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부 The Division of Humanities

철학 전공
Philosophy

1. 교육 목표
철학 전공의 교육 목표는 창조적인 철학적 사유 능력의 배양에 있다. 창조적인 철학적 사유가 없이는 우리의 철학
문화는 발전할 수 없고, 미래의 새로운 한국 철학도 기대할 수 없다. 한국 철학의 창조를 위해 철학적 사유 능력을
배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국 전통 사상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전통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및 인도 철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서양 철학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비교철학적 지평을
떠나서는 유교,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전통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철학 전공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미래의 한국 철학을 개척할 창조적인 철학인재의 양성에 있지만,
일차적으로 비교철학적 지평 위에서 한국 전통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할 능력이 있는 인재부터 양성하는 데 있다.

2. 교육 중점
- 한국 사상사의 사상가 및 문헌을 연구하고 그 철학적 의미를 이해한다.
- 중국・인도・서양 철학사의 사상가 및 문헌을 연구하고 그 철학적 의미를 이해한다.
- 국내외 동양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그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흡수한다.
- 비교 철학과 철학적 사유의 본질을 이해한다.

3. 교과과정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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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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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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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학사상가
불경언해본연습
몽골대장경연습
만주어문헌연습
한국유학문헌연습
한국불교문헌연습
유학고전문헌연습
불교고전문헌강독
과학사상문헌연습Ⅰ
과학사상문헌연습Ⅱ
동양천문학
한국철학사Ⅰ
한국철학사Ⅱ
한국사상가연구Ⅰ
한국사상가연구Ⅱ
유가철학특강
불교철학특강
노장철학특강
주자학연구
양명학연구
중국철학사특강
중국사상가연구Ⅰ
중국사상가연구Ⅱ
한역불전의언어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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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불전의언어연구Ⅱ
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42)

불교고전어특강
불교학연구의경향과제문제Ⅰ
불교학연구의경향과제문제Ⅱ
동양사상연구의경향과제문제Ⅰ
동양사상연구의경향과제문제Ⅱ
서양철학사특강
현대철학특강
논리학특강
서양철학자연구Ⅰ
서양철학자연구Ⅱ
동서비교철학
일본사상특강
제자백가연구Ⅰ
제자백가연구Ⅱ
한대유학연구
고증학연구
송대유학연구
서구의동아시아철학읽기
동서비교과학사상Ⅰ
동서비교과학사상Ⅱ

영 문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Scientific Thinkers in Korea
Seminar on the Korean Annotation of Buddhist Literature
Seminar on the Mongol Tripitaka
Seminar on the Manjurian Literatures
Reading and Research on the Korean Confucian Texts
Reading and Research on the Korean Buddhist Texts
Reading and Research on the Confucian Classical Texts
Reading and Research on the Buddhist Classical Texts
Reading and Research on the Scientific ThoughtⅠ
Reading and Research on the Scientific ThoughtⅡ
Astronomy in Eastern World
History of Korean PhilosophyⅠ
History of Korean PhilosophyⅡ
Studies on Korean ThinkersⅠ
Studies on Korean ThinkersⅡ
Topics on Confucian Philosophy
Topics on Buddhist Philosophy
Topics on Lao-zhuang's Philosophy
Studies on Chu Hsi's Learning
Studies on Yang-ming's Learning
Topics on the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Studies on Chinese ThinkersⅠ
Studies on Chinese ThinkersⅡ
Studies on Language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Ⅰ
Studies on Language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Ⅱ
Topics on Buddhist Classical Languages
Trends and Issues in the Studies of BuddhismⅠ
Trends and Issues in the Studies of BuddhismⅡ
Trends and Issues in Studies on Eastern ThoughtⅠ
Trends and Issues in Studies on Eastern Thought Ⅱ
Topics o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Topics on Contemporary Philosophy
Topics on Logic
Studies on Western PhilosophersⅠ
Studies on Western PhilosophersⅡ
Comparative Philosophy of East and West
Topics on Japanese Thought
Studies on the Hundred SchoolsⅠ
Studies on the Hundred SchoolsⅡ
Confucianism of the Han Dynasty
Ching Dynasty Philology
Confucianism of the Song Dynasty
East Asian Philosophy in the West
Comparative Studies of Scientific Thought in East
and WestⅠ
Comparative Studies of Scientific Thought in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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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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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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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3)

교 과 목 명
국 문
동양과학사상특강
한국과학사
동양과학사
한국과학사상가연구Ⅰ
한국과학사상가연구Ⅱ
동양의천문학과역법
동아시아자연학연구
개별주제연구

영 문
and WestⅡ
Topics on Scientific Thought in Eastern World
History of Science in Korea
History of Science in Eastern World
Studies on Scientific Thinkers in KoreaⅠ
Studies on Scientific Thinkers in KoreaⅡ
Astronomy and Calendrical Science in Eastern World
Study on the Natural Studies of East Asia
Independent Study

철학적사유론

Thinking on Philosophical Thinking

철학적진리론

Philosophical Thinking on Truth

동서철학의대화

Dialogue of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y

한국철학연구
철학적탐구
한국의과학사

Studies on Korean Philosophy
Philosophical Investigation
History of Science in Korea

4. 교과 내용
학제간과목

철학과과학사 _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적 사유는 사상가가 활동했던 당시의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 즉 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철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서양의 과학사적 흐름을 먼저 살피면서 과학에서
출발하여 철학적 사유에 영향을 준 주요한 자연학적 개념들을 다루며, 나아가 철학과 과학사의 상호 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한국의과학사상가 _ Scientific Thinkers in Korea
한국의 사상가 가운데에서 자연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 사상의 근저에 깔려
있는 과학적 사유의 특성을 살핌으로써, 그 사상가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 자연학에
천착한 전통적 사상가는 물론이고, 17세기 이래 동양에 전래된 서양과학을 지적 재료로 삼아 독특한 사유를 발전시킨 조선
후기의 과학 사상가들에도 주목한다.

불경언해본연습 _ Seminar on the Korean Annotation of Buddhist Literature
고려시대의 구결자료, 조선시대의 언해본 자료 중 상당부분은 불경을 번역한 것이나 이제까지 국어학자만이 이를 대상으로
연구해 왔기에 국어학적 자료로서만 연구되었을 뿐 철학적 해석학의 일차자료로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더구나
구결자료나 언해본 자료를 통해서 고대나 중세 한국어의 조사용법, 활용어미의 용법 등 국어학적인 여러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학자와 불교학자의 학제간 연구가 요청되는 까닭이다.

몽골대장경연습_Seminar on the Mongol Tripitaka
불교사상 분야에서 몽골대장경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불모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시대와 원의 관계,
북방민족과 한민족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몽골어 관련 자료이고, 지금까지 한국 국어학계,
몽골학계에서는 고려말에 성립한 몽어노걸대, 조선시대에 성립한 몽어유해, 첩해몽어만을 일차자료로 다루어왔으나,
아직까지 몽골대장경의 자료적 가치에 주목한 적이 없다. 이 세미나는 몽골학자와 불교학자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몽골학, 불교학에 있어서 몽골대장경의 사상사적 의의를 학계에 제공하고자 한다.

만주어문헌연습_Seminar on the Manjurian Literatures
만주어로 쓰여진 문헌 가운데 이제까지 세계 학계에서는 역사 사료, 어학 관련 문헌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왔지만, 사상
분야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거나 소홀하게 취급돼 왔다. 사서오경에 대한 만주어 번역, 경률에 관한
만주대장경의 성립, 도가 관련 만주어 문헌 등은 오늘날 동양사상을 다루는 학도들에게 새로운 ‘해석학적 지평’을
안겨주는 훌륭한 자료로서, 아직도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보고이다. 만주학과 동양사상 전문가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일반전공과목_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한국유학문헌연습 _ Reading and Research on the Korean Confucian Texts
한국 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조 유학의 주요 텍스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면밀하게 독해함으로써, 중국 유학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중국 유학과는 달라지는 한국 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편,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한국 유학사의 복잡한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매듭을 찾고자 한다.

한국불교문헌연습 _ Reading and Research on the Korean Buddhist Texts
한국 불교의 주요 문헌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우선 엄밀한 문헌 비판을 행한 다음, 이를 치밀하게 강독하면서 불교적
사유가 어떻게 한국에 수용되고 변용되는지를 추적한다. 한국 불교 문헌에 대한 문헌학적 비판 작업과 정확한 철학적
독해를 위해서는 인도 불교 및 중국 불교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 강의는 시종 인도 불교 및 중국 불교와의 비교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유학고전문헌연습 _ Reading and Research on the Confucian Classical Texts
유학의 사유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의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강의에서 유학의 경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역대의 각종 주석서들, 국내외 연구서와 번역본까지 검토하면서 면밀하게 독해하고자 한다.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문헌학적 독해에는 반드시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가 수반된다.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헌학적
천착이나 유학적 가치의 체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확장과 심화에 있다.

불교고전문헌강독 _ Readingand Research on the Buddhist Classical Texts
인도 불교의 고전적 문헌 가운데 중요한 문헌을 선택하여 우선 엄밀한 문헌 비판을 행한 다음, 치밀하게 강독하면서 불교적
사유의 원형을 추적한다. 이 강독에서는 해당 불교 고전 문헌에 대한 역대 각종 주석들과 한역 텍스트들, 그리고 일본과
구미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 및 번역본을 참고할 것이다.

과학사상문헌연습 I _ Reading and Research on the Scientific Thought I
주목할 만한 과학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을 강독하면서, 과학 사상을 구성하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아울러 과학적 개념과 사유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문헌 강독을 통해 문헌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서지학적
이해는 물론, 특정한 과학적 개념과 사유 방식에 연관된 배경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며, 사상사의 흐름을 과학 사상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방법을 익힌다.

과학사상문헌연습 II _ Reading and Research on the Scientific Thought II
주목할 만한 과학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을 강독하면서, 과학 사상을 구성하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아울러 과학적 개념과 사유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문헌 강독을 통해 문헌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서지학적
이해는 물론, 특정한 과학적 개념과 사유 방식에 연관된 배경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며, 사상사의 흐름을 과학 사상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방법을 익힌다.

동양천문학 _ Astronomy in Eastern World
천문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의 발생과 함께한 필수적인 과학 분야로 존재해 왔는데, 특히 천문학은 동양에서 유교,
불교, 도교 등 주요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동양의 천(天)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이해는
필수적이며, 나아가 천문학의 주요 부분인 역법은 동양의 정치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양천문학의 기초
개념과 개념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동양 사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이끌어줄 것이다.

일반전공과목_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한국철학사 I _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I
한국 철학사는 멀리는 동서 철학사와 관련되고 가까이는 한국 역사 전반과 관련된다. 그리고 한국 철학사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 따라 늘 새롭게 쓰여야 한다. 이 강의에서는 동서 철학사와의 상호 관련
속에서, 그리고 한국학 전반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성과를 동원하면서 한국 철학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철학사 II _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II
한국 철학사는 멀리는 동서 철학사와 관련되고 가까이는 한국 역사 전반과 관련된다. 그리고 한국 철학사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 따라 늘 새롭게 쓰여야 한다. 이 강의에서는 동서 철학사와의 상호 관련
속에서, 그리고 한국학 전반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성과를 동원하면서 한국 철학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상가연구 I _ Studies on Korean Thinkers I
한국 사상사 내지 철학사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개별 사상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는 원효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상사에서 흥미로운 사상가들 가운데 한두 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상가를 연구할 수도 있다. 연구 방법은 선택된 사상가를 전방위적으로 조명해보는 가운데 그 철학적 사유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사상가연구 II _ Studies on Korean Thinkers II
한국 사상사 내지 철학사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개별 사상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는 원효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상사에서 흥미로운 사상가들 가운데 한두 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아니한
사상가를 연구할 수도 있다. 연구 방법은 선택된 사상가를 전방위적으로 조명해보는 가운데 그 철학적 사유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다.

유가철학특강 _ Topics on Confucian Philosophy
유가 철학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중요한 철학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의 영향력은 역사를 통해 항상 진행되어 왔다.
유가 철학의 특징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수양을 하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것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이론적으로
수립하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한데 있다. 이 강의에서는 공자로부터 비롯된 원시 유학, 송명시대에 공자의 원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한 신유학, 조선의 신유학 등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변별성을 알아본다.

불교철학특강 _ Topics on Buddhist Philosophy
불교 철학의 특징은 개인이 수양을 통해 자유로운 이상적인 인간으로 변모하는 실천적 관심에 있다. 이 실천적 관심의
종국적 목적은 자유를 획득한 개인이 타인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이 세계를 파악하는 이론적 인식과 실천적 방안에 대한 불교의 철학적 사유를
탐구하는데 있다.

노장철학특강 _ Topics on Lao-zhuang’s Philosophy
노장 철학은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말하며, 한자 문화권의 자연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철학 체계를 말한다. 노장 철학은
이 우주와 세계 속에 거주하는 인간을 다른 생명들과 동일한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양생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생명들의 공존과 평화를 희구하는 사회철학을 낳으며, 자연 자체를 탐구하는 자연학의
다양한 조류를 만들어낸다. 이 강의의 목적은 이와 같은 노장 철학의 특징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사유의 지평을
살피는데 있다.

주자학연구 _ Studies on Chu Hsi’s Learning
주자학은 공자의 원시 유학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해석한 유학을 말한다. 또한 주자학은 조선왕조의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했던 철학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주자학은 유학을
중심으로 불교의 형이상학과 도가의 자연철학을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체계는 비옥한 철학적 사유의 토양을 제공해
준다. 이 강의를 통해 주자학의 복합적 이론체계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능동적인 행사를 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현재적 의의를 탐구한다.

양명학연구 _ Studies on Yang-ming’s Learning
양명학은 새로운 유학의 한 형태로서,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실천적 철학 체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양명학은 주자학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신유학의 틀 속에서 일어난 유학의 새로운 해석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학의 체계를
주자학과 더불어 구성하고 있다. 유학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엄숙주의를 유연하게 만들고, 사회적 신분과 계층 및 계급의
차이를 평등한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양명학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학의
특징을 살펴본다.

중국철학사특강 _ Topics on the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이 강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의 철학적 사유의 시원을 이루는 중국 철학이 역사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제자백가 시대의 철학, 한대의 유학과 기철학적 우주론, 위진 시대의 불교 수용, 당대의
선불교, 송대의 신유학, 원대와 명대의 유학과 양명학, 청대의 실학, 근대화 시기 중국의 서양 철학과 서양 문물의 수용에
대한 인식 등을 역사적으로 개괄한다.

중국사상가연구 I _ Studies on Chinese Thinkers I
한대 이후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상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상가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선택된 사상가의 관련 문헌들을 면밀하게 독해하고, 국내외 기존 연구 성과들을 참조한 다음, 그 사상가가 가진 철학적

사유의 핵심을 새롭게 구명해 볼 것이다.

중국사상가연구 II _ Studies on Chinese Thinkers II
한대 이후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상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상가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선택된 사상가의 관련 문헌들을 면밀하게 독해하고, 국내외 기존 연구 성과들을 참조한 다음, 그 사상가가 가진 철학적
사유의 핵심을 새롭게 구명해 볼 것이다.

한역불전의언어연구 I _ Studies on Language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 I
인도 불교가 중국어로 번역됨으로써 중국 문화가 인도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동시에 인도 불교 역시 중국식으로
변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역 불전은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두 이질적인 문화권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
강의에서는 한역 불전 가운데 한두 종을 선택해 인도 불경의 언어와 한역 불전의 언어를 면밀하게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의
철학적 사유가 다른 언어권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는지를 알아본다.

한역불전의언어연구 II _ Studies on Language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 II
인도 불교가 중국어로 번역됨으로써 중국 문화가 인도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동시에 인도 불교 역시 중국식으로
변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역 불전은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이질적인 두 문화권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
강의에서는 한역 불전 가운데 한두 종을 선택해 인도 불경의 언어와 한역 불전의 언어를 면밀하게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의
철학적 사유가 다른 언어권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는지를 알아본다.

불교고전어특강 _ Topics on Buddhist Classical Languages
불교 고전 문헌을 읽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관련 고전어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이 특강에서는
인도 불교 연구에 필요한 고전어의 기초 문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중급 수준의 독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특강은 불교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필수과목이다.

불교학연구의경향과제문제 I _ Trends and Issues in the Studies of Buddhism I
일본과 구미의 불교학 연구 수준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이 강의에서는 일본과 구미를 위시한 세계 불교학계의
불교학 연구사를 개략적으로 돌이켜보고, 아울러 최근의 연구 경향과 그 문제점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불교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물급 불교학자의 연구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불교학연구의경향과제문제 II _ Trends and Issues in the Studies of Buddhism II
일본과 구미의 불교학 연구 수준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이 강의에서는 일본과 구미를 위시한 세계 불교학계의
불교학 연구사를 개략적으로 돌이켜보고, 아울러 최근의 연구 경향과 그 문제점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불교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물급 불교학자의 연구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동양사상연구의경향과제문제 I _ Trends and Issues in Studies on Eastern Thought I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전의 경전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언어에 대한
차이를 깊이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며, 문명 간의 교섭이 진행되면서 사유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기존의

동양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 방법을 개괄하면서, 그러한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한다. 아울러 철학적 사유의 보편성에 따라서, 동양 철학과 사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인식들의 전제를 찾는
작업을 함께 한다.

동양사상연구의경향과제문제 II _ Trends and Issues in Studies on Eastern Thought II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전의 경전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언어에 대한
차이를 깊이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며, 문명 간의 교섭이 진행되면서 사유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기존의
동양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 방법을 개괄하면서, 그러한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한다. 아울러 철학적 사유의 보편성에 따라서, 동양 철학과 사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인식들의 전제를 찾는 작업을
함께 한다.

서양철학사특강 _ Topics o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동양 철학과 한국 사상에 대한 연구는 즉자적인 방식을 따를 때,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제약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자적인 방식, 곧 같거나 서로 다른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명권의 철학을 통해서 거꾸로
조명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강의에서는 서양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철학적 사유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특징과 의미를 탐구하는데 있다.

현대철학특강 _ Topics on Contemporary Philosophy
동양 철학 연구가 과거적 사유의 묵수나 옹호에 그친다는 것은 철학의 본래 목적인 삶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언한다는 전제에 위배된다. 동양 철학의 연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적 상황과 더불어 세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동양 철학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을 얻기 위해서는, 현대라는 인류 공통의
상황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무지할 수 없다. 이 강의의 목적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철학적 탐구의 실상과 문제의식 등을 알아보는데 있다.

논리학특강 _ Topics on Logic
논리학은 인도유럽어의 문법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나 한국어에는 맞지 않다. 그러나 서양 철학과
인도 철학 모두 논리학에 기초해 있고, 서양 철학과 인도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중국 철학이나 한국 철학에 대한 이해도
심화되기 어렵다. 이 특강에서는 서양 논리학이나 인도 논리학 가운데 하나를 탐구하거나 아니면 두 논리학을 깊이 있게
비교할 것이다.

서양철학자연구 I _ Studies on Western Philosophers I
철학사 연구가 가진 핵심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탐구한 특정한 개인의 철학이 만인과 역사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을 확인하는데 있다. 철학사 연구는 철학자들의 사유를 탐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서양의 역사가 인류에게 보편적인
사상을 제시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보편적 사상을 제시한 철학자들을 개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강의에서는 서양의 철학사에서 향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적 거인들의 사유를 연구한다.

서양철학자연구 II _ Studies on Western Philosophers II
철학사 연구가 가진 핵심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탐구한 특정한 개인의 철학이 만인과 역사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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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제시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보편적 사상을 제시한 철학자들을 개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강의에서는 서양의 철학사에서 향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적 거인들의 사유를 연구한다.

동서비교철학 _ Comparative Philosophy of East and West
이 강의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지적 풍토에서 발생한 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데 있다. 보편적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철학의 임무라고 했을 때, 먼저 동양의 철학적 사유와 서양의 철학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섭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양 철학의 인식과 서양 철학의 인식이 뚜렷이 구분되는 점을 파악하고, 시대와
공간이 변했지만 유구하게 지속되는 철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일본사상특강 _ Topics on Japanese Thought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일원이다. 전통 사상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 문화의 전통 속에서 그것을 변용시켜 왔다. 이 강의의 목적은 유가, 불가, 도가의 전통
사상이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탐색하여, 일본사상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살피는데 있다.

제자백가연구 I _ Studies on the Hundred Schools I
전국시대의 제자백가는 유교화가 되기 이전 고대 중국인들의 삶의 다양성을 사유의 다양성 속에 반영해 중국적 사유의
원형을 보여준다.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유는 중국사 속에서 끊임없이 취사선택되면서 반복된다. 따라서 중국 사상을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제자백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제자백가의 사유는 동서고금의 차이를 넘어 철학적 보편성을 갖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제자백가연구 II _ Studies on the Hundred Schools II
전국시대의 제자백가는 유교화가 되기 이전 고대 중국인들의 삶의 다양성을 사유의 다양성 속에 반영해 중국적 사유의
원형을 보여준다.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유는 중국사 속에서 끊임없이 취사선택되면서 반복된다. 따라서 중국 사상을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제자백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제자백가의 사유는 동서고금의 차이를 넘어 철학적 보편성을 갖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대유학연구 _ Confucinism of the Han Dynasty
한대는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문명의 틀이 완성되는 시대이다. 한대에 들어와 유학이 국교화됨으로써 경전이 확정되고
경학시대가 본격화된다. 동중서의 금문경학과 정현의 고문경학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대 유학에 대한 연구는 경학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탐구인 동시에 중국 문명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고증학연구 _ Ching Dynasty Philology
송명이학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청대 고증학은 주자학이나 양명학과 같은 공허한 철학적 사유보다는 언어와 역사 및 문헌에
대한 실증적 천착을 중시한다. 고증학은 중국적 문헌학의 극점을 보여주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 고대
문헌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청대 고증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송대유학연구 _ Confucianism of the Song Dynasty
송대는 선불교가 유행하던 시대였지만 선불교 및 노장과 결합된 새로운 유학이 발전한 시대이기도 했다. 북송의 선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발전해오다가 남송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이 새로운 유학은 공맹 이래 오래된 가르침을 핵으로 하면서도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전반에 대한 깊은 철학적 반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학은 중국과 조선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새로운 유학을 삼교의 합일이라는 사상사적 지평을 넘어 정치와 제도, 사회와 경제, 문화와 풍속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문화사적 시야 속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동아시아철학읽기 _ East Asian Philosophy in the West
근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서구의 동양학 성과를 탐색하고, 방법론적 장점과 비판적 자세 등을 비교철학적으로
흡수하여, 현대 동양학 및 한국학 연구를 위한 참신한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비교과학사상 I _ Comparative Studies of Scientific Thought in East and West I
동서양의 과학 사상은, 동양 고대의 오행설과 그리스 자연철학의 사원 소설의 대비나,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철학과 서양
근대의 기계론적 자연철학의 대비 등의 예에서 보듯이, 비교철학적 시각에서 볼 때 동서 과학 사상 각각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상호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 우주와 하늘, 천체와 운동, 인간과 생명,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동서양 과학 사상의 상호 비교를 시도한다.

동서비교과학사상 II _ Comparative Studies of Scientific Thought in East and West II
동서양의 과학 사상은, 동양 고대의 오행설과 그리스 자연철학의 사원 소설의 대비나,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철학과 서양
근대의 기계론적 자연철학의 대비 등의 예에서 보듯이, 비교철학적 시각에서 볼 때 동서 과학 사상 각각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상호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 우주와 하늘, 천체와 운동, 인간과 생명,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동서양 과학 사상의 상호 비교를 시도한다.

동양과학사상특강 _ Topics on Scientific Thought in Eastern World
이 강의에서는 동아시아 사상에서 자연학적 논의의 기초가 되는 동양 과학의 기초 개념과 역사적 변화를 이해한다.
강의에서는 교수의 강의를 통해 동양 과학 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핵심 문헌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한다. 나아가
수강자는 교수 및 수강자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 과학 사상에 대한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 연구의 경향, 향후의 연구 전망
등에 대해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동양 과학 사상에서의 핵심 문헌, 기본 개념, 철학 사상과 과학 사상의 관련성 등에
대해 이해한다.

한국과학사 _ History of Science in Korea
활자 및 인쇄술, 의학, 도자기, 천문학과 역법 등 전통시대에 한국 과학사에 이룩한 성취는 현대 한국이 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과목에서는 한국 과학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
사상의 특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통시대적인 관점에서 한국 고대과학의 성립, 고려시대의 과학, 조선시대의 과학,
서양과학의 전래와 이해, 근현대 서양과학의 수용과 확산에 이르는 한국 과학의 통사를 다룬다.

동양과학사 _ History of Science in Eastern World
한국의 과학사는 한편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 기본 개념이나 발전사를 공유하는 동양과학사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과학의 역사, 즉 한국 과학사를 형성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과학사도 동양 전체가
공유하는 부분과 독자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에서는 동양 과학사의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국,
일본, 한국에서 독자적인 과학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통사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한국과학사상가연구 I _ Studies on Scientific Thinkers in Korea I
홍대용, 김석문, 서명응, 정약용, 최한기 등은 한국의 사상가 가운데 동양 전통의 자연학과 서양 과학 지식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 과목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제출한 과학적 사유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사상가가 제출한 사유의 전체 구조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17세기 이래 동양에 전래된 서양
과학을 지적 재료로 삼아 독특한 사유를 발전시킨 조선 후기의 과학 사상가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과학사상가연구 II _ Studies on Scientific Thinkers in Korea II
홍대용, 김석문, 서명응, 정약용, 최한기 등은 한국의 사상가 가운데 동양 전통의 자연학과 서양 과학 지식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 과목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제출한 과학적 사유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사상가가 제출한 사유의 전체 구조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17세기 이래 동양에 전래된 서양
과학을 지적 재료로 삼아 독특한 사유를 발전시킨 조선 후기의 과학 사상가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양의천문학과역법 _ Astronomy and Calendrical Science in Eastern World
천문학과 역법은 동양의 과학과 과학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천문학과 역법은
동양의 유가 정치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문관서를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은 핵심적인 과학
분야였다. 천문학과 역법은 난해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라는 오해 때문에, 지금까지 널리 이해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난해한 수식이나 과학 원리를 동원하지 않고, 역사적 사례와 정성적인 논의를 결합하여 천문역법의 기본 개념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자연학연구 _ Study on the Natural Studies of East Asia
자연학적 지식은 유가 철학 및 사상사를 연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식으로서, 이 강좌에서는 음양오행설과 상관적 사유,
주역 및 상수역학, 천문학 및 기상학, 시공간의 개념과 우주론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자연학적 주제와 연관된 문헌 및 2차
연구자료 등을 폭넓게 다룬다.

개별주제연구 _ Independent Study
학생이 교수와 일대일로 만나 한 학기 동안 관심 있는 철학적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거나 읽고 싶은 고전적 텍스트를
함께 강독하면서 그 교수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다. 교수가 학생의 개별적인 관심사에 맞추어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읽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와 학생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철학적 지식을
넓히고 철학적 사유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반전공과목_전통의 현대화와 미래지향을 위한 교과목

철학적사유론 _ Thinking on Philosophical Thinking
철학적 사유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철학적 사유는 철학자마다 다르지만 무한히 다른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사에 나타난 각종 철학적 사유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각 유형의 철학적
사유와 그것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철학적 사유의 길을 사색해본다.

철학적진리론 _ Philosophical Thinking on Truth
철학의 영원한 주제인 진리에 대한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사유한 내용을 검토한다. 진리를 바라보는 철학자들의 다양한
시선들에 따라 다양한 철학이 전개된다. 이에 따라 진리론은 각 철학자들의 철학적 탐구의 내용을 잘 드러내 줄 수 있으며,
철학의 핵심을 파악하게 해 줄 수 있는 연구 분야이다. 이 강의의 목적은 동양과 서양은 물론 과거와 동시대의 철학적
진리론을 개괄하는데 있다.

동서철학의대화 _ Dialogue of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y
동양과 서양은 지역적인 상이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철학적 사유 방식의 근원적인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원적인
사유의 차이는 인간 사유의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서 철학의 사유를 탐구하는 것은 인간
사유의 주요한 두 방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대화의 형식은 오래전부터 철학이 즐겨 사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인간의 주요한 두 가지 사유 양식을 동서라는 이름 아래에서 탐구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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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한국철학연구 _ Studies on Korean Philosophy
한국 철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 철학의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특징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학 전반에
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한국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 및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한다.

철학적탐구 _ Philosophical Investigation
한국 내지 중국의 사상적 전통에 대한 철학적 사색의 길을 서양 철학과 연관하여 깊이 탐구한다.

한국의과학사 _ History of Science in Korea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다른 외국과 구별되는 눈부신 성장을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많은 요인
가운데서, 활자 및 인쇄술, 의학, 도자기, 천문학과 역법 등 전통시대에 한국 과학사에서 이룩한 성취가 현대 한국의
창조성의 뿌리라는 의견이 많다. 이점에서 한국의 과학사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이 한국문화의 특질과 저력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한국 과학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