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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엿보기 

김월호| 교수님의 

〈동양의 고전〉 

이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동양의 고전들. 하지만 『논어』， 「맹^b ， r묵자」 ， 『도덕겸』 등의 

수많은 고전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할 뿐이다 그렇다면 김월회 교수님의 

‘동양의 고전’ 강으}를 그 해결책으로 제요하고자 한다 ‘동양의 고전’ 은 동양 고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r논어」를 

중심으로 고전을 ‘방법적’ 으로 읽고 활용히는 내용에 대한 담론을 주저|로 하는 수업으로， 동양 고전에 입문히고자 

하는 학생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돕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딱딱한고전은그만 

많은학생들이 동양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그 많은 고전의 한문구절틀을모두 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종종 그 관심을 가로 막는다. 그러나 ‘동양의 고전’을 

수강한다면 이런 우려는 접어도 된냐. 이 강의는 잠들어있는 

한문 구절을 외우고 해석하는 수엽이 아니라， 잠든 고전을 현내에 

다시 깨워내기 위해 필요한 ‘확장적인 사고 능력’을 매우는 

수엄인 것이다.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한문구절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다. 고전과 생각하며 놀이한다는 느낌 , 그 느낌만으로 

충분하다. 

고전， 방법적으로읽기 

選7: ’-찰X 

‘고전의 방법적 활용’ 은 고전을 죽은 지식으로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고전에 

생명을붙여넣는작엽이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 방법적인 독해를위해서는오랜 세월동안학자들이 고전을어떻게 읽어왔 

는지 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방법적 활용의 방법을 약히기 위해 강의 전반부는 고전의 내재적 독법을 통해 고전 읽기 의 

기초를마지고，강의의 후반부는이전에 배운내용을 바탕으로고전의 방법적 독해를다양하게 시도해보는내용으로진행된다. 

하지만강의가단지 고전 그자제에만집중되어 았는 것은아니다. 교수님이 제시하는 인문사회적인 철학적화두들은다양 

하고 깊은 사고를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대 중국악 지성사， 중화주악의 시작，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언어와 사고의 

관계，문명과고전의 관계， 정치에 있어서의 학문의 역할 등의 다양한주제들은직접 수염을들어야만집하고생각할수 았는 

화두들이다. 이라 한 다양한 화두들을 동양 고전이라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 접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이 수업 이 지닌 

매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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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와 함께 맛보는 다잉빨 고전들 

므서4 
1..:- U 1..:-

(경영학과 07학먼) 

이 낱윤 읽디 보떤 휴시 ‘농양의 고전윤 배우는 수익이 따맨서 l 논이」민 배우는 거이')’ 하는 의운이 설 수도 있겠다- 룹은 ‘동양의 

:，~전’이 논。l듭중심 J이[모 진행뇌는 수업이긴 하지년， 중간 ，1추 꽁인은 잖게니"1- -시성」‘「둔-추좌선j ‘-도L-1 정」，「묵·지J‘블 맛‘날 수 

있는 가회기 ~n갚원마， 논어 풍↑l의 유가 시성뿐만 아니바 유가의 앵원힌- 맛수띤 도기 사상‘ 북기 시상응 석해 보면서 -논어」에서는 

받 수 없았딘 새π운 샤상의 지평‘욕 얻 수 있다‘ ，11 엔적 Ö _ _;;:, 유-가 이상의 형이상혁유 힘쳤던 k장 사상에 섣- 흥~" ]늑 가지 , ~ 있었는데‘ 

;봉양의 고전’ 깅씌 를 수깅 사면서 본격 적 0.2료 공부해 볼 수 았는 기회 가 되었다. 

조교의 수준높은글쓰기 밀착지도 

핵심 교양 고f복의 주요 복요 줍 하내늠 t>]생능‘으| 글쓰기 능역 배양이다. 하지민 여티 핵심교양수엽은 자신의 갈이1 소교Q] 긴단한 

핑가틀 1괴을- 뿐이 었지만“동‘상의 ;1[선’ 수업 P- 한 만계 더 심회두1 ]'，_i，~의 균쓰기 지L;틀 1파을 수 있다. 강간jμ}외 '1만‘， ~사 대선 

저|흔하는 J!.~서| 보고서륜작성하는과정 011 서 십풍적얀날쓰기 지도가띠i:!]'온디‘ 1자도 작성힌-보고서블조교이1게 저|환하민 힌 수 

후에 조j，~익 λn서|한평가씌 새신헤이:힘 점이 메인로되듬아온다 이 핑기블 잔:，~로보‘1 ~λl 듭각ζ정승l 여 j，~수넘 깨 지l증하는형 λ] <)_로 

과저l기 진행되는'-11 ， 조교선생나의 닐까도운 비평괴 죠언 덕분에 날&기능력013_지1 헝성뭔 짓을 느낄 수 있있다. 

~f:.깐 한 만에 두 번 수강 랜브.‘J‘ 

된디다마 깅강-으의1 이애I씨샤 f섭l한 효}북두어에1 핀한 수수보g의l 시고륜 펼쳐보는 수검감- 보고 서는’ 짧 시 만 비배l우 ~-괴 적인 날쓰 기 연유이 되있다. 수깅

니 ~-TL서뿐만 이니려 수상생득사이에서 지융적。? 이루이지는 eτL 상띄 두론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 던 도움이 퍼었다 e~L에서 

농하닐이 ~11시하는논지l갑괴 의견늠을보고 rτ 괴-싱에직섭 깎여해보는 깃도색다쇠，경힘으보뉘았던 깃 짙다. 

또한 이라한 -A정옥폼;31] 븐 녁 이년 녁이 있마변 븐 강익익 μ」서 작성욕위;311 생각깐 이01 디。l득이 l:l른 」픽익 }TJ」서 작성 

이I노 많은 노움이 되았다는 깃이 다. 

생각의 새로운7.1평을향해 

‘동양으| 고진’ 으| 잠맛은 고잔윤 동해 디영:힌 젤송]-적 사고블 섭하는 :;1\ 았디 이 김의륜 수갱-한 후 일이 난 가장 근 민화는， 교수 

넘이 제기하는 이지1 로‘% 한1학?-] 화무 및 이에 대잔 혹]，정''!-] 1! 사:， ~듭- 통해 생각의 새로‘완 지평을- 역 각; 있게 되었다븐 젓이냐. 
이 수입에서 기블수있있년 논υl적. 절핵적 사고능려은다양힌 분야01] 걸쳐서 환g되는증요힌능썩이싸고 생각힌다. 그링기 때운011 

-í"잉:의 ‘I~션은바 펙문의 츠석이 점 수 았는 그이:만로 가정 ‘팩심 _i，~잉:‘내윤 수엽이 이뇌꺼 싶다 평:↑: 등영;의 :, [선에 판심이 

있년 학생싣-뿐만 아L_l ~l-， 철학적 호뷰에도 판선 이 있년 학생 갑-에게 ‘봉양의 고전’ 수깅-윤 권하고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