSOPHY) [3학점 3시간]

언어의 관련성 속에서 언어의 의미를 해명하고 언어가 학문 및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

할을 논구한다. 언어분석과 철학적 문제해결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DAGA22626 불가철학연구1(STUDY IN BUDDHISM I) [3학점 3시간]

인도불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국불교, 한국불교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불교사를 통해

서 불교 사상의 참된 의미를 밝힌다. 특히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한 인도철학의 자료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철저히 분석, 검토한다.

DAGA22628 불가철학연구2(STUDY IN BUDDHISM II) [3학점 3시간]

불가철학의 세계관과 반야사상, 핵심 개념으로서의 공사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더불어 

인도불교와 한국불교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DAGA22631 사회철학연구(STUDY IN SOCI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사회현상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 질문에 대해서 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고 그것을 철학

적 탐구 속에서 재조명한다. 특히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등의 비판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사

회의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DAGA22633 사회철학연습(SEMINAR ON SOCI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칼 포퍼와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사회학, 지식사회학 및 사회철학의 관계를 연구하며 특히 사

회철학에서의 메타인식론의 위치를 살펴본다. 더불어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등의 비판이

론도 함께 살펴본다.

DAGA22639 신도가철학연구(STUDY OF NEO-TAOISM) [3학점 3시간]

노자와 장자에 있어서의 도가적 사유를 개괄적으로 고찰한 후, 왕필, 곽상등의 신도가 철학

자들 중에서 특정한 자료를 선정해서 강독한다. 또한 강동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전반적 사조

와 도가적 사유를 비교 대조하여 그 특성을 밝힌다.

DAGA22640 신유가철학연구1(STUDY IN NEO-CONFUCIANISM I) [3학점 3시간]

주렴계, 정명도, 정이천 등 주자 이전의 성리학자들 중에서 특정 인물 및 자료를 선정하여 

그들 사상의 차이점과 사상적 특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이들 세 사상가들의 심성학적 

연구와 더불어, 우주론적 및 가치론적 연구와 탐구를 병행한다.

DAGA22642 신유가철학연구2(STUDY IN NEO-CONFUCIANISM II)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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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가철학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한국에서 신유가의 철학적 방향과 조류

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이 때, 신유가 사상 중에서 핵심 텍스트를 선정해서 텍스트 분석을 

한다.

DAGA22646 실존철학연구(STUDY IN EXISTENTI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및 메를로 퐁티의 저서 중에서 비중있는 텍스트를 선택하

여 강독하고 이를 통해서 비중있는 실존철학의 주제를 탐구한다. 동시에 실존철학의 전개과

정 그리고 실존철학이 도달한 결과를 비판적 과정에서 연구한다.

DAGA22649 실학사상연구1(STUDY IN SIL-HAK I) [3학점 3시간]

실학사상의 실증주의적 성격을 살펴보고, 실학사상 중에서 특정한 텍스트를 선택해서 집중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근대지향적 성향과 한국철학의 근대성을 고찰한다.

DAGA22652 실학사상연구2(STUDY OF SIL-HAK 2) [3학점 3시간]

다산 정약용의 사상 가운데 특정한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의 철학사사의 근본문제를 재검토

한다. 나아가 정약용의 사상과 성리학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차이점을 밝힌다.

DAGA22656 언어철학연구(STUD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3학점 3시간]

언어의 의미와 지칭의 문제를 연결하여 논의한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론을 중심ㄴ

으로 언어, 의미, 세계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고찰하고 논의한다.

DAGA22658 역사철학연구(STUDY IN THE PHILOSOPHY OF HISTORY) [3학점 3시간]

역사의 의미와 아울러 역사의 전개과정을 철학적으로 논구하고 특히 헤겔의 역사철학을 중

심으로 비판적 검토와 강독을 병행한다.

DAGA22663 예술철학연구(STUDY OF PHILOSOPHY OF ART) [3학점 3시간]

쉘링의 예술철학을 주 텍스트로 삼아서 예술철학의 근본문제들을 연구하며 자연과 에술 및 

종교의 관계를 탐구한다. 더 나아가서 현대예술이 당면한 문제와 매체철학의 문제점을 함께 

고찰한다.

DAGA22665 유가철학연구1(STUDY OF CONFUCIANISM 1) [3학점 3시간]

논어, 맹자를 중심으로 하여 공자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유학인 원리를 규명한

다. 더 나아가서 이후 유가의 사상적 뿌리로서의 공자의 사상과 그 이후의 사상 간의 차이와 

유사점을 심층 분석한다.

DAGA22666 유가철학연구2(STUDY OF CONFUCIANISM 2) [3학점 3시간]

공자, 맹자 등 원시유가의 기본적 사상을 토대로, 송명시대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이 유가적 

사상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주자학의 핵심을 고찰하면서 성리학이 한

국에 수용되어 퇴계와 율곡에 의해 변형 발전된 경향을 탐구한다.

DAGA22668 유가철학연습2(SEMINAR ON CONFUCIANISM2) [3학점 3시간]

유가의 특정한 경전으로 선택하여 유가철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체계를 연구한다. 특히 한국

의 퇴계 율곡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DAGA22669 윤리학연구(STUDY IN ETHICS) [3학점 3시간]

고전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의 관계를 연구하고 윤리학과 인식론 및 형이상학의 상관관계를 논

구한다. 현대의 윤리학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응용 윤리학과 의료 

윤리학 등의 접목을 통해서 학문적임과 동시에 실천적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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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A22672 윤리학연구1(STUDY IN ETHICS I) [3학점 3시간]

고전윤리학과 현대 윤리학의 차이점과 특징을 논하며, 특히 윤리학의 중심과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DAGA22673 윤리학연습(SEMINAR ON ETHICS) [3학점 3시간]

윤리학의 기본적인 텍스트를 선정하여 윤리학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현대 

응용 윤리학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철학적 고찰 안에서 재검

토한다.

DAGA22677 인식론연구(STUDY IN EPISTEMOLOGY) [3학점 3시간]

서양 철학사를 통해 철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인식론의 경향과 문제의식을 연구한다. 또한 

인식론과 메타인식론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인식론에 대한 보다 심오한 연구를 하고자 한

다.

DAGA22680 인식론연구1(STUDY OF EPISTEMOLOGY 1) [3학점 3시간]

근대철학에서의 인식론적 경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합리론의 대표적인 인물 데카르트, 

스피노자의 철학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 텍스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근대 인식론적 

틀을 이해한다.

DAGA22681 인식론연습1(SEMINAR ON EPISTHEMOLOGY 1) [3학점 3시간]

인식이란 무엇이며 인식의 내용과 의미를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밝히고 인식이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와 기능을 학문적 방법론에 근거해서 탐구한다.

DAGA22684 정치철학연구(STUDY OF POLITIC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플라톤의 국가론을 시작으로 철학사에서의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특정 자료를 선

택해서 강독한다. 더불어 현대의 정치적 문제를 정치철학의 사유 속에서 재조명한다.

DAGA22685 제자백가철학연구1(STUDY IN THE 'HUNDRED SCHOOLS’ I) [3학점 3시간]

유가, 도가, 명가, 음양가 등의 도가와 기타 사상들의 포괄적 이해 속에서, 법가 사상을 재조

명한다. 특히 법가사상의 한비자를 중심자료로 하여 그 근본원리와 특색을 논구한다.

DAGA22687 제자백가철학연구2(STUDY OF THE 'HUNDRED SCHOOLS’ 2) [3학점 3시간]

유가, 도가, 법가, 묵가의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들 사상의 차이점을 면밀히 고찰한다. 각 학

파의 철학적 특징과 성격을 밝히고 그것이 동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다.

DAGA22689 제자백가철학연습(SEMINAR ON THE ‘HUNDRED SCHOOLS’) [3학점 3시간]

선진시대의 철학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히 제자백가의 사상적 연관성과 특징을 

탐구한다. 특히 유가와 도가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DAGA22691 존재론연구(STUDY OF ONTOLOGY) [3학점 3시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존재론의 근본문제들을 조명한다. 더불어 그것이 서양 

철학사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DAGA22696 중세철학연구(STUDY OF MEDIEV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아우구스티누스, 아베로에스, 아퀴나스의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존재와 신 

및 인간의 문제를 신앙과 이성의 관점에서 밝힌다.

DAGA22698 철학적인간학연구(STUDY IN PHILOSOPHICAL ANTHROPOLOGY)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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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타이, 사르트르 등의 철학을 중심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다. 특히 철학적 인간학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및 세계에서의 인간의 지위를 고찰한다.

DAGA22704 한국고전연구1(STUDY IN KOREAN CLASSICS I) [3학점 3시간]

한국 불가의 고전들 가운데 특정한 자료를 선정하여 철저히 분석, 검토한다. 더 나아가 한국

의 고전적 사유를 서양의 사유 체계와 비교 분석 한다.

DAGA22706 한국고전연구2(STUDY IN KOREAN CLASSICS II) [3학점 3시간]

한국 고전 문학에서 드러난 사상과 특히 불가의 고전들을 선정해서 철저히 분석, 검토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고전적 사유를 서양의 사유 체계와 비교 분석 한다.

DAGA22707 한국고전연습(SEMINAR ON KOREAN CLASSICS) [3학점 3시간]

퇴계와 율곡을 자료로 하여 퇴계, 율곡이 가지는 한국 성리학에서의 위치를 밝히며 성리학과 

실학의 철학적 관계를 논구한다.

DAGA22708 한국근세철학연구(STUDY IN MODERN KOREAN PHILOSOPHY) [3학점 3시간]

한국근세철학 가운데 특정한 자료를 선정하여 강독함으로써 텍스트의 독해실력을 함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근세철학을 전반적인 사조 속에서 분석, 검토한다.

DAGA22712 한국도가철학연구(STUDY OF KOREAN TAOISM) [3학점 3시간]

노장사상이 한국의 고유한 사유 속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

을 중심 텍스트로 살펴보고, 그것을 한국적인 사유와 접목시킨다.

DAGA22713 한국도가철학연습(SEMINAR ON KOREAN TAOISM) [3학점 3시간]

한국의 도가철학을 철학사적으로 고찰하여 중국의 도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며 한국

도가철학의 특징을 연구한다.

DAGA22714 한국불가철학연구2(STUDY OF KOREAN BUDDHISM 2) [3학점 3시간]

원시불교에서 유식불교에 이르는 인도 불교와 한국 불교의 원효와 지눌의 자료를 선정하여 

불가 철학의 근본 문제들을 논구한다.

DAGA22715 한국불가철학연구1(STUDY IN KOREAN BUDDHISM I) [3학점 3시간]

원효의 저술 가운데서 자료를 선정하여 원효사상의 체계와 특성을 밝힌다. 더불어, 원효의 

불교사상을 중국과 인도 불교 사상과의 비교 분석 속에서 고찰한다. 특히 보조 지눌이 저술

을 분석, 검토하여 한국 선불교의 독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힌다.

DAGA22720 한국성리학연구1(STUDY IN KOREAN NEO-CONFUCIANISM I) [3학점 3시간]

율곡 이이의 저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율곡 사상의 체계와 특징을 밝힌다. 더불어 

이이의 주요한 텍스트들을 강독함으로써 그의 핵심적 사유에 접근한다.

DAGA22723 한국성리학연구2(STUDY OF KOREAN NEO-CONFUCIANISM 2) [3학점 3시간]

한국철학의 흐름을 성리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성리학적 사유가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어떤 철학적 성찰을 부여할 수 있는질르 살펴본다.

DAGA22729 한국유가철학연구1(STUDY IN KOREAN CONFUCIANISM I) [3학점 3시간]

퇴계, 율곡 이전의 이조 성리학의 자료를 중심으로 퇴계, 율곡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성리학의 

흐름을 규명한다.

DAGA22731 한국유가철학연구2(STUDY IN KOREAN CONFUCIANISM II)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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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한문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유가철학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비교 연구한다. 더

불어, 동양철학의 기본적인 철학내념들의 폭넓은 연관관계 속에서 한국의 유가철학을 재조

명한다.

DAGA22732 한국유가철학연습2(SEMINAR ON KOREAN CONFUCIANISM 2) [3학점 3시간]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한국의 유가철학이 중국의 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며 한국 유

가철학의 고유한 의미를 연구한다.

DAGA22735 한당철학연구1(STUDY OF THE PHILOSOPHY OF HAN-TANG DYNASTY 1)[3학점 3시간]

한당 시대의 유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그 가운데 특정한 자료를 선정하여 

철저히 분석, 검토한다. 더불어 중국철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당 시대의 유학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재검토한다.

DAGA22736 한당철학연구2(STUDY OF THE PHILOSOPHY OF HAN-TANG DYNASTY 2)[3학점 3시간]

수, 당 시대의 유식 화엄 천태 불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특정한 텍스트를 선정해서 

철저히 분석한다.

DAGA22738 합리론연구(STUDY IN RATIONALISM) [3학점 3시간]

스피노자, 데카르트,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상호 비교한다. 이 철학자들 중에서 

특정 텍스트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DAGA22741 해석학연구(STUDY IN HERMENEUITICS) [3학점 3시간]

해석학에 관한 고전을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강독한다. 더불어, 해석학의 성립근거를 해명하

고 철학적 인간학과 해석학 그리고 사회 해석학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연구한다.

DAGA22742 해석학연습(SEMINAR ON HERMENEUITICS) [3학점 3시간]

해석학에 관한 고전을 선택하여 해석학의 성립근거를 해명한다. 철학적 인간학과 해석학 그

리고 사회 해석학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해명한다.

DAGA22743 현대영미철학연구(STUDY IN CONTEMPORARY ENGLISH & AMERICAN PHILOSOPHY)

[3학점 3시간]

현대 영미철학의 특정한 자료를 선정하여 현대 영미철학의 전반적인 사조를 논구한다. 특히 

분석 현상학 및 해석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언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DAGA22746 현대유럽철학연구(STUDY OF 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3학점 3시간]

현대유럽철학 특히 독일 프랑스 철학의 철학적 특징과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대 유럽

철학의 전반적인 사조를 논구한다.

DAGA22747 현대철학연습(SEMINAR ON CONTEMPORARY PHILOSOPHY) [3학점 3시간]

생철학, 실존철학, 철학ㅈ거 인간학, 논리실증주의를 개괄적으로 연구함으로서 현대철학의 

중심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해석학, 현상학 및 언어분석의 방법론적

인 특징을 고찰함으로서 현대철학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한다.

DAGA22749 현상학연구(STUDY OF PHENOMENOLOGY) [3학점 3시간]

후설에서 메를리 퐁티에 이르는 현상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후설의 특정한 자료

를 선정하여 지향성, 현상학적 환원 및 형상적 환원의 의미를 밝히고 삶의 세계가 가지는 의

의를 논구한다.

DAGA22751 형이상학연구1(STUDY OF METAPHYSICS 1)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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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고대 철학 안에서의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재검토한다. 더불어 플라톤의 텍스트 중 하나를 선정하여 강독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한다.

DAGA22753 형이상학연구2(STUDY OF METAPHYSICS 2) [3학점 3시간]

형이상학에 관한 특정한 자료를 선정하여 형이상학의 근본문제들을 논구한다. 더불어, 형이

상학이 현대에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재검토한다.

DAGA22754 형이상학연습1(SEMINAR ON METAPHYSICS 1) [3학점 3시간]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형이상학은 가능하며 현대학문들은 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필요

하다면 그 가능 근거와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제기 속에서 형

이상학의 문제들을 고찰해본다.

DAGA35559 고대철학연습(SEMINAR IN ANCIENT PHILOSOPHY) [3학점 3시간]

서양철학의 연언이 되는 희랍 사상과 중세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더 나아가서, 희

랍의 사상이 중세사상에 어떻게 연계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다.

DAGA35565 근세철학연습(SEMINAR IN MODERN PHILOSOPHY) [3학점 3시간]

서양근세철학의 문제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체계와 개념들을 연구하

고 따라서 독일관념론 및 현대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닦는다.

DAGA35567 도가철학연습1(SEMINAR IN TAOISM I) [3학점 3시간]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사상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도가철학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그것

이 어떤 현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한다.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

를 원전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운다.

DAGA35570 방법론연습(SEMINAR IN METHODOLOGY) [3학점 3시간]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규명하며 철학적인 객관적 방법론의 정립을 모색

한다. 특히 응용 윤리학의 관점에서 철학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현대의 윤리학적 가치를 재

검토한다.

DAGA35576 신유가철학연습1(SEMINAR IN NEO-CONFUCIANISM I) [3학점 3시간]

성리학의 특정 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원시유가와 성리학의 차이점, 성리학의 기본문제 등을 

논구한다. 특히 주자철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자의 저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 분석한다.

DAGA35580 역사철학연습(SEMINAR IN THE PHILOSOPHY OF HISTORY) [3학점 3시간]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콜링우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철학을 고찰한다. 특히 헤겔과 맑스의 

역사철학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역사철학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한다. 또한 분석적 방

법의 입장에서 사변적 역사철학을 음미하는 훈련을 쌓는다.

DAGA35581 유가철학연습1(SEMINAR IN CONFUCIANISM I) [3학점 3시간]

유가의 특정한 경전을 자료로 하여 유가철학의 기본개념들의 의미를 밝히며 나아가서 유가

철학의 출발점을 연구한다.

DAGA35588 존재론연습(SEMINAR IN ONTOLOGY) [3학점 3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자료로 해서 형이상학 안에서의 존재론의 위치와 역량을 밝히

고 존재론과 일반적인 문제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오늘날 과연 형이상학이 어떤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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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DAGA35589 중세철학연습(SEMINAR IN MEDIEVAL PHILOSOPHY) [3학점 3시간]

서양 중세 기독교 사상의 핵심주제인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고찰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

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중심텍스트를 심층분석한다.

DAGA35591 한국불가철학연습1(SEMINAR IN KOREAN BUDDHISM I) [3학점 3시간]

한국의 도가철학을 철학사적으로 고찰하여 중국의 도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며 한국

도가철학의 특징을 연구한다.

DAGA35596 한국철학연습(SEMINAR IN KOREAN PHILOSOPHY) [3학점 3시간]

불교 성리학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통적인 한국 사상의 맥락을 연구한다. 더 나아가

서 유가, 불교의 사상 속에서 고유한 한국사상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DAGA45452 한유가철학연습1(SEMINAR ON KOREAN CONFUCIANISM 1) [3학점 3시간]

한국의 유가철학을 철학사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유가철학의 고유한 의미를 논구한다. 더불어, 

중국, 인도, 일본 등의 동양적 사유와 한국적 사유를 비교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