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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확고# 학위논문 목록 

2005년 8월 졸엽자 

학사 이세운: 후썰의 본질직관에 대하여 

이현수: 돈점론에 나타난 깨달음의 의미 

이병훈: 자유로운 공론장의 조건 

마르크스의 부르주아 공론장 비판을 중심으로 

이현종: 칸트 <순수이성비판>에서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에 

관하여 

최형은: 과학적 실재론에 대한 재고 

김규식: 한비자의 도 개념 고찰 

박정연· 후설의 <데카르트적 성찰>에 나타난 

상호주관성의 문제 

이욱희: 칸트 도덕철학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 

허지원: 로크의 정치철학과 재산권 이론 

김경미:<파이돈>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행복론 

석사 - 이국봉: 장자 철학의 비판적 사회의식과 인간관 연구 

계광수: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에서 플라톤의 

수사술 비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백현주. 아레테란 앓인가 참된 의견인가 

이은아: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표현과 소통의 문제 

이재환: 데카르트의 영원진리창조 

박사 권향숙: 공사 개념을 통해 본 이익의 철학 

김재희: 베르그손의 무의식 개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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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졸엽자 

학사 김동영: 후설의 초월론적 주관과 데카르트의 자아개념 비교 

박상철: 다시 보는 원시불교 

정일권: 안락사에 대한 철학적 논의 

김현호: 고대 중국 사상의 성악설 연구 

박주홍: 피터 싱어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가 

엄기훈·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삼단계설 

신대식: 베버의 의미 상실과 자유 상실에 관한 하버마스의 해석 

안홍열:<역사와 계급의식>에서 루차치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비판 

공기범: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소고 

유여원: 카르마요가를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최아름: 다산철학연구 - 실천의 문제 중심으로 

김준열: 데카르트 오류 불가능성에 대한 논고 

최일만: 후설의 내재와 초재 

석사 강희경: 스피노자의 방법 

원치욱: 심물인과: 인과적 배제 혹은 과잉결정 

김성중: 후설 현상학에서 타인 경험의 문제 

김재호: 존 스튜어트 밀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리의 문제 

백승환: 칸트 초월철학에서 반성 개념 

이은진: 흉의 철학에서 관념과 실재의 문제 

임성진. 플라톤 <뤼시스>연구 - ‘필리아’를 중섬으로 

박사 진태원: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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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팍과 쿄수 -앙의 련팡 

2005년 1 학기 

대학원(11 강쇄 

• 신정큰 : 동양철학방법론연습， 吳麻江操， 『띈了-校注』 

• 허남진 . 한국근대철학연습， 정약용 r f크橫홍콩誌銘」 

• 조은수 : 인도철학연구~아비달마구사론』 

• 김영정 : 서양현대철학연습(비형식추리와 비판적 사고)， R. Paul, 

Critical Thinking / ]. Voss , D. Perkins , ]. Segal, 

lriformal Reasoning and Education. 

• 김상환 : 인식론연습(데리다와 들뢰즈) , 들뢰즈~차이와 반복~ / 

「천 개의 고원J 

• 박찬국 · 형이상학연습(칼뢰비트"헤겔에서 니체에로~) ,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정호근 : 사회철학연습(시민사회의 철학 헤겔， 마르크스， 하버마스)， 

헤겔:r법철학~ /마르크스 r헤겔법철학비판~/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등 

• 이명현 : 언어철학연습(데리다， 로티，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철학적 탐구』 등 

• 전헌상 : 서양고대철학연습(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 

아리스토텔레스~형이상학』 

• 김효명 : 서양근세철학연구(흉의 『인성론~ 1권 연구) , 흉， 『인성론』 

• 황경식 : 가치론연구， Matravers & Pike, Debate in 

Contemporajη Political Philosop버 

학부전공(12강좌) 

• 김기현 : 철학의 근본문제 
·황경식 : 윤리학 

• 김기현 : 인식론 

• 백종현 : 서양근대철학 
• 박성규 : 중국철학사1 

·박재현 . 불교와 선 



• 정원재 . 제자백가철학특강 
·이남영 : 성리학 
·주성호:서양현대철학특강 

학부교양(45강조” 

·김상현 . 철학개론 
• 김영정 : 논리와 비판적 사고 
·김효명 : 논리학 

부록 

• 진병운 : 현대사회의 철학적 이해 
·장원태 : 도가철학 
• 구영모 : 생명의료윤리 
• 김재희 : 생명의료윤리 
• 김재호 . 생명의료윤리 
• 정호근 : 사회철학의 이해 
• 이창후 : 정보사회와 사이버윤리 
• 김정희 : 동양철학의 고전 
• 김준성 : 과학의 철학적 이해 
• 백승영 · 서양철학의 고전 
• 윤보석 : 언어의 철학적 이해 
• 이명현 : 서양철학의 이해 
• 백종현 : 현대사회와 윤리 
• 박찬국 : 현대철학사조 
• 김기현 : 철학의 근본문제 
• 최영천 : 논리와 비판적 사고 
·조홍원 : 불교철학 
• 이유달 : 생명의료윤리 
• 강성화 : 생명의료윤리 
• 김 영 : 과학의 철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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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구 : 서양근대이성주의 
• 강성훈 : 서양고대철학특강 
·여영서 : 과학철학 

• 최영천 : 논리와 비판적 사고 
• 김희정 : 논리와 비판적 사고 
·하상용 : 논리학 
·서정형 : 불교철학 

• 김민철 : 동양철학개설 
• 이유달 : 생명의료윤리 
·김주연:생명의료윤리 

• 김한상 : 현대사회와 유가철학 
• 이진오 : 인식론의 이해 
• 강중기 : 동양철학의 기본문제 
·장대익 : 과학의 철학적 이해 
·진태원 : 문화와 철학 
• 김은희 : 성의 철헬} 성윤리(2강쇄 

• 윤보석 : 컴퓨터와 마음 
• 조은수 : 동양철학의 이해 
• 정원재 : 한국철학의 이해 
• 김상환 : 철학자와 그의 시대 
·강철웅 : 철학개론 
·노호진 : 논리학 

• 구인회 : 생명의료윤리 
• 임종식 : 생명의료윤리 
• 유 혁 : 정보사회와 사이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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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학기 

대학원(9강조” 

• 송영배 : 중국선진고전연습(주역연구)， 表底陳~周易初階』

• 정원재 : 유가철학연습(주희집‘잡저’연구)， 朱熹， 『朱熹集JJ 67권 「雄著」

• 백종현 : 서양근세철학연습(칸트， 순수이성의 규준) , 칸트~순수이 

성비판』 

• 이남영 : 중국근대철학연습(현대 신유학의 형성과 그 전개)， 林安

챔~現代f땀學論煥'JJJ 

• 김남두 : 서양고대철학연구(플라톤의 초기저술 연구)， 플라톤， 

『카르미 데스JJ / ~라케스』 

• 이 남인 · 서 양현대 철학연구(Husserl의 Krisis) , E. Husserl , 

Analysen 2ur passiven Synthesis 

• 윤선구 : 인식론연구， 로크， 『인간지성론JJ / 라이프니츠~신인간지 

성론』 

• 이명현 : 언어철학연구， Davidson, Truth & Interpretation / 

Putnam, Realism with a Human Face 

• 조인래 : 과학철학연구， Ronald N. Giere, Explaining Science 

학부전공(12강조U 

·조은수 : 중국 및 인도철학 

·조은수 : 한국철학사 

·김 율 : 서양중세철학 

·장원태 : 노자와 장자 
·윤보석 : 심리철학 

·황경식 : 실천윤리학 

학부전공(교양)(45강좌) 

·김상현 : 철학개론 
• 김희정 : 논리와 비판적 사고 

• 김상환 : 서양현대철학 
·김영정 : 기호논리학 

• 김효명 : 서양근대경험주의 
• 박성규 : 중국철학사2 

• 정호근 : 사회철학특강 
·박찬국 : 존재론 

• 최 영천 : 논리와 비판적 사꼬(2강쇄 

·김효명 : 논리학 



부록 

·노호진 : 논리학 
·서정형 : 불교철학 
• 김정희 · 동양철학개설 
• 임종식 : 생명의료윤리 
• 김재희 : 생명의료윤리 
• 정호근 : 사회철학의 이해 
• 유 혁 : 정보사회와 사이버윤리 

• 김 영 : 과학의 철학적 이해 
·진태원 . 문화와 철학 
• 김은희 : 성의 철학과 성윤리 
• 이남인 . 서양철학의 이해 
• 정원재 . 동양철학의 이해 
• 허남진 : 한국철학의 이해 
• 김남두 : 철학자와 그의 시대 
·강철웅 : 철학개론 
·강성훈 · 논리학 
·변희욱 : 불교철학 
• 강성화 . 생명의료윤리 
• 이창후 · 정보사회와 사이버윤리 
• 황경식 · 성의 철학과 성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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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병운 : 현대사회의 철학적 이해 
·송영배 , 도가철학 

• 김재호 : 생명의료윤리 
• 이유달 : 생명의료윤리 (2강좌) 

• 권향숙 : 현대사회와 유가철학 
• 이진오 : 인식론의 이해 
• 강중기 · 동양철학의 기본문제 
·장대익 : 과학의 철학적 이해 
• 백승영 : 서양철학의 고전 
• 윤보석 : 컴퓨터와 마음 
• 이명현 : 서양철학의 이해 
• 백종현 : 현대사회와 윤리 
• 박찬국 : 현대철학사조 
• 김상환 : 철학자와 그의 시대 
• 김재호 : 논리와 비판적 사고 
·하상용 : 논리학 
·구영모 . 생명의료윤리 

• 김주연 : 생명의료윤리 
• 김준성 : 과학의 철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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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획과 일"1 

(2005년도) 

l. 6. 철학과 편입 지원자 면접 

1. 8 동문 신년하례식(프레스센터 매화홀) 

1. 25-27. 철학과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실 • 자료실 분리 공사 

2. 22-23. 석 ·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 

2. 25. 동계 학위수여식 

2. 25. 명경최우수 학사논문상 시상식(수상자 : 이풍실) 

2. 25. 우곡최우수 석사논문상 시상식(수상자 : 한성일) 

3. 2. 제1학기 개강 

3. 2. 이원석 조교 사임， 민현미 조교 근무 

4. 8. 박사학위청구논문 초록 발표， 박사연구논문 발표 

5. 13. 학사졸업논문 석사학위 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 

5. 16. 철학과 원로교수 사은회(호암교수회관 릴리룸) 

5. 19. 2005학년도 후기 대학원 모집 면접 및 구술 고사 설시 

6. 13. 2004학년도 제1학기 종강 

6. 15-16. 철학과 3.4학년 및 철학과반 답사수학여행 

(전라북도 전주 일대) 

6.28. 철학과 전공진입(2차 전형) 면접 

8. 22-23. 석 ·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전공) 

8. 3l. 하계 학위수여식 

9. 1. 제2학기 개강 

9. 1 이행남 조교 사임， 조정은 조교 근무 

10. 6 윤병로 전직교수 별세 

10. 7. 박사학위청구논문 초록 발표， 박사연구논문 발표 

10. 14. 학사졸업논문 석사 논문 ‘발표 및 심사 

10. 21. 2005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 구술 및 면접 고사 실시 

11. 10-12. 철학과 3.4학년 및 철학과반 답사수학여행 

(충남 부여 논산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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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9. 철학과 전공진입 (2차 전형) 면접 

12. 12. 철학과 교수 송년회 

(철학 · 미학 · 종교학 3과 합동) 

12. 14. 2004학년도 제2학기 종강 

12. 19. 철학과 교수 · 강사 종강 모임 

12. 28. 철학과 편입 지원자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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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학과 쿄수 명단 

서。 며 。 연구분야 연구실 전화 이메일 

이명현 브"-서 「경 己동「 6-414 6껑8 noism@snu.ac.k:r 
이태수 서양고대철학 6→때4 6ZlJ taesoo@snu.ac.k:r 
송영배 중국철학， 한국철학 6-416 6정3 ybsong@snu.ac.낭 

김효명 서양근대철학， 인식론 6-412 6231 wonkw@snu.ac.k:r 
황경식 윤리학 6-411 없34 kshwang@snu.ac.k:r 
김남두 서양고대철학 6• 413 6껑9 nclk21@snu.ac.k:r 
백종현 형이상학， 서양근대철학， 인식론 6-4a) 없32 paekch@snu.ac.k:r 
조인래 과학철학 6-424 8162 ircho@snu.ac.k:r 
김영정 심리철학， 논리학 6-312 6230 yk@snu.ac.k:r 
허남진 한국철학 5-4a) 6225 h버mj@snu.ac.k:r 

김상환 표랑스철학 7-갱4 f!JJ.J7 kimsh@snu.ac.k:r 
이남인 현상학， 해석학 6-311 f!JJ.J6 narrn피ee@snu.ac.k:r 

-Z」」-CL-L스 불교철학 6-400 6200 escho@snu.ac.k:r 
김기현 분석철학， 섬리철학， 현대인식론 6-300 없4 kihyeon@snu.ac.k:r 
정호근 사회철학 7-집3 6221 hgchung@snu.ac.k:r 
박찬국 존재론， 현상학， 실존철학 6• 410 6220 ckpark@snu.ac.k:r 
정원재 성리학 5-325 9155 salama@snu.ac.k:r 

절확곽 위원획 명단 

학 과 장 :조인래 

교무위원회 : 이명현， 송영배， 이태수， 김효명， 김남두， 백종현， 

조인래， 허남진(간사) 

연구편집위원회 : 김남두， 황경식， 조인래， 허남진， 이남인， 정호근， 

조은수， 김기현(간사) 

학생위원회 : 송영배， 김효명， 백종현， 조인래， 김영정， 

김상환， 정원재， 박찬국(간사) 

시험위원회 : 김남두， 황경식， 조인래， 김영정， 이남인， 김상환， 

정호큰， 김기현， 박찬국， 조은수， 정원재(간사) 

조 교 : 이종환， 민현미，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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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팍곽 윤영큐’덩 (2004. 5. 14. 깨정)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 

의 범위 안에서 철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교육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고， 철학과 과내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한 제 

반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 1 장 교수회의 

제 2 조 (과 교수회의의 구성) 

1) 학과의 중요사항을 섬의하기 위하여 과 교수회의를 둔다. 

2) 과 교수회의는 전임교수로써 구성하고 의장은 학과장이 된다. 

제 3 조 (과 교수회의의 소집 빛 의결) 

1) 과 교수회의는 학과장이 소집하되 위원회의 요청， 또는 전임교 

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되어야 한다. 

2) 과 교수회의는 재적 임원 교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과 교수회의 심의 사항) 

1) 과 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l. 학과내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주요한 사항 

3. 교과과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로부터 건의된 사항 

5. 기타 과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2) 과 교수회의는 펼요에 따라 각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 장 위원회 

제 5 조 (위원회 구성) 학과내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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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연구위원회， 교무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및 시험관리위원 

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이외의 특별위원회를 과 교수회의의 결의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 위원의 선임) 

1) 각 위원회 위원은 학과장이 제청한 교수들을 과 교수회의가 동 

의함으로써 선임된다. 

2) 학과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둔다 

제 7 조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 

(1) 교무위원회 

가. 교과시간표 초안 작성 

나. 논문 지도 교수의 선정 

다. 학위 논문 심사위원 배정 

라. 기타 교무에 관련된 사항 

(2) 학생지도 위원회 

가. 장학금 배정 심의 및 T. A. 선정과 업무배정 

나. 학부 학생 분담 지도 교수 배정 

다. 각종 학생행사 지도 

라. 대학원 신입생의 보충교육에 관한 심의 

마. 기타 학생문제에 관련된 사항 

(3) 연구위원회 

가. 학과내의 학술행사의 기획 및 주관 

나. 과 도서실 및 각종 연구실의 운영 

다. 교과과정의 개선 방안의 연구 및 제안 

라. 과의 발전 및 연구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연구 및 제안 

(4) 시험관리 위원회 

가. 대학원 입학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의 관리 

나.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자격 시험의 관리 

제 8 조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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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교 몇 T. A. 

제 9 조 (조교의 선임) 조교는 석사학위 소지자 가운데에서 과 교 

수회의가 선정한다. 그러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재 

적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조교의 임기) 조교의 임기는 1년이며 1차에 한하여 재 

임명될 수 있다. 임기는 발령일로부터 가산한다. 

제 11 조 (조교의 업무) 조교는 연구， 교무， 학생지도， 서무 등의 

과 행정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 12 조 (T. A.의 선임) 임시조교(이하 T. A.라 칭함)는 석사학위 

과정 재학생 가운데에서 학생지도 위원회가 선정한다. 

제 13 조 (T. A.의 임기) T. A.의 임기는 등록중인 연속 2학기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재선임될 수 있다. 

제 14 조 (T. A.의 업무) T. A.는 지정된 교수의 연구 및 강의를 

보조하며 과 행정업무에도 조교를 통해 협조한다. 

제 4 장학사과정 

제 15 조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선정) 학사학위 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제 3학년 2학기 초에 논문계획서 초안과 희망 지도교수 

명단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개요를 포함하는 최종 논 

문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5월 말일까지 

8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11월 말일까지 

제 16 조 (논문지도) 논문지도교수가 확정된 학생은 월 1회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논문제출) 학사학위 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제 15 

조와 제 16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4학년 2학기 초까지 논문 

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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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논문심사) 학사학위 청구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2명 

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되， 제 I차 섬사는 논문에 관한 구술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며 제 2차 심사는 학과 전 교수 앞에서 실시한다. 

논문 제출자는 2회의 모든 심사에 응해야 하며 2회 중 한번이라도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 

어서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외국인 유학생 학위 청구 논문의 본문 표기) 외국인 유학 

생으로서 학위 청구 논문을 작성， 제출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주제에 따라 외국어를 λF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의 석 · 박사 과정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5 장 석사과정 

제 20 조 (보충교육) 

1) 학부과정에서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사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지도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학부과정의 과목을’ 이수하 

도록 부과할 수 있다. 

2) 위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필수 과목 중 기수 

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지도 위원회로부터 수강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은 과목 담당 

교수에게 직접 수강신청하고 담당교수는 그 결과를 학과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4)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에 학생의 성적을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5) 각 과목의 성적은 B。이상이어야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21 초 (논문 지도 교수의 선임)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선임은 

복수로 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해당 교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제 22 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는 논 

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졸업 예정일로부터 두 학기 전에 학과장 



루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3월 10일까지 

8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9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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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논문지도)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후， 윌 1회 이상 논문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논문제출 자격시험 

에 있어서 외국어를 제외한 전공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 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은 매 학기 소정기일에 걸쳐 시 

행한다. 

2. 자격시험은 입학 후 둘째 학기부터， 선수과목 이수여부와 무관 

히 응시할 수 있다. 

3. 자격시험은 동양철학의 경우 다음의 3개 분야， 서양철학의 경우 

다음의 7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동양철학: 인도 및 불교철학， 중국철학， 한국철학 

서양철학: 존재론 및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논리 및 언어철학， 

과학철학， 사회 및 역사철학， 고대철학 

1) 서양철학의 경우 해당 학생은 위의 7개 분야 중 지도교수가 지 

정하는 2개 분야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에서는 대체과목 

을 인정하지 않는다. 

2) 동양철학의 경우 해당 학생은 위의 3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 1과목은 해당교과목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자격시험의 범위는 선정 고지되는 각 분야의 펼독도서에 한한 

다. (필독도서 목록 참조) 

5.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응시자는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6. 출제는 해당분야 담당교수가 하며， 시험관리 위원회가 조정한다. 

7. 채점은 각 과목마다 과 교수회의에서 선정된 2명 이상의 교수 

가 하되， 득점은 그 평균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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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 20조， 제 22조， 제 23조， 제 24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하며 논문 초고를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전에 논문 지도 

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과장에 제출해야 한다.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 10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당년 4월 발일까지 

제 26 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제 1차 섬사와 제 2차 심의의 2 

회에 걸쳐 수행된다. 제 1차는 과 전 교수 앞에서 제출자가 이미 제 

출한 논문 초고의 요지를 발표하고 질의에 응하는 형식으로 섬사한 

다. 제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 1차 심사를 결할 수 없다. 제 2차 

는 1차 심사에 통과된 논문 초고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원고를 지 

도교수를 포함하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제 6 장박사과정 

제 27 조 (논문 지도교수의 선임)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선임은 복 

수로 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해당교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제 28 조 (논문계획서 제출) 논문계획서는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 

을 얻어 졸업예정일로부터 2년 전에 학과장에 제출되어야 한다. 계획 

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논문제목， 논문개요， 참고서 등이다. 

제 29 조 (논문지도) 학위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제출후 한 해에 5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연구논문)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정수료 후 4년 이내에 청구논문의 주제에 속하는 연구논문 2편을 

최소한 한 학기 간격으로 학과장이 지정한 날짜에 교수와 대학원 학 

생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 31 초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6회의 등록 이전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6회 등록이전에 수료한 경우에는 6회에서 수료에 소요된 등록 

학기 수를 뺀 잔여 기간까지로 한다. (가령， 4학기만에 수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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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가.동양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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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전공의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각 과목 

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획득하 

여야한다. 

나. 서양철학전공 

1. 서양철학전공의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외국어를 제외한 전공시험의 경우 응시분야， 범위， 합격선， 

출제 및 채점 등은 본 규정 제 24조에 따른다. 

2. 박사과정 서양철학전공자는 모두 7개 분야 중 응시자가 선택하 

는 2개 분야에 한하여 해당분야의 대학원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시험 

을 대신할 수도 있다. 

제 32 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외에 『철학~， r철학연구~， r철학 

논구』 및 이의 수준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편을 박 

사학위 청구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학위청구논문 등록추천) 박사학 

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논문초고를 늦어도 논문심사 직전 

학기 종강일까지는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학과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후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반 

드시 논문초록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를 토대로 과 교수회 

의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만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장학과자료실 

제 34 조 (학과 자료실) 

1) 학과 자료실이라 함은 학과의 연구도서 및 기타 연구 자료가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과 도서는 전공도서， 학술지， 기타 도서로 분류하여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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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학과 자료실의 관리) 

1) 학과 자료실은 학과 교수 중에서 선임된 1 인의 자료실장， 조교， 

T.A. 및 기타 자료실장이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관리한다. 

2) 자료실장은 학과 자료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에 대한 모든 책 

임을 진다. 

3) 자료실장은 과 교수회의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조교， T. A. 및 기타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자료실장이 정한다. 

제 36 조 (학과 자료실의 이용) 

1) 학과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자료실장이 정한다. 

2) 학과 자료설은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연구자료를 학술적인 목 

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방한다. 

3) 이용자는 가방， 외투， 음식물 등 자료실 이용과 무관한 불건틀 

을 학과 자료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기타 자료실 이용을 위 

해 필요한 물건을 반입 ·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실 관리책임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자료실내에서 타인의 자료실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시 

를 따라야 한다. 

5) 연구도서 및 기타 연구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 

는다. 

제 8 장 학술지 발간 및 연구 발표회 

제 37 조 (학술지의 발간) 

1) 학과내의 학술 논문지로서 『철학논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w철학논구』에는 학과 전임교수， 현직강사， 조교 및 재학생이 투 

고자격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 특별 기고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편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철학논구』는 년 1회 매 7월 중 간행함을 윈칙으로 하며， 원고 

마감일은 4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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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사학위 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을 게재할 때 그 조판비는 필 

자가부담한다. 

제 38 조 (편집위원회) 논문의 섬사， 편집， 간행을 위해 학과장과 

4인의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학과장은 편집 

위원장이 된다. 

제 39 조 (학술 논문지의 배포) 학술논문지는 학과 전임교수， 재학 

생， 각 대학의 철학과， 주요 도서관 및 학과 졸업자 중 학계에 종사 

하고 있는 자에게 배포한다. 

제 40 조 (연구 발표회)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연구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과 연구 발표회를 갖는다. 

제 41 조 (시행세칙) 본 운영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소관위원 

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2 초 (규정개정) 본 운영규정은 과 교수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43 조 본 규정은 1978년 3월부터 실시한다. 

본 규정은 1990년 11월 1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1992년 11월 17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1993년 6월 11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1996년 3월 2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1996년 9월 4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1999년 8월 16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2001년 9월 21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2003년 4월 2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본 규정은 2004년 5월 14일부로 개정 실시한다. 

부 칙 : 경과규정 

1. 대학원 동양철학전공의 경우 2004년 3월 입학생부터 새로운 규 

정을 따르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의 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희망자에 한하여 새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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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과정 서양철학전공의 경우 1996년 3월 신입생뿐 아니라， 

1996년 2월 현재 재학생도 새로운 규정을 따르며， 1996년 2월 

현재 재학생의 경우 이미 통과한 논자시 과목은 최대 2과목에 

한하여 인정된다. 

3 석사과정의 경우 1995년 2학기까지 대체과목을 성공적으로 이 

수한 자에 한하여 시험대체를 인정한다. 

4 박사과정 서양철학전공의 경우 1996년 3월 신입생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여타의 재학생들은 새로운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 1996년 2월 현재 재학생의 경우 이미 통과한 논자시 과 

목은 인정된다. 본교 석사과정 출신으로 1996년 3 월 현재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2과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며， 타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7과목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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