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부

근백년 한국철학의 교육과 제도

Ⅰ. 연구의 목표와 범위

서양 철학의 수용사는 단순히 서양철학의 내용만을 수용한 역사는 아니

다. 서양 철학의 수용과 함께 이 새로운 앎의 영역이 가르쳐지고 연구되

기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도입된다. 서양의 대학제도가 도입되

고 서양의 학문 분류에 따라 여러 학과들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연구 및

교육체제의 정착과정이 진행된다. 철학도 이 과정에서 수용된 하나의 분

야이다. 이같은 교육, 연구 체제는 또한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평가 체

제를 수반하며 이같은 제도의 정착과 함께 모든 학문 행위는 이 제도가

요구하는 규범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제도에 맞추어 교육받은 인력

이 배출되고 연구자의 그룹이 형성되며 이 제도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지

않는 작업은 그 학문의 이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철학 교과에서도 이런 커리큘럼과 평가 제도를 갖추면서 교육, 연구 작

업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100 여년의 서양철학 수용사를 반성적으로 재

검토하는 작업은 이 제도 아래 이루어진 작업들의 내용적 측면과 함께 이

같은 제도 자체의 수용과 변천과정을 포함해야 전체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가 요구하는 규범체제와 이 규범들의 토대가 되는 제반

기준들이 점검되면서 그 사이 이루어진 철학 작업들의 전체적 성격과 특

징 그리고 문제점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에서 서양학문과의 접촉은 17세기 조선의 유학자들이 중국에 머물던 서

양 천주교 선교사들의 기독교, 서양과학, 서양철학 소개문헌을 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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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 조선 후기의 실학의 제반 작업들은 이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

서 그 위치와 의미가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 서양 학

문과 함께 서양 철학의 수용사는 100 여년 전 서양 고등교육 제도의 도

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의 도입과 함께 서

양 학문이 학문으로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적 규범들이 보다 명시화

되며 이 규범들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통용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양 학문 및 철학의 수용사는 조선조 500년간

타당했던 유학적 교육과 연구 체제가 서양의 그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

고도 이야기될 수 있다. 이 변화 과정은 당연히 기존 체제가 지니고 있던

학의 내적 규범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며 기존의 교육, 연구 체제가 사회적

으로 수행했던 역할의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대체 과정이 가져

온 변화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체제 내에서 철학

교육과 연구가 수행했던 사회적 역할과 아울러 변화 이후 새로운 체제에

의한 철학의 교육과 연구가 수행하며 또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변화의 거시적인 조망 아래서 우리는 철학의 연구와

교육이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같은 작업을 위한 기초연구 작업에 해당한다. 지난 해까지

의 연구는 서양철학의 본격적 수용 이전의 개략적 사정과 제도적 수용이

시작된 후의 분야별 연구 추이를 내용에 초점을 두어 검토해 왔다. 아울

러 해방 이후의 연구 논문들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통계 분석한 자료가 제

시되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이같은 자료적 측면을 앞서의 자료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철학 교육과 연구의 제도적 토대는 대학

의 철학과와 학회 그리고 대학 내외에 설립된 연구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철학과가 개설된 60개 대학들에 학과들의 연혁, 전, 현임 교수 명단

학사과정 및 대학원생수, 교과과정, 과 콜로키움이나 잡지 발간 등의 학과

연구활동 자료가 수집되어 제시된다. 아울러 각 대학 내의 철학관계 연구

소 활동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호에는 연구소의 연혁

역대 임원, 학술발표회, 발간 잡지 논문 목록이 수집, 제시될 것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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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회나 철학연구회와 같은 전국 내지 지역 학회, 분석철학회나 현

상학회 같은 분과학회들의 연혁, 임원, 학술활동, 발간지의 논문 총목록

이 수집되어 제시될 예정이다.

이같이 집성된 자료들은 주로 해방 이후의 것들이며 해방 이전의 연구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당시 대학들의 학교사를 중심으로 잔존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일단 자료의 수준에서 그 사이 철학 교육이

어떤 제도적 토대 위에서 시행되어 왔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평가 부분이지만 여기에 목록화된 자료들은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명시적으

로 문자화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의 구성원들 사이에 대체적으로

암묵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각 대학, 학회

연구소들의 자료는 대부분 1995년 당시의 자료인 만큼 이후에 변화된 사

항이 반영되지 못했다.

Ⅱ. 해방 이전의 철학교육, 연구와 제도

1. 유학자들의 철학연구

지난 100년간의 한국철학을 점검할 때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사

실은 이 시기가 철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것의 제도화가 진행된

시기라는 점이 될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철학이라는 말은 서양어

philosphia의 번역어로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00년

대 초반 이정직, 이인재 등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부터이다.1) 이 말의

번역은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는 일본에서 직접 유입

된 것이 아니라 일본철학서가 중국에서 漢譯된 후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

1)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 1987, 하권, 390쪽 이하 참조. 이정직의 兼氏哲學
大略 이 그의 사망 년도인 1910년 이전 10년 사이에 씌어졌으리라 추측되고 있
으며 이인재의 希臘古代哲學攷辯 은 1913년 저술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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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입된 것이다2). 서양 철학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미 17세기 초부터

이루어지며, 20세기 초에는 이 연구가 철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진

행되기 시작한다. 유학교육을 받았던 이들의 철학 연구는 아직 제도화된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고 개인 수준에서의 관심과 연구에 머물고 있다.

2. 해방 이전 대학에서의 철학교육

대학이나 유사한 기관에서의 철학교육은 1855년 카톨릭 신학교에서

시작된다. 소신학교 6년과정 이후 대신학교 6년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처음 2년 과정은 철학과라고 불렸다.3) 1905년 평양의 숭실학당에

서 서양인 선교사 Bernheisel(한국명: 片夏薛)이 철학, 심리학, 논리학을

강의했다고 하는데4) 대학 수준에서 알려진 첫 강의로 보인다. 이후에 보

성 및 연희 전문학교에서 교양교과 수준의 강의가 개설되며 본격적인 강

의는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에 철학과가 설립되면서 시작된다.

해방 이전 이 학교들에서 교양, 전공과정에서 개설된 강좌들과 강의 담

당자들은 다음과 같다.

가. 경성제국대학5)

1) 법문학부의 철학 강좌 종류와 수

철학, 철학사(2강좌), 지나철학(1강좌), 윤리학(2강좌), 미학, 미술사(2강좌)

2) 법문학부 문학과의 철학 관련 수업 과목

지나철학, 철학, 철학사, 윤리학, 미학

<지나철학전공> 교과과정

2) 같은 책, 397쪽 이하 참조
3) 같은 책, 389쪽 이하 참조
4) 같은 책, 389 쪽 참조
5) 참고 자료: 京城帝國大學一覽 (경성제국대학 刊, 昭和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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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철학강의와 연습 (9단위)

지나문학 (2단위)

지나어 (1단위)

문학과에 속하는 과목 (8단위)

<철학철학사전공> 교과과정

철학철학사강의와 연습 (9단위)

희랍어, 라전어 중 [택일] (1단위)

문학과에 속하는 과목 (10단위)

<윤리학전공> 교과과정

윤리학강의와 연습 (9단위)

문학과에 속하는 과목 (11단위)

(문학과에 속하는 과목 11단위 중 3단위에 한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법학과에 속하는 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미학미술사전공> 교과과정

미학미술사강의와 연습 (9단위)

문학과에 속하는 과목 (11단위)

3) 법문학부 직원

<교수>
철학, 철학사 제2강좌 담임: 小倉進平(東京제국대학교수, 문학박사, 文學士)

미학, 미술사 제1강좌 담임: 矢野美盛(九州제국대학교수, 文學士)

철학, 철학사 제1강좌 담임: 田邊重三(文學士)

윤리학 제1강좌 담임: 小島軍造(文學士)

<조교수>
지나철학 강좌 담임: 阿部吉雄(文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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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제2강좌 담임: 宮島克一(文學士)

지나철학: 西 順藏(文學士)

4) 예과 직원

<교수>

修身, 철학개설: 橫山將三郞(文學士)

修身, 독어, 윤리: 佐藤省三(文學士)

이상의 자료에 따르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는 예과에서 수신, 철

학개설, 윤리 교과가 철학관련 교양 교과목으로 강의되었고 본과에는 철

학과에 지나철학, 철학철학사, 윤리학, 미학미술사 전공이 개설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동경제대나 구주제대 등 출신의 일본인들에 의해 철학교

육이 이루어 졌으며 교과목은 각 교과목에 강의와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강의와 연습은 각기 독일의 Vorlesung과 Seminar의 번역어로 보이

는데 독일 대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당시 일본 대학의 교과 구조가

경성제국대학에도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영향은 아마도 교과 내

용을 통해 더 분명히 확인될 것이나 우리의 자료에는 교과 내용까지가 소

개되어 있지는 못하다.

5) 졸업생 성명6)

<문학사 - 철학과>

昭和 4년 3월 졸업

麻生勝利(大分), 金桂淑(咸南), 權世元(慶北), 裵相河(慶北), 朴東一(忠

北), 韓悌泳(咸南), 趙容郁(全北)

昭和 5년 3월 졸업

安龍伯(全南), 韓載經(平南), 石松楨樹(福岡), 韓基駿(京畿), 草野勳夫(佐

賀), 金亨喆(黃海), 廉廷權(京畿) 若山尙大(大分), 小松鳳三(佐賀), 高裕

燮(江原)

6) 이 명단에는 사회학과 심리학 전공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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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 6년 3월 졸업

石本淸四郞(廣島), 權稷周(咸南), 鄭麟澤(京畿), 尹泰林(京畿), 金文卿(忠

南), 金宅源(咸北), 徐丙 (京畿), 李俊夏(忠北), 申南澈(京畿), 李鍾駿(慶

北), 田中一郞(東京)
昭和 7년 3월 졸업

黑岩健二(佐賀), 元興均(忠北), 兒玉三男(岡山), 生沼逸郞(京都), 津田剛

(三重), 小竹武夫(石川), 閔泰植(忠南), 河內富榮(兵庫), 安田總次(東京)

昭和 8년 3월 졸업

高亨坤(全北), 朴鐘鴻(平南), 朴致祐(咸北), 李甲燮(咸南), 洪鼎植(平南),

中山岩光(福岡), 篠原茂雄(山口), 李鎭淑(京畿)
昭和 9년 3월 졸업

井上快男(愛知), 井隆次(山口), 庄司秀一(宮城), 十時末雄(福岡)

昭和 10년 3월 졸업

有賀文夫(長野), 松村宣夫(山口)

昭和 11년 3월 졸업

生沼 (京都), 金木主一(富山), 具本明(京畿), 崔敎鉉(平南), 鄭近永(京
畿), 朴義鉉(咸南), 盧大奎(平南), 西本 順(廣島), 宮本義時(山口)

昭和 12년 3월 졸업

金永起(京畿), 徐廷德(慶北)

昭和 13년 3월 졸업

泉靖一(北海道), 崔載喜(慶北), 大塚 (德島), 李義喆(忠南), 河野藏之助

(山口), 中健毅(山口), 李根雨(京畿), 渡部 學(愛媛)
昭和 14년 3월 졸업

金龍培(京畿), 李鐘達(慶南)

昭和 15년 3월 졸업

林三雄(富山), 近藤時雄(大阪), 金洪吉(忠北), 金壽卿(江原), 丁海琉(全南)

昭和 16년 3월 졸업

池田 實(宮城), 金龍培(京畿), 松村光義(京畿)
昭和 16년 12월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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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隆之(神內川), 小野勝雄(香川), 芹川本寧(慶北)

昭和 17년 9월 졸업

岩崎文雄(靜岡), 岩村龍藏(慶南), 大空應洙(咸南), 金山 榮(平北), 國本態

秀(慶北)

위의 자료에 따르면 14년에 걸쳐 일인 40명, 한인 46명이 철학과를 졸

업했다.

6) 법문학부 철학과 학생, 생도 인원표

<소화 17년 5월말 현재>

입학년도

출신
소화
13년

소화
14년

소화
15년

소화
16년

소화
17년 계 選科生 專攻生 聽講生

조선인 0 1 3 1 7 12 3 - -
일본인 0 0 1 2 5 8 4 - -

<소화 17년 10월말 현재>

입학년도

출신
소화
14년

소화
15년

소화
16년

소화
17년
4월

소화
17년
10월

계 選科生 專攻生 聽講生

조선인 0 0 1 7 3 11 2 - -

일본인 0 0 2 5 10 17 3
(여자2) - -

경성제국대학의 철학과 이외에 연희전문, 보성전문, 이화여전에서도 해

방전 철학 강의가 제공되었는데 각 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나. 연희전문학교7)

1) 창립기 (1915- 1921년)

7) 이 연구를 위해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제출된 자료 연세철학 여든한돌의 발자
취 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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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4월 경신학교 대학부 설립 (문과, 상과, 이과, 농과)

1917년 4월 사립 연희전문학교 인가 (문학과 정원 100명, 4년제)

1921년 4월 문과생 교과과정의 철학교과

논리학- 3학년 주당 2시간, 최현배(경도제대)
철학개론- 4학년 주당 3시간, 葛弘基(시카고대)

윤리학- 4학년 주당 3시간, 高橋慶太郞(동경제대)

2) 확충기 (1922- 1937년): 문과 정원 200명

철학개론- 3학년 주당 3시간

논리학- 3학년 주당 2시간, 최현배(경도제대)
철학사- 4학년 주당 3시간

윤리학- 4학년 주당 3시간, 高橋慶太郞(동경제대), 김두헌(동경제대;

1934년부터), 二階當眞壽(동경제대; 1928)

3) 일제말의 학교 위기 (1937- 1941년): 문과 정원 200명

철학개론- 4학년 주당 3시간, 고형곤(경성제대)
논리학- 2학년 주당 2시간, 박상현(전임강사)

윤리학- 4학년 주당 3시간, 고형곤(경성제대)

4) 일제의 학교 강점 (1941- 1945년): 3년제로 축소

철학개론- 3학년 주당 3시간, 고형곤

논리학- 2학년 주당 2시간, 고형곤, 박상현

연희전문에는 해방과 더불어 문학부에 철학과가 설치된다.8)

다. 보성전문학교9)

1) 초기(1905- )

8) 해방후의 교과과정은 뒤의 연세대학교 교과과정 참조.
9) 참고 자료: 六十年誌 , 고려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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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3학년 1학기, 2학기: 논리학

2) 1910년대 말

- 법과, 상과

1학년, 2학년, 3학년: 修身(각 1) <과목명 다음 괄호 안의 숫자는 매주

교수 시수를 가리킴>

3) 송현동 시대(1922- ): 1925년 교과과정

<법과>
1학년: 철학개론(1), 논리학(1)

<商科>

修身(1, 2, 3학년 각 1)

<조선전수학원(야간) 사회과>
논리학, 윤리학, 철학

<조선전수학원(야간) 법률과>

논리학, 철학

1946년 8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철학과가 개설된다.

라. 이화여자전문학교

A. 교과과정10)

1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100년사 자료집 (이대출판부, 1994)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80년사 (이대출판부, 1966)
Ewha Colleg e Catalog ue(1930.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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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학당 교과과정

< 1920년 대학과 교과과정>

2학년: 윤리학(2)

2) 보육학교 교과과정

< 1930년 교과과정>

1학년: 修身(1) - 내용: 실천 도덕

2학년: 修身(1) - 내용: 윤리학

3) 이화여자전문학교 교과과정

< 1925년 문과 교과과정>

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신(각 1)

3학년: 윤리학(3)

4학년: 철학(3)

< 1925년 음악과 교과과정>

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각 1)
3학년: 미학(3)

< 1930년 문과 교과과정>

1학년: 윤리학개론(1)

2학년, 3학년: 윤리학사(각 1)

4학년: 윤리와 현대생활(1), 논리학(1), 철학(2)

< 1930년 가사과, 음악과 교과과정>

1학년: 윤리학입문(개론)(1)

2학년, 3학년: 윤리학사(각 1)

4학년: 윤리와 현대생활(1)

< 1936년 문과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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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윤리, 실천도의)(각 1)

3학년: 논리학(1), 철학개론(2)

< 1936년 가사과, 음악과 교과과정>
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윤리, 실천도덕)(각 1)

< 1941년 문과 교과과정>

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윤리학, 국민도덕)(각 1)

3학년: 논리학(1), 철학개론(2)

< 1941년 가사과, 음악과 교과과정>

예과,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윤리학, 국민도덕)(각 1)

< 1941년 보육과 교과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윤리학, 국민도덕)(각 1)

< 1941년 전수과 교과과정>

1학년: 수신(국민도덕)(1)

B. 교수진에 관련된 사항들11)

1) 1925년 철학 관련 과목 담당 교수

교수 金活蘭(미 Boston 대학 MA, 종교교육철학): 성경, 윤리

강사 Margaret I. Hess(미 Ohio Wesleyan 대학에서 미학 수업): 미학

1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80년사 (이대출판부, 1966).
Ewha Colleg e Catalog ue(1930. 4.).
1936年 4月 學則變更에 따른 新舊擔任學科目 變更表 .
1938年 4月 敎員擔任學科目 追加認可願 .

The Ewha Colleg e Girl Vol. Ⅳ- 3 (1933. 12.).
The Ewha Colleg e Girl Vol. Ⅴ- 2 (1934. 10.).
The Ewha Colleg e Girl Vol. Ⅷ- 8 (1936. 10.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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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李漢鎔: 철학

2) 1930년 Ewha Colleg e Catalog ue에 나오는 철학 관련 교수 이력

니카이도 신지(二階堂眞壽, 동경제국대학 MA - 1917): 윤리학, 일본어

裵相河(게이조제국대학 MA - 1929): 철학, 심리학, 사회학

3) 1936年 4月 學則變更에 따른 新舊擔任學科目 變更表 에 나오는 철

학 관련 교수 명단

二階堂眞壽 (문과) 철학 → 철학개론

韓稚振 (문과) 논리와 철학개론 → 논리학, 철학개론

학칙변경에 따라 소멸되는 교과목: 二階堂眞壽 (문과) 윤리학 (음악

과) 철학

4) 1938年 4月 敎員擔任學科目 追加認可願

朴鍾鴻: (문과) 논리학, 철학개론

5) 이화역사자료실 보관 日政時 교직원 이력서 중 韓稚振, 朴鍾鴻, 二

階堂眞壽 이력서

韓稚振(북미 남가주대학 연구과에서 Ph.D, 1933년 9월 이화여전 교원

인가 취득): 심리학, 철학개론, 논리학 담당 → 한국전쟁시 납북

朴鍾鴻(경성제국대학 대학원 수료, 문학사, 1935년 11월 이화여전 교원

인가 취득): 논리학, 철학개론 담당

二階堂眞壽(동경제국대학 대학원 수료, 문학사, 1927년 7월부터 이화여

전 및 연희전문 교원): 修身 담당

6) The Ewha Colleg e Girl Vol. IV- 3 (1933. 12.), Vol. V- 2

(1934. 10.), Vol. VIII- 8 (1936. 10. 23.)에 등장하는 철학 관련 교수의

활동 상황

韓稚振의 저서 : The H is tory of the R ef ormation (1933년경),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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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E thics (1934년 가을)

韓稚振 朴鍾鴻과 철학연구클럽(Philosophy Research Club) 결성:

1936년 9월.

7) 한국전쟁 당시 납북 교수 ( 이화 80년사 참조)

이희재: 철학, 독일어

金泰吉: 심리학, 윤리학 * 납북되었다가 탈출

8) 이화 80년사 의 구교수 명단 및 교수 현원 일람표(1966년 5월 31

일 현재)에 포함되어 있는 철학 관련 과목 교수 명단

성명 직위 담당 과목 출신 학교 학위 봉직 연대
高裕燮 교원 미학, 미술사 경성제대 1936.6.- 1943.7.

김매리 교수
음악이론, 미학,

음악사
이전문과, 미 미시간대 M.M. 1934.9.3-

1947.6.30

金永羲 교원
영어, 성경,
철학개론

미 예일대 대학원 Ph.D. 1934.6.- 1936.5.

金俊燮 교수 철학, 윤리 일본 東北제대 철학과 1945.7.- 1948.2.

金泰吉
전임
강사

심리학, 윤리학 서울대 문리대 1949.3.- 1950.6.

金夏泰 교수 종교철학, 윤리학 시라큐스대 대학원 Ph.D. 1961.3.- 1961.8.
金興浩 교수 철학, 종교철학 크리스챤신학대 대학원 M.A. 1956.4.1
朴鍾鴻 교원 修身, 윤리 1935.10.- 1941

裵相河 교원
철학, 사회학,

교육학
경성제대 M.A. 1930- 1932

柳正基 조교수 한문, 윤리학 1948.4.- 1953
李載薰 교원 윤리학 1926- 1929
李馨雨 조교수 철학사, 독어 경성제대 1948.9.
李熙載 조교수 철학, 윤리 일본 立敎대 1948.9.- 1950
趙容郁 교수 중국철학 경성제대 1952.10.
韓稚振 교원 논리학, 철학개론 미 南加州대 Ph.D. 1932.5.- 1937
二階堂
眞壽

교원
修身, 일어,

윤리학
東京제대 1927.7.

佐藤九
二男

교원 미학, 미술사 1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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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는 해방 이전의 철학교육 상황을 보여준다. 철학과에서의

철학 교육은 194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Ⅲ. 해방 이후의 철학교육 제도

1. 자료의 개관

해방 이후의 철학 제도에 관해 여기에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는 시대

별 변화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교과과정에서는 서울대학

교의 50년대 후반 이후 자료와 해방 이후의 연세대학교 자료에 접근 가능

하고 여타 대학교에 관해서는 제출 당시의 교과과정 자료만이 제시되어

있다. 1999년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국에 60개의 철학과가 개설되어 있으

며 이 숫자에는 한국철학과, 인도철학과, 동양철학과, 유학과, 원불교철학

과, 미학과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60개 학과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데 조사 시점의 60개교 교수수는 382명이고, 학생 인원 자료가 제시된 42

개 학과의 정원은 1507명이다. 이를 60개 학과로 환산하면 대략 2200명

정도가 된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정원자료를 제출한 33개 학과의 정원

은 223명이며 대학원이 있는 대학을 대략 45개로 보면 300명 정도가 매

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과들의 설립연대는 40년대 10개교, 50년대 10개교, 60년대 5개교, 70

년대 3개교, 80년대 20개교, 90년대 12개교 등 도합 60개교가 자료에 나

타나 있다. 80년대에 학과 창설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는데 80년대 초

의 대학생 정원 증가와 함께 철학과 개설학교가 대폭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에도 12개교가 개설되어 학과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22개 대학의 철학과가 연관 연구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으며

연구소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학과들이 학과 잡지를 발간하고 콜로

키움 등의 정규 교과과정 외 연구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계명대학

교의 목요철학강좌는 300회를 훨씬 넘게 지속되어 지역의 대표적 문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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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정착해 있기도 하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간된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에 등재

된 1995년부터 1995년 까지의 철학 분야 박사 학위논문 수효는 동양철학

분야 248명, 서양철학 분야 277명으로 도합 525명의 학위논문이 기재되

어 있다. 정보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개략적인 학위수득자의 범위

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94. 1996, 1997년 세차례 발간된 한국학

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학위논문 초록집> 자료에 따르면 철학 분야는 국

가별로 독일 74명, 미국 46명, 대만 31명, 일본 13명, 프랑스 8명, 오스트

리아 4명, 그리스 3명,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각 2명, 이태리, 인도, 스위

스 각 1명으로 나타나 있다. 역시 통계 숫자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국가별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의 개략적인 크기를 알 수 있

다.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숫자가 가장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타 학문

분야에서 미국 박사가 압도적인 것에 비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7

년대 이후 영미철학의 영향이 커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대륙철학의 영향

이 적지 않은 것은 독일에서 꾸준히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배출된 것

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2. 교과과정 개관

교과과정은 철학 교육이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

다. 교육이 이 교과과정에 따라 이루어질 뿐아니라 연구도 교과과정에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 철학전공자들에게나 비전공자들에게나 철학이 무엇

인가라는 물음을 물을 때 오늘날 가장 손쉬운 대답 중의 하나는 철학과에

서 하는 작업이라는 대답이 될 것이다. 철학 작업의 성격에 관해 여러 추

상적 수준에서의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철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철학 작업이라는 대답은 오늘날 철학을 포함한 학문 작업에서 제도가 수

행하는 역할의 크기와 영향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철학과에서 이루

어지는 작업은 바로 이 커리큘럼에 따라 이루어 진다. 교과과정에 따른

각 교과목에서 교육이 행해지고 아울러 시험, 과제물 등을 통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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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진다. 교육과정은 졸업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각기 학

사, 석사, 박사 등의 이수 과정에 따른 학위증이 수여된다.

교육과정은 보통 학사, 석사, 박사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각 대학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기본 구조는 큰 차이가 없다. 우선 동양철학과 서

양철학 교과목이 구분될 수 있으며 동양철학은 다시 한국철학, 중국철학

으로 대별되고 인도철학 극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일본철학도 추가된

다. 이같은 국가나 지역별 구분과 함께 시대별 구분이 추가되고 다시 불

교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등의 영역구분이 이루어 진다. 서양철학 역시

고대, 중세, 근세, 현대철학 등 시대별 구분과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 철학의 분야별 구분을 교과과정 구분의 대종으로 하면서 대륙철학, 영

미철학 등의 지역별 구분과 이 지역에서 통용되는 세부 구분이 다시 구분

의 기준으로 도입되어 있다. 교육 방식은 강의와 세미나가 구분되는데 학

사과정에는 강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원에서는 세미나가 중심형

태가 된다. 각 대학의 전임교원 구성이 교과과정 체제에 얼마간 영향을

미치나 크게는 위에 언급된 기준들이 교과과정 구분의 기본이 되고 있다.

3. 교과과정의 운용

이같은 교과과정은 교육법과 시행령12) 그리고 각 대학의 학칙에 기초

해 운용되며 각 학과별로 구체적인 운용을 위한 학과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의 자료에는 각 학과의 운용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상의

예시를 위해 아래에 서울대학교의 교과 이수 관련 규정을 부분적으로 제

시한다.

12) 1998년부터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발효되어 이에 따라 대학의 학사과정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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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운영규정 (96. 9. 4. 개정)13 )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의 범

위 안에서 철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철학과 과내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

는 데 있다.

제 1 장 교수회의

제 2 조 (과 교수회의의 구성)

1) 학과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 교수회의를 둔다.

2) 과 교수회의는 전임교수로써 구성하고 의장은 학과장이 된다.

제 3 조 (과 교수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과 교수회의는 학과장이 소집하되 위원회의 요청, 또는 전임교수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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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과 교수회의 심의 사항)

1) 과 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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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위

13) 철학논구 26집, 1998, 서울대학교 철학과, 25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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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할 수 있다.

제 2 장 위원회

제 5 조 (위원회 구성) 학과내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연구위원회, 교무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및 시험관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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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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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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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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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부터 8조 까지는 과 교수회의와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과 교수회의가 인사, 입학과 졸업, 교과과정, 기타 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외에 교무, 학생, 연구, 시험관리를 주 업무

로하는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무, 학생, 시험 및 연구업무가 학과의 업무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임에는 학교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제 3장의 9조부터 14
조까지는 조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4장 이후 15조부터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이수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 장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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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제 3학년 2학기 초에 논문계획서 초안과 희망 지도교수 명단을 학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개요를 포함하는 최종 논문계획서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학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5월 말일까지

8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11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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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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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4학년 2학기 초까지 논문을 제출하여

야 한다.

제 18 조 (논문심사) 학사학위 청구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2명의 심

사위원이 심사를 하되, 제 1차 심사는 논문에 관한 구술시험을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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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며 제 2차 심사는 학과 전 교수 앞에서 실시한다. 논문 제출자

는 2회의 모든 심사에 응해야 하며 2회 중 한번이라도 응하지 않았을 때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외국인 유학생 학위 청구 논문의 본문 표기) 외국인 유학생

으로서 학위 청구 논문을 작성, 제출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주제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5 장 석사과정

제 20 조 (보충교육)
1) 학부과정에서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사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지도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학부과정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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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포함하여 5개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지도 위원회로부터 수강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은 과목 담당교수

에게 직접 수강신청하고, 담당교수는 그 결과를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에 학생의 성적을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5) 각 과목의 성적은 B0이상이어야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21 조 (논문 지도 교수의 선임)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선임은 복수로

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해당 교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2 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는 논문 지

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졸업 예정일로부터 두 학기 전에 학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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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9월 10일까지

제 23 조 (논문지도)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 계획서를 제출

한 후, 월 1회 이상 논문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있어

서 외국어를 제외한 전공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 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은 매학기 소정기일에 걸쳐 시행

한다.

2. 자격시험은 입학 후 둘째학기부터, 선수과목 이수여부와 무관히 응

시할 수 있다.
3. 자격시험은 동양철학의 경우 다음의 3개 분야, 서양철학의 경우 다

음의 7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동양철학: 동양철학사(공통), 전공과목(지도교수 지정), 고전어(지도교수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해 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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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 사회 및 역사철학, 고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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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2개 분야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에서는 대체과

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동양철학의 경우 해당 학생은 동양철학사와 전공과목, 그리고 지

도교수가 지정하여준 경우 고전어에 응시, 합격하여야 한다.

4. 자격시험의 범위는 선정, 고지되는 각 분야의 필독도서에 한한다.(필
독도서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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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획득하여야 한다.

6. 출제는 해당분야 담당교수가 하며, 시험관리 위원회가 조정한다.

7. 채점은 각 과목마다 과 교수회의에서 선정된 2명 이상의 교수가 하

되, 득점은 그 평균점수로 한다.
제 25 조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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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제 22조, 제 23조, 제 24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논문 초고를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전에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과장에 제출해야 한다.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 10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당년 4월 말일까지

제 26 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제 1차 심사와 제 2차 심의의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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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의 요지를 발표하고 질의에 응하는 형식으로 심사한다. 제출자는 어

떠한 경우라도 제 1차 심사를 결할 수 없다. 제 2차는 1차 심사에 통과된

논문 초고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원고를 지도교수를 포함하는 3인의 심

사위원이 심사한다.

제 6 장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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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해당교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제 28 조 (논문계획서 제출) 논문계획서는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

어 졸업예정일로부터 2년 전에 학과장에 제출되어야 한다.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논문제목, 논문개요, 참고서 등이다.
제 29 조 (논문지도) 학위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제출

후 한 해에 5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연구논문)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청구논문의 주제에 속하는 연구논문 2편을 최소한 한

학기 간격으로 학과장이 지정한 날짜에 교수와 대학원 학생이 참석한 자

리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 31 조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6회의 등록 이전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6회

등록이전에 수료한 경우에는 6회에서 수료에 소요된 등록학기수를 뺀 잔

여 기간까지로 한다. (가령, 4학기만에 수료한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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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한다.)

가. 동양철학전공

동양철학전공의 경우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양철학사(공
통), 전공과목(지도교수지정), 지정과목(지도교수지정), 제 3외국어(지도교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할 경우) 등 4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각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응시자는 7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나. 서양철학전공

1. 서양철학전공의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과정과 통합하여 운영

하며, 외국어를 제외한 전공시험의 경우 응시분야, 범위, 합격선, 출제 및

채점등은 본 규정 제 24조에 따른다.

2. 박사과정 서양철학전공자는 모두 7개 분야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2

개 분야에 한하여 해당분야의 대학원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시험을 대신할

수도 있다.
제 32 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외에 철학 , 철학연구 , 철학논구 및 이

의 수준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편을 박사학위 청구논문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학위청구논문 등록추천) 박사학위청구

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전 논문초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

여 지도교수가 위촉한 예비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후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논문초록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

표를 토대로 과교수회의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만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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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학과 자료실

생략

제 8 장 학술지 발간 및 연구 발표회

생략

부 칙 : 경과규정

1. 대학원 동양철학전공의 경우 1996년 3월 입학생부터 새로운 규정을

따르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의 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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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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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이미 통과한 논자시 과목은 최대 2과목에 한하여 인정된다.

3. 석사과정의 경우 1995년 2학기까지 대체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시험대체를 인정한다.

4. 박사과정 서양철학전공의 경우 1996년 3월 신입생부터 새로운 규정

을 적용한다. 여타의 재학생들은 새로운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

1996년 2월 현재 재학생의 경우 이미 통과한 논자시 과목은 인정된

다. 본교 석사과정 출신으로 1996년 3월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2과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며, 타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7과목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 96. 9. 4. 개정 내용

<종 전>

제 33 조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학위청구논문 등록추천) 박사학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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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전 논문초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

여 지도교수가 위촉한 예비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예비심사

와 무관하게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논문초록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를 토대로 과교수회의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만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후>

제 33 조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학위청구논문 등록추천) 박사학위청구

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전 논문초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

여 지도교수가 위촉한 예비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후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논문초록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개발

표를 토대로 과 교수회의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만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이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 이

수 규정에는 시험과 논문심사의 기준까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 기

준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는 주어진 논제에 관해 기존의 입장들을 섬세히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

토하여 의미있게 새로이 이야기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 물음과 비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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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각 대학의 연혁, 전현직 교원 현황,

학생수, 교과과정, 학술활동 내용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6. 3. 인문대학 철학과 창설

2000. 3. 대학원 설립 예정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차원석 남 1996.3.-현재 박사수료 Universita Urbaniana 현대철학

이재룡 남 1996.3.-현재 철학박사 Universita Urbaniana 중세철학

우명섭 남 1982.3.-현재 철학석사 서울대학교 윤리학

신승환 남 1997.3.-현재 철학박사 Universitat Regensburg

현대철학

*1999년 2학기에 동양철학과 고대철학 분야에 각 한 분씩의 전임교원을

초빙할 예정임.

3. 학생수(입학정원)

1) 학부 : 40명

4. 교과과정

1) 학부

2학년 1학기 논리학(전필) 고대철학사(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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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철학적인간학(전선)

2학년 2학기 인식론(전필) 중세철학사(전선)

중국철학사(전선) 역사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3학년 1학기 윤리학(전필) 근대철학사(전선)

고대철학의고전연구(전선) 플라톤철학(전선)

아우구스티누스철학(전선) 합리주의철학(전선)

인식론의제문제(전선)

3학년 2학기 형이상학(전필) 현대철학사(전선)
중세철학의고전연구(전선) 언어철학(전선)

아리스토텔레스철학(전선) 토미즘철학(전선)

경험주의철학(전선)

4학년 1학기 형이상학의제문제(전선) 현대프랑스철학(전선)

근대철학의고전연구(전선) 관념주의철학(전선)

동양철학의제문제(전선) 미학(전선)
4학년 2학기 현대영미철학(전선) 현대독일철학(전선)

현대철학의제문제(전선) 한국철학(전선)

사회윤리의제문제(전선)

5. 학술활동

1) 1998년 11월 20일: 제 1회 철학과 학술심포지움

주제: 실존주의 철학

2) 1999년 2월 12일 한국가톨릭철학회 창립 총회 겸 한국가톨릭철

학회 발족

3) 1999년 3월 31일 가톨릭철학 지 창간호 발간

* 현재 학회 사무실이 본교에 설치되어있음.

4) 1999년 8월 17- 19일:
국제학술심포지움 제4회 아시아 가톨릭철학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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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① 본교 인간학 과정 과 합동으로 인간학연구소 설립(1998. 10월 발족)

②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간학 총서 와 학술지 인간연구 를 발간할

예정임.
③ 제1회 인간학심포지움: 1999년 11월 24일 예정

주 제: 인간 본질에 관한 심층적 이해 모색 - 인간의 내면세계

발표자: 최혜영(신학), 원종철(교육학), 이재룡(철학) 교수.

강릉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8. 3. 인문대학 철학과로 창설

1995. 3. 대학원 설립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백현 남 1988 .3.- 현재 철학박사 대만보인대학철학연구소 동양철학

박양자 여 1991. 3.- 현재 문학박사 일본 광도대학교 동양철학

서용화 남 1979. 9.- 현재 철학박사 건국대학교 동양철학

이현모 남 1984. 3.-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서양철학

이호근 남 1993. 3.- 현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동양철학

최재식 남 1997. 3.- 현재 철학박사 독일복흠대학교 서양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한석환 남 1989.3- 1995.7. 철학박사 숭실대학교 서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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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2) 대학원 : 3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철학사(학기) 중국철학사(학기)

1학년 2학기 논리학1(학기) 인도철학사(전필)

2학년 1학기 윤리학 한국철학사(전필)

인식론(전필) 희랍철학(전선)
유가철학(전선) 중세철학(전선)

형이상학(전선)

2학년 2학기 경험론이해(전선) 합리론이해(전선)

도가철학(전선) 불교철학(전선)

3학년 1학기 논리학2(전선) 비판철학(전선)

과학철학(전선) 윤리학(전선)
신도가철학(전선) 인도철학연습(전선)

철학교육학(전선)

3학년 2학기 독일관념론(전선) 분석철학(전선)

한국전통사상과현대사조(전선) 사회철학(전선)

신유가철학(전선)

4학년 1학기 현상학(전선) 역사철학(전선)
한국성리학과실학(전선) 역경철학(전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교직) 불교철학연습(전선)

4학년 2학기 비교철학(전선) 동양철학연습(전선)

한국철학연습(전선) 서양철학연습(전선)

예술철학(전선) 청대철학(전선)

현대중국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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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서양고대철학연습1 서양근세철학연습1

서양현대철학연습1 서양현대철학연습2

한국철학의 제문제 한국고중세철학연구

중국근세철학연구 인도고대철학연구

서양고대철학연습2 서양중세철학연습

서양중세철학연습2 인식론연습

존재론연습 형이상학연습

윤리학연습 분석철학연습

현상학연습 해석학연습

논리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사회철학연습

심리철학연습 역사철학연습

에술철학연습 종교철학연습

정치철학연습 철학자연구1

철학자연구 한국고중세철학사상연구

한국불교철학연구 한국성리학연구1

한국성리학연구2 한국근대철학사상연구

선진제자철학연구1 선진제자철학연구2

선진제자철학연구3 한당철학연구

위진현학연구 중국불교철학연구

송명철학연구1 송명철학연구2
중국근대철학연구 중국현대철학연구

역경철학연구1 역경철학연구2

인도육파철학연구1 인도육파철학연구2

인도육파철학연구3 인도근현대철학연구

인도불교철학연구1 인도불교철학연구2

인도불교철학연구3 논문연구1
논문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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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활동 내용

1) 한국동양철학회 월례발표회(1988. 5. 13.)

동양철학에서의 삶의 문제

2) 한국현상학회 1991년 학술세미나(1991. 1. 15- 16.)
현상, 언어(해석), 역사

3) 퇴계학회 강원지부 학술발표회(1991. 7.)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에서 상상력의 역할

4) 초청강연회(1992. 5.)

임석진(명지대), 한국철학의 정립을 위한 모색

5) 초청강연회(1992. 10.)
이명한(중앙대), 양명학과 유학의 정통성

6) 초청강연회(1993. 10.)

박우석(한국과학기술원), 공통본성의 귀환

7) 초청강연회(1994. 10.)

유장림(중국 사회과학원), 현대 중국철학의 동향

8) 초청강연회(1995. 11.)
최재식, 메를로뽕띠의 현상학

9) 초청강연회(1996. 6.)

송하경(성균관대), 왕양명의 생애와 사상

10) 초청강연회(1996. 10.)

이기상(외국어대), 현대의 실존적 상황

11) 초청강연회(1997. 6.)
정호영(충북대), 인도적 사유의 이해

12) 초청강연회(1997. 10.)

이남인(서울대), 선험적 현상학과 탈현대: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중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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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3. 3. 철학과 신설, 신입생 입학

1987. 2. 제 1회 졸업생(11명)

1987. 11. 철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인가

1988. 3.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입학

1991. 2. 제 1회 석사과정 졸업생(2명)

1995. 8. 졸업생 현황(문학사 209명, 문학석사 8명)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고재욱 남 1985.9.-현재 철학박사 중화민국 보인대학교 동양철학

남상호 남 1991.9.-현재 철학박사 중화민국 대만대학교 동양철학

안건훈 남 1987.3.-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양철학

이광래 남 1981.3.-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양철학

이선관 남 1992.9.-현재 철학박사 독일 Mainz대학교 서양철학

장재덕 남 1983.9.-현재 문학석사 고려대학교 서양철학

한동원 남 1984.9.-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양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지견 남 1983.2.- 1989.4.문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동양철학

이길우 남 1984.9.- 1995.2.철학박사 독일 Bonn대학교 서양철학

정대환 남 1992.9.- 1994.2.철학박사 고려대학교 동양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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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 1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

1학년 2학기 중국철학사

2학년 1학기 윤리학개론(전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전선)

서양중세철학사(전선) 유가철학(전선)

2학년 2학기 서양근세철학사(전필) 현대논리학(전선)

노장철학(전선)
3학년 1학기 인식론(전필) 칸트, 헤겔(전선)

중국근대철학(전선) 인도철학사(전선)

예술철학(전선)

3학년 2학기 형이상학(전필) 사회철학(전선)

현대윤리학(전선) 불교철학(전선)

4학년 1학기 한국철학사(전필) 현대프랑스철학(전선)

현대영미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언어철학(전선)

4학년 2학기 과학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서양철학특강(전선) 동양철학특강(전선)

2) 대학원

형이상학특강 인식론특강

윤리학특강 논리학특강

그리스철학특강 유가철학특강

노장철학특강 송명철학특강

한국유학특강 인도철학특강

역용연구 묵가철학특강

명가철학특강 법가철학특강

현대철학연구 수당불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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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학연구 청대고증학연구

현대신유가연구 한국실학연구

한국도교연구 사서의문제

양명학의문제 중국불교의문제

선사상의문제 일본철학의문제

가치철학연구 현대윤리학연구

응용윤리학연구 현대논리학연구

변증법연구 과학철학연구

사회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예술철학연구

종교철학연구 합리론의문제

경험론의문제 현상학의문제

해석학의문제 프래그머티즘의문제

분석철학의문제 현대유럽철학의문제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세미나

일시 : 1992. 11.

주관단체 : 강원대 철학과

참가인원 : 200명

2) 중국 신유학의 어제와 오늘

일시 : 1994. 6.
주관단체 : 강원대 철학과

참가인원 : 150명

건국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63. 철학과로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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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강영계 남 1981.3.1.- 현재 철학박사 독일Wunzburg대학교 형이상학

피세진 남 1977.3.1.- 현재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윤리학

송병옥 남 1982.3.1.- 현재 철학박사 독일튀빙겐대학교 인식론

기종석 남 1982.3.1.-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고대철학

성태용 남 1983.3.1.- 현재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한국철학

정상봉 남 1995.3.1.- 현재 철학박사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유가철학

김도식 남 1995.3.1.- 현재 철학박사 미국Rochester대학교 영미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99. 5. 현재)

1) 학부 : 123명

2) 대학원 : 29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현대의 윤리적 문제들(지정교양)

1학년 2학기 동양사상과 현실문제(지정교양)

2학년 1학기 서양철학의 원류(전선) 철학적 토론(전선)

중국철학사(전선) 동양고전의 이해(전선)

2학년 2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전선) 한국철학사(전선)
윤리학(전선) 인식론(전선)

기호논리학(전선)

3학년 1학기 서양근세철학사(전선) 형이상학(전선)

인도철학사(전선) 제가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3학년 2학기 현대철학(전선) 불교철학(전선)
유가철학(전선) 언어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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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전선)

4학년 1학기 역사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도가철학(전선)

4학년 2학기 근세철학특강(전선) 과학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2) 대학원

방법론연습 동양철학연습

한국철학연습 윤리학연습

동양고전연습 유가철학연습1

신유가철학연습1 도가철학연습1
한당철학연습 한국원시사상연습

한국유가철학연습1 한국불가철학연습1

한국도가철학연습 한국근세철학연습

유가철학연습2 신유가철학연습2

제자백가철학연습 노가철학연습2

불가철학연습 한국고전연습

한국유가철학연습2 실학사상연습

인도철학연습 고대철학연습

인식론연습1 역사철학연습

형이상학연습1 근세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사회철학연습

중세철학연습 인식론연습2
존재론연습 과학철학연습

해석학연습 현대철학연습

가치론연습 형이상학연습2

실존철학연습 방법론연구

존재론연구 인식론연구

윤리학연구 동서비교철학연구

동양고전연구1 유가철학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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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가철학연구1 도가철학연구1

신도가철학연구 제자백가철학연구1

불가철학연구1 한당철학연구1

명청철학연구1 한국고전연구1
한국원시사상연구 한국유가철학연구1

한국성리학연구1 한국불가철학연구1

한국도가철학연구 한국근세철학연구

실학사상연구1 동양고전연구2

유가철학연구2 신유가철학연구2

도가철학연구2 제자백가철학연구2
불가철학연구2 한당철학연구2

명청철학연구2 한국고전연구2

한국유가철학연구2 한국불가철학연구2

실학사상연구2 인도철학연구

고대철학연구 형이상학연구1

정치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합리론연구 철학적인간학연구

예술철학연구 해석학연구

현대영미철학연구 윤리학연구

인식론연구 실존철학연구

중세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법철학연구

현상학연구 경험론연구

사회철학연구 심리철학연구

문화철학연구 현대유럽철학연구

가치론연구 언어철학연구

종교철학연구 형이상학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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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활동 내용

1) 새내기를 위한 수요 교양강좌

일시 : 1997. 4. 9.- 6. 11.

장소 :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대회의실

발표논문 : 강영계, 포스트모더니즘논쟁

김학복, 노자와 환경문제

김범춘, 맑시즘과 학생운동

유대영, 첨단과학기술시대의 윤리와 인간복제

김형준, 인도의 철학과 신화

박성수, 영화를 철학적으로 읽기

김익현, 낙태와 인간생명의 소중함

김성민, 섹슈얼리티 사랑 에로티시즘

2) 새내기를 위한 수요 교양강좌

일시 : 1997. 10. 22.- 11. 19.

장소 : 건국대학교 상허도서관 6층 국제회의실

발표논문 : 성태용, 불교와 물러서지 않는 삶

박광성, 인문학의 위기와 기회 오늘의 한국출판문화

김기흥, 한국사 어떻게 볼 것인가?

김혜숙, 철학명저순례 흄의 인간오성론탐구

전명술, 죽음의 존엄성에 관하여

경남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2. 문리학대학 철학과로 창설(정원 20명).

1987. 단과대학 개편으로 문과대학에 소속.

1988. 정원 40명으로 증원.

1999. 철학과 문학, 역사학을 폭넓게 공부하는 인문학부의 철학전공으

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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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민병위 남 1976.3.-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서양철학

최유진 남 1982.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송갑준 남 1986.3.-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동양철학

김재현 남 1986.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철학

이 훈 남 1981.9.-현재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양철학

박윤호 남 1988.8.-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희영 남 1980.- 1984. 철학박사 서양철학

이병창 남 1983.- 1986. 서양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120명 (인문학부 전체)

4. 교과 과정

1학년 1학기 동양의 문화와 사상(기초필수)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예술철학(기초필수) 삶과 윤리(기초필수)
중국철학사 I 불교철학(전선)

수사학 : 설득의 기술(기초선택)

2학년 2학기 문화철학(기초선택) 미국의 문화와 철학(전선)

영화철학(전선) 신화와 사고(전선)

중국철학사 II(전선) 사회철학(전선)

중세철학사(전선) 인도철학사(전선)
3학년 1학기 그리스의 실천적지혜(전선) 주역과 기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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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전선) 한국철학사(전선)

3학년 2학기 자유와 실존(전선) 상징과 기호의 철학(전선)

노장철학(전선) 한국철학사 II(전선)

4학년 1학기 진리와 인식(전선) 한국의 현대사상(전선)
4학년 2학기 현대세계와 철학(전선) 현대와 동양의 지혜(전선)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논집 제1집 (1984. 10)

민병위, 과학의 설명과 예언

이 훈, 언어와 노동 1

최유진, 吉藏의 二諦설

이병창, Hegemony 국가론

송갑준, 茶山經學의 脫性理學적 구조

2) 철학논집 제2집 (1985)

이 훈, 언어와 노동 2

최유진, 원효의 화쟁사상

민병위, 사회적 탐구의 선험적 기초로서의 컴뮤니케이션

이병창, 변증법과 구조주의 - 제3세계론에 대한 철학적 반성

김병화, 순자 예론 소고

3) 철학논집 제3집 (1987)

이 훈, 노동, 욕망, 의식

최유진, 원효에 있어서 和諍과 언어의 문제

송갑준, 星湖 李瀷의 四端七情론

김재현, 주체와 구조 - 알뛰세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류종렬, 베르그송에 있어서 철학적 기초로서의 의식

-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시론 을 중심으로

류의근, 훗설현상학의 이념 - 현상학의 이념 을 중심으로

4) 철학논집 제4집 (1988)
이 훈, 노동과 여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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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원효의 一心 - 和諍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송갑준, 星湖 李瀷의 경학사상 1 - 그의 學·庸관

김재현, 알뛰세의 모순에 대한 소고

황애숙, 하이데거의 논리학에 대한 연구 -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과의

비교

이정원, 자유시장체제와 Marxism의 윤리

5) 철학논집 제5집 (1989)

이 훈, 삼단논법과 변증법

송갑준, 星湖 李瀷의 경학사상 2 - 그의 語·孟관

김재현, 알뛰세르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

조광제, E. Husserl 현상학에서의 순수의식과 신체

이구슬, Gadamer 해석학에서의 언어의 문제

6) 철학논집 제6집 (1991)

최유진, 한용운의 불교개혁이론

송갑준, 성호 이익의 易學사상

김재현, 소련철학에서의 인간론의 지평

조광제, 신체와 지각의 원초성(메를르- 퐁티 철학의 기초)

이구슬, Habermas의 인식과 관심

7) 철학논집 제8집 (1993)

최유진, 원효의 彌陀淨土사상

송갑준, 성호 이익의 禮學에 관한 연구

김재현, 하버마스에서의 지배와 해방의 문제 - 의사소통행위이론

을 중심으로

조광제, 메를로 퐁티가 본 칸트 - 아프리오리 개념을 중심으로

김동기, 한국사상형성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병화, 白湖 尹 禮 개념의 이론적 근거 및 그 지향점에 관하여

최신일,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있어서 이해의 문제 - 언어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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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학논집 제9집 (1997)

민병위, 과학의 체계와 타당성

이 훈, 욕망, 가치, 시간 - 가치론의 문화철학적 음미-

김재현, 하버마스의 맑스 비판과 후기 자본주의론

박윤호, 파르메니데스에서의 의견과 수사학

이병창, 헤겔의 수 개념 - 미분계산의 철학적 정당화

유종권, 愚伏의 禮學思想

안영상, 성호학파의 학문적 성격

경북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1. 10. 6 국립경북대학교(종합대학교) 문리과 대학 인가

1952. 4. 1 경북대학교 문리과 대학 개학

1981. 3. 1 문리과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개편

1982. 3. 1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하영석 남 1969.6.-현재 철학박사 계명대학교 윤리학,

독일철학

이강조 남 1981.11.- 현재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독일관념론

신오현 남 1979.4.-현재 철학박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현대철학

이옥분 여 1983.4.-현재 철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교육철학

김득만 남 1981.3.-현재 철학박사 동아대학교 중국철학

김영기 남 1981.4.-현재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윤리학

김윤동 남 1989.3.-현재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희랍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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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인 남 1989.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중국철학,

한국철학

문장수 남 1998.3.-현재 철학박사 프랑스 쁘와티에대학교 프랑스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2) 대학원 : 석사과정 7명, 박사과정 2명 (매년 유동적임)

4. 교과 과정(역사철학부 철학전공 교육과정)

1) 학부

철학의 근본문제 서양고대철학사

인도철학사 대륙합리론

서양중세철학사 영국경험론

근세철학사 윤리학

희랍철학 과학철학

유가철학 형이상학

역사철학 비판철학

현대윤리학 도가철학

인식론 현대철학

현상학 현대영미철학

독일관념론 불가철학

종교철학 송명철학

현대유럽철학 한국철학사

프랑스철학 비교철학

심리철학 정치사회철학

2) 대학원(편성과목 수: 60 + 논문연구 : 2)

서양철학사 윤리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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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의 역사 존재론의 역사

고대철학연구 중세철학연구

근세철학연구 현대철학연구

인식론연구 존재론연구

윤리학연구 논리학연구

유럽철학연구 영미철학연구

정치사회철학연구 중국고대철학연구

중국근세철학연구 공맹철학연구

노장철학연구 위진현학연구

한당철학연구 한국고대사상연구

한국신유학연구 한국불학연구

대승불학연구 논문연구

철학방법론 역사철학의근본문제

도덕철학의근본문제 한국철학의근본문제

존재론연습 인식론연습

현대윤리학연습 사회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예술철학연습

형이상학연습 현상학연습

해석학연습 합리론연습

경험론연습 선험철학연습

독일관념론연습 사회비판철학연습

비교철학연습 독일철학연습

프랑스철학연습 심리철학연습

영미철학연습 선진제자학연습

공맹철학연습 도가철학연습

역경철학연습 중국근세초기철학연습

정주철학연습 육왕철학연습

청대실학사상연습 인도철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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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대사상연습 한국근세철학연습

한국불학연습 논문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강좌 제 1회(1991. 3. 15 )

이우백(경북대), 헤겔의 변증법적 경험개념

2) 철학강좌 제 2회(1991. 5. 20 )
이찬훈(부산대), 마르크스 경제학 철학초고의 이해

3) 철학강좌 제 3회(1991. 6. 20)

윤천근(안동대), 중국 고대철학에 있어서 정치철학

4) 철학강좌 제 4회(1991. 9. 10)

김남두(서울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론적 앎과 실천적 앎

5) 철학강좌 제 5회(1992. 4. 17)
김수중(경희대), 주자와 양명의 사회사상

6) 철학강좌 제 6회(1992. 5. 30)

안세권(계명대),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

7) 철학강좌 제 7회(1992. 10. 22)

전재원(경북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학적 지식

8) 철학강좌 제 8회(1992. 11. 24)
문성학(경북대), 칸트의 인식이론

9) 철학강좌 제 9회(1993. 4. 12)

김영필(계명대), 후설의 현상학적 인식이론

10) 철학강좌 제 10회(1993. 6. 12)

변규룡(한국교원대), 장자철학의 특징

11)철학강좌 제 11회(1993. 12. 7)
여병상(경북대), 노자의 수사법

12) 철학강좌 제 12회(1994. 3. 28)

이진우(계명대), 지식과 권력

13) 철학강좌 제 13회(199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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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목(영남대), 신유학의 인식론

14) 철학강좌 제 14회(1995. 4. 10)

조광제(서울대), 대중문화와 철학

15) 철학강좌 제 15회(1995. 5. 31)
박이문(포항공대), 과학기술문명과 철학적 반성

16) 철학강좌 제 16회(1995. 10. 11)

강성위(한국외대), 생태윤리학에 대한 이해

17) 철학강좌 제 17회(1996. 11. 15)

문장수(경북대), 현대철학의 흐름

18) 철학강좌 제 18회(1996. 11. 22)
성시정(경북대 고고인류학), 가상공간과 신세대의 종교문화

19) 철학강좌 제 19회(1996. 11. 28)

허우성(한국외대), 윤회에 대한 이해

20) 철학강좌 제 20회(1997. 10. 17)

김재현(경남대), 서양철학 수용의 역사

21) 철학강좌 제 21회(1997. 10. 24)
김영민(한일신학대),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경상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1. 10. 20. 경상대학교 철학과(정원 30명) 인가

1982. 3. 철학과 신입생 인문계열로 모집

1983. 3. 철학과 신입생 사학/ 철학 계열로 모집

1984. 12. 27 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석사과정) 인가

1985. 3. 제4회 신입생부터 학과별로 모집

1987. 10. 20. 철학과 신입생 모집인원 10명 증원(정원 40명)

1988. 4. 30. 철학과 교직과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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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 6. 대학원(석사과정) 인가

1998. 2. 25. 현재 졸업생 328명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배석원 남 1982.3.-현재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윤리학,

종교철학

류왕표 남 1982.3.-현재 문학석사 성균관대학교 영미철학,

논리학

오이환 남 1982.3.-현재 문학박사 일본 경도대학교 중국철학,

한국철학

이성환 남 1984.3.-현재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실존철학,

현상학

박선자 여 1984.4.-현재 철학박사 파리 소르본느대 형이상학,

미학

정병훈 남 1984.4.-현재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영미철학,

과학철학

권오민 남 1988.9.-현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철학,

인도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이지수 남 1985.4.- 1987.8.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2) 대학원 : 석사과정, 인문사회계열별 모집, 평균 5명
3)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전공별 배정원칙에 따라 모집, 평균 4명

218



근백년 한국철학의 교육과 제도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동양철학입문(전선)

1학년 2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전선) 중국철학사(전선)
2학년 1학기 한국철학사(전필) 서양근세철학사(전선)

기호논리학(전선) 인도철학사(전선)

2학년 2학기 인식론(전필) 합리론(전선)

경험론(전선) 불교철학(전선)

서양현대윤리사상(전선인정) 경서강독1(전선인정)

3학년 1학기 형이상학(전필) 독일관념론(전선)
언어철학(전선) 한국철학강독(전선)

철학연습(전선) 경서강독2(전선인정)

3학년 2학기 윤리학(전선) 과학철학(전선)

희랍철학(전선) 현상학(전선)

중국철학강독(전선)

4학년 1학기 실존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현대영미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중국철학특강(전선)

4학년 2학기 종교철학(전선) 인도철학특강(전선)

예비과목 가치론 현대독불철학

역사철학 동양철학특강

한국철학특강 불교철학특강

2) 대학원

학과공통

한국철학연구 중국철학연구

인도철학연구 형이상학연구

인식론연구 윤리학연구

서양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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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학연습 중세철학연습

근대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현상학연습 현대윤리학연습

과학철학연습 심리철학연습

예술철학연습 사회철학연습

해석학연습

동양철학전공

한국철학연습 중국철학연습

인도철학연습 성리학연습

도가철학연습 불교철학연습

한국철학의 문제 중국철학의 문제

인도철학의 문제 동양철학의 문제

3) 교육대학원

서양철학사특론(필수) 동양철학사특론(필수)

철학교육방법론(필수) 한국철학사특론

논리학과 과학방법론 형이상학세미나

인식론세미나 윤리학세미나

독불철학세미나 영미철학세미나

한국철학세미나 중국철학세미나

인도철학세미나

5. 학술활동 내용

1) 초청강연회(1990. 9. 3.)

柳福增,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환경문제와 동양철학

2) 초청강연회(1990. 9. 20.)

이훈, 노동과 삶의 양식

3) 초청강연회(1990. 10. 12.)
오영환, 화이트헤드의 철학 과학과 형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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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청강연회(1990. 11. 9.)

김보현, 구조주의적 과학철학

5) 초청강연회(1991. 1. 31.)

이현복, 데카르트의 철학

6) 초청강연회(1991. 5. 23)

박정순, 현대윤리학과 합리성의 제고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7) 초청강연회(1991. 9. 26.)

장휘옥, 불교의 중국적 전개와 화엄의 세계관

8) 초청강연회(1991. 11. 8.)

조욱연, N. 하르트만의 존재론에서 그의 철학적 방법론에 대한 고찰

9) 초청강연회(1992. 4. 17.)

윤병식, 초기 불교에서 苦의 문제

10) 초청강연회(1992. 9. 7.)

사가데 요시노부, 氣와 養生

11) 초청강연회(1992. 10. 12.)

이기상, 기초존재론과 학문의 관계

12) 초청강연회(1993. 6. 1.)

김용정, 현대 과학철학과 동양철학

13) 초청강연회(1994. 5. 9.)

박양자, 주자 본성론의 구조

14) 초청강연회(1994. 11. 4.)

송상용, 환경운동의 철학적 기초

15) 초청강연회(1996. 10. 11.)

갈영진, 중국 실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16) 초청강연회(1996. 12. 9.)

Richard Shusterman, 프라그마티스트 미학

17) 초청강연회(1997. 12. 3.)

박종원, 지성주의적 자연해석에 대한 Bergson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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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4. 3. 철학과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영배 남 1987.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 논리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김재기 남 1988.8.-현재 문학석사 서울대 사회철학, 역사철학, 문화철학

배학수 남 1986.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 형이상학, 예술비평, 정신분석

이성훈 남 1985.3.-현재 문학석사 서울대 미학, 문화비평

전영갑 남 1982.3.-현재 철학박사 부산대 윤리학, 실존주의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송긍섭 남 1984.3.- 1994.2.문학박사 일본쓰꾸바대학교 동양철학,

송명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구교과과정 : 1996년도 입학생까지>
▷전공

1학년 1학기 논리학개론 서양고대철학사(전필)

1학년 2학기 과학속의 철학 동양철학개론

서양중세철학사(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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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윤리학(전필) 현대논리학(전필)

서양근세철학사(전필) 불가철학(전선)

철학방법론(전선)

2학년 2학기 한국철학사(전필) 과학철학(전선)
고대철학특강(전선) 미학(전선)

도가철학(전선)

3학년 1학기 존재론(전필) 언어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동양철학특강(전선)

서양근세철학특강(전선)

3학년 2학기 인식론(전필) 현대윤리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존재론특강(전선)

현대철학사조1(전선)

4학년 1학기 송명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인식론특강(전선) 현대철학사조2(전선)

4학년 2학기 한국근세철학(전선) 현대철학사조3(전선)

▷교양

- 균형교양 - 철학개론 현대철학입문

- 자유교양 - 변증법입문(1학기) 성과철학(2학기)

<신교과과정 : 1997년도 입학생(인문학부 철학전공)부터>

▷전공

1학년 1학기 철학의 고전과 현대의 인생(전공기초)

1학년 2학기 가치와 행위에 관한 철학적 토론(전공기초)

문화와 철학(전공기초)

2학년 1학기 논리학 그리스철학

기호와 의미 철학방법론

중국철학

2학년 2학기 근대철학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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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론과 철학 정신분석과 철학

행복한 삶과 윤리학

3학년 1학기 몸의 철학 성과 사랑의 철학

언어와 철학 이미지의 철학

현상학과 실존주의

3학년 2학기 물질과 정신 사회철학

신화와 상징의 철학 정서와 욕망의 철학

포스트모더니즘론

4학년 1학기 사회정의와 철학 사이버스페이스의 철학

영화속의 철학 해석의 철학

4학년 2학기 문학속의 철학 무용속의 철학

▷교양

- 균형교양 - 철학개론 문화비평론

논리와 비판적 사고

- 자유교양 - 대중문화속의 예술과 사상(1학기)
성과철학(2학기)

경희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79. 1 국민윤리학과로 창설

1982. 11 국민윤리학과 석사과정 신설

1987. 3 국민윤리학과에서 철학과로 개편

1992. 7. 철학과 박사과정 신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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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남기영 남 1979.3.-현재 철학박사 Louvain Catholic Univ . 형이상학

황문수 남 철학석사 고려대학교

독일철학, 합리론, 관념론

허우성 남 1989.3.-현재 철학박사 Hawaii, Univ .

불교철학, 인도철학, 비교철학

김수중 남 1992.9.-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중국철학, 한국철학

정연교 남 1993.9.-현재 철학박사 Rochester , Univ.

윤리학, 정치철학, 과학철학

최정식 남 1994.3.-현재 철학박사 Sorbonne Nouvelle
서양고대철학, 프랑스철학

2) 전직

이화수 남(현 원광대학교 재직)

박순영 남(현 연세대학교 재직)

이강수 남(현 〃 )

유도진 남(현 경희대 사회학과 재직)

3. 학생 수(입학 정원, 재학생 기준)

1) 학부 : 정원 40명 , 재학생 : 약 130명

2) 대학원 : 별도 학과별 정원없음, 재학생 : 박사8명, 석사 : 13명(97년

학기 현재)

4. 교과 과정

전공교양 중국철학사 철학입문

전공필수 과학철학 불교철학

서양근대철학 인식론

한국철학사 형이상학 I

희랍철학

전공선택 관념론 노장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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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 라틴어 I

라틴어 II 문화철학

범어 불교철학특강

비교철학 비교철학특강

사회철학 서양고대철학사

서양철학연습 실존철학

언어철학 역사철학

유가경전강독 윤리학

인도철학사 종교철학

중국근세철학 중국철학강독

중교현대철학 철학교육론

철학의제문제 I 철학의제문제 II

팔리어 프랑스철학

한국불교 한국철학특강

현대가치론 현대프랑스철학

형이상학 III 헤겔

희랍어 I 희랍어 II

희랍철학연습 희랍철학특강

5. 학술활동 및 기타 활동

5.1) 철학과 콜로키움

1) 제1회
ⅰ) 일시: 1997년 10월 28일

ⅱ) 장소: 문리과대학 310호 강의실

ⅲ) 발표자: 정연교(본교 철학과 교수)

ⅳ) 발표 제목: 철학과 성(性)

2) 제2회

ⅰ) 일시: 1997년 11월 25일

ⅱ) 장소: 본관 대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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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표자: 남기영, 최정식(본교 철학과 교수)

ⅳ) 발표제목: 형이상학적 인간관

5.2) 겨울 철학 특강

1) 제1회

ⅰ) 일시: 1993년 2월 23일- 25일

ⅱ) 장소: 문리과대학 201호 강의실

ⅲ) 강의자 및 제목 :

조광제(서울 산업대 강사)-실존철학과 현상학

김창호(명지대 교수, 중앙일보 전문기자)-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

6. 특기할 만한 활동사항

6.1) 격년에 한번 정신문화유적지 답사를 실시한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4. 3. 철학과 창설

1973. 1. 9. 대학원 석사과정 설립

1977. 1. 15. 대학원 박사과정 설립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백승균 남 1977. 3.- 현재 철학박사 독일 튀빙겐대학교 서양철학

임수무 남 1980. 3.- 현재 철학박사 대만 대만대학교 동양철학

한자경 여 1988. 9.- 현재 철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서양철학

이진우 남 1989. 9.- 현재 철학박사 독일 아욱스부르크대학교서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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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권 남 1995. 3.- 현재 철학박사 미국 남일리노이대학교 서양철학

김용일 남 1995. 3.- 현재 철학박사 독일 튀빙겐대학교 서양철학

홍원식 남 1995. 3.-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동양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한명수 남 1954.4.- 1958.8. 서양철학

황성수 남 1956.4.- 1959.3. 서양철학

김인실 남 1958.9.- 1968.12. 서양철학

이정호 남 1959.4.- 1964.4. 서양철학

강도영 남 1959.4.- 1964.4. 서양철학

정명오 남 1961.4.- 1964.4. 서양철학

김득렬 남 1961.9.- 1964.2. 서양철학

소흥렬 남 1963.9.- 1969.2 동양철학

김충렬 남 1966.12.- 1969.2 서양철학

김상기 남 1968.3.- 1968.8. 서양철학

김이준 남 1968.9.- 1970.2. 서양철학

최준성 남 1969.9.- 1976.2. 서양철학

신동식 남 1970.3.- 1975.2. 동양철학

장재덕 남 1972.3.- 1982.2. 서양철학

강성위 남 1975.3.- 1977.2. 서양철학

김하우 남 1975.3.- 1977.2. 동양철학

정의채 남 1976.3.- 1977.2. 서양철학

신오현 남 1976.3.- 1979.2. 서양철학

신귀현 남 1977.3.- 1979.2. 서양철학

변규룡 남 1977.3.- 1984.8. 서양철학

김상기 남 1983.3.- 1994.2. 서양철학

김정치 남 1983.3.- 1986.6. 서양철학

강영안 남 1985.3.- 1990.8.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서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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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남 1988.9.- 1994.8. 대만 문화대학교 동양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50명
2) 대학원 : 석사 4명, 박사 3명, 교육대학원 5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철학입문 철학의 방법론

1학년 2학기 동양철학입문 윤리학

2학년 1학기 서양고대철학(전필) 중국철학사(전필)

철학원전강독(전필) 철학적인간학(전선)

불가철학(전선) 사회윤리학(전선)

2학년 2학기 서양근세철학(전필) 인식론(전필)

동양철학강독(전필) 경험론철학(전선)

변증법의 철학(전선)
3학년 1학기 형이상학(전필) 독일관념론(전필)

영미철학(전선) 철학적해석학(전선)

선진유가철학(전선) 중세철학(전선)

3학년 2학기 한국철학사(전필) 사회철학(전필)

실존철학(전선) 분석철학(전선)

독일철학(전선) 송명유가철학(전선)
4학년 1학기 현대철학(전필) 현상학(전선)

종교철학(전선) 고급논리학(전선)

4학년 2학기 철학연습(전선) 비판이론(전선)

언어철학(전선) 노장철학(전선)

5. 학술활동 내용

1) 하버마스 학술 심포지움(1995. 1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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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하버마스의 비판적 해석학(논평: 김득룡)

윤평중, 담화이론의 관념론과 유물론(논평: 한자경)

김재현, 하버마스에 있어서 공론영역의 양면성(논평: 임홍빈)

권용혁, 하버마스와 한국(논평: 한승완)
2) 지구환경보존 국제학술 심포지움(1995. 4. 29 - 5. 1.)

바루치 교수 외 9명

3) 실학 - 한국 근대 사상의 맹아를 찾아서(1996. 12. 6.)

홍원식 교수 외 3명

4) 동서철학의 인간관(97. 2. 4.)

임수무 교수 외 3명

목요철학 세미나

1) 목요철학세미나(1980. 10. 8.)

변규룡, 아가페와 자비

2) 목요철학세미나(1980. 10. 15.)

백승균,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목요철학세미나(1980. 10. 23.)

하기락,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의미

4) 목요철학세미나(1980. 10. 30.)

김영진, 분석철학과 기독교

5) 목요철학세미나(1980. 11. 20.)

변규룡, 맑스는 과연 죽었는가

6) 목요철학세미나(1980. 11. 27.)

백승균, 신 맑시즘 철학의 현주소

7) 목요철학세미나(1980. 12. 4.)

김영진, 의학적 윤리학의 문제

8) 목요철학세미나(1980. 12. 11.)

임수무, 현대중국사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9) 목요철학세미나(198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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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락, 소이연과 소당연

10) 목요철학세미나(1981. 4. 2.)

김영진, 철학적 진보주의

11) 목요철학세미나(1981. 4. 9.)
백승균, 종교의 사회적 실천성

12) 목요철학세미나(1981. 4. 16.)

변규룡, 그리스도교와 선불교와의 대화

13) 목요철학세미나(1981. 4. 23.)

서문상, 유교와 중국 근대화 문제

14) 목요철학세미나(1981. 4. 30.)
하기락, 조선조철학의 전승적 주제와 전망

15) 목요철학세미나(1981. 6. 4.)

김기태, 실존철학에 있어서의 신의 문제

16) 목요철학세미나(1981. 6.11.)

한종만, 원효와 한용운의 현실관

17) 목요철학세미나(1981. 9. 17.)
백승균, 철학과 희망

18) 목요철학세미나(1981. 9. 24.)

울리히헤르만, 정신과학과 정신과학적 교육

19) 목요철학세미나(1981. 10. 22.)

김영진, 한국철학의 풍토

20) 목요철학세미나(1981. 10. 29.)
하기락, 어떻게 철학을 할 것인가

21) 목요철학세미나(1981. 11. 5.)

변규룡, 유교는 종교인가

22) 목요철학세미나(1981. 11. 12.)

이완재, 유가학문의 정신

23) 목요철학세미나(1981. 11. 19.)
김하태, God- T 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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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목요철학세미나(1982. 4. 1.)

변규룡, 이성과 광기

25) 목요철학세미나(1982. 4. 8.)

백승균, 맑스의 종교비판

26) 목요철학세미나(1982. 4. 15.)

하기락, 가치관수립을 위한 정지작업

27) 목요철학세미나(1982. 4. 22.)

김영진, 어떠한 진리관이 옳은가

28) 목요철학세미나(1982. 5. 13.)

백승균, 인간학과 사회학의 인간이념

29) 목요철학세미나(1982. 5. 20.)

신오현, 현대에 있어서 철학의 이념과 방법

30) 목요철학세미나(1982. 6. 3.)

김영진, 사회정의론

31) 목요철학세미나(1982. 6. 10.)

변규룡, 여성과 철학

32) 목요철학세미나(1982. 9. 16.)

임수무, 효에 대한 이해와 오해

33) 목요철학세미나(1982. 9. 23.)

최길성, 일본인의 의식구조

34) 목요철학세미나(1982. 10. 21.)

백승균, 하버마스의 사회철학과 진리론

35) 목요철학세미나(1982. 10. 28.)

김영진, 과학과 철학-칼 포퍼

36) 목요철학세미나(1982. 11. 4.)

김영진, 과학과 철학-토마스 쿤

37) 목요철학세미나(1982. 11. 11.)

변규룡, 인문고등학교 교육과 전인교육

38) 목요철학세미나(198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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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수, 문학과 자연과학

39) 목요철학세미나(1982. 11. 25.)

이죽내, 선불교와 분석심리학에 있어서 정신의 전체성

40) 목요철학세미나(1983. 3. 31.)
임수무, 중국적 이기주의

41) 목요철학세미나(1983. 4. 7.)

백승균, 현실성과 변증이론

42) 목요철학세미나(1983. 4. 14.)

김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관에 대한 분석

43) 목요철학세미나(1983. 4. 21.)
백승균, 니체는 무신론자인가

44) 목요철학세미나(1983. 5. 12.)

변규룡, 오르테가 가세트와 서반아 철학의 재생

45) 목요철학세미나(1983. 5. 19.)

김정휘, 야스퍼스의 정신병리학

46) 목요철학세미나(1983. 6. 2.)
김상기, 니체 해석사 90년

47) 목요철학세미나(1983. 6. 9.)

하기락,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48) 목요철학세미나(1983. 6. 16.)

김철현, 철학적 범주와 계시

49) 목요철학세미나(1983. 6. 23.)
신귀현, 과학의 객관주의와 인간성의 위기

50) 목요철학세미나(1983. 9. 15.)

주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오현, 이성적 인간관

김상기, 예술론적 인간관

채수한, 불교적 인간관

신유길, 기독교 신학의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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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목요철학세미나(1983. 9. 22.)

최성찬, 기독교적 인간관

52) 목요철학세미나(1983. 9. 29.)

김정치, 플라톤의 영혼관 분석

53) 목요철학세미나(1983. 10. 6.)

백승균, 실존철학의 진리개념

54) 목요철학세미나(1983. 10. 27.)

남궁달화,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실존론적 접근의 한 구상

55) 목요철학세미나(1983. 11. 3.)

강석헌, 무아인 심리학과 정신분석

56) 목요철학세미나(1983. 11. 10.)

김상기, 디오니소스적 인간

57) 목요철학세미나(1983. 11. 17.)

임수무, 중국문화와 현실성 문제

58) 목요철학세미나(1983. 11. 24.)

변규룡, 노자의 인간학

59) 목요철학세미나(1984. 3. 21.)

백승균, 철학의 부재

김상기, 왜 우리는 철학 세미나를 해야 하는가

60) 목요철학세미나(1984. 3. 28.)

변규룡, 싱안과 이성

61) 목요철학세미나(1984. 4. 12.)
백승균, 철학이란 무엇인가

62) 목요철학세미나(1984. 5. 3.)

신유길, 역사의식과 부정의 논리

63) 목요철학세미나(1984. 5. 10.)

김정치, 비극의 기능성으로서 카타르시스

64) 목요철학세미나(1984. 5. 17.)
송휘칠, 주자학과 양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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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목요철학세미나(1984. 5. 24.)

임수무, 맹자의 가치관

66) 목요철학세미나(1984. 5. 31.)

허재윤, 합리성의 개념

67) 목요철학세미나(1984. 6. 7.)

김상기, 인간과 불안

68) 목요철학세미나(1984. 9. 13.)

주제: 고등학교 철학교육

이종률, 고교철학교육의 이념

안준상, 고교철학교육의 방법

김상기, 고교철학교육의 교과과정

69) 목요철학세미나(1984. 9. 20.)

백승균, 가다머의 해석학

70) 목요철학세미나(1984. 9. 27.)

강석헌, 도와 정신치료

71) 목요철학세미나(1984. 10. 4.)
김상기, 아놀드 겔렌의 행동주의

72) 목요철학세미나(1984. 10. 11.)

신유길, 민중과 정치종교

73) 목요철학세미나(1984. 10. 18.)

임수무, 맹자의 공부론

74) 목요철학세미나(1984. 11. 8.)
강대석, 니체, 기독교, 사회주의

75) 목요철학세미나(1984. 11. 15.)

김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

76) 목요철학세미나(1984. 11. 22.)

김영기, 좋음과 옳음

77) 목요철학세미나(1984. 11. 29.)
신귀현,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와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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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목요철학세미나(1985. 3. 21.)

백승균, 철학적 인간학

79) 목요철학세미나(1985. 3. 28.)

임수무, 노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80) 목요철학세미나(1985. 4. 4.)

정대현, 한의 철학적 분석

81) 목요철학세미나(1985. 4. 11.)

강석헌, 꿈의 해석과 정신치료

82) 목요철학세미나(1985. 5. 2.)

염무응, 과학기술과 인간해방

83) 목요철학세미나(1985. 5. 9.)

김상기, 비극이 없다는 것

84) 목요철학세미나(1985. 5. 16.)

신오현, 철학적 인식의 수행적 성격

85) 목요철학세미나(1985. 5. 23.)

이양기, 미래세계와 유교 문화권

86) 목요철학세미나(1985. 5. 30.)

김정치, 아리스토텔레스와 실천이성

87) 목요철학세미나(1985. 9. 19.)

임수무, 경계형태의 형이상학

88) 목요철학세미나(1985. 9. 26.)

백승균, 해석학과 보편성

89) 목요철학세미나(1985. 10. 10.)

유명종, 퇴계와 한국사상

90) 목요철학세미나(1985. 10. 31.)

김상기, 나는 의욕한다, 그러므로

91) 목요철학세미나(1985. 11. 7.)

이성희, 나는 자유다(둔스 스코트를 중심으로)
92) 목요철학세미나(198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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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무, 시간과 문학

93) 목요철학세미나(1985. 11. 21.)

박석희, 자아초월 현상과 인간 존엄성

94) 목요철학세미나(1985. 11. 28.)
김하태, 이성의 신과 체험의 신

95) 목요철학세미나(1985. 12. 5.)

김정치, 플라톤: 형벌의 철학

96) 목요철학세미나(1986. 3. 20.)

신오현, 원효철학의 자아개념

97) 목요철학세미나(1986. 3. 27.)
임수무, 유가철학의 강요

98) 목요철학세미나(1986. 4. 3.)

김활, 퓨리탄니즘의 비판관

99) 목요철학세미나(1986. 4. 24.)

김상기, 생존에의 의지

100) 목요철학세미나(1986. 5. 1.)
임석진, 헤겔의 역사이해

이삼열, 맑스의 역사이해

백승균, 야스퍼스의 이해

101) 목요철학세미나(1986. 5. 8.)

박도식, 맑스의 종교이론

102) 목요철학세미나(1986. 5. 15.)
송기숙, 민담과 미륵사상

103) 목요철학세미나(1986. 5. 22.)

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1)

104) 목요철학세미나(1986. 5. 29.)

무관스님, 공의 사상

105) 목요철학세미나(1986. 6. 5.)
김정치, 아리스토텔레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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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목요철학세미나(1986. 9. 11.)

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2)

107) 목요철학세미나(1986. 9. 25.)

백승균, 니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08) 목요철학세미나(1986. 10. 30.)

이완재, 퇴계의 경사상

109) 목요철학세미나(1986. 11. 6.)

김상기, 하이데거: 귀향

110) 목요철학세미나(1986. 11. 13.)

정영도, 오르테가의 생적세계와 생의 사회성

111) 목요철학세미나(1986. 11. 20.)

이종오, 포이어바허의 인간관

112) 목요철학세미나(1986. 11. 27.)

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3)

113) 목요철학세미나(1986. 12. 4.)

송기숙, 작가란 무엇인가

114) 목요철학세미나(1987. 3. 19.)

김상기, 니체의 의지

115) 목요철학세미나(1987. 3. 26.)

최길성, 한국인

116) 목요철학세미나(1987. 4. 2.)

성교진, 조선조 중기 성리학의 이기논쟁

117) 목요철학세미나(1987. 4. 23.)

현응스님, 공이란 무엇인가

118) 목요철학세미나(1987. 4. 30.)

백승균, 물질과 해석학적 방법

119) 목요철학세미나(1987. 5. 7.)

김기협, 한국과 중국의 서학

120) 목요철학세미나(198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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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섭, 유희와 형식

121) 목요철학세미나(1987. 5. 21.)

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4)

122) 목요철학세미나(1987. 5. 28.)
교수일동, 철학과 현실

123) 목요철학세미나(1987. 6. 4.)

창립 33주년 기념 심포지움: 계명대학교와 대학이념

정길수, 계명대학교의 이념

정만득, 대학 이념에서 본 계명대학의 어제와 오늘

이형득, 기독교 정신과 계명대학교

백승균, 계명대학교의 이념과 미래상

124) 목요철학세미나(1987. 9. 10.)

김상기, 대학과 자유

125) 목요철학세미나(1987. 9. 17.)

정석종, 조선후기 미륵신앙

126) 목요철학세미나(1987. 9. 24.)
명진스님, 무엇이 선인가

127) 목요철학세미나(1987. 10. 29.)

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5)

128) 목요철학세미나(1987. 11. 5.)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129) 목요철학세미나(1987. 11. 12.)
백승균, 문화운동과 변증논리

130) 목요철학세미나(1987. 11. 19.)

임수무, 묵자의 사회사상 문제

131) 목요철학세미나(1987. 11. 26.)

교수 일동, 목요철학세미나를 말한다

132) 목요철학세미나(1988. 3. 17.)
손영원, 현대의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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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목요철학세미나(1988. 3. 24.)

백승균, 헤겔의 국가론

134) 목요철학세미나(1988. 3. 31.)

이종오, 맑스의 국가론

135) 목요철학세미나(1988. 4. 7.)

김상기, 플라톤의 국가론

136) 목요철학세미나(1988. 4. 14.)

강영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137) 목요철학세미나(1988. 5. 12.)

박석희, 중세의 국가론

138) 목요철학세미나(1988. 5. 19.)

진원숙,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139) 목요철학세미나(1988. 5. 26.)

임수무, 한비자의 국가론

140) 목요철학세미나(1988. 6. 2.)

Geertsema, 민주주의와 책임사회

141) 목요철학세미나(1988. 9. 8.)

임수무, 장자의 지식론

142) 목요철학세미나(1988. 9. 15.)

소흥렬, 역사철학에서 문화철학에로

143) 목요철학세미나(1988. 10. 20.)

한우근, 실학이란 무엇인가

144) 목요철학세미나(1988. 10. 27.)

정병석, 신유학에서의 도통문제

145) 목요철학세미나(1988. 11. 3.)

백승균, 역사과학으로서의 사회경제사

146) 목요철학세미나(1988. 11. 10.)

김상기, 자유와 무

147) 목요철학세미나(198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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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6)

148) 목요철학세미나(1988. 11. 24.)

한자경, 니체의 전통 형이상학 비판

149) 목요철학세미나(1989. 3. 23.)
백승균, 현대철학의 방법론 지작업

150) 목요철학세미나(1989. 3. 30.)

주제: 인간과 해방

김상기, 인간해방의 철학적 의미

정운영,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해방

정호경, 그리스도교에서 본 인간해방

151) 목요철학세미나(1989. 4. 6.)

임수무, 현대 신유가의 의의

152) 목요철학세미나(1989. 4. 13.)

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7)

153) 목요철학세미나(1989. 5. 4.)

정병석, 중국철학에서의 귀신론

154) 목요철학세미나(1989. 5. 11.)

이진우, 철학은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가

155) 목요철학세미나(1989. 5. 18.)

신귀현, 인식의 심학과 수양의 심학

156) 목요철학세미나(1989. 5. 25.)

윤사순, 퇴계의 인간관

157) 목요철학세미나(1989. 6. 1.)

한자경, 홉스에서의 개인과 국가

158) 목요철학세미나(1989. 6. 8.)

이종광, 프랑스 초기사회주의와 노동운동

159) 목요철학세미나(1989. 9. 21.)

신오현, 서양철학의 미래와 동양철학의 현대적 의미

160) 목요철학세미나(198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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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무, 대학은 정치철학인가

161) 목요철학세미나(1989. 10. 5.)

정달용, 철학 그것은 무엇인가

162) 목요철학세미나(1989. 10. 12.)
이명현, 비트겐슈타인과 서양근세철학의 종언

163) 목요철학세미나(1989. 10. 26.)

강영안, 엠마뉴엘 레비나스의 철학

164) 목요철학세미나(1989. 11. 2.)

Acarya, 마음이란 무엇인가

165) 목요철학세미나(1989. 11. 9.)
이진우, 탈현대의 철학적 이해

166) 목요철학세미나(1989. 11. 16.)

한자경, 마음은 거울인가

167) 목요철학세미나(1989. 11. 23.)

백승균, 해석학으로서의 존재론

168) 목요철학세미나(1990. 3. 22.)
강영안, 자연과 인간

169) 목요철학세미나(1990. 3. 29)

임수무, 노자의 자연

170) 목요철학세미나(1990. 4. 12.)

김상기, 장자의 말: 자연

171) 목요철학세미나(1990. 5. 3.)
이중우, 자연과 건축

172) 목요철학세미나(1990. 5. 10.)

한자경, 스피노자의 자연개념

173) 목요철학세미나(1990. 5. 17.)

임홍빈, 서변적 자연철학의 가능성과 현실성

174) 목요철학세미나(1990. 5. 24.)
이진우, 맑스의 자연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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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목요철학세미나(1990. 5. 31.)

김영수, 현대자연과학의 자연관

176) 목요철학세미나(1990. 6. 7.)

송승달, 생대학과 인간

177) 목요철학세미나(1990. 9. 6.)

임수무, 오온

178) 목요철학세미나(1990. 9. 13.)

정병석, 역경에서의 세계와 인간

179) 목요철학세미나(1990. 9. 20.)

김종선, 반극

180) 목요철학세미나(1990. 9. 27.)

이진우, 페레스트로이카의 철학적 이해

181) 목요철학세미나(1990. 10. 25.)

황경식,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구조의 선택

182) 목요철학세미나(1990. 11. 1.)

김상기, 니체의 죽음

183) 목요철학세미나(1990. 11. 8.)

슈테터, 칸트와 비트겐슈타인

184) 목요철학세미나(1990. 11. 15.)

한자경, 공의 형이상학

185) 목요철학세미나(1990. 11. 22.)

배석원, 신중심의 휴머니즘

186) 목요철학세미나(1991. 3. 14.)

백승균, 독일과 우리현실에 대한 인식

187) 목요철학세미나(1991. 3. 21.)

송휘칠, 전통과 현실

188) 목요철학세미나(1991. 3. 28.)

엄정식, 분단시대의 자아인식

189) 목요철학세미나(199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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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현실과 비현실성

190) 목요철학세미나(1991. 4. 11.)

임수무, 현실과 자연조화

191) 목요철학세미나(1991. 5. 2.)
김진, 현실과 요청

192) 목요철학세미나(1991. 5. 9.)

한자경, 현실과 초월

193) 목요철학세미나(1991. 5. 16.)

이진우, 현실의 허구성과 허구의 현실성

194) 목요철학세미나(1991. 5. 23.)
정병석, 현실과 이상의 균형

195) 목요철학세미나(1991. 9. 5.)

박일, 페레스트로이카와 오늘의 세계정세

196) 목요철학세미나(1991. 9. 12.)

정병석, 순자에서의 자연과 인간

197) 목요철학세미나(1991. 9. 19.)
백승균, 인식의 해석학과 진리문제

198회는 자료불명

199) 목요철학세미나(1991. 10. 24.)

김영필, 후설 현상학에서 신

200) 목요철학세미나(1991. 10. 31.)

주제: 삶의 위기와 철학

이진우, 탈정치시대의 정치철학

전철환, 경제위기론 연구

장수영, 기술의 위기

이정배, 종교의 모형변이와 윤리

201) 목요철학세미나(1991. 11. 7.)

이기상, 하이데거와 해석학의 문제

202) 목요철학세미나(1991. 11. 14.)

244



근백년 한국철학의 교육과 제도

윤천근, 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3) 목요철학세미나(1991. 11. 21.)

김상기

204) 목요철학세미나(1992. 3. 26.)
한자경, 하이데거의 진리론

205) 목요철학세미나(1992. 4. 2.)

김상기, 무엇이 참인가

206) 목요철학세미나(1992. 4. 9.)

안세권, 이성 진리 논리에서 언어 진리 역사에로

207) 목요철학세미나(1992. 4. 30.)
박이문, 진리와 시간

208) 목요철학세미나(1992. 5. 7.)

이진우, 하버마스의 진리론

209) 목요철학세미나(1992. 5. 14.)

김보현, 비판적 합리주의의 진화론적 진리관

210) 목요철학세미나(1992. 5. 21.)
이길우, 후설 현상학의 진리론

211) 목요철학세미나(1992. 5. 28.)

백승균, 실존과 진리

212) 목요철학세미나(1992. 6. 4.)

김용준, 동양종교와 기독교의 비교

213) 목요철학세미나(1992. 9. 17.)
백승균, 성과 순결

214) 목요철학세미나(1992. 9. 24.)

한자경, 인간의 본성

215) 목요철학세미나(1992.)

모근지, 퇴계학과 공맹유학

216) 목요철학세미나(1992.)
김상기, 비인간적인 너무도 비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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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목요철학세미나(1992.)

정병석, 주역과 점

218) 목요철학세미나(1992.)

서광일, 철학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다

219,220,221회 자료불명

222) 목요철학세미나(1993. 3. 18.)

임수무, 공부론

223) 목요철학세미나(1993. 3.)

이진우, 맑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

224) 목요철학세미나(1993. 4. 1.)
조주현, 여성주의와 사회변동

225) 목요철학세미나(1993. 4. 8.)

김용일,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타난 절망에 대한 고찰

226) 목요철학세미나(1993. 4.)

한자경, 무한의 파라독스

227) 목요철학세미나(1993. 5. 6.)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

228) 목요철학세미나(1993. 5. 13.)

서찬호, 주역의 시대적 감각

229) 목요철학세미나(1993. 5. 27.)

김남두, 파르메니데스와 서양학문의 길

230) 목요철학세미나(1993. 6. 3.)
김세철,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사회변동

231) 목요철학세미나(1993. 9. 9.)

정병석, 수신과 경세

232) 목요철학세미나(1993. 9. 16.)

김현옥, 예술과 철학

233) 목요철학세미나(1993.)
서석구, 자연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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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목요철학세미나(1993.)

윤평중, 포스트 맑시즘의 정치철학

235) 목요철학세미나(1993. 10. 28.)

한자경, 불교적 논리와 사고

236) 목요철학세미나(1993. 11. 4.)

이진우, 낙태: 자유인가 살인인가

237) 목요철학세미나(1993. 11. 11.)

박일우, 현대 기호학의 경향

238) 목요철학세미나(1993. 11. 18.)

백승균, 집이란 무엇인가

239회 자료불명

240) 목요철학세미나(1993.)

이진우, 포스트 모던시대의 문화와 권력

241) 목요철학세미나(1994. 3. 24.)

정홍규, 생태학적 사유

242) 목요철학세미나(1994. 3. 31.)
정병석, 제3기 유학의 발달

243) 목요철학세미나(1994. 4. 7.)

손동현, 문화의 존재론적 기초

244) 목요철학세미나(1994. 4. 28.)

임수무, 조삼모사의 철학적 의미

245) 목요철학세미나(1994. 5. 12.)
김재진,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

246) 목요철학세미나(1994. 5. 19.)

한자경, 환상과 실재

247) 목요철학세미나(1994.)

고창택, 생명사상 어떻게 볼 것인가

248) 목요철학세미나(1994. 6. 2.)
이득형, 효과적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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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목요철학세미나(1994. 9. 29.)

김성도, 데리다의 그라마똘로지에 관하여

250) 목요철학세미나(1994. 10. 8.)

주제: 니체와 포스트 모더니즘

강학순, 니체의 탈현대적 인간이해

김정현, 니체에서 주체, 자아, 자기의 문제

이진우, 진리의 허구성과 허구의 진실성

251) 목요철학세미나(1994. 10. 27.)

김종환, 신역사주의 비평이란 무엇인가

252) 목요철학세미나(1994. 11. 10.)
최신한, 자연의 자유와 자기의 자유

253) 목요철학세미나(1994. 11. 17.)

양희규, 시민 불복종 왜 필요한가

254) 목요철학세미나(1994. 11. 24.)

이승환, 관상학을 넘어서 측인학으로: 혜강 최한기의 인정 을 중심으로

255) 목요철학세미나(1994. 12. 1.)
한자경, 사랑의 본질 - 집착인가, 구원인가-

256) 목요철학세미나(1995. 3. 23.)

이성복, 이진우, 아우라의 상실-새로운 혼동의 시작

257) 목요철학세미나(1995. 3. 30.)

김양동, 신의 문자적 해석

258) 목요철학세미나(1995. 4. 6.)
훼슬레, 생태학적 위기의 윤리적 문제

259) 목요철학세미나(1995. 4. 13.)

이윤갑, 김용일, 자유 - 현실인가 허구인가

260) 목요철학세미나(1995. 5. 4.)

김형철, 우리 사회에 도대체 윤리가 있는가

261) 목요철학세미나(1995. 5. 11.)
최재목, 홍원식, 유교전통 - 살았는가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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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목요철학세미나(1995. 5. 18.)

김교빈, 기- 한국사유체계의 새로운 모형

263) 목요철학세미나(1995. 5. 21.)

한자경, 안세권, 자아 - 있는가 만들어지는가?
264) 목요철학세미나(1995. 6. 1.)

김혜숙, 은유로서의 음양

265) 목요철학세미나(1995. 9. 21.)

임수무, 공자의 꿈

266) 목요철학세미나(1995. 9. 28.)

유혹희, 김임수, 미-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267) 목요철학세미나(1995. 10. 5.)

장덕성, 사람+컴퓨터=인공지능(?)

268) 목요철학세미나(1995. 10. 12.)

김성기, 문재곤, 점- 미신인가 과학인가?

269) 목요철학세미나(1995. 11. 2.)

박인철, 진리에 대하여

270) 목요철학세미나(1995. 11. 9.)

양승훈, 양승영, 창조인가 진화인가?

271) 목요철학세미나(1995. 11. 16.)

안세권, 주관과 객관-대립인가 조화인가?

272) 목요철학세미나(1995. 11. 23.)

김영기, 홍원식, 효- 오늘에 있어서의 의미는?
273) 목요철학세미나(1995. 11. 30.)

한자경, 상대와 절대

274) 목요철학세미나(1996. 3. 14.)

홍원식, 유교문화와 자본주의

275) 목요철학세미나(1996. 3. 21.)

조동일, 철학사와 문학사

276) 목요철학세미나(199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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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무, 유가문화와 도가문화 - 문(紋)과 박(樸)

277) 목요철학세미나(1996. 4. 4.)

안세권, 신창석, 인간의 운명 - 예정인가 자유인가?

278) 목요철학세미나(1996. 4. 18.)
서동진, 성과 문화

279) 목요철학세미나(1996. 5. 6.)

하버마스, 칸트의 영구평화론

280) 목요철학세미나(1996. 5. 16.)

김용일, 전광석,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반성

281) 목요철학세미나(1996. 5. 23.)
소홍열, 정보기술의 문화와 영혼

282) 목요철학세미나(1996. 5. 30.)

한자경, 욕망과 자유

283) 목요철학세미나(1996. 9. 5.)

정문영, 프로이트의 여자들: 도난당한 프로이트

284) 목요철학세미나(1996. 9. 12.)
김용일, 대중문화와 실존철학

285) 목요철학세미나(1996. 9. 19.)

이종건, 권의섭, 이성이 욕망의 주인가 욕망이 이성의 주인인가?

286) 목요철학세미나(1996. 10. 1.)

최중재, 카오스 - 현대과학에 있어서 예측불가능성

287) 목요철학세미나(1996. 10. 24.)
신귀현, 현상학의 문화이해

288) 목요철학세미나(1996. 11. 17.)

조규환, 양용환, 고등학교 철학교육의 현실과 이상

289) 목요철학세미나(1996. 11. 14.)

박성수, 우리 영화 속에서 우리 문화 읽기

290) 목요철학세미나(1996. 11. 21.)
안세권, 문화 상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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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목요철학세미나(1997. 3. 20.)

홍원식, 동양철학에서 본 진보

292) 목요철학세미나(1997. 3. 27.)

양우석, 기술 철학과 헤겔

293) 목요철학세미나(1997. 4. 3.)

박태원, 불교에서 본 진리다움

294) 목요철학세미나(1997. 4. 10.)

이강화, 영화속에서 대중문화 읽기

295) 목요철학세미나(1997. 5. 1.)

정문영, 토론 - 사랑은 본능인가 만들어지는가?
296) 목요철학세미나(1997. 5. 8.)

손철수, 건축이라는 분야

297) 목요철학세미나(1997. 5. 15.)

김정현, 무의식과 문화 - 니체와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298) 목요철학세미나(1997. 5. 22.)

한자경, 선과 언어

299) 목요철학세미나(1997. 5. 28.)

반창화, 또 하나의 한국 - 연변조선족의 문화

300) 목요철학세미나(1997. 6. 5.)

한자경, 야누스적 에로스

임규정, 신세대 그 젊음의 성애

박철홍, 사랑의 교육

김용일, 성의 유희 사랑의 진실

301) 목요철학세미나(1997. 9. 11.)

이주향, 문화를 읽으면 세계가 보인다.

302) 목요철학세미나(1997. 9. 18.)

이진우, 간통, 무엇이 문제인가?

-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를 보면서

303) 목요철학세미나(199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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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한, 윤리도덕의 재건 원리

304) 목요철학세미나(1997. 10. 2.)

정막래, 러시아 여인들의 삶

305) 목요철학세미나(1997. 10. 9.)
양우석, 문성화 <토론> 무소유의 삶은 가능한가?

306) 목요철학세미나(1997. 10. 30.)

박종문, 대중음악의 인류학적 기철학적 구조

307) 목요철학세미나(1997. 11. 6.)

임수무, 흰말은 말이 아니다?

308) 목요철학세미나(1997. 11. 13.)
김무생, 밀교를 통한 인도여행

309) 목요철학세미나(1997. 11. 20.)

서정욱, 철학에 철학이 없다

310) 목요철학세미나(1997. 11. 27.)

양승무, 모종삼 - 중화의 부흥을 외친 현대유학자

6. 연구소 활동

1) 창설연도: 1994년 12월

2) 현직 임원진 현황

이름 재임기간

백승균(소장) 94. 12.-현재

임수무 94. 12.-현재

한자경 94. 12.-현재

이진우 94. 12.-현재

안세권 95. 12.-현재

김용일 95. 12.-현재

홍원식 95. 12.-현재

3) 초청강연회(1994. 9. 12.)
F . 귬멜, 자연은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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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청강연회(1995. 3. 16.)

슈타인포르트, 정치와 철학

5) 초청강연회(1995. 4. 12.)

슈테터, 플라톤의 논증적 윤리학

6) 초청강연회(1995. 10. 11.)

슈나이더, 독일에서 헤겔편집의 제문제

7) 초청강연회(1995. 10. 20.)

로디, 문화와 문명의 차이는?

8) 초청강연회(1995. 10. 30.)

루우열, 현대중국의 불교연구상황

서원화, 유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9) 초청강연회(1996. 10. 31.)

갈영진, 중국실학연구의 몇 가지 문제

여소강, 역대전과 노자

고려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46. 8. 문과대학 철학과 창설

(교수진: 이종우, 이상은, 박희성, 김경탁 교수)

이후 손명현, 성백선, 왕학수 교수 부임

1950. 5. 1회 졸업생 6명 배출

1951. 12.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1953. 3. 6.25 동란 중 납북된 현상윤 교수에게 박사학위 수여

1954. 3. 석사 2명 배출

1954. 4.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1955. 12. 학과학술지 철학연구 창간. 1994년 12월 현재 제18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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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2. 10회 졸업생 11명 배출

1961. 3. 최동희 교수 부임

1963. 3. 신일철 교수 부임

1969. 2. 20회 졸업생 29명 배출

1970. 3. 김영철, 김충열 교수 부임

1971. 3. 표재명 교수 부임

1974. 2. 윤사순 교수 부임

1975. 9. 구제 철학박사 3명 배출

1978. 3. 여훈근 교수 부임

1979. 2. 30회 졸업생 29명 배출

1981. 3. 이초식, 김하우 교수 부임

1982. 9. 김용옥 교수 부임. 86년 4월 사임

1986. 3. 권창은 교수 부임

1989. 2. 40회 졸업생 61명 배출

1990. 8. 최동희 교수 정년퇴임

1992. 3. 임홍빈 교수 부임

1993. 2. 김영철 교수 정년퇴임

1994. 3. 이승환 교수 부임

1995. 3. 이길우, 하종호 교수 부임

1996. 6. 김충렬 교수 정년 퇴임

1997. 2. 신일철 교수 정년 퇴임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신일철 남 1963.- 1997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역사철학, 사회철학

김충열 남 1970.- 1996 철학박사 중국 문화대학교

유가철학, 불교철학

이초식 남 1981.- 현재 철학박사 오스트리아 잘쯔부르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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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 언어철학

윤사순 남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한국철학, 중국근대철학

표재명 남 1971.-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양근대철학, 윤리학

김하우 남 철학박사 인도 델리대학교

인도철학, 불교철학

여훈근 남 1978.- 현재 문학석사 고려대학교 논리학

권창은 남 1986.- 현재 철학박사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서양고대철학

임홍빈 남 1992.- 현재 철학박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독일근현대철학, 해석학

이승환 남 1994.- 현재 철학박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노장철학, 송명이학

이길우 남 1995.- 현재 철학박사 독일 본대학교 현상학, 윤리학

하종호 남 1995.- 현재 철학박사 미국 브라운대학교

현대영미철학, 인식론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50명

2) 대학원 : 2(최소)∼10(최대)

* 최근 최소 수치는 1996년, 최근 최대 수치는 1998년의 입학 인원 수

입니다.

4. 교과 과정

1) 학부

도가철학(연계과목) 한국유학강의

한국불교강의 선진한대철학

위진수당철학 송명청대철학

우파니샤드철학강의 원시불교강의

육파철학강의 한국성리학연구

한국실학연구 한국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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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율곡철학연구 다산 혜강철학연구

원효 지눌철학연구 역경연구

도가 도교연구 기호논리학

한국철학사 중국선진철학

중국송명철학 중국근현대철학

인도철학사 서양고대철학

서양중세철학 서양근세철학

독일고전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 고급논리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철학교과교육론

유가철학 도가철학

불교철학 한국성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현상학 해석학

논리철학 철학적 인간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기술철학 심리철학

사회철학 윤리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미학 문화철학

응용윤리학 중국철학특강

한국철학특강 불교철학특강

귀납논리 논리학 연습

전산학의 논리와 철학 윤리학 특강

서양고대철학 특강 서양근세철학 특강

서양현대철학 특강 특정학파의 철학연구

동양철학 원전연구 서양철학 원전연구

이론철학 연습 실천철학 연습

2)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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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통과목노장철학(연계과목) 형이상학(연계과목)

(서양철학) 인식론강의 윤리학강의

논리학강의 역사철학강의

철학적 인간학 과학철학강의

현대유럽철학강의 현대영미철학강의

서양고대철학강의

(동양철학) 선진한대철학 위진수당철학

송명청대철학 우파니샤드 철학강의

원시불교강의 육파철학강의

한국불교강의 한국유학강의

전공과목

(동양철학전공) 역경연구도가도교연구

묵가철학연구 명가철학연구

법가철학연구 한대철학연구

수당불교연구 송명철학연구

청대철학연구 한국성리학연구

한국실학연구 한국도교연구

퇴계,율곡철학연구 다산,혜강철학연구

원효,지눌철학연구 사서연구

노장철학연습 위진현학연습

정주철학연습 육왕철학연습

소승불교철학 대승불교연구

선사상연구 한국원시사상

한국근대사상 일본철학연구

동양철학방법론 동서비교철학연구

한국철학특수연습 동서철학특수연습

(서양철학 전공) 형이상학연구윤리학연습

종교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논리학연습 1 논리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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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철학연구 과학철학연습

프래그머티즘연구 해석학연구

현상학연구 19세기철학사상

서양철학방법론 서양고대철학연구 1
서양고대철학연구 2 서양고대철학연구 3

논리학사 양상논리

마르크스주의철학연구 예술철학연구

사회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논리학연습 2 서양중세철학연습

합리론연습 경험론연습

도이치고전철학연습 생철학연습

실존철학연습 비교철학연구

서양고대철학연습 1 서양고대철학연습 2

심리철학연구 현대인식론연습

현대존재론연습 서양철학특수연습 1

서양철학특수연습 2 서양철학특수연습 3
서양철학특수연습 4 서양철학특수연습 5

현대철학특수연습 1 현대철학특수연습 2

현대철학특수연습 3 현대철학특수연습 4

현대철학특수연습 5 이론철학연구 1

이론철학연구 2 이론철학강독 1

이론철학강독 2 실천철학연구 1
실천철학연구 2 실천철학강독 1

실천철학강독 2

5. 학과학술지( 철학연구 ) 2개년간 수록논문 제목 및 발표자

철학연구 제19집(1996.12)
권두언 / 신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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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의 哲學精神 / 이강수

맞음 : 가치의 시간성 / 정대현

원효의 本性, 現想 不二觀 / 은정희

역사적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현상학적 성찰 / 이선관

상대주의 : 발견하기와 만들기 / 리차드 로티

제작가능성의 진화 / 아르노 바루찌

莊子의 道를 통해서 바라보는 技術文明 / 오진탁

老莊의 精神 개념에 대한 재검토 / 박원재

비트겐슈타인은 현상학자였는가 / 박병철

자연의 목적론적 체계 속에서의 윤리적 목적의 실현 / 공병혜

칸트 윤리학에 있어 자연법칙의 의미 / 김성호

덕의 윤리는 새로운 대안일 수 있는가? / 이인숙

근본 생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명식

차연에 관하여 / 최미숙

철학연구 제20집(1997.12)
무한성, 전체성, 그리고 연대성 : 레비나스의 사상과

탈근대사회에서의 변증법적 이성의 역할 / 민경석

중국 인문전통에서 본 和合의 의미 / 장립문

흄의 창조적 회의주의 / 이태하

칸트의 미적인 판단에 관한 연구 / 김승택

박제가 실학사상의 철학적 기반 / 김형찬

혜심의 선사상에 대한 연구 / 이덕진

대학의 정치사상 / 김철운

주희 대학관의 함의 / 김미영

위진시기 인물품조에 대한 미학적 이해 / 김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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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2. 인문대학내 철학과 신설

1987.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신설

1993. 대학원 철학 종교학 박사과정 신설

1997. 대학원 철학 종교학 박사과정 분리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성교진 남 1985. 3. 철학박사 건국대학교 동양철학

안형관 남 1979. 3. 철학박사 영남대학교 형이상학, 종교철학

조욱연 남 1981. 3. 철학박사 계명대학교 독일철학,가치론

강대석 남 1982. 3. 문학석사 Heidelberg대 현대철학, 예술철학

조주환 남 1999. 12. 철학박사 영남대학교 독일철학, 현상학

박창수 남 1987. 11. 철학박사 중국민족대학 종교철학

신창석 남 1993. 10 철학박사 Freiburg대 중세철학

정달용 남 1987. 9. 문학학사 가톨릭대학교 현대철학, 형이상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2) 대학원 : 4명(박사) 4명(석사)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서양철학입문(전필- 1) 논리학입문(전필- 1)

윤리학의 흐름(전선- 1) 도덕철학의근본문제(전선- 2)

인도철학사(전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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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서양고대철학사(전필- 1) 존재의 철학(전필- 1)

중세철학사(전필- 2) 예술철학(전필- 2)

노장철학강독(전선- 1) 기호논리학(전선- 1)

고대철학강독(전선- 2) 근세경험론(전선- 2)
철학한문원강(전선- 2)

3학년 근세합리론(전필- 1) 중국철학사(전필- 1)

스콜라철학강독(전필- 1) 형이상학(전필- 2)

인식론(전필- 2) 칸트와 독일관념론(전필- 2)

언어 분석철학(전선- 1) 역사철학(전선- 2)

4학년 종교철학(전필- 1) 가치철학(전필- 1)
한국철학사(전필- 2) 중세철학특강(전필- 2)

실존철학(전선- 1) 현상학의 이해(전선- 1)

사회철학(전선- 1)

2) 대학원

- 석사과정-

공통과목 중국근세철학연구 중세철학연습

현대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미학연습 현상학연습

전공과목 존재론연구 인식론연구

가치론연구 역사철학연습

라틴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습

종교철학연습 한국성리학연구

미학특강 예술철학강독

예술사학특강

- 박사과정-

공통과목 철학적 인간학 연습 논리철학연구

도덕철학연구 존재론연습

한국고대철학연습 서양실재론연습

독일고전철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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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형이상학연습 교부철학특강

스콜라철학특강 종교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범주론연구

독일관념론연구 실존철학특강

해석학연습 예술철학특강

노장철학특강 원시유학강독

심리철학연습 현상학특강

5. 학술활동 내용

1) 토마스학회

일시 : 1995. 4. 7.

발표논문 : 이문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있어서 행복과 관상

2) 초청강연회

일시 : 1991. 11. 14.

발표논문 : 강춘화, 현대 중국의 철학 사조

3) 철학세미나

일시 : 1994. 6. 11.

발표논문 : 김윤동, 희랍철학에서 철학과 종교

강대석,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

정연홍,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철학과 종교

최재목, 동양철학에 있어서 철학과 종교

4) 철학세미나

일시 : 1996. 10.

발표자 : Kurt Sallamun

5) 한국화이트헤드 학회

일시 : 1998. 2. 20

6) 5)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바람. 자세한 내용이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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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철학 논문집 叡智의 饗宴 (제5집) 발간.

대전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2. 10. 5. 국민윤리학과 신설

1987. 10.23. 국민윤리학과에서 철학과로 학과 명칭변경

1997. 10. 역사철학부로 편제(철학전공, 역사학 전공)

1987. 11. 9. 대학원 석사과정 설립

1989. 11. 6. 대학원 박사과정 설립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임균택 남 1981. 3.-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동양철학

송인창 남 1982. 5.- 현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동양철학

최병환 남 1986. 3.- 현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서양철학

임화연 여 1989. 3.- 현재 철학박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서양철학

조윤래 남 1989. 9.- 현재 철학박사 일본 와세다대학교 동양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유봉 남 1981- 1988. 철학박사 서독 뮌헨대학교 서양철학

신도성 남 1981- 1990. 철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서양철학

정주영 남 1981- 1989. 철학박사 미국 사우스벨로우 동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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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2) 대학원(현재 재학인원) : 석사 3명, 박사 7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경전선독

1학년 2학기 동양철학과 문화 서양철학과 문화

2학년 1학기 한국고대철학사상사(전필) 儒家經典의 이해(전필)

중국철학사(전필) 고대인의 사상과 학문(전필)
성의 철학

2학년 2학기 한국중세철학사상사 新儒學의 人間學

도가사상과 현대사회 역사의 철학적탐구

사회윤리(전필)

3학년 1학기 한국근세철학사상사 한국 性理學의 이해

도가원전강독 유와 무의 변증법

과학철학 입문

3학년 2학기 동양고대철학사상사 周易과 人生

도교학연습 현대의 철학적 의미

개인과 공동체

4학년 1학기 동양중세철학사상사 四象醫學의 철학적 이해

기학특강 삶과 죽음의 문제

현대사회와 소외

4학년 2학기 윤리와 경학사상사 陰陽五行說과 현대문명

불교원론 종교와 철학

자아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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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2. 철학과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이상훈 남 1992.-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역사철학

유승종 남 1994.- 현재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유가철학

김학택 남 1994.- 현재 문학석사 동국대학교 인식론

황희숙 여 1995.-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과학철학, 인식론

권인호 남 1995.-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

김성환 남 1996.-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형이상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16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한국철학사(전필) 논리학(전필)

인간의 이해(전선) 진리와 인식(전선)

2학년 윤리학(전필) 문예철학(전선)

언어철학(전선) 중국철학사(전선)

한국유가철학(전선) 문화철학(전선)
철학방법론(전선) 과학철학(전선)

형이상학(전선) 중국불교철학(전선)

한국도교철학(전선)

3학년 정보사회철학(전선) 실천윤리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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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철학(전선) 서양고전사상의 이해(전선)

노장철학(전선) 한국불교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서양근세철학사상(전선)

현대철학의 쟁점(전선) 중국근현대철학(전선)
한국실학사상(전선)

4학년 현대인식론(전선) 현대영미철학(전선)

논술지도법(전선) 주역사상과 음양오행(전선)

현대독일철학(전선) 현대프랑스철학(전선)

한국근현대철학(전선)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0. 3. 철학과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이은봉 남 1978. 3.-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박범수 남 1979. 3.-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철학

민형원 남 1992. 3.- 현재 철학박사 독일Frankfurt대학교 서양철학

3. 학생 수(입학정원)

1) 학부 : 40명

4. 교과과정

1) 학부

1학년1학기 철학입문(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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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2학기 동양철학입문(전선)

2학년1학기 철학과 예술의 문명사(전선) 철학의 역사(전선)

2학년2학기 논어의 세계(전선)

3학년1학기 도의 세계(전필) 문명과 육체(전선)
윤리의 역사(전선)

3학년2학기 성리학의 이해(전필) 서양현대철학(전선)

실존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포스트모더니즘(전선)

4학년1학기 논문(전필) 가치론(전선)

종교철학(전선) 칸트순수이성비판(전선)
4학년2학기 논문(전필)

서양근대문명과 자연(전선) 한국종교철학(전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 연혁

1906. 5. 8 명진학교를 설립, 개교함.

1910. 4. 명진학교를 불교사범학교로 변경함.
1914. 7. 불교사범학교를 불교고등강숙(불교고등학교)로 변경함.

1915. 11. 5 불교고등강숙을 중앙학림으로 개칭함.

1928. 4. 30 불교전수학교를 개교함.

1930. 4. 7 불교전수학교를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 개편함.

1940. 6. 19 혜화전문학교로 개칭되면서 불교학과가 설치됨.

1946. 9. 20 동국대학으로 승격 개편하고 문학부에 불교학과를 편성함

1953. 2. 6 동국대학교로 승격 개편하면서 불교대학을 신설하여 불교

학과를 편입함.

대학원 설립, 석사학위과정에 불교학과가 개설됨.

1956. 6. 15 박사학위과정에 불교학과를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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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7. 3 불교학과 정원을 석사과정 9명, 박사과정 2명으로 조정

함.

1968. 1. 30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불교학과 박사학위가 철학박사로 구

분됨.
1971. 1. 23 석사학위과정의 정원이 3명 증원(12명)됨.

1977. 1. 15 석 박사학위과정을 3계열로 편성하면서 불교학과는 인문

계에 편성됨.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영태 남 1970. 3.- 문학박사 일본 경도불교대학 불교사학(佛敎史學)

목정배 남 1975. 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계율학(戒律學)

김인덕 남 1976. 4.-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삼론학(三論學)

리영자 여 1977. 3.- 문학박사 일본 동경대정대학원 천태학(天台學)

권기종 남 1977. 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정토학(淨土學)
서윤길 남 1977. 9.-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사학(佛敎史學)

조용길 남 1977. 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원시불교(原始佛敎)

전호련 여 1990. 9.-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화엄학(華嚴學)

박경준 남 1995. 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응용불교학

장애순 여 1995. 3.- 문학박사 일본 경도불교대학 중국불교

김용표 남 1997. 3.- 종교학박사 미국 템플(T emple)대 종교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동화 남 1943.7.- 1954.10. 명예철학박사 동국대학교

1962.3.- 1973.2.

金芿石 남 1946. .- 1961. 명예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조명기 남 1945.9.- 1973.2. 문학박사 일본 동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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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남 1949.10.- 1975.2. 명예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우정상 남 1960.- 1966. . 철학석사 동국대학교

홍정식 남 1961.4.- 1982.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황성기 남 1960. .- 1979.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고익진 남 1980. .- 1988.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이재창 남 1960.4.- 1995.2.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오형근 남 1977.3- 1997.8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유식학(唯識學)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81명
2) 대학원 : 98명(석사 55명, 박사 33명)

4. 교과과정

1) 학부(학부제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통일됨)

1학년 1학기 인도불교사

1학년 2학기 불교학의 체계적 이해

2학년 1학기 원시불교 율전개설

중국불교사 종교학

2학년 2학기 소승불교 대승불교

불전개설 삼국신라불교사

불교원전강독

3학년 1학기 고려조선불교사 중관학

유식학 정토교학

한문불강독

3학년 2학기 천태학 화엄학

불교교리사 밀교개론

4학년 1학기 일본불교사 포교론

한국불교학연습 중국불교학연습

4학년 2학기 불교사회경제 불교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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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사상 불교철학

2) 대학원

① 석사과정

근본불교 연구 신라불교 연구

부파불교 연구 선사상 연구

반야사상 연구 중국불교사연구

일본불교사연구 고려불교 연구

중관사상 연구 천태사상 연구

불전 연구 밀교사상 연구

인도불교사연구 범어불전 연습

조선불교 연구 유식철학 연구

화엄철학 연구 대승불교성립사연구

정토사상 연구 계율사상 연구

파리어불전연습 비교종교학연구

불교사회학연구 불교경제학연구

포교학 연구 불교사회복지연구

불교서지학연구

② 박사과정

신라불교특강 근본불교특강

정토사상특강 경전성립사

반야사상특강 계율사상특강

남방불교연구 삼국불교특강

부파불교특강 천태사상특강

사원경제연구 중국불교사특강

여래장(如來藏)사상특강 범어불전특강

대승불교연구 고려불교특강

밀교사상특강 화엄철학특강

아함경특강 불교교단사연구

일본불교특강 조선불교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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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사상특강 선사상특강

법화사상특강 불교교류사연구

불교사특수문제 서역불교연구

한국근대불교연구 유식철학특강

삼론학연구 인도불교사특강

불교학특수문제 불교문화사특강

서장어(西藏語)불전연구 비교종교학특강

불교사회학특강 포교학특강

불교사회복지특강 불교서지학특강

불교고고학특강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1. 연혁

1964. 2. 3.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창설.

1970. 3. 18.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증설.

1981. 11. 25. 박사학위과정 증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선근 남 1988.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베단따, 인도윤리학

이지수 남 1987. .- 철학석사 동국대학교 인도논리학,

인도유식불교

서성원 남 1988. .- 철학박사 소르본느대학 쟈이나철학,

(Paris Ⅳ) 초기부파불교

정승석 남 1992.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상캬요가철학,

아비달마불교

김호성 남 1997.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인도고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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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여명

2) 대학원 : 20여명

4. 교과 과정

1) 학부 - 구교과과정

1학년 1학기 인도철학개론

1학년 2학기 초급 범어

2학년 1학기 베다 중급범어

자이나 철학 인도윤리학

2학년 2학기 인도불교철학 힌두이즘

우파니샤드 인도인식논리학

3학년 1학기 베단타 철학 팔리어

불교 논리학 인도 문학

3학년 2학기 인도의 이원론과 요가 티벳어

인도대승불교철학 바가바드 기타

4학년 1학기 인도불교 심리학 힌두 탄트리즘

인도철학의 제문제

4학년 2학기 근대 및 현대 인도철학 티벳불교

2) 학부 - 신교과과정

1학년 1학기 인도의 종교와 문화

1학년 2학기 베다

2학년 1학기 인도철학개론인도문학 우파니샤드

2학년 2학기 근대 및 현대 인도철학 바가바드기타인도

윤리학 초급범어

3, 4학년 1학기 중급범어 베단타철학

자이나철학 인도인식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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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심리학 인도대승불교철학

인도철학의 제문제

계절학기 범어 요가의 원리와 실습

티베트어

3, 4학년 2학기 인도의 이원론과 요가 티베트어

팔리어 인도불교철학

불교논리학 힌두탄트리즘

티베트 불교

3) 대학원

<석사과정>
인도철학전공 베다 연습 우빠니샤드 연습

쟈이나철학 연습 니야야철학 연습

와이세시까철학 연습 상캬철학 연습

요가철학 연습 베단따철학 연습

미망사철학 연습 인도철학 특강

힌두이즘 특강 인도학 특강

인도윤리학 특강 현대인도철학 특강

인도불교전공 고대인도철학과 초기불교 범어불전 연습(Ⅰ)

범어불전 연습(Ⅱ) 범어불전 연습(Ⅲ)

빠리불전 연습(Ⅰ) 빠리불전 연습(Ⅱ)

빠리불전 연습(Ⅲ) 티벳불전 연습(Ⅰ)

티벳불전 연습(Ⅱ) 티벳불전 연습(Ⅲ)
불교인식론 논리학 연습

<박사과정>

인도철학전공 리그베다 연구 우빠니샤드 연구

쟈이나철학 연구 니야야철학 연구(1)

니야야철학 연구(Ⅱ) 와이세시까철학 연구

상캬철학 연구 요가철학 연구

베단따철학 연구(1) 베단따철학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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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사철학 연구 바가와드기따 연구

힌두이즘 연구 인도현대철학 연구

인도법전 연구 인도문학 연구

인도윤리학 연구 인도문법학 연구

인도철학의 특수문제 연구

인도불교전공 인도불교사 연구 초기불교 연구(Ⅰ)

초기불교 연구(Ⅱ) 아비달마철학 연구

마드야미까철학 연구 요가짜라철학 연구

불교논리학 연구(1) 불교논리학 연구(Ⅱ)

금강승 연구 티벳불교 연구

불교경전의 원전적 연구 범어불전 연구(Ⅰ)

범어불전 연구(Ⅱ) 범어불전 연구(Ⅲ)

빠리불전 연구(Ⅰ) 빠리불전 연구(Ⅱ)

빠리불전 연구(Ⅲ) 티벳불전 연구(Ⅰ)

티벳불전 연구(Ⅱ) 티벳불전 연구(Ⅲ)

5. 학술활동내용 ; 인도철학회 자료 참조

동국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3. 2. 6. 불교대학에 철학과를 신설

1955. 4.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철학과를 신설

1957. 3.29. 대학원 석사과정에 철학과를 신설

1979. 9.22. 불교대학 철학과를 문리과대학으로 전편

1982.10. 5. 문리과대학 철학과를 문과대학 철학과로 개편

2. 전임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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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이석윤 남 1984. 3.-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독일관념론

송석구 남 1978. 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성리학, 한국철학

김항배 남 1976. 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노장철학, 선진철학

양문흠 남 1986. 3.-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고대철학

정성호 남 1993. 3.- 철학박사 미국브라운대학교 영미철학, 심리철학

최인숙 여 1995. 3.- 철학박사 독일마인쯔대학교독일관념론

유흔우 남 1998. 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중국근현대철학

2)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규영 남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김병규 남 -

김용배 남 - 과학철학

김용정 남 1970.3.- 1996.2.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윤명로 남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정 종 남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상련 남 - 동국대학교

황경식 남 -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윤리학

황필호 남 - 1991. 2.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종교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정원 : 30명 기준 50%

2) 대학원재학생:박사과정 10명(서양철학전공 3명, 동양철학전공 7명)

석사과정 10명(서양철학전공 5명, 동양철학전공 5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 학부제 실시 이후(1996년 이후 입학생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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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논리학원론

1학년 2학기 철학원론

2학년 1학기 한국철학사 중국철학사

서양고대철학사 윤리학원론

논리적 사고와 논술연습

2학년 2학기 서양중세철학사 인식론

형이상학 중국철학연구

3, 4학년 1학기 서양근세철학사 영미경험론과 분석철학

사회철학과 윤리 중국철학의 우주와 인간

도가철학과 도교사상 독일관념론과 유럽철학

수학과 기호논리학 과학철학

한국유학철학

3, 4학년 2학기 문화와 역사철학 자연철학과 환경

중국 근 현대철학의 문제와 방법

한국철학자 연구 현대철학사조

예술철학과 미론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한국 근 현대철학의 문제와 방법

동양의 신비사상

(2)학부제 실시 이전(1995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

1학년 1학기 논리학

1학년 2학기 철학강독

2학년 1학기 한국고대철학사 중국고대철학사

서양고대철학사 윤리학

경서강독

2학년 2학기 형이상학 기호논리학

서양중세철학사 중국중세철학사

사회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철학

3학년 1학기 인식론 서양근세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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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근세철학사 실존철학

분석철학

3학년 2학기 독일관념론 한국근세철학사

현상학 노장철학

4학년 1학기 한국실학사상 비판이론

과학철학 중국현대철학사

현대철학사조

4학년 2학기 역사철학 동서비교철학

주역사상 퇴계 율곡철학

2) 대학원

(1) 석사과정:

서양고대철학 사회철학 윤리학

종교철학 중국고대철학 한국철학

양명학 서양중세철학 서양현대철학

과학철학 역사철학 실존철학

한국유학 중국근세철학 서양근세철학

인식론 동서철학비교 형이상학

해석학 한국실학 중국청대철학

(2) 박사과정

언어철학연구 사회철학연구 동서철학비교연구

서양고대철학연구 현대윤리학연구 한국철학연구

제자백가연구 종교철학연구 현상학연구

경험론연구 과학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구

퇴계 율곡철학연구 성리학연구 실존철학연구

영 미철학연구 독일철학연구 형이상학연구

노장철학연구 유가철학연구 양명학연구

현대유럽철학연구 논리학연구 철학적인간학연구

가치론연구 프랑스철학연구 역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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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불비교연구 분석철학연구 유물론연구

예술철학연구 인식론연구 송명철학연구

중국청대철학연구 한국실학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디오니소스제 학술제(학부 행사)

제 1회 1973.10.29. 발표내용에 대한 기록 없음.

제 2회 1979.10. . 후설의 현상학 - 이영호(성균관대 교수)

제 3회 1980.11.28. 희랍사상에 있어서의 디오니소스의 의의 - 박종

현(성균관대 교수)
종교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가? - 황필호(덕

성여대 교수)

제 4회 1983. 5.12. Hegel의 변증법과 역사 - 이석윤(동국대 교수)

노자의 도와 덕 - 김항배(동국대 교수)

현실과 인식 - 황경식(동국대 교수)

제 5회 1984.11.9- 11 Wittgenstein의 이해를 위한 소고: 그의 윤리관을

중심으로 - 윤용택(철학과 3년)

중국 본체론에 대한 고찰: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

는 묵자 - 유흔우(철학과 3년)

현대 Humanism의 방향성을 구하는 시론 - 이

준호(철학과 3년)

제 6회 1985.11.1- 2. J. Locke의 언어관에 대한 고찰 - 신기훈(철학과

3년)

예술철학으로 본 심미주의 - 엄규섭(철학과 3년)

H. Marcuse와 K. Popper의 사화인식에 관한 고

찰 - 양우성(철학과 2년)

제 7회 1986.11.14- 15. 폭력이란 무엇인가? - 황필호(동국대 교수)

공자 인본주의 철학사상 - 유병래(철학과 3년)
개체와 공동체에 대한 사회존재적 해석 - 홍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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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3년)

제 8회 1987.11.6- 7.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소외의 문제 - 김용정

(동국대 교수)

민중불교와 해방신학 - 황필호(동국대 교수)
맹자의 사회사상: 修己와 治人을 중심으로 - 이희

욱(철학과 3년)

변증법적 유물론에 있어서의 모순개념에 대한 고찰:

모택동의 모순론을 중심으로 - 정용식(철학과 3년)

제 9회 1988.10.27- 28. 경세유표 연구 서설 - 이유진(동국대 박사과정)

선진시대 정명사상의 전개과정 - 이진희(철학과

2년); 논평 - 이희욱(철학과 4년)

과학적 공산주의의 기초 - 송병철(철학과 3년)

주체사상 비판 시론 - 신상기(철학과 3년); 논평

- 심응래(철학과 4년)

제10회 1989.10.27- 28. 12세기의 시대상황속에서 본 삼국유사 - 김성

호(철학과 3년)
유물변증법과 정치경제학 - 조극훈(철학과 3년)

여성해방 일반론 - 박민미(철학과 2년)

제11회 1990.11.2- 3. 스핑크스의 실수 - 홍진기(철학과 2년)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일고찰 - 사회철학 연구팀

제12회 1991.11.2- 3. 철학사를 통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홍

성훈(철학과 3년); 논평 - 함원규(동국대 석사과정)
Marxism의 총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승

철(철학과 3년); 논평 - 조극훈(동국대 석사과정)

제13회 1992.10.1- 2. 현대유학의 방향 - 유만춘(철학과 4년); 논평 -

유흔우(동국대 박사과정)

과학법칙의 형식적 성격에 대한 연구 - 이진희

(철학과 4년); 논평 - 김영진(동국대 석사과정)
제14회 1993.11.5- 6. 논문제목 미상 - 정성호(동국대 교수): 교수취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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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제시하는 힘들고 드문 길 - 안국준

(철학과 3년); 논평 - 김영진(동국대 석사과정)

신의 현존에 관한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논증 고

찰 - 문경환(철학과 3년); 논평 - 홍성훈(동국대

석사과정)

제15회 1994.10.28- 29. 철학의 위기는 없다 - 김용정(동국대 교수)

존재론적 탐구에 의하여 의미되는 것은 무엇인

가? - 김영진(동국대 석사과정)

盧迅의 영명한 철인과 니이체의 위버맨쉬 - 엄

성훈(철학과 4년); 논평 - 유만춘(동국대 석사과정)
제16회 1995. . . 理論과 實踐 - 이석윤(동국대 교수)

수리철학 - 이숙경(철학과 3년); 논평 - 이진희

(동국대 석사과정)

자크 라깡의 언어철학 - 이은정(철학과 4년); 논

평 - 신재용(동국대 석사과정)

中國 性論의 始發 - 박동호(철학과 3년); 논평 -
이후덕(동국대 박사과정)

제17회 1996. . . 혼돈과 질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며 - 최

인숙(동국대 교수): 교수취임강연

기하학의 철학사적 영향에 대한 고찰 - 수리철학

학회; 논평 - 이진희(동국대 박사과정)

플라톤의 이데아론 - 서양철학 학회; 논평 - 홍

성훈(동국대 석사)

제18회 1997. . . 중국철학의 시스템론적 이해 - 유흔우(동국대 교

수): 교수취임강연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고찰 - 김정태

(철학과 4년); 논평 - 홍성훈(동국대 박사과정)

생태계의 위기와 생태윤리 - 김창규(철학과 4년);
논평 - 남정우(동국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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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연구발표회

제 1회 1990. 5. 19. 焦循의 性善解 五篇 - 유흔우

관념사적 思想史硏究論에 대한 論評 - 이유진

헤겔의 계약론 비판과 법철학 의 추상적 법에

관한 노트 - 강유원

제 2회 1990. 8. 17. 형식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의 관계 - 이만근

메논의 역설과 상기설 - 여상구

孟子와 告子의 人性論 考察 - 이후덕

제 3회 1990. 12. 1. 과학과 철학의 관계 - 윤용택

張子 正蒙註 太和 에 나타난 王夫之의 氣思想 -
윤성룡

攷 - 조진만

제 4회 1991. 2. 8. 명제의 이해에 관하여 - 박우현

아리스토텔레스의 무한 개념에 관하여 - 김태식

헤겔에 있어서의 시원의 문제 - 송병철

제 5회 1991. 5. 18. 실체의 형상에 관한 고찰 - 문계석

老子의 道體에 관한 一考察 - 유병래

제 6회 1991. 7.27. 三峰의 性理學的 특성과 그 영향 - 장성재

倫理學에 있어서의 動物의 地位 - 김학택

헤겔 실천철학의 이념으로서의 자유 - 강유원

제 7회 1991. 11. 8. 공리체계에 있어서의 가설의 성격 - 이영수

절대적 주관성에 관한 고찰 - 조극훈

현상학적 환원에 관한 小考 - 함원규

헤겔의 시원문제 - 권기환

제 8회 1992. 2. 29. 孟子의 天觀 - 유승종

제 9회 1992. 5. 30. 공리체계에서 나타난 가설의 특성: 공리 공리체계

가설 - 이영수

헤겔의 예술미 개념과 미의 구조분석 - 윤영학

滄浪 成文濬(1959 - 1626)의 太極陰陽互根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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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헌

朱子와 陳亮의 王覇 義理 논쟁에 관한 연구 -

이석주

제10회 1992. 8. 14. 丁若鏞 全 著作 속에서의 禮 - 이유진

PLAT O의 SYMPOSIUM 내용정리 - 노지현

제11회 1992. 12. 5. 莊子 哲學 硏究: 인간론을 중심으로 - 박형근

焦循의 格物致知에 대한 연구(2) 를 위한 자료 분

석 유흔우

제12회 1993. 2. 20.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하는 방법에 관한 고찰

- 김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이론 - 이명훈

제13회 1993. 7. 15. 형상의 분리에서 결합으로 - 여상구

제14차 1993. 9. 4. 조건 진술의 논리적 형식화를 위한 소고 - 윤용택

이후의 대학원 연구발표회에 대한 기록은 보존되어있지 않음. 대학원

연구발표회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재학 이상자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 분기별로 1회의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음. 1998년 1/ 4분기 발표회는 1998년 3월 14일로 예정되어있음.

5. 기타 사항

- 대학원 석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지도하는 학부생 공부모임이 매 학기

진행되고 있음.
- 철학사상 발간: 동국대학교 철학회에서는 학과 학술지로서 철학사

상 을 발행하고 있음. 현재 통권17호.

- 대학원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국대학교 철학회에서 간행하는 철학사상 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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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60. 2. 20. 인문대학 철학과로 창설

1966. 2. 16. 대학원에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신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최성묵 남 1982. 3.- 현재 철학박사 영남대학교 근세철학(헤겔)

정영도 남 1975. 3.- 현재 철학박사 영남대학교 현대철학

조관홍 남 1980. 3.- 현재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근세철학(헤겔)

강동균 남 1982. 9.- 현재 문학수사 일본 동경대학교 인도불교철학

박영태 남 1985. 3.-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현대영미분석철학

이병창 남 1990. 3.- 현재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사회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2) 대학원 : 6명

4. 교과 과정

1) 학부

2학년 1학기 인도철학의 뒤안길(전인) 윤리학(전인)

삶의 철학(전심)

2학년 2학기 현대철학(전인) 낭만주의철학(전인)
기호논리학(전인) 사회와법의철학(전인)

대승불교의이해(전인) 동서양철학세미나(전인)

3학년 1학기 실존철학(전인) 변증법(전인)

영미철학(전인) 중국철학(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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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철학(전심) 문화와철학(전심)

프랑스철학(전인)

3학년 2학기 한국철학사(전인) 독일고전철학(전인)

정신분석학과철학(전심) 해석학(전심)
과학철학(전심) 역사와지성(전심)

철학교육론(교직)

4학년 1학기 문학과철학(전심) 논술의실제(전심)

인도철학특강(전심)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교직)

4학년 2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전선) 인간학(전심)

2) 대학원

노장철학연구 법가철학연구

주역강독 한당철학연구

중국논리학연구 중국윤리학연구

정주학연구 육왕학연구

중국현대사상연구 청대철학연구

한국철학연구 한국실학연구

한국양명학연구 퇴계율곡연구

인도철학특강1 인도철학특강2

인도철학연구1 인도철학연구2

인도철학연습1 인도철학연습2

불교철학특강1 불교철학특강2
불교철학특강3 불교철학연구1

불교철학연구2 불교철학연습1

불교철학연습2

서양고중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구 서양현대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구 인식론연습

인식론연구 형이상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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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연구 윤리학연구

사회철학연습 사회철학연구

실존철학연습 역사철학연습

역사철학특강 과학철학연습

과학철학특강 언어철학연습

언어철학특강 논리철학연구

영미철학연구 해석학연구

현상학연구 변증법연구

종교철학연구 철학적방법론연구

미학연구

동의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0. 10. 2. 철학과 신설

1981. 3. 7. 제 1회 신입생 입학(52명)

1984. 2. 26. 제 1회 졸업생 배출(14명)

1988. 3. 5. 제 8회 신입생 입학(30명)
1995. 3. 5. 제 15회 신입생 입학(30명)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강손근 남 1981. 3.- 현재

박문현 남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동양철학

조만진 남 1982. 3.- 현재 논리학

박만준 남 1984. 3.- 현재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역사철학

배철영 남 1988. 7.- 현재 철학박사 계명대학교 과학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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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 서양근대철학

동양철학의 이해

1학년 2학기 논리와 사고 현대철학의 이해

철학과 세계관 중국철학사

2학년 1학기 인식론 존재론

미학의 기초 언어와 사상

2학년 2학기 의식과 신체 한국철학사

예술과 행위의 해석학 윤리학

3학년 1학기 독일관념론 욕망과 문화이론

노자와 장자 생명과 환경윤리

영화미학 성과 문명

기의 철학

3학년 2학기 미학과 예술비평 사회비판이론

유학과 현대 심리철학

4학년 1학기 대중문화의 철학적 이해 유토피아론

철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근대철학

여성과 철학 문학속의 철학

주역의 인간과 세계

4학년 2학기 컴퓨터와 윤리학 미래사회와 철학

프랑스철학

5. 학술활동 내용

1) 초청강연회(1990. 9. 28.)
안진오, 동학사상과 갑오농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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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2) 초청강연회(1992. 9. 28.)

성재도, 미륵 정토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3) 초청강연회(1993. 9. 21.)
곽만연, 환경과 철학

4) 초청강연회(1994. 9. 28.)

이왕주, 한국사회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5) 초청강연회(1995. 9. 27.)

성동환, 한국의 풍수지리

명지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5. 2. 9. 인문대학 철학과로 창설(야간)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임석진 남 1967.3.-현재 철학박사 독일 프랑크프르트대 서양철학

문석윤 남 1995.8.-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김윤구 남 1996.3.-현재 철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서양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의 근본문제1(전공Ⅰ) 철학독일어1(전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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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개설(전공Ⅰ)

1학년 2학기 철학의 근본문제2(전공Ⅰ) 철학독일어2(전공Ⅰ)

중국선진철학(전공Ⅰ)

2학년 1학기 인식론(전공Ⅰ) 논리학(전공Ⅰ)
고대철학1(전공Ⅰ) 합리론1(전공Ⅰ)

현대철학1(전공Ⅰ) 중세철학(전공Ⅰ)

칸트1(전공Ⅰ) 중국성리학(전공Ⅰ)

인도철학개설(전공Ⅰ)

2학년 2학기 형이상학(전공Ⅰ) 윤리학(전공Ⅰ)

고대철학2(전공Ⅰ) 합리론2(전공Ⅰ)
현대철학2(전공Ⅰ) 경험론(전공Ⅰ)

칸트2(전공Ⅰ) 한국성리학(전공Ⅰ)

불교철학(전공Ⅰ)

3학년 1학기 관념론1(전공Ⅱ) 서양철학특강1(전공Ⅱ)

불교철학원전강독(전공Ⅱ) 중국철학특강(전공Ⅱ)

3학년 2학기 관념론2(전공Ⅱ) 서양철학특강2(전공Ⅱ)
헤겔 정신현상학 (전공Ⅱ) 중국철학원전강독(전공Ⅱ)

4학년 1학기 헤겔 대논리학 (전공Ⅱ) 변증법특강1(전공Ⅱ)

한국철학원전강독(전공Ⅱ)

4학년 2학기 변증법특강(전공Ⅱ) 동서융합과 21C(전공Ⅱ)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과특강(1995.10.17)

이태영, 현대인과 명상

2) 철학과특강(1996.5.15)

Skowron Michael, 통일과 다수(Unity and Multitude)

6. 기타

철학과는 철학적 사유를 통한 논리적 사고력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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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안목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최신의 현대적 이론 전반을 폭

넓고 심도있게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본 학과에는 동서철학 비교연구소가 개설되어 있고, 본대학에 사

무실을 둔 한국헤겔학회는 도서기증을 비롯한 독일연방정부의 지원과 교

수초청강연 및 세미나와 같은 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있다. 졸업후에

는 학문,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 동서철학비교연구소

1. 설립목적

오늘 우리의 현실을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

러한 시대에 걸맞는 전문적인 연구여건이나 조건은 특히 인문분야에 있어

서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데올로

기 대립의 시대 이후 의 현실은 경제제일주의나 극도의 소비문화에로의

경향을 보여주지만 정녕 이러한 현실의 근본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항상 도외시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철학은 목적에 대한 반성없이 그저 달려가기만 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근본 성찰을 통해 현실을 해부하고 그에 근거하여 살아 있는 미래상을 제

시할 욕구와 사명을 느낀다. 요컨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세계와 한국의 위치를 자각하여 학술, 문화의 계발과 함께

독자적인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동서양을 망라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비

교 고찰하며 탐구하는데 있다.

2. 역대소장

1) 초대연구소장 : 임석진

2) 현 연구소장 : 임석진

3. 연구인력

1) 서양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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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진(독일관념론, 동서비교철학) 교수겸임 전임연구원

김윤구(독일관념론) 교수겸임 전임연구원

김창호(독일관념론, 사회철학) 객원교수겸임 연구원, 중앙일보 전문기자

김준수(독일관념론, 윤리학) post doc. 연구원

김병철(독일관념론) 전임연구원

4. 연구활동

1)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 : 1994.6.17

헤겔철학의 인륜적 요소와 미래한국의 정신적 지표

보편과 특수의 상관성을 통한 공동체 이념의 탐구

2) 정기학술발표회 : 1994.7.3

이데올로기 이후 시대의 노동개념에 대한 헤겔적 조망 - 사회적

투쟁과 인륜적 - 종교적 봉사의 윤리적 통합 -

3) 정기학술발표회 : 1994.8.27

헤겔에 있어서 예술미의 개념과 그 문제성

4) 정기학술발표회 : 1994.9.24
인식상의 장애물 헤겔이 돌아오고 있다.

5) 정기학술발표회 : 1994.10.22

헤겔 대논리학에서의 목적론의 문제 - 노동의 존재론적 기초로서 목

적론 - 최근 독일철학계의 평가와 전망

6) 정기학술발표회 : 1994.11.9

헤겔철학체계에서의 자유

7) 정기 학술발표회 : 1994.12.20

헤겔의 소유개념

8) 정기학술발표회 : 1995.1.20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칸트

아펠의 담화이론

9) 정기학술발표회 : 1995. 3.11
철학과 정치, 자유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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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기학술발표회 : 1995.3.21

생태계위기에 대응하는 윤리적 결단

11) 정기학술발표회 : 1995.4.4

칸트윤리학의 위대성과 한계

12) 정기학술발표회 : 1995.5.27

헤겔의 의식과 자유의식

13) 정기학술 발표회 : 1995.6.28

철학의 시간성과 새로움의 문제

14) 정기학술발표회 : 1995.8.8 - 8.9

헤겔의 종교철학과 사회성, 역사성과의 연관

헤겔의 신관

최근 독일 철학계를 돌아보고

15) 정기학술발표회 : 1995.10.7

헤겔의 중국철학관

16) 정기학술발표회 : 1996.3.3

칸트의 실재적 대립과 헤겔의 모순의 존재론

17) 춘계학술대회 : 1996.4.20

니시다의 초기사상과 비교철학

헤겔의 본질론에서 본 모순의 문제

한국에 있어서 헤겔연구 및 수용과 반성

칸트와 헤겔의 우주론 연구

토마스 아퀴나스의 추상과 분리

18) 정기학술발표회 : 1996.5.11

현대의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19) 종교철학 포럼 : 주제 신(神)

철학적 신 : 근대형이상학과 신

법신론적 신 : 스피노자 에티카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신 : 그리스도교의 신관

20) 정기학술발표회 : 19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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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제헤겔연맹 총회참석을 통해본 20세기말의 헤겔연구전망.

헤겔 법철학의 구조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도철학의 불이(不異)론

21) 춘계 학술 발표회 : 1997.6.7
이성과 감성

이성 - 사람안에 있는가 사람밖에 있는가

자연화되지 않는 이성

감성 고통 윤리

감성 행복 가치

배재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6. 3. 인문학부 철학전공 인가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남 청 남 1987. 3.-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양철학

서정욱 남 1995. 3.-현재 철학박사 독 하이델베르크대 서양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학부 : 3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논리학

1학년 2학기 철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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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윤리학 철학방법론

2학년 2학기 철학의 제문제 한국근대철학사

3학년 1학기 철학원전강독 Ⅰ 서양고대중세철학

사회철학 지식의 문제

과학철학 중국고대철학

3학년 2학기 철학원전강독 Ⅱ 서양근대철학

현상학 불교철학

철학여행

4학년 1학기 철학원전강독 Ⅲ 독일관념론

영미철학 실존철학

중국근대철학

4학년 2학기 철학원전강독 Ⅳ 프라그마티즘

역사철학 노장철학

선철유적답사 졸업논문

5. 학술활동 내용

1) 한국동서철학연구회 국제학술대회(1997년 5월 10일)

주제: 인간본성에 대한 윤리적 반성

-주제발표

반창화(중국 연변대): 유교윤리와 인간의 삶

최용철(전북대): 진화론적 윤리학에 나타난 최근 동향과 과제(부제: 인간

본성에 대한 진화론적 성찰)
류인희(연세대): 인간본성에 대한 동양윤리적 반성

-논평 및 토론자:

임수무(계명대), 최영진(성균관대), 황의동(충남대),

이효범(공주대), 박완규(충북대), 송경호(서원대)

-자유발표(서양철학 분과)

최양부(청주대): 하이데거에 있어서 에토스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

송영진(충남대): 플라톤 초 중기의 변증법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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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룡(한남대): 새로운 사회의식의 창출을 위하여(부제: 인간조건으

로서의 공동성)

이경원(충북대): 로마노 구아르디니의 인격체 개념

서정욱(배재대): 파르메니데스에 있어서 여신과 존재자의 문제

Michael Skowron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Drei Verwandlungen

und ein freier Geist .

-자유발표(동양철학 분과)

송인창(대전대): 맹자 왕도사상의 체계

오병무(순천대): 일제 이항의 이기혼연일물설과 이기병발

윤용남(성신여대): 주자 이기설의 정합적 구조

임채우(연세대): 노자 수양 방법론에 대한 일고찰

정성식(성균관대): 정포은의 역사인식과 의리사상

후꾸시 지닌(일본 동경 입정대): Panadura논쟁을 기원으로 하는 양교

의 반성과 전망(불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48. 9. 1. 철학과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기곤 남 1965.- 현재 문학석사 부산대학교 인식론

박영도 남 1982.- 현재 문학석사 이탈리아 울바노대학교 중세철학

하일민 남 1970.- 현재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논리학

김승동 남 1971.- 현재 문학석사 부산대학교 한국철학

김위성 남 1970.- 현재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과학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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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목 남 1982.- 현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윤리학

이영철 남 1982.-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분석철학

김용환 남 1983.- 현재 문학석사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최우원 남 1983.- 현재 철학박사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프랑스철학

박준건 남 1991.- 현재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사회철학

정해왕 남 1992.- 현재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중국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철주 남 1965.- 1992.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철학사

이종달 남 ?- 1960. 서양철학

윤로빈 남 1967.- 1982. 철학박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사회철학

김동수 남 1983.- 1990. 철학박사 대만 대만대학교 중국철학

장만용 남 1957.- 1979. 문학사 일본 동양대학교 동양철학

이인옥 남 ?- 1982. 서울대학교

박태흔 남 ?- 1982. 서울대학교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3명

2) 대학원 : 14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철학의 기초 형식논리학

서양고중세철학사 동양철학고전강독

2학년 중국철학사(전필) 서양근세철학사(전필)

서양현대철학(전필) 윤리학개론(전필)

분석철학(전선) 존재론(전선)
인도철학(전선) 독일관념론(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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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현대영미철학(전선) 과학철학(전선)

변증논리학(전선) 불교철학(전선)

3학년 인식론(전필) 사회철학(전필)
형이상학(전필) 역사철학(전필)

미학(전선) 기호논리학(전선)

송명철학(전선) 윤리학설사(전선)

서양중세철학특강(전선) 인도철학특강(전선)

한국불교철학(전선) 분석철학특강(전선)

철학적 인간학(전선) 윤리학특강(전선)
인식과 언어의 제문제(전선)중국철학특강(전선)

4학년 한국철학사(전필) 현대영미철학특강(전선)

형이상학특강(전선) 동양철학특강(전선)

현대유럽철학특강(전선) 비교사상특강(전선)

논리학특강(전선) 역사상특강(전선)

과학철학특강(전선)
2) 대학원

동양철학사연구 사회철학연구

윤리학연구 인식론연구

한국철학사연구 형이상학연구

논리학연구 비교사상연구

과학철학연구 논리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구

실용주의연구 실존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영미철학연구

유기체론연구 존재론연구

종교철학연구 철학적심리학연구

프랑스철학연구 해석학연구

현상학연구 플라톤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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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철학연구 토마스아퀴나스철학연구

근세독일관념론연구 19세기독일철학연구

현대독일철학연구 비판철학연구

비트겐슈타인연구 심리철학연구

생물학적인식론연구 심신관계론연구

생의철학연구 서양근세철학연구

가치론연습 동서윤리사상비교연구

문화철학연습 변증법사상사연습

변증법적사회이론연구 사회윤리연구

사회정의론연습 역사철학연습

철학적인간학연구 현대사회철학사조연습

미학연습 사회인식론연습

정치철학연구 인간과학연구

예술철학연구 동서문화비교연구

칸트윤리학연구 상황윤리연구

서양사회사상사연습 동양사회사상사연습

헤겔변증법연습 변증법적유물론연습

역사적유물론연습 유토피아사상연구

근대자유주의연구 사회비판이론연구

마르크스주의연구 시민사회이론연구

생태철학연구 공리주의연구

대승불교철학연구 범어원전연구

우파니샤드연구 원시불교철학연구

중국도가철학연구 중국불교철학연구

중국선진유가철학연구 중국송명철학연구

중국제자백가연구 한국도교사상연구

한국민족종교사상연구 한국한사상연구

인도철학사연구 베단타철학연구

요가사상연구 인도논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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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파불교철학연구 인도근세철학연구

한국선,유식불교사상연구 한국화엄,천태불교사상연구

한국성리학연구 한국양명학연구

한국실학사상연구 중국근현대정치철학연구

중국의학철학연구 중국역사철학연구

중국논리학연구 동양과학사상연구

동양미학연구 역사상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학술발표회(1992. 10. 4.)
오토 푀겔러, 하이데거철학에 있어서의 기술문제

2) 학술발표회(1993. 10. 7.)

이나가끼 료즈께, 대학이란 무엇인가?

3) 학술발표회(1994. 4. 20.)

르무안, 프랑스에 있어서 고등학교 철학교육에 관하여

이영철,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논의와 콰인- 데이비슨의 의미불확

정론

4) 학술발표회(1995. 5. 20.)

조용현,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튼의 운동개념의 차이

5) 학술발표회(1995. 7. 1.)

박준건, 마르크스주의는 생태계 위기에 대안일 수 있는가?

6. 부산대학교 철학연구회 활동

1) 슬기와 참 1집

김승동, 중론에 나타난 용수의 공사상에 관한 연구

김위성, 선험적 연역과 반증가능성

박영도, St . T homas 사상에서 본 자연과 인간의 역사적관계

이영철, 원초적 해석론- D. 데이빋슨을 중심으로

박만준,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본 존재이해에 대한 철학사적 고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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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흥식, 마르크시즘 철학에 있어서 인간관의 전개

권선영, J . Dewey 철학에 있어서의 도구주의에 있어서의 도구주의에 관

한 고찰

조만진,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논리사상의 발전과정

전영갑, G. E. Moore의 선에 대한 고찰

조관홍, 헤겔 정신현상학에 있어서 주와 종의 관계

조용현, K. R. Popper의 반증가능성 이론에 관하여

류시열, 트락타투스의 형이상학적 전제

이재봉, 노자의 우주론

박준건, 스피노자의 실체관 연구

2) 슬기와 참 1집

김동수, 묵자의 천도관

한흥식, 초기 헤겔의 기독교 비판

조용현, 갈릴레오- 뉴튼의 운동론과 다아윈의 자연도태론의 방법론적 측면

에서의 비교

박준건, 헤겔 정신현상학 에 있어서의 지배와 예속의 변증법

3) 슬기와 참 4집

김현돈, 게오르그 루카치의 미학이론에 관한 연구

박경숙, 노자의 복귀사상에 대한 연구

심의식, 논리철학논고 에 있어서 말함과 보여줌의 이론에 관한 연구

이인훈, Ernst Bloch의 존재론 연구

정해왕, 역의 철학체계에 관한 연구

4) 슬기와 참 5집

진기행, 사회철학적 인식론의 기초연구

김종식, 칸트 인식론에 있어서의 현상에 관한 연구

김병환, 메를로-퐁띠에 있어서 지각이론에 관한 연구

김종섭, 모순의 변전과 사적 적용

이병길, 인간 단군

5) 슬기와 참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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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삼, 헤겔철학에 있어서 노동의 위상과 구조

손영삼,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에 관한 연구

최세영, 샤르트르에 있어서의 세계와 의식에 대한 연구

민영현, 한의 존재일원에 관한 기초연구

6) 철학세계 1집(1990)

박준건, 마르크스의 과학- 기술론

이부현, 헤겔에 있어서 신은 죽었다는 명제와 부정의 부정의 논리와의

연관성

김현돈, 현실주의 미학이론의 원리-과학적 미학체제의 수립을 위한 시론

정해왕, 주자괘연역의 두 체계와 다산의 견해

이찬훈, 변증법적 모순에 관한 연구

진기행, 하버마스의 대화적 행위 개념 연구

7) 철학세계 2집(1991)

박영도, 가톨릭 사상의 인간관

이인건, 야스퍼스에 있어서 상호소통의 근거

이부현, 헤겔에 있어서 종교철학과 사회,역사성과의 연관

김현돈, 현실주의 미학이론의 원리 2

김동기, 이, 기의 사칠논쟁에 대하여

홍진표,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하느님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연구

8) 철학세계 3집(1992)

박선목, 하르트만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권선영, 니이체철학에 있어서의 선의 개념

이인건, 개념과 판단

박만준, 헤겔의 실천 개념

문현병,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성립과 발전 약사

배철영, 비판적 사회과학과 의사소통 공동체

심의식, 니이체에 있어서의 Ironie와 원근법주의

최영희, 후설현상학에서의 타자 구성

김영민, An Unphilosophical Excuse for the Philosophical Si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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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nce of Silence

김종선, 원효의 무애행

9) 철학세계 4집(1993)

이인건, 야스퍼스에 있어서 Dasein의 개념

강손근, 예술 모방설에 대한 반성

박만준,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

박준건, 생태학과 사회철학

최영희, 대상화를 중심으로 본 쉘러의 철학적 인간

김현돈,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사적 배경

김동기, 봉건적 사상에서의 문과 무

진기행, 하버마스의 보편적 어용론 연구

최신일, 가다머에 있어서의 이해의 개념 1

정재권, 모택동사상의 실천론에 관한 연구

민영현, 청한자 김시습의 철학사상연구

10) 철학세계 5집(1994)

권선영, J. Dewey철학에 있어서의 경험주의에 관한 연구

정상모, 지식과 정당화

김영민, 시간과 역사성의 현상학

최영희, 고전적 인간관과 쉘러의 철학적 인간관의 비교

정재권, 모택동의 모순론에 관한 연구지식과 정당화

김병환, 메를로-뽕띠의 실존적 현상학에 있어서 언어의 근원성

윤종갑, 용수 중론 의 제주석에 대한 문헌학적 비교, 검토

이병길, 마르크스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변증법적 관계

김동기, 퇴계에서 정치사상의 특질

11) 철학세계 6집(1995)

정상모, On Objectivity

이찬훈, 역사법칙 논쟁

안원현, 폴 리꾀르의 상징 해석학과 예술이해

민영현, 한국불교의 특성과 고유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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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일, 해석학에 있어서의 이해의 역사성

윤종갑, 노장사상의 무와 불교의 공

배철영, 아펠의 인식인간학적 사회과학론

심의식, 니이체에 있어서 비극과 디오니소스의 개념

이재봉, 장자의 천인합일사상

강손근, 플라톤 미학에 있어서 영감과 모방

부산외국어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4. 9. 5. 철학과 신설(야간)

1995. 3. 3. 신입생 입학식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이인건 남 1983. 3.-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실존철학

이재봉 남 1996. 9.-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중국철학

박병철 남 1997. 9.- 철학박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분석철학

3. 학생 수 (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세계관과 철학의 원리(계기)

한국의 전통문화와 철학(계기)

1학년 2학기 논리와 사고(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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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윤리적 제문제(계기)

2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전필)

유가철학(전선) 윤리학(전선)

현대논리학(전선) 철학적인간학(전선)
2학년 2학기 서양근세철학(전필)

도가철학(전선) 현대독일철학(전선)

형이상학(전선) 정치철학(전선)

3학년 1학기 인식론(전필)

불교철학(전선) 분석철학(전선)

중국철학(전선) 변증법(전선)
현대프랑스철학(전선)

3학년 2학기 한국철학(전필)

인도철학(전선) 현대영미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현상학(전선)

4학년 1학기 과학철학(전선) 문화철학(전선)
4학년 2학기 동양철학의 이론과 실제(전선)

현대인과 공동체의식(전선)

서강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60. 철학과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강영안 남 1990. 3.- 현재 철학박사 암스텔담자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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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관념론, 예술철학

김완수 남 1987. 3.- 현재 철학박사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희랍고전철학, 형이상학

박종대 남 1982. 9.- 현재 철학박사 독일 뮌헨대학교

사회철학, 독일관념론

성 염 남 1991. 9.- 현재 철학박사 Pontificia Studiorum 종교철학,

Universitas Salesiana 중세철학

Spalatin 남 1965.9.-현재 신학박사 Pontificia Universitas 철학적 신론

Gregoriana

엄정식 남 1981. 9.- 현재 철학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분석철학, 윤리학

정인재 남 1984. 3.- 현재 문학박사 중국문화대학교

중국철학, 한국철학

최진석 남 1998. 3.- 현재 철학박사 중국 북경대학교 도가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태관 남 1960.- 1985 철학박사 일본 상지대 종교철학

김규영 남 1967.- 1985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종교철학

이한조 남 1968. 3.- 현재 문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과학철학,

분석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2명

2) 대학원 : 10명

4. 교과 과정

철학적방법론 기호논리학1
기호논리학2 서양고대철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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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중세철학특강 서양근대철학특강

중국고대철학특강 불교철학특강

도가철학의 특강1 윤리학연습

형이상학연습 철학적인간학연습

그리스철학연구 라틴철학연구

중국철학연구 인도철학연구

한국철학연구 관념론

실재론 경험론

선험론 구조주의

분석철학 과학철학연구

사회철학의 연구 종교철학연구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네오플라토니즘과 그리스트 교철학

교부철학특강 종교철학연습

네오토미즘특강 신앙과 이성

현상학 해석학1
해석학2 프랑스철학

독일철학 현대영국철학1

현대영국철학2 미국철학1

미국철학2 도덕철학연구

예술철학연구 심리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1 역사철학연구2
언어철학연구 논리철학

자연철학연구 독일관념론연구1

독일관념론연구2 사회윤리학연구1

사회윤리학연구2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사상1 아우구스티누스사상2

토마스사상1 토마스사상2
토마스사상3 스코투스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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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론 신비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안셀무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쯔 로크

흄 칸트

헤겔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후설 키에르케골

하이데거 콰인

아리스토텔레스논리사상 논리학사

인식논리학 과학철학연습

현대철학특강1 현대철학특강2

분석철학특강 윤이상학

사회윤리학특강 윤리학연구

사회철학특강1 사회철학특강2

그리스철학 그리스철학특강1
그리스철학특강2 실존철학연구

종교철학연습 생철학연구

제자백가연구 유가철학연구

도가철학연구 주자학연구

양명학연구 법가철학특강

기철학연구 대승불학연구

현대중국철학 명가특강

한국성리학연구 원시불교연구

형이상학연구1 형이상학연구2

인식론연구 논리학설연습

철학적논리학 주역연구

의미론연구 철학적심리학특강

인식론특강 과학철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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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특강 현대윤리학특강

실천윤리학특강 사회철학연습

이탈리아철학 둔스스코투스

오캄 에카르트

선의문제연구 악의문제연구

플라톤연습1 플라톤연습2

플라톤연습3 플라톤연습4

플라톤연습5 플라톤연습6

아리스토텔레스연습1 아리스토텔레스연습2

아리스토텔레스연습3 아리스토텔레스연습4
아리스토텔레스연습5 프랑스철학연습1

프랑스철학연습2 프랑스철학연습3

프랑스철학연습4 프랑스철학연습5

생명철학연구 교육철학연구

법철학연구 한국서학연구

정다산연구 최한기연구

중국미학연구 도교철학연구

이퇴계연구 논변연구

인물성동이론연구 원효연구

지눌연구 예송연구

현대중국철학연구 근대한국철학연구

한당경학연구 위진현학연구

수당불학연구

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1

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2

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3

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4

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5
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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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7

소크라테스이전철학특수연구 8

5. 학술활동 내용

1) 월례 콜로키움(1995. 2. 9.)

김영건, 존재론적 자연주의의 두 양태

2) 월례 콜로키움(1995. 3. 25.)

최진덕, 장자의 소유론

서울대학교 미학과

1. 연혁

1946. . . 예술대학에 편입

1960. . . 문리과대학으로 복귀

1970. 3 철학과 미학전공으로 폐합

1975. 3 인문대학으로 변경

1981. 12 미학과 석사 과정 독립, 미학과 박사과정 신설

1984. 11 미학과 학사 과정 독립학과로 복귀.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오병남 남 1970. 3.- 박사수료 미국 Illinois 대학교

예술철학, 조형예술론

김문환 남 1984. 11.- 철학박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현대독일미학, 예술사회학

박낙규 남 1987. 9.-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동양미학

오종환 남 1993. 8.- 철학박사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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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현대영미미학

이창환 남 1993. 9.- . 철학박사 독일 Bielefeld 대학교

변증법, 독일고전미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의현 남 1946.10.- 1974.2. 학사 경성제국대학 독일 관념론 미학

박갑성 남 ? - ?.

김정록 남 1961.8.- 1972.8. 중국 북경대학 동양미학

조가경 남 1962.?- 1965.? 철학박사 독일 대학교 독일 현대미학

백기수 남 1968.2- 1985.12 문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동양미학

임영방 남 1981. - 1992.5 철학 및 미술사학박사

프랑스 파리대학교 미술사, 예술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20명
2) 대학원 : 석사과정 14명

박사과정 4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고대중세미학사(전선) 미학원론(전필)
1학년 2학기 근대미학사(전필) 미학영문강독(전선)

2학년 1학기 예술철학(전선) 음악미학(전선)

미술사상(전선) 연극미학(전선)

2학년 2학기 동양예술론(전필) 예술학(전선)

음악사상(전선) 음악사상(전선)

조형예술론(전선)
3학년 1학기 예술사회학(전선) 음악사론(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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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미학사(전선) 근대영국미학강독(전선)

비평철학강독(전선)

3학년 2학기 예술심리학(전선) 미술사론(전선)

동양미학사특강(전선) 근대독일미학강독(전선)
예술철학강독(전선)

4학년 1학기 무용미학(전선) 현대미학강독1(전선)

미술비평론(전선) 동양예술사상(전선)

현대독일미학연습(전선)

4학년 2학기 영상미학(전선) 현대미학강독2(전선)

음악비평론(전선) 한국예술사상특강(전선)
현대영미미학연습(전선)

2) 대학원

고대미학사상연구 근대프랑스미학사상연구

근대영국미학사상연구 근대독일미학사상연구

현대미학연구1 현대미학연구2,

미학사연습1 미학사연습2
현대미학연습1 현대미학연습2

예술철학연구 예술철학연습1

예술철학연습2 예술학연구

예술학연습 비평철학 특수연구

비평철학 연습 비교미학연습

중국미학사연구1 중국미학사연구2
중국미학사상연습 중국예술론연습

한국예술론연구 미술사론연습

미술양식론연구 르네상스미술론연구

도상학연구 조형예술론연습

종교미술론연습 미술비평사연구

미술비평론연습 비교미술학연구

미술심리학연습 미술사회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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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양식론연구 비교음악학연구

음악비평사연구 음악미학연구

음악사론연습 음악사상사연구

음악비평론연습 음악심리학연습

음악사회학연습

5. 학술활동 내용

1) 국내학술회의(1998. 2. 12.)

이상우, 중국미학에서의 경계론

2) 국내학술회의(1997. 12. 11.)
박성현, 러시아 미학에서 미적 의식의 문제

3) 국내학술회의(1995. 11. 18.)

McCormick, Moderity , Aesthetics and the Bounds of Art

4) 국내학술회의(1995. 10. 13.)

정정화, 설치미술 및 Performance의 철학적 해명

5) 국내학술회의(1995. 5. 30.)(미학과 1차 국내학술회의)
오종환, 총체적 수반으로서의 미적 수반

6) 국제학술회의(1997. 12. 6.)

미학과와 한국미학회 공동주최, 현대사회와 미학

7) 국제학술회의(1996. 12. 7.)

미학과와 한국미학회 공동주최, 미학과 근대성

8) 국제학술회의(1995. 11. 25.)
미학과와 한국미학회 공동주최, 예술과 자연 그리고 미학

9) 국제학술회의(1994. 6. 18.)

미학과와 한국미학회 공동주최, 현대 동 서양의 미학: 그 철학적 쟁

점과 해결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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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46. 8. 22. 국립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로 발족.(비고: 미

군정법 제102호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 에 의하여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과계통과 동 이공학부 이과계통

을 통합하여 문리과대학으로 발족)
1969. 12. 27. 종교학과와 미학과가 철학과에 통폐합되고 전공만 분리.

1975. 2. 28. 관악캠퍼스로 이전, 인문대학 철학과로 새로 발족. 종

교학과와 미학과는 철학과 내의 전공학과로 됨.

1981. 11. 25. 대학원과정의 철학전공, 종교학전공, 미학전공이 각각

학과로 독립.

1982. 11. 25. 대학원과정을 동양철학전공과 서양철학전공으로 분리

신설.

1985. 3. 1. 철학과 내에 통합되어 있던 철학전공, 종교학전공, 미

학전공이 각각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로 승격 분리.

1989. 6. 14. 철학사상연구소를 인문대학 부설로 신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직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남두 남 1985.8.-현재 철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서양고대철학

김상환 남 1995.9.-현재 철학박사 프랑스 Paris 제4대학 프랑스철학

김여수 남 1977.4.-현재 철학박사 독일 Bonn대학 언어철학

김영정 남 1988.3.-현재 철학박사 미국 Brown대학

논리학, 심리철학

김효명 남 1988.3.-현재 철학박사 미국 Indiana대학

서양근세철학, 인식론

백종현 남 1988.7.-현재 철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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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 서양근세철학

소광희 남 1967.12.-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존재론, 형이상학

송영배 남 1988.7.-현재 철학박사 독일 Frankfurt대학

동양(중국 한국)철학

심재룡 남 1980.1.-현재 철학박사 미국 Hawaii대학 불교철학

이남영 남 1972.7.-현재 문학석사 국립대만대학 철학연구소

유가철학, 동양철학

이남인 남 1995.9.-현재 철학박사 독일 Wuppertal대학 독일현대철학

이명현 남 1977.4.-현재 철학박사 미국 Brown대학 분석철학

이태수 남 1982.9.-현재 철학박사 독일 Göttingen대학 서양고대철학

차인석 남 1977.4.-현재 철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사회철학

허남진 남 1992.9.-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철학

황경식 남 1985.8.-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윤리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직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두헌 남 1946.10.- 1950.6. 철학박사 윤리학

안호상 남 1946.10.- 1947.7. 철학박사 독일 Jena대학 독일철학

박종홍 남 1946.10.- 1968.8.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독일현대철학, 한국철학

박홍규 남 1946.10.- 1984.8. 학사 일본 와세다대학 철학과

서양고대철학

민태식 남 1946.11.- 1950.6. 동양철학

고형곤 남 1947.10.- 1959.3.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독일현대철학

이인기 남 1950.1.- 1968.9. 교육철학

최재희 남 1952.12.- 1979.8.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근세철학, 윤리학

김준섭 남 1954.5.- 1978.8. 철학박사 미국 Columbia대학

과학철학, 논리학

조가경 남 1961.8.- 1970.8. 철학박사 독일 Heidelberg대학 독일현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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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길 남 1962.8.- 1986.2. 철학박사 미국 Johns Hopkins대학 윤리학

안상진 남 1967.1.- 1986.2.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독일현대철학

이상철 남 1967.1.- 1986.2.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근세철학, 사회철학

윤명로 남 1972.10.- 1987.8.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독일현대철학

정 진 남 1975.3.- 1992.11.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근세철학, 인식론

한전숙 남 1975.3.- 1992.11.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독일현대철학, 인식론

길희성 남 1982.3.- 1984.2. 철학박사 미국 Harvard대학

인도철학, 한국불교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2) 대학원 : 동양철학 석사 7명, 박사 3명
서양철학 석사 17명, 박사 7명

4. 교과 과정(1959년 - 1998년 현재)

<1959년 - 1960년>

1) 학부

1학년 논리학(전필) 윤리학개론(전필)
서양고대철학사(전필) 서양중세철학사(전필)

서양근세철학사(전필)

2학년 교육원리(전필) 서양윤리사상사(전선)

인식론(전선) 형이상학(전선)

중국철학사(전선) 동양윤리학(전선)

미학개론(전선) 영미철학(전선)
수리논리학(전선) 교육사(전선)

철학연습(전선, 2, 3, 4공통)

윤리학연습(전선, 2, 3, 4 공통)

3학년 현대철학(전선) 인도철학(전선)

철학특강(전선, 3, 4 공통)

윤리학특강(전선, 3, 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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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학특강(전선) 한국사상사(전선)

교육사개론(전선) 중국철학특강(전선)

역사철학(전선) 교육과정(전선)

교육평가(전선) 교육심리(전선)
4학년 중국철학연습(전선) 교육학연습(전선)

교육학특강(전선) 과학철학(전선)

교육행정(전선) 현대윤리학(전선)

중등교육론(전선) 교사론(전선)

교육사회학(전선) 교육방법론(전선)

2) 석사과정

고대 철학 연구 중세 철학 연구

근세 철학 연구 인식론의 제문제

존재론의 제문제 윤리학의 제문제

중국 철학 연구 수리 논리

변증법 연구 과학 철학

현대 윤리학 연구 현대 영미 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습 현대 독일 철학 연구

현대 불란서 철학 연구 미학의 제문제

인도 철학 연구 중국 철학의 제문제

역학 연구 한국 철학 연구

Platon 특수 연구 Aristoteles특수 연구

Kant 특수 연구 Hegel 특수 연구

Dewey 특수 연구 Heidegger 특수 연구

Jaspers 특수 연구 Russell 특수 연구

Carnap 특수 연구 T omas Aquinas 특수 연구

<1966년 - 1967년>

1) 학부

1학년 철학개론(교필) 철학개론(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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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고대철학사(전필) 형식논리학(전필)

윤리학개론(전필)

2학년 서양중세철학사(전필) 서양근세철학사(전필)

교육학개론(전필) 교육철학(전선)
교육사(전선) 한국철학사(전선)

중국철학사(전선) 인도철학사(전선)

서양윤리학사(전선)

3학년 인식론(전선) 형이상학(전선)

과학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윤리학특강(전선)
논리학특강(전선) 고대철학특강(전선)

중세철학특강(전선)

4학년 현대철학특강(전선) 근세철학특강(전선)

윤리학연습(전선) 철학연습 Ⅰ(전선)

철학연습 Ⅱ(전선) 철학연습 Ⅲ(전선)

2) 대학원

희랍철학 역사철학

프라톤 연습 한국철학사

아리스토테레스 연습 중국철학

중세철학 불교철학

데카르트 연구 희랍철학의 제문제

베르그송 연구 프라톤 연구

독일고전철학 아리스토테레스 연구

방법론 연구 칸트 연구

기호논리학 연구 베르그송 철학 연구

인식론 듀이 연구

과학철학 연구 하이덱가 연구

변증법 연구 야스파스 연구

존재론 연구 과학철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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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그마티즘 연구

기호논리학 연구

논리적 실증주의 연구 분석철학 연구

세만틱스연구 윤리학 연구

가치론 변증법 연구

사회윤리학 역사철학의 제문제

휴머니즘 한국철학 연구

현대윤리학

<1968년 - 1969년>
1) 학부

1학년 형식 논리학(전필)

2학년 윤리학개론(전필) 철학개론(전필)

서양고대철학사(전필) 서양중세철학사(전선)

서양근세철학사(전필) 교육학개론(전필)

한국철학사 Ⅰ(전필) 교육철학(전선)
교육사(전선) 한국철학사 Ⅱ(전선)

중국철학사(전선) 인도철학사(전선)

서양윤리학사(전선) 인식론(전선)

가치론(전선) 방법론(전선)

3학년 실존철학(전선) 현상학(전선)

형이상학(전선) 과학철학(전선)
기호논리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고대철학특강 Ⅰ(전선)

고대철학특강 Ⅱ(전선) 중세철학특강 Ⅰ(전선)

중세철학특강 Ⅱ(전선) 근세철학특강 Ⅰ(전선)

근세철학특강 Ⅱ(전선) 현대철학특강 Ⅰ(전선)

현대철학특강 Ⅱ(전선) 윤리학특강 Ⅰ(전선)
윤리학특강 Ⅱ(전선) 고대철학특강 Ⅲ(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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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학특강 Ⅳ(전선) 근대철학특강 Ⅲ(전선)

근대철학특강 Ⅳ(전선) 현대철학특강 Ⅲ(전선)

현대철학특강 Ⅳ(전선) 윤리학특강 Ⅲ(전선)

한국철학특강(전선)
4학년 문화철학(전선) 존재론(전선)

고대철학연습 Ⅰ(전선) 고대철학연습 Ⅱ(전선)

고대철학연습 Ⅲ(전선) 고대철학연습 Ⅳ(전선)

중세철학연습 Ⅰ(전선) 중세철학연습 Ⅱ(전선)

근세철학연습 Ⅰ(전선) 근세철학연습 Ⅱ(전선)

근세철학연습 Ⅲ(전선) 근세철학연습 Ⅳ(전선)
현대철학연습 Ⅰ(전선) 현대철학연습 Ⅱ(전선)

현대철학연습 Ⅲ(전선) 현대철학연습 Ⅳ(전선)

윤리학연습 Ⅰ(전선) 윤리학연습 Ⅱ(전선)

원전강독 Ⅰ(전선) 원전강독 Ⅱ(전선)

원전강독 Ⅲ(전선) 원전강독 Ⅳ(전선)

논리학 특강(전선) 윤리학연습 Ⅲ(전선)
2) 대학원

희랍철학 플라톤연구

아리스토텔레스연구 중세철학

데카르트연구 베르그송연구

독일고전철학 방법론연구

기호논리학연구 인식론

과학철학연구 존재론연구

프라그마티즘연구 논리적실증주의연구

세만틱스연구 현대윤리학

사회윤리학 휴머니즘

역사철학 한국철학사

중국철학 불교철학

Husserl연구 사회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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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학 적 인 간 학

윤리학연습

고 전 윤 리 제 설

윤리학특수강의

에피큐로스학파연구 Stoa학파연구

고대회의주의학파연구 신플라톤학파연구

헬레니즘시대의 철학 로마시대의 철학연구

고대말기철학연구 고대철학연습

박사과정

프라톤전말기철학 프라톤후반기철학

아리스토테레스연구 헤레니즘시대의 철학

희랍철학의 제문제 로마시대의 철학

형이상학의 제문제 비판철학의 인식론

비판철학의 변증법 역사인식론

헤겔에 있어서의 변증법 헤겔 이후의 역사철학

윤리학설의 제유형 베르그송철학연구

듀이철학연구 하이덱거연구

야스퍼스연구 현대철학에 있어서의 변증법

과학철학연구 기호논리학연구

분석철학연구 세만틱스연구

프래그머티즘연구 비트겐슈타인연구

카르납연구 현상학

방법론연구 한국철학의 제문제

한국사상의 근대화 현상학연구

사회철학 윤리학연습 Ⅰ

윤리학연습 Ⅱ 윤리학특수강의

철학적 인간학 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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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 1971년>

1) 학부

2) 대학원(석사)

휴머니즘 과학철학연구

희 랍 철 학

현대논리학

사회철학 이론학사연구

형이상학연구 프라그마티즘연구

독일고전철학 기호논리학연구

중세철학 고전이론제설 1

역사철학 분석철학

헬리니즘 시대의 철학 고전이론제설 Ⅱ

칸트연구 이론실증주의연구

플라톤연구 윤리학연습

변증법연구 세만틱스연구

아리스토텔레스연구 윤리학특수강의 연구

박사과정

인식론 과학철학연구

Platon철학 논리학설의 제유형

변증법 기호논리학연구

아리스토텔레스연구 듀이철학연구

역사인식론 분석철학연구

희랍말기철학의 제문제 논리학연습(1)

현대의 역사철학 비트겐슈타인연구

로마시대의 철학 가치론연구

현대철학에 있어서 변증법 카르납연구

형이상학의 제문제 논리학연습(2)
사회철학 방법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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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송철학연구 논리학특수강의연구

<1976년>

1) 학부

2학년

서양고중세철학사 기호논리학

윤리학개론 서양근세철학사

동양철학사 현대프랑스철학

고중세철학특강 사회철학

동양철학연습

3학년

한국철학사 인식론

형이상학 현대철학사상

현대윤리학 존재론

역사철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서양고중세철학연습

근세철학연습 현대철학연습

한국철학연습

4학년

가치론 근세철학특강

현대철학특강 형이상학연습

사회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존재론연습 인식론연습

가치론연습 역사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2) 대학원

<1977년>
1)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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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서양고대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연습 동양철학연습

한국철학연습 윤리학연습

인식론연습 역사철학연습

가치론연습 과학철학연습

사회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습

존재론연습 서양고대철학연구

서양근세철학연구 서양현대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한국철학연구

윤리학연구 언어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방법론연구

서양중세철학연구 가치론연구

형이상학연구 인식론연구

논리학연구 역사철학연구

사회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철학적인간학연구 현상학연구

존재론연구

<1981년>

1) 학부

1학년

서양고중세철학사 윤리학

기호논리학 동양철학개론

서양근세철학사 인도철학사

서양고중세철학특강 사회철학

2학년

인식론 한국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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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가철학사 논리학특강

현대철학사조Ⅰ 근세철학특강

역사철학 언어철학

서양고중세철학연습

3학년

형이상학 한국불교철학

중 국 불 교 철 학 사 현 대 철 학 사 조 Ⅱ

불란서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근세철학연습 현대윤리학

4학년

현대철학연습 동양철학연습

과학철학 사회철학연습

형이상학특강 노장철학

인식론연습 윤리학연습

역사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형이상학연습 한국철학연습

2) 대학원

서양고대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습 인식론연습

존재론연습 형이상학연습

현상학연습 윤리학연습

가치론연습 사회철학연습

역사철학연습 논리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심리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구

서양근세철학연구 서양현대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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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연구 존재론연구

형이상학연구 현상학연구

윤리학연구 가치론연구

사회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논리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철학적 인간학연구 문화철학연구 콜로커울

동양철학 한국유가철학연습

한국불가철학연습 노장철학연습

신유가철학연습 대승불교철학연습

제가백가연구 동양예술철학연구

역경철학연구

동양철학 대학원

유가철학공통토의 불교철학공통토의

도가철학공통토의 한국철학공통토의

인도철학공통토의 일본철학공통토의

동양철학연구방법론 인도윤리학연습

중국윤리학연습 인도논리학연습

신유가철학연습 중국근대철학연습

중국현대철학연습 한국도교사상연습

한국성리학연습 한국실학사상연습

한국근대철학사상연습 초기불교철학연습

대승불교철학연습 중국불교철학연습

배단타철학연습 인도현대사상연습

사서연구 신진고전연구

도덕경, 장자연구 우파니샤드연구

바가바드, 기타연구 소승불교경전연구

대승불교경전연구 동양예술철학연구

용수연구 세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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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카라연구 라마누자연구

원효연구 지눌연구

주자연구 왕양명연구

퇴계연구 율곡연구

<1985년>

1) 학부

2학년

서양고중세철학사 윤리학

기호논리학 동양철학개론

서양근세철학사 인도철학사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강독

사회철학

3학년

서양고중세철학의 제문제 한국철학사

중국유가철학 논리학특강

현대철학사조 Ⅰ 서양근세철학의 제문제

역사철학 언어철학

형이상학 한국불교철학

중국불교철학 현대철학사조 Ⅱ

현대철학사조 Ⅲ 언어철학강독

서양근세철학강독 현대윤리학

형이상학의 제문제

4학년

현대철학강독 동양철학강독

과학철학 사회철학강독

노장철학 인식론강독

윤리학강독 역사철학강독

과학철학강독 형이상학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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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가철학

2) 대학원

동양철학전공

유가철학공통토의 불교철학공통토의

도가철학공통토의 한국철학공통토의

인도철학공통토의 일본철학공통토의

동양철학연구방법론 중국윤리학연습

인도논리학연습 중국논리학연습

신유가철학연습 중국근대철학연습

중국현대철학연습 한국도교사상연습

한국성리학연습 한국실학사상연습

한국근대철학사상연습 초기불교철학연습

대승불교철학연습 중국불교철학연습

Vendanta철학연습 인도현대사상연습

중국도교사상연습 한국불교철학연습

사서연구 선진고전연구

도덕경장자연구 Upanishad연구

Bhagavad Gita연구 소승불교경전연구

대승불교경전연구 동양예술철학연구

용수연구 세친연구

원효연구 지눌연구

주자연구 왕양명연구

퇴계연구 율곡연구

다산연구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서양철학전공

서양고대철학연습 서양중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습

인식론연습 존재론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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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연습 현상학연습

윤리학연습 사회철학연습

역사철학연습 논리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서양현대철학특강 인식론특강

존재론특강 형이상학특강

현상학특강 윤리학특강

사회철학특강 역사철학특강

언어철학특강 분석철학특강

철학적방법론특강 서양고대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구 서양근세철학연구

서양현대철학연구 인식론연구

존재론연구 형이상학연구

현상학연구 윤리학연구

가치론연구 사회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논리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철학적방법론연구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1989년>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전필)

2학기 동양철학개론

2학년

1학기 윤리학(전필) 기호논리학(전필)

327



특집

서양근세철학사(전필) 인도철학사

2학기 인식론(전필) 서양고중세철학강독

사회철학 한국철학사(전필)

논리학특강

3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의 제문제 중국유가철학

현대철학사조Ⅰ 서양근세철학의 제문제

역사철학 언어철학

형이상학(전필)

2학기 한국불교철학 중국불교철학

현대철학사조 2 현대철학사조 3

서양근세철학강독 현대윤리학

형이상학의 제문제 과학철학

4학년

1학기 현대철학강독 동양철학강독

사회철학강독 노장철학

인식론강독 윤리학강독

과학철학강독

2학기 언어철학강독 역사철학강독

형이상학강독 한국유가철학

2) 대학원

동양철학전공

유가철학공통토의 불교철학공통토의

도가철학공통토의 한국철학공통토의

인도철학공통토의 일본철학공통토의

동양철학연구방법론 중국윤리학연습

인도논리학연습 중국논리학연습

신유가철학연습 중국근대철학연습

중국현대철학연습 한국도교사상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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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리학연습 한국실학사상연습

한국근대철학사상연습 초기불교철학연습

대승불교철학연습 중국불교철학연습

Vendanta철학연습 중국도교사상연습

한국불교철학연습 법가사상연습

사서연구 중국실학사상연습

선진고전연구 도덕경장자연구

소승불교경전연구 대승불교경전연구

동양예술철학연구 한대철학연구

용수연구 위진철학연구

원효연구 지눌연구

주자연구 왕양명연구

퇴계연구 율곡연구

다산연구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서양철학전공

서양고대철학연습 1 서양중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습 1 서양현대철학연습

인식론연습 존재론연습

형이상학연습 현상학연습

윤리학연습 사회철학연습

역사철학연습 논리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가치론연습

서양고대철학연습2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연습 2 서양현대철학특강

인식론특강 존재론특강

형이상학특강 현상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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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특강 사회철학특강

역사철학특강 언어철학특강

분석철학특강 철학적방법론특강

서양고대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구

서양근세철학연구 서양현대철학연구

인식론연구 존재론연구

형이상학연구 현상학연구

윤리학연구 가치론연구

사회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논리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철학적방법론연구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 1993년>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전필) 동양철학개론

2학기 기호논리학(전필) 서양근세철학사(전필)

2학년

1학기 윤리학(전필) 인식론(전필)

중국철학사 논리학특강

현대철학사조 1 현대철학사조 2

2학기 서양고대철학강독 사회철학

중국유가철학 서양근세철학의 제문제

언어철학 중국불교철학

3학년

1학기 역사철학 형이상학(전필)
언어철학강독 서양근세철학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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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교육론 심리철학

서양중세철학특강 동양철학강독

2학기 한국철학사(전필) 서양고중세철학의 제문제

현대윤리학 형이상학의 제문제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인식론의 제문제

과학철학 한국유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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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한국불교철학 사회철학강독

노장철학 인식론강독

윤리학강독

2학기 인도철학사 현대철학강독

역사철학강독 한국철학강독

존재론강독

2) 대학원

동양철학전공

유가철학공통토의 불교철학공통토의

도가철학공통토의 한국철학공통토의

인도철학공통토의 일본철학공통토의

동양철학연구방법론 중국윤리학연습

인도논리학연습 중국논리학연습

신유가철학연습 중국근대철학연습

중국현대철학연습 한국도교사상연습

한국성리학연습 한국실학사상연습

한국근대철학사상연습 초기불교철학연습

대승불교철학연습 중국불교철학연습

Vendanta철학연습 중국도교사상연습

한국불교철학연습 법가사상연습

사서연구 중국실학사상연습

선진고전연구 도덕경장자연구

소승불교경전연구 대승불교경전연구

동양예술철학연구 한대철학연구

용수연구 위진철학연구

원효연구 지눌연구

주자연구 왕양명연구

퇴계연구 율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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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연구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서양철학전공

서양중세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습

인식론연습 존재론연습

형이상학연습 현상학연습

윤리학연습 사회철학연습

역사철학연습 논리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분석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가치론연습

서양고대철학연습2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연습 2 서양현대철학특강

인식론특강 존재론특강

형이상학특강 현상학특강

윤리학특강 사회철학특강

역사철학특강 언어철학특강

분석철학특강 철학적방법론특강

서양고대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구

서양근세철학연구 서양현대철학연구

인식론연구 존재론연구

형이상학연구 현상학연구

윤리학연구 가치론연구

사회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논리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철학적방법론연구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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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원론 1(전필)
2학기 철학원론 2(전필)

2학년

1학기 중국철학사 논리학원론(전필)

과학철학특강 서양고중세철학사

2학기 서양근세철학사 서양고중세철학특강

현대윤리학특강 한국철학사

3학년

1학기 논리학특강 서양근세철학강독#

철학교육론 형이상학특강

유가철학강독# 불교철학강독#

서양고중세철학강독#(#표시는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2학기 인도철학사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서양근세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연습

제자백가강독# 한국철학강독#

언어철학특강#

4학년

1학기 현대철학사조 2 현대철학강독#

사회철학연습 인식론연습

도가철학연습 불교철학연습

2학기 윤리학연습 역사철학연습

존재론연습 유가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습

2) 대학원

동양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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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방법론연습 한국철학방법론연구

동양철학방법론연습 동양철학방법론연구

한국성리학연구 한국불교철학연구

한국근대철학연습 한국근대철학연구

중국불교철학연구 중국근대철학연구

중국선진고전연습 중국선진고전연구

성리학연습 성리학연구

유가철학연습 유가철학연구

도가철학연습 도가철학연구

인도철학연습 인도철학연구

중국근대철학연습 한국성리학연습

중국불교철학연습 한국불교철학연습

대학원논문연구

서양철학전공

서양고대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연구

서양중세철학연습 1 서양중세철학연습 2
서양근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구

서양현대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구

인식론연습 인식론연구

존재론연습 존재론연구

형이상학연습 형이상학연구

윤리학연습 윤리학연구

사회철학연습 사회철학연구

역사철학연습 역사철학연구

논리철학연습 논리철학연구

언어철학연습 언어철학연구

과학철학연습 과학철학연구

문화철학연습 문화철학연구

가치론연습 가치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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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철학연습 심리철학연구

철학적방법론연습 철학적방법론연구

대학원논문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논구 제 1집(1972.)

최재희, 순수이성비판 에서의 選取

이한구, W. Dilthey의 삶의 해석

양문흠, 경험주의에 있어서 직접적 경험의 기술에 관한 비판적 연구

김낙중, 도덕의 동기와 이기

백종현, 직관과 구상 진리구성에 있어서의 역할

신현규, 검증원리 의미의 검증이론을 중심으로

2) 철학논구 제 2집(1973.)

김준섭, 듀이의 경험과 지성과 자유의 철학

이보영, 삼국유사와 僧一然과의 관계 고찰

기종석, Jaspers의 실존철학

김광수, 상징의 논리

T akeo Iwasaki 한단석 역, 역사의 법칙에 관하여

3) 철학논구 제 3집(1974.)

안상진, 하이덱거의 기본존재론

강성위, 사랑의 도덕과 정의의 도덕

진교훈, 막스 쉘러에 있어서 인격

백종현, 우리의 心에 외적인 것 의 실존해명 G. E. Moore의 분석

이여수, Hegel의 변증법

김상배, 가치판단의 진위결정 가능성에 대한 고찰

조성민, 侍天王사상의 발전과 인내천주의의 정립

4) 철학논구 제 4집(1975.)

박상현, 실존의 초월문제

이창대, Platon의 지각과 Pay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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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윤, Hegel정치철학의 근본문제

조승옥, 동일론에 입각한 심신문제

황경식, 정의의 이념과 현실

남경희, Austin의 언어행위론

최경옥, 현존재의 전체존재가능문제와 죽음의 의미

이좌용, T ractatus에 있어서 속성의 존재성격에 관한 소고

이택호, 촘스키 변형생성 이론의 언어관

이규성, 고대유가의 형이상학과 도덕철학에 근거한 맹자의 이념에 대

한 논고

이 훈, 함축의 역설에 관한 소고

5) 철학논구 제 5집(1976.)

안상진, Heidegger의 예술론

정 진, Heidegger의 사물의 문제

김내균, 순수이성비판 에 있어서의 카테고리의 선험적 연역

이영철, 대상과 T ractatus

이상석, 부정적 비판적 사유에 대하여 Hegel에서 사회철학으로

6) 철학논구 제 6집(1978.)

이초식, 玄晏 김준섭 박사의 인품과 철학

안상진, M. Heidegger의 시론

정 진, Kant에 있어서의 사물문제

이건원, 형식언어의 의미론

백종현, 칸트의 자유개념

조인래, 고유명사론에 관한 소고

7) 철학논구 제 7집(1979.)

안상진, 曙宇 최재희 박사의 인품과 철학

김준섭, 철학과 과학적 세계관

안상진, M. Heidegger에 있어서의 존재의 진리

임석진,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기능은 무엇인가?
조성민, M. G. Singer의 도덕적 추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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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진, 도덕경에 있어서의 인간과 윤리

8) 철학논구 제 8집(1980.)

박종현, 素隱 박홍규 교수의 학자됨과 학문

한전숙, 현상학적 운동의 기원과 전개

이종권, Godel의 증명에서의 대각선 논법

이택호, 언어행위와 의미

나 성, 다산의 철학사상

설헌영, Heidegger에 있어서의 역사성의 문제

우명섭, 제도적 의무

9) 철학논구 제 9집(1981.)
윤명로, 철학자로서의 友松

이건원, 삼단논법에 대하여

이규성, 왕양명의 세 가지 사상적 기초와 이에 대한 비판

이정호, Kant에 있어서의 자율의 문제와 근본악

박연수, 왕양명에 있어서의 학의 의미

김낙필, 鹿門 임성주의 기철학

최유진, 중관철학의 二諦說 연구

최우원, Arrow Paradox와 시간이론

이인탁, Rawls 정의원칙의 도출과정

김창희, 지시사회학의 성격규명을 위하여

10) 철학논구 제 10집(1982.)

한전숙, 桂泉선생의 화갑을 맞이하여

이태수, 고대원자론의 운동근거에 대한 논의

이종권, Putnam의 심신이론에 관하여

성태용, 역경 우주론의 삼중구조

이 훈, Wittgenstein, 언어, 철학

최호원, Bergson의 공간이론

안상헌, <실증주의 논쟁>의 철학적 성격

이정원, J . Harbermas의 의사소통이론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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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가능세계 의미론에 관한 고찰

장춘익, Hegel의 정신현상학에 있어서 의식에서 자기의식에로의 이행

문제

이병욱, Quine 철학의 비본질주의적 경향

11) 철학논구 제 11집(1983.)

안상진, M. Heidegger에 있어서의 Kant와 형이상학

이상철, Jaspers 철학에 있어서의 역사와 상징

이상배, J . Rawls 정의론에 있어서의 자유원칙의 우선성

민찬홍, 수학과 구성

배학수, 칸트 순수이성비판 에 있어서 순수이성의 안티노미에 관한

고찰

12) 철학논구 제 12집(1984.)

김태길 이태수, 박홍규 선생의 인간과 철학

한전숙, 현상학 입문

이정호, 플라톤의 대화편 폴리테이아 I의 분석

최우원, H. Bergson의 인식이론

이인탁, 롤즈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측면

원승룡, 훗설 현상학과 심리학

염수균, H. Bergson에서의 지성의 문제

최정식, 존재와 시간 에 있어서의 역사성

이병욱, 실재론과 진리개념: Putnam과 Dummett

장춘익, Hegel에 있어서의 학적 인식의 전체문제

정호근, E. Husserl에 있어서의 인식과 역사성

13) 철학논구 제 13집(1985.)

이명현, 철학자 우송 선생 소묘

윤명로, 현상학의 근본문제

안상진, M. Heidegger의 휴머니즘

정 진, Hermann Cohen의 Kant 해석

이상철, Jaspers의 역사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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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룡, 한국 선불교의 철학적 연구

윤정윤, 존 록크의 정치철학에 관한 연구

배학수, 선험적 종합판단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

이병욱, 지시체 불가투성과 Putnam의 실재론 논박

서유석, 헤겔 역사철학에 있어서의 역사이성의 자유

황희숙,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

조광제, E. Husserl의 발생적 지각론에 대한 고찰

문석윤, <노자>에 있어서의 名의 문제

14) 철학논구 제 14집(1986.)

정 진,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

김영배, 비트겐슈타인의 Criterion 개념

설헌영, A. Schaff의 변증법적 모순론에 대한 고찰

이상훈, 변증법과 노동의 실천적 의미

문석윤, 직하법가의 법사상

석봉래, Frege에 있어 함수와 개념의 Unsaturatedness 에 관하여

박 진, 선험적 구상력과 시간

15) 철학논구 제 15집(1987.)

김규영, 계천선생의 片貌

류준수, 순수철학도의 길

한전숙, 후설의 실증주의 비판

심재룡, 샹카라의 마야 개념

김남두, 플라톤과 수학(Ⅰ)
황경식, 준법의 근거와 시민불복종

김효명, D. Hume의 인과론

김영정, 형이상학적 기능주의의 고찰

허남진, 매월당 김시습의 성리학

이구슬, J . Habermas의 진리합의론

조은수, 깨달음(覺) 의 이론적 해명

강상진, 국가1권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따짐(akribes logos)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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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철학논구 제 16집(1988.)

한전숙, 인간 정진 선생

김영정, 내재적 실재론에 있어서의 칸트적 요소

한평수, 고대 유가의 예악사상

황희숙, 인식론의 자연화

김재기, 마르크스 철학에서 철학의 근본문제의 의의

김인곤, 국가 Ⅴ권에서 논의된 doxa와 episteme

백도형, 데이빋슨의 행위론

조남호, 나흠순에 있어서 보편적 원리의 문제

임인주, L. Feuerbach의 인간학적 유물론에 관한 고찰

석봉래, 정신현상에 대한 인지론적 해석

박인철, E. Husserl의 생활세계론

홍창성, 칼 포퍼의 반증가능성 원리와 지식의 성장 이론에 관하여

엄연석, 순자 에 있어서 心에 관한 소고

이창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Γ편 연구

17) 철학논구 제 17집(1989.)
김영기, 헤어의 규정주의적 윤리설

민찬홍, Quine의 번역불확정성 논제

조광제, 후설 현상학에서의 심신론

손영식, 주희와 진량의 王覇 義利 논쟁

이정원, 노동소외의 윤리와 과학 맑스와 노동가치설에 대하여

한상철, Heidegger의 존재와 시간 에서 현상의 양상

이봉재, 이름과 지시: 인과적 이름이론을 중심으로

오창희, 방법론적 개체론과 전체론

여종현, E. Husserl의 생활세계와 보편학

양일모, 論衡 에 나타난 자연과 氣의 사상

장은주, 역사법칙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를 통하여

18) 철학논구 제 18집(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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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서, 감성과 실천 해방적 감성개념을 중심으로 한 슈미트의 포

이에르바하해석에 관한 고찰

심철호, 프레게의 수 개념과 논리주의

여종현, 현상학에서의 객관적 세계의 구성

정원재, 서경덕과 그 학파의 선천 이론

양선숙, 존 로크의 실체개념

강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에 나타난 수학적 대상에 관한

연구

박 진, 칸트 초월철학에서 형식개념

이혜경, 戴震의 氣一元的 윤리론

19) 철학논구 제 19집(1991.)

강순전,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논리성

박정하, 칸트의 인과론에 대한 연구1

김혜경,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한 플라톤의 존재론과 변증법

(dialektike)개념

석봉래, 포더와 좁은 내용

홍창성, 고유명사와 자연종 명사의 지시

박홍렬, 비트겐슈타인의 <대상>과 헤르쯔의 <질점>

이창진, 인식적 기초론의 성립가능성 문제

강중기, 황종희의 주자학 비판과 氣一元論

선우환, 반사실적 조건문으로서의 인과 문장

20) 철학논구 제 20집(1992.)
차인석, 玄巖 한전숙 선생의 학문

백종현, 진리의 의미와 소재

이남인, 데리다의 후설비판

박찬영, 올바른 감정의 인식에 대하여

양일모, 염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박인철, 후설 현상학에 있어서 반성의 의미와 역할

박 진, 칸트에 있어서 동일성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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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과 과학의 합리성

하주영, 알뛰세르의 역사이해

이경신, G. Bachelard의 지속

김대오, 플라톤의 정치가 에 나타난 변증술(dialektike)
21) 철학논구 제 21집(1993.)

김성태, 양명학과 왕문삼학

문석윤, 南塘 한원진의 장자철학비판 장자변해 를 중심으로

유제기, 논리학에 있어서 계사(Copula)의 문제

백도형, 심신 수반에 관하여

선우환, 양상 의미론과 부사구 수식의 문제 루이스의 상대역 이론과

양상 의미론의 또 다른 대안

김영태, 한비의 술론 연구

22) 철학논구 제 22집(1994.)

이원영, 王弼의 本末개념 이해

김명석, 순자의 명학에 대한 고찰

선우현,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원규, 도덕실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철웅,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편에서 로고스와 형상

박지수, Descartes 운동이론연구 Leibniz의 비판을 중심으로

최 훈, 연결주의와 구성적 구조

양선이, Hume에 있어서 자아의 동일성 문제

강진호, 사적 언어와 의미

23) 철학논구 제 23집(1995.)

이종철, 와수반두의 언어관

홍윤기, 비판이론에 의한 헤겔사회철학의 현대적 수용과 거부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Husserl, Heidegger , Gadamer

한상철, 하이데거에서 현존재 해석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동률, 윤리적 실재론 논쟁의 구조와 외적 실재론의 가능성

구영모, Nozick의 소유권리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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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표상적 심리론의 이론적 특징과 그 전망

24) 철학논구 제 24집(1996.)

홍윤기, 열암 박종홍의 변증법사상 연구

유 혁, 플라톤의 카르미데스 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앎의 의미와 역할

오유석, 테아이테토스가 날고 있다

송명국, 지각과 상상력

심철호, 프레게의 퍼즐

최영천, 정당화 이론으로서의 과정신빙주의

강진호, 비환원주의, 인과적 배제, 복수실현

구영모, 임신 중절은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정기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별가능성 고찰

25) 철학논구 제 25집(1997.)

신정근, 구원자로서 哲人과 유비추리의 聖人: 書經 과 詩經 의 西周

春秋 초기 문헌을 중심으로

장원목, 北宋 性理學에서의 有와 無의 문제: 위진 玄學과의 관련을 중

심으로

변희욱, 禪佛敎의 마음공부와 세상구제: 知訥 勸修定慧結社文 의 한

分析

박정철, 呂氏春秋 의 己物관계

강일민, 逸民論: 論語 에서의 微子 , 堯曰 篇을 中心으로

유호종, 책임귀속의 조건과 선택의 자유

한우진, 모나드의 운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송인용, 지향성 개념: 후설의 브렌타노 비판을 중심으로

권홍우, Armchair Metaphysics on Consciousness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2년 3월 김상배 교수 교양과정부 교수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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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9월 철학과 야간 강좌로 설립 허가(정원 30명)

1994년 3월 제1회 신입생 30명 입학

1994년 3월 김기현 교수 부임

1996년 10월 이성백 교수 부임

1997년 9월 차건희, 이중원 교수 부임

1998년 2월 제1회 졸업생 20명 배출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상배 남 1982.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윤리학

김기현 남 1995.3.-현재 철학박사 미국 아리조나대학교 분석철학

차건희 남 1997.9.-현재 철학박사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문화철학

이성백 남 1996.10.- 현재 철학박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사회철학

이중원 남 1997.9.-현재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과학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4. 교과 과정(96년)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통론(전필)
1학년 2학기 기호논리학(전필) 서양고중세철학사(전선)

2학년 1학기 윤리학(전필) 동양철학사(전선)

서양근세철학사(전선) 현대철학사상(전선)

2학년 2학기 인식론(전필) 현대윤리학(전선)

사회철학(전선) 언어철학(전선)

3학년 1학기 형이상학(전선) 한국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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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과학철학(전선) 사회윤리의 제문제(전선)

인식론 강독(전선)

4학년 1학기 졸업논문(전필) 형이상학 특강(전선)

불교철학(전선) 사회철학의 제문제(전선)
4학년 2학기 윤리학 특강(전선) 유가철학(전선)

인식론 특강(전선) 현대철학 특강(전선)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과의 만남. 1회(94년 10월)

김창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합리성의 위기

2) 철학과의 만남. 2회(94년 11월)

성태용(건국대), 순자의 예론

3) 철학과의 만남. 3회(95년 5월)

이정우(서강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4) 철학과의 만남. 4회(95년 9월)

김재기(경성대), 철학과 성

5) 철학과의 만남. 5회(95년 10월)

이현구(성균관대 강사), 동양의 두 인간관

6) 철학과의 만남. 6회(96년 4월)

이필렬(방송대), 과학자 사회의 갈등과 다툼

7) 철학과의 만남. 7회(96년 6월)

장춘익(한림대), 나는 T V다 - 대중문화 비판적으로 읽기 -
8) 철학과의 만남. 8회(96년 10월)

양운덕(고려대 강사), 욕망의 틈새로 본 인간

9) 철학과의 만남. 9회(96년 11월)

박동천(서울시립대 강사), 대중문화와 사회이론 - 신세대의 갈등 구조

에 대한 문화이론적 접근

10) 콜로키움. 1회(97년 3월 17일)
주제 : 현대 프랑스 철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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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차건희(서울시립대 교수)

11) 콜로키움. 1회(97년 5월 19일)

주제 : 정신분석, 문화 그리고 프랑스 현대철학 실천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포스트모던 문화이론

강사 : 박동천(서울시립대 강사)

12) 철학과의 만남. 10회(97년 6월)

박희영(한국외대), 도시국가의 형성과 진리 개념

13) 철학과의 만남. 11회(98년 10월)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불교문화에서 무아의 근거

14) 철학과의 만남. 12회(98년 12월)
이주향(수원대), 대중문화와 철학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1. 연혁

1946년 10월 철정과(哲政科) 설립

1948년 7월 철정과가 문학부 동양철학과로 변경

1953년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문과대학 동양철학과로 개편

1956년 대학원 석사과정 설치

1957년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1967년 유학대학으로 승격 및 유학과로 명칭 변경

1981년 동양철학과, 유학과, 한국철학과로 분과

1981년 동양철학과 명칭 복원

1996년 학부제 실시에 따라 동양학부 중국철학전공으로 개편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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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주 남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선진유가철학

이운구 남 문학석사 성균관대학교 선진제자철학

양재혁 남 철학박사 독일 칼스루헤대학교 사회철학

김동수 남 철학박사 대만 문화대학교 중국도교,
불교철학

박삼환 남 철학박사 독일 기센대학교 동서비교철학

3. 학생수

학부제 시행전 입학정원 : 30명

학부제 시행후 동양학부 전체 입학정원 : 90명
97년도 중국철학전공자 : 36명

98년도 중국철학전공자 : 36명

대학원: 매년 입학정원 변동

4. 교과 과정

학부

1학년 1학기 기본교양 유학사상 언어표현과 실제

전공선택 동양철학방법론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중국철학이해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동서고대철학안내 사서특강

노자강독 동서철학연구방법론

중세철학사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논리학특강 사회철학입문

선진제자비평사 송명철학

한비자의 경영철학 여성과 철학

3,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근대철학사 유법사상논쟁사

인식론 오경강독

노장철학 베버와 중국사회

중국과학사상특강 동서비교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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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예술사조특강

3,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현대철학사 중체서용과 근대화논리

묵가철학특강 중국정치경제특강

동서비교철학특강 제자선독

불교철학특강 유불도사상비교연구

환경과 윤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양학부 유교철학전공

1. 연혁

1946년 성균관대학교설립, 정규단과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전문부(哲

政科, 經史科)와 豫科 설치

1948년 문학부에 동양철학과 설치

1967년 문리대학 안에 설치되어있던 동양철학과를 유학대학으로 승격

개편함에 따라 그 안에 유학과를 신설

1981년 유학대학에 유학과이외에 동양철학과와 한국철학과 신설

1996년 학부제의 실시에 따라 유학대학에 동양학부를 신설하고 유교철

학, 한국철학 중국철학으로 전공을 세분화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최근덕 남 성균관대학교 유교경전학

송항룡 남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중국철학

송하경 남 문학박사 국립대만사범학교 양명학

서경요 남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경학사,

한국유학사

오석원 남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한국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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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남 문학박사 일본 쯔꾸바대학교 동양철학

김성기 남 1998. 2.- 문학박사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선진유학

3.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대학과 중용

1학년 2학기 유교철학의 이해

2학년 1학기 논어인간학 유교철학과 노장철학

유교윤리학 한국유학과 선비정신

2학년 2학기 맹자사상과 정치경제 제자백가사상

동양의 미의식과 예술철학 유가논리학

3, 4학년 1학기 주역과 생명철학 춘추와 역사정신

중국유교철학사 성리철학의 세계

동양삼국의 사상과 유학 유교철학과 서양철학

양명철학의 세계 중국철학사연습

중국유교문헌학

3, 4학년 2학기 오경의 세계 경전해석학

한국유교철학사 청학과 한국실학

유교철학과 불교철학 유불도교섭사

한국철학사연습 한국유교문헌학

유학사상과 현대 미래 유교미학과 중국철학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68. 유학대에 신설.

1977. 11. 철학논고 창간.

1978. 9. 유학대에서 문과대로 소속변경.

1983. 동문회보 철학춘추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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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6. 철학논고 3집 발간

1993. 11. 철학논고 4집 발간

1995. 3. 야간강좌 개설

1998년 가을 철학논고 제 5집 발간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종현 남 1969.- 현재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양고대철학

이영호 남 1977.- 현재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현상학, 해석학

이한구 남 1980.- 현재 철학박사 서독마인츠대학교 현대 영미철학,

사회철학

손동현 남 1985.-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현대 독불철학

이좌용 남 1988.-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현대영미철학

이종관 남 1997- 현재 철학박사 독일트리어대학교 현대 독불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종홍 남 1967.- 미확인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호 남 1970.- 1987. 박사 독일 뮌헨대학교 사회철학/

역사철학

김여수 남 1970.- 1976. 박사 독일 본대학교

김진성 남 1984.- 1984. 박사 프랑스몽펠리에대학교프랑스철학

3. 학생 수

1) 학부 : 주간 - 120명 / 야간 - 160명

2) 대학원 : 석사 6명, 박사 8명

4. 교과 과정

1)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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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논리와 사고 윤리와 현실

철학명저산책 정보문화의 철학

2학년 영미철학강독 서양고중세철학사

고급논리학 윤리학

형이상학 인문철학

철학교육론 독일철학강독

프랑스철학강독 서양근세철학사

독일관념론 인식론

사회철학

3/ 4학년 희랍철학특강 희랍정신사

희랍철학연습 중세철학특강

근세철학특강 현대독불철학사

현대독일철학연습 현대프랑스철학연습

현대프랑스철학특강 현대영미철학사

현상학 실존철학

분석철학 계몽주의철학

인식론특강 언어철학

심리철학 역사철학

철학적인간학 정치철학

근세철학연습 현대독일철학특강

현대영미철학특강 현대영미철학연습

플라톤철학 아리스토텔레스철학

칸트철학 헤겔철학

철학자연구 해석학

실용주의철학 논리철학

현대윤리학특강 존재론특강

과학철학 예술철학

문화철학 인지과학의철학

종교철학 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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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철학

2) 대학원

논리학연구 1 논리학연구 2

인식론연구 1 인식론연구 2
형이상학연구 1 형이상학연구 2

가치론연구 도덕철학연구

철학사연구 1 철학사연구 2

희랍사상연구 희랍철학연구

플라톤철학연구 아리스토텔레스연구

희랍철학비교연구 희랍자연철학연구

헬레니즘철학연구 중세철학연구

칸트철학연구 헤겔철학연구

독일관념론연구 현대독일철학연구

실존철학연구 철학적인간학연구

현대프랑스철학연구 현대프랑스사상연구

현대영미철학연구 사회철학연구

예술철학연구 존재론연구 1

존재론연구 2 철학방법론연구 1

철학방법론연구 2 현대윤리학연구

역사철학연구 현대철학사조연구 1

현대철학사조연구 2 현상학연구

변증법연구 해석학연구

유물론연구 분석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언어철학연구

심리철학연구 논리철학연구

수리철학연구 문화철학연구

희랍철학특론 플라톤철학특론

아리스토텔레스철학특론 희랍철학비교특론

희랍자연철학특론 헬레니즘철학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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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철학특론 칸트철학특론

헤겔철학특론 현대독일철학특론

실존철학특론 철학적인간학특론

현상학특론 변증법특론

해석학특론 유물론특론

근대합리주의특론 계몽주의철학특론

현대프랑스철학특론 생철학특론

구조주의특론 근대경험주의특론

현대영국철학특론 현대미국철학특론

분석철학특론 과학철학특론

언어철학특론 심리철학특론

논리철학특론 수리철학특론

역사철학특론 사회철학특론

문화철학특론 예술철학특론

개별주제연구 1 개별주제연구 2

개별주제연구 3

성균관대 한국철학과

1. 연혁

1981. 12. 유학대에 신설.

1985. 2. 22명의 첫 졸업생 배출.

1988. 3.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1998. 2. 346여명의 졸업생, 39명의 문학석사, 3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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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남 1975.-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조선조성리학

남상락 남 1985.-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한국근현대철학,

동서비교철학

최영진 남 1990.-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조선조성리학,
주역중용사상

최일범 남 1991.-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유불도 교섭사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유승국 남 1975.-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한국고대철학,
조선조성리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생 2학년 재학생 : 21명

3학년 재학생 : 34명

4학년 재학생 : 38명

2) 대학원생 석사과정 : 9명

박사과정 : 25명

4. 교과 과정

1) 학부

신교육과정 - ( )는 이수학기-
1학년 한국의 문화와 철학(1) 한국철학의 이해(2)

2학년 한국철학사상사Ⅰ(1) 한국철학문헌강의Ⅰ(1)

한국의 철학과 종교(2) 한중철학의 제문제 1

한국철학과 현대사회1 한국철학사상사Ⅱ(2)

한국철학문헌강의Ⅱ(2) 한국의 철학과 예술(2)

한국철학과 서양사조(2)
3- 4학년 한국성리학강의(1) 이하 1학기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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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철학강의 한국불교철학강의

한국의 과학사상 한국근현대사상특강

주역과 한국사상 퇴계율곡의 철학

한국철학과 경제 한국철학과 미래학

한국실학사상강의(2) 이하 2학기 이수

한국윤리사상특강 한국도교사상특강

한국양명학강의 원효보조의 불교철학특강

다산추사의 실학사상특강 동방사상과 현대문명

한국철학과 정치

구교육과정

1학년 전필 한국철학입문 유교원전강독

동양철학개론 한국철학원전강독Ⅰ

2학년 전필 한국철학원전강독Ⅱ 한국고중세철학사

한국근세철학사

전선 서양철학사상사Ⅰ 중국철학사상사Ⅰ

한국철학의 제문제 윤리학개론

서양철학사상사Ⅱ 중국철학사상사Ⅱ

한중도교사상강의 윤리학사

3학년 전필 한중성리철학 한국사회철학특강

한국실학사상강의

전선 한중양명학강의 한국불교철학특강

한국종교사상특강 주역중용사상특강

한국철학연습Ⅰ 원효보조특강

불교학개론 현대철학강의

한국철학특강Ⅰ 다산추사특강

한국윤리사상특강 퇴계율곡철학

한국성리학강의 하곡철학특강

4학년 전필 한국철학특강Ⅱ 한국철학연습Ⅱ

전선 역사철학강의 동아세아근대사상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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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상특강 한국예술철학특강

동방사상과 현대문명 동서비교철학연구

2) 대학원

석사과정과목 韓國哲學原典演習 韓國哲學史硏究 Ⅰ

韓國哲學史硏究 Ⅱ 韓 中哲學文獻硏究

哲學硏究方法論 韓國儒敎哲學特講

韓國佛敎思想史硏究 韓國佛敎哲學特講

韓國道敎思想史 韓國儒佛道交涉史

韓國性理學特講 韓國陽明學硏究

韓國實學思想特講 韓國北學派哲學思想硏究

韓國近代社會思想史 韓國哲學演習

韓國哲學特講 中國哲學思想史 Ⅰ

中國哲學思想史 Ⅱ 韓 中道敎哲學原典演習

東方歷史哲學硏究 韓國社會哲學特講

韓國宗敎思想史 韓國倫理思想史

韓中藝術哲學特講 美學硏究

西洋古代哲學思想史 西洋近代哲學思想史

韓國近代哲學思想史 東西哲學比較硏究

現代哲學思潮史

석 박 공통과목 韓國哲學原典演習 Ⅰ 韓國哲學原典演習 Ⅱ

韓國哲學文獻硏究 韓國哲學史演習 Ⅰ

韓國哲學史演習 Ⅱ 韓國儒敎哲學硏究

韓國佛敎哲學硏究 韓國道敎哲學硏究

韓國性理學硏究 韓國陽明學硏究

韓國實學硏究 韓國儒佛道交涉史硏究

韓國哲學特講 Ⅰ 韓國哲學特講 Ⅱ

韓國近現代思想特講 韓國上古思想硏究

韓國古代哲學硏究 韓國中世哲學硏究

韓國近世哲學硏究 Ⅰ 韓國近世哲學硏究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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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哲學比較硏究 韓國政治思想史特講

韓國經濟思想史特講

박사과정과목 韓國儒敎哲學演習 韓國佛敎哲學演習

韓國道敎哲學演習 韓國性理學演習

韓國禮學思想演習 韓國陽明學演習

韓國實學思想演習 韓國義理思想演習

韓國經學思想演習 韓國倫理思想演習

韓國宗敎思想演習 韓中藝術思想演習

韓國哲學演習 Ⅰ 韓國哲學演習 Ⅱ

韓國金石學硏究

순천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5. 10. 4. 철학과 학부 신설 인가

1996. 3. 4. 철학과 1회 신입생(30명) 입학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오병무 남 14년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동양철학

최종천 남 12년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서양철학

노희천 남 1998.3.1.-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양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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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동양철학사Ⅰ(전선) 서양철학입문(전선)

동양철학사Ⅱ(전선) 사회철학(전필)

2학년 학용강독(전필) 서양철학사Ⅰ(전필)

서양철학사Ⅱ(전필) 공맹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윤리학(전선)

논맹강독(전선) 불가철학(전선)

존재론(전선)

3학년 성리철학Ⅰ(전필) 인식론(전필)

성리철학Ⅱ(전필) 한국성리철학Ⅰ(전선)

제자철학(전선) 도가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문화철학(전선)

한국실학사상(전선) 한국성리철학Ⅱ(전선)

형이상학(전선) 현대철학사조(전선)

종교철학(전선)

4학년 주역연구(전선) 서양철학강독(전선)

한국사상사(전선) 서양철학특강(전선)

숭실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4. 2 철학과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기순 남 1981.3. 철학박사 숭실대학교 서양철학,

윤리학

이삼열 남 1982.4. 철학박사 독괴팅겐대 사회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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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철학

곽신환 남 1982.3.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한국철학

김광명 남 1991.3. 철학박사 독 뷔르츠부르크대 독일근현대철학,
미학

한석환 남 1996.3. 철학박사 숭실대학교 서양고중세철학

백도형 남 1996.3.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현대영미철학, 인식론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채필근 남 1926.5.- 1938.3. 학사 일본 동경대학교 철학, 역사

편하설 남 1926.6.- 1936.7. 철학, 논리학

박치우 남 1934.9.- 1938.3. 학사 서울 경성대학교 철학

김능근 남 1956.4.- 1971.2.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조요한 남 1955.3.- 1993.2. 철학박사 숭실대학교 서양고대철학,

예술철학

김석목 남 1955.4.- 1973.2. 서울 사범대학교 윤리학

김형석 남 1955.4.- 1968.8. 문학사 일본 상지대학교 서양철학

안병욱 남 1958.4.- 1985.3. 명예문학박사 인하대학교 서양철학

고범서 남 1958.4.- 1991.7.철학박사 Vandervilt대학교 윤리학

최명관 남 1959.3.- 1991.2.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서양근현대철학,

논리학

3. 학생 수

1) 학부 : 35명(입학 정원) * 99년부터 학부제로 유동적이 되었음

2) 대학원 : 17명(재학생 기준 : 99년 5월 현재)

4. 교과 과정

1)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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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철학원강(전선)

2학년 1학기 서양고대철학사(전선) 동양고 중세철학사(전선)

인식론(전선) 문화철학(전선)
윤리학(전선)

2학년 2학기 서양근 현대철학사(전선)동양근 현대철학사(전선)

기호논리학(전선) 칸트연구(전선)

서양중세철학사(전선) 역사철학(전선)

3/ 4학년 1학기 한국철학사(전선) 희랍철학특강(전선)

예술철학(전선) 인도철학(전선)
헤겔연구(전선) 사회철학(전선)

유학사상(전선) 영미철학의 제문제(전선)

현대윤리학(전선)

3/ 4학년 2학기 분석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사회윤리학(전선) 주역연구(전선)

노장사상(전선) 형이상학(전선)
철학연습(전선) 현대유럽철학특강(전선)

2) 대학원

고대그리스철학특강 플라톤철학특강

아리스토텔레스철학특강중세철학특강

마르크스주의철학특강 독일관념론특강

현상학특강 해석학특강

현대프랑스철학특강 현대독일철학특강

정치철학특강 법철학특강

사회철학특강 역사철학특강

과학철학특강 고급논리학특강

인식론특강 현대형이상학특강

심리철학특강 언어철학특강

종교철학특강 고대그리스자연철학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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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그리스자연철학연구II 플라톤철학연구I

플라톤철학연구II 아리스토텔레스철학연구I

아리스토텔레스철학연구II 후기그리스철학연구I

후기그리스철학연구II 중세아라비아철학연구

아우구스티누스철학특강 보에티우스철학연구

아퀴나스철학연구 데까르트철학연구

스피노자철학연구 라이프니츠철학연구

로크철학연구 버클리철학연구

흄철학연구 칸트철학연구I

칸트철학연구II 헤겔철학연구I
헤겔철학연구II 마르크스주의연구

후설철학연구 베르그송철학연구

실존주의연구 키에르케고르철학연구

사르트르철학연구 야스퍼스철학연구

하이데거철학연구 가다머철학연구

하버마스철학연구 프랑크푸르트학파연구

캇시러철학연구 현대영미철학사연구I

현대영미철학사연구II 프레게철학연구

러셀철학연구 비트겐슈타인철학연구

콰인철학연구 논리실증주의연구

철학적의미론연구 행위이론연구

프래그머티즘연구 정치철학연구

이데올로기론에 관한연구현대서양철학방법론연구

중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습I

서양근세철학연습II 현대독일철학연습I

현대독일철학연습II 현대프랑스철학연습

현상학연습 해석학연습

사회철학연습I 사회철학연습II
역사철학연습I 역사철학연습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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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식론연습I 현대인식론연습II

언어철학연습I 언어철학연습II

논리철학연습I 논리철학연습II

심리철학연습I 심리철학연습II
과학철학연습I 과학철학연습II

현대존재론연습I 현대존재론연습II

종교철학연습 철학적인간학연습

메타윤리학연구 기독교윤리학연구

현대사회윤리학연구 현대정치윤리학연구

사회정의론연구 메타윤리학연습

기독교윤리학연습 현대사회윤리학연습

현대정치윤리학연습 사회정의론연습

규범윤리학연습 윤리학설사연구

기독교사회윤리학연구 경제윤리학연구

비교윤리학연구 한국윤리학연구

불교윤리설연구 유교윤리설연구

미학특강 미학사연습

칸트미학연습 헤겔미학연습

중국철학사연구 유교경전연구

중국불교철학연구 노장철학연구

한 대철학연구 역경철학연구

위진현학연구 송대철학연구

명대철학연구 동양근세사상연구

한국철학사연구 한국고대철학연구

한국불교철학연구 16세기한국성리학연구

퇴율철학특강 17- 18세기한국성리학연구

한국근세철학연구 다산학특강

한국실학연구 한국유학과서학

동양철학방법론연구 현대동양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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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국철학연구 동양윤리학연습

한국예술사상연구 동양예술철학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숭실철학연구회

일시 : 1988. 2. 창립

2) 현대철학 사상강좌Ⅰ(시민강좌)

일시 : 1960. 10. 10.- 12.

장소 : 영락교회 교육관

발표논문 : 김준섭, 철학의 진흥(논리적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이종우, 근대사상과 실존(실존철학을 중심으로)

안병욱, 창조적 지성의 철학(실용주의를 중심으로)

박종홍, 현대철학과 우리(한국사상과 관련하여)

3) 현대철학 사상강좌Ⅱ

일시 : 1962. 11. 12.- 16.

장소 : 영락교회 교육관

발표논문 : 최재희, 근대적 자유의 개념

김경탁, 동양인의 자유 이념

안병욱, 자유의 철학

고범서, 기독교의 자유관

4) 현대철학 사상강좌Ⅲ

일시 : 1968. 11. 29.- 30.
장소 : 신문회관 강당

발표논문 : 최명관, 신화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

이기영,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안병욱, 인간상실과 인간회복

조요한, 고전과 현대정신

5) 현대철학 사상강좌Ⅳ

일시 : 1969. 11.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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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신문회관 강당

발표논문 : 김능근, 자연과 인생(노자를 중심으로)

최명관, 정의의 실현(플라톤을 중심으로)

안병욱, 창조적 지성(듀이를 중심으로)
안병무, 불안과 신앙(키에르케고르를 중심으로)

6) 현대철학 사상강좌Ⅴ

일시 : 1970. 11. 26.- 27.

장소 : 신문회관 강당

발표논문 : 조요한, 비극의 본질(오이디푸스왕을 중심으로)

김현승, 문학과 사상(춘원 대 동인, 소월 대 용운)
안병욱, 행동적 지성(파우스트를 중심으로)

안병무, 신과 인간(도스토예프스키를 중심으로)

7) 현대철학 사상강좌Ⅵ

일시 : 1971. 11. 18.- 19.

장소 : 신문회관 강당

발표논문 : 양호민, 혁명과 신화(맑스 사관 비판)
지명관, 창조적 소수(토인비 사관)

안병욱, 역사의 구조

김석목, 문화와 윤리

8) 현대철학 사상강좌Ⅶ

일시 : 1972. 11.

장소 : 신문회관

발표논문 : 조요한, 비판의 정신(소크라테스)

최명관, 방법의 철학(데까르트)

안병욱, 저항의 인간(한용운)

고범서, 정의의 신학(니이버)

9) 현대철학 사상강좌Ⅷ

일시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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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신문회관

발표논문 : 고범서, 기독교의 휴머니즘

최명관, 불란서의 휴머니즘

안병욱, 한국의 휴머니즘

이기영, 불교의 휴머니즘

10) 대학원 월례발표회 및 콜로키움

6. 기타

철학과 논문집 思索 (현재 1997년 제 13집까지 발행)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5. 3. 인문사회과학대학 철학과로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문현병 남 1982. 3.-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사회철학,

문화철학

류의근 남 1987. 3.-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현상학, 심리철학

정상모 남 1996. 3.- 철학박사 미국조지아대학교 과학철학,

현대논리학

장윤수 남 1998. 3.-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중국철학,
한국철학

3. 학생수(입학 정원)

1) 학부 : 각 학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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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의 기초(전필) 동양철학입문(전필)

1학년 2학기 서양근세철학(전필) 미학(전선)
2학년 1학기 윤리학개론(전선) 현대논리학(전선)

사회철학(전선) 심리철학(전선)

중국철학사(전선) 원전강독Ⅰ(전선)

2학년 2학기 한국철학사(전필) 불가철학(전선)

영미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문화철학(전선) 원전강독Ⅱ(전선)
3학년 1학기 인식론(전필) 서양고대철학특강(전선)

도가철학(전선) 독일관념론(전선)

미학(전선) 현대철학사조I(전선)

3학년 2학기 형이상학(전선) 현상학(전선)

과학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언어철학(전선) 현대철학사조II(전선)
4학년 1학기 현대유학(전선) 비판이론(전선)

현대윤리학(전선) 실존철학(전선)

현대철학사조Ⅲ(전선) 동서비교철학강독(전선)

4학년 2학기 졸업논문(전필) 변증법특강(전선)

아동철학교육(전선) 해석학(전선)

한국철학특강(전선)

5. 현재까지의 발표회

1) 신라대 인제대학교 정기 철학 콜로키움 개최

일 시 장 소 발표자 발표제목 기타

1회: 1996.6.24. 신라대 류의근 교수 사랑의 확실성과 애매성

사범관 325호
2회: 1997.5.29. 인제대 문현병 교수 정보통신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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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동 206호 주체성

2) 신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특화사업

1997. 6. 14. 신라대학교 인문관 529호 한국현상학회 학술발표회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현 국학부)

1. 연혁

1985. 3. 1. 창설, 52명 입학

1986. 3. 20 안병걸교수 부임

1987. 3. 1. 이효걸교수 부임

1988. 3. 1. 신상형교수 부임

1988. 3. 1. 윤천근교수 부임

1989. 2. 1회 졸업생 23명 배출

1990. 2. 2회 졸업생 17명 배출

1990. 3. 1. 이해영교수 부임

1991. 2. 3회 졸업생 18명 배출

1992. 2. 4회 졸업생 25명 배출

1993. 2. 5회 졸업생 30명 배출

1994. 2. 6회 졸업생 27명 배출

1995. 2. 7회 졸업생 32명 배출

1996. 2. 8회 졸업생 28명 배출

1996. 3. 1. 국학부(민속, 한문, 동양철학)로 통합, 신입생 125명 입학.

대학원 창설, 신입생 5명 입학

1997. 2. 9회 졸업생 34명 배출

1997. 3. 1. 김용헌교수 부임

1998. 2. 10회 졸업생 25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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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안병걸 남 1986.3.-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이효걸 남 1987.3.-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불교, 노장철학

신상형 남 1988.3.- 문학석사 영남대학교 분석, 종교철학

윤천근 남 1988.3.-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한국, 도가철학

이해영 남 1990.3.-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중국고대, 실학

김용헌 남 1997.3.-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한국철학

3. 학생수(재학생 기준)

1) 학부(1997. 10. 1. 기준) 단위: 명

1학년 1

2학년 14

3학년 32

4학년 28
계 75

2) 대학원

1학기 1

2학기 3

3학기 2

4학기 3
계 9

4. 교과과정

1) 학부

신교과과정

1학년 한국학의 이해Ⅰ 한국학의 이해Ⅱ

2학년 중국철학사 한국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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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사 서양고중세철학

중국 불교 인도 철학

유가원전강의 한국민중사상

중국사회사상 인식론

3학년 중국성리학 노장철학

한국근현대사상 중국심학

서양근세철학 한국성리학

한국불교철학 한국실학

실존철학

4학년 주역강의 한국선불교

동양의 인간학 과학철학

한국역사철학 중국현대철학

한국자연철학 사회철학

구교과과정

1학년 논리학 동양철학개론

한국철학의 제문제 불교철학개론

2학년 중국철학사Ⅰ 한국철학사Ⅰ

인도철학사Ⅰ 인식론

중국철학사Ⅱ 사서강의

서양고중세철학 인도철학사Ⅱ

한국철학사Ⅱ 서양철학원전강독

3학년 노장철학 한국성리학Ⅰ

서양근세철학 한국성리학Ⅱ

중국불교철학 오경강의

제자철학 송명철학

청대학술사상 역사철학

중국철학특강

4학년 한국실학사상 한국불교철학

중국현대철학 형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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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상 한국철학특강

서양현대철학

2) 대학원

공통과목 동양철학연구방법론 서양철학연구방법론

불교철학원전연구 중국철학원전연구

한국철학원전연구 서양철학원전연구

전공과목 한국성리학연구 한국실학사상연구

한국근대사상연구 한국도가사상연구

한국불교철학연구 원시유학연구

제자철학연구 중국도가철학연구

중국불교철학연구 송명철학연구

중국현대철학연구 주역철학연구

기철학연구 동양미학연구

양명학연구 동양윤리학연구

선불교연구 인도철학연구

청대철학연구 논문지도

5. 활동상황

1) 교수 활동상황

안동문화연구회 정기발표회: 철학, 민속학, 역사학, 국문학 등 관련 교

수들의 모임으로서 안동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일환으로 매월 정

기적으로 주제발표를 갖는다.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학부, 안동문화연구소, 퇴계학연구소, 민

속학연구소의 주최로 한국학의 중흥에 기여하고자 매년 한차례씩 국제

적 규모의 학술대회를 갖는다.

2) 학생 활동상황

솔뫼철학 연간지 발간

정기 학술답사 기획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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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소모임활동- 우리사상연구회 , 四輪會(윤독회)

연세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45. 문학부에 철학과 설치(초대과장: 고형곤 교수)
교수진: 고형곤(철학), 정석해(철학,불어), 전원배(철학,독

어), 김두헌(윤리), 손명현(서양철학), 최승만(윤리사상),

한철하 전임강사(고대철학) 함봉석 강사(철학,논리학)

1950. 대학원 설립(석사과정 정원: 10명)

1953. 조민하 조교수 부임(철학)

1954. 4. 조우현 교수 부임

1955. 4. 김형석 조교수 부임

최재희 전임대우 부임(1960년까지)

1956. 10. 정석해 교수 철학과장으로 취임(학장 겸임)

1960. 박영식 조교수 부임(분석철학)

배종호 전임강사 부임(동양철학)

김태길 부교수 부임(서양근세철학)
1963. 구본명 조교수 부임(동양철학)

1964. 이규호 조교수 부임(철학)

1969. 오영환 조교수 부임(과학철학)

1976. 박동환 조교수 부임(사회철학)

1980. 류인희 조교수 부임(유가철학)

1981. 박순영 조교수 부임(현대유럽철학)
1987. 장 욱 조교수 부임(중세철학)

1988. 이강수 조교수 부임(도가철학)

1991. 김형철 조교수 부임(윤리학)

1994. 윤병태 조교수 부임(독일관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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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신규탁 조교수 부임(불교철학)

1996. 이승종 조교수 부임(언어철학)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동환 남 1976.- 철학박사 미국 남일리노이대 논리학,논리철학

오영환 남 1969.- 철학박사 미국 레이든대 과학철학

박순영 남 1981.- 철학박사 독일 Ruhr대 현대유럽철학

이강수 남 1988.-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도가철학

장 욱 남 1987.- 철학박사 독일 뮌헨대 중세철학

류인희 남 1980.-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한국유학

김형철 남 1991.- 철학박사 미국 시카고대 윤리학

윤병태 남 1994.- 철학박사 독일 괴팅겐대 독일관념론

신규탁 남 1995.- 철학박사 일본 동경대 불교철학

이승종 남 1996.- 철학박사 미국 SUNY대 언어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50명(95년 이전, 96년부터 인문학부제 시행)

2) 대학원 석박사과정은 입학정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

4. 교과 과정

< 1945년 문학부 철학과 교과과정>

철학개론(6학점) 동양고대중세철학사(6학점)

동양근세철학사(6학점) 서양고대중세철학사(6학점)

서양근세철학사(6학점) 논리학(6학점)

인식론(3학점) 현대철학사조(3학점)

인도철학사(6학점) 철학연습1(8학점)
철학연습2(8학점) 철학특수강의(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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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개론(6학점) 미술사(6학점)

윤리학개론(6학점) 윤리사상사(6학점)

< 1997년 현재>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철학입문(기) 동양철학입문(기)

동양철학의문제 비교철학사

선불교와현대사상 논리학

1학년 2학기 서양철학입문 동양철학입문

철학방법론 중국유학사상

불교철학입문 동양의지식론

환경윤리학 서양철학강독

희랍철학사

2학년 1학기 윤리학개론 서양중세철학사

역사철학 중국고대철학의이해

중국철학사 사서의 철학

동양의 인성론 법철학

응용윤리학 퇴계와 율곡의 철학

훈고학입문 동양철학강독

서양윤리학사 변증법철학

2학년 2학기 플라톤철학 문화철학

예술철학 사회철학

동양철학방법론 인도불교사상

제자백가철학 삶의철학

정치철학 토마스아퀴나스철학

한국유학사상 주역의철학

한대철학 동서비교철학입문

서양근대철학사 현대철학사조

비교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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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기호논리학 노장철학

가치철학 대륙이성론

영국경험론 현대유럽철학특강

현대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철학

논리사상사 공맹순철학

동양의윤리사상 서양철학의문제들

서양중세철학특강 한국실학사상

한국종교사상의 발상 동양의예술철학

인도철학입문 불교목록학입문

칸트철학 마음의논리학

3학년 2학기 희랍철학특강 분석철학

신유가철학 서양근대철학특강

동양의사회사상 비트겐슈타인의철학

한국도가철학 한국불교사상

한국철학사의 쟁점 위진현학

중국고대논리사상 헤겔철학

논리철학

4학년 1학기 형이상학 언어철학

종교철학 조선성리학과실학

한국철학사 현대철학특강

현상학과실존철학 변증법의철학

비교철학방법 중국도가철학

인도불교사상 실존철학

현대영미철학 현대중국철학특강

주자학과양명학 인식론

구조주의철학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년 2학기 방법논리학 인간철학

인도철학사와 불교철학 중국현대철학

지식론 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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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영미철학특강 과학철학

서양철학사론 현대철학특강(2)

중국불교사상 현상학

청대철학입문 중국고대철학발상론

독일관념론의철학 텍스트의철학

철학교재연구및지도법 철학교육방법론

2) 대학원

희랍철학 연구 지식론 연구

윤리학 연구 플라톤철학 원전강독

신플라톤주의 원전강독 독일관념론연구

인지과학철학연구 토마스아퀴나스철학 원전강독

인식론의 문제 서양중세철학연구

교부철학연구 예술철학연구

과학철학 연구 실용주의 연구

기술의 철학 서양윤리학사

사회윤리학 현대사회 정의론

중국철학사 연구 선진유가철학

선진도가철학 한국철학사 연구

여말선초의 유학 왕필 역학 연구

묵가철학 명가철학

법가철학 조선중기유학

한국불교철학 한국유학명저선독I
경서연구방법 화엄학 연구

중국불교의 제문제 I 유식철학 연구

불교문헌의 방법 심리철학 연구

논리철학 연구 위진 신도가철학 연구 I

텍스트철학 연구 신화론 연구

중국고대철학 연구 도가철학 특강

서양철학 연습 I 서양 근대철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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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현대철학 연구 형이상학 연구

토마스 아퀴나스철학의 연구 사회사상과 이념 연구 Ⅰ

현대프랑스철학 연구 Ⅱ 메타 윤리학

역사철학 연구 스콜라철학의 문제

해석학 비교철학사

변증법의 철학 현대영미 윤리학

비교윤리학 한당철학

송명철학 청대철학

조선후기철학 남북한한국철학사 연구

한국유학명저선독Ⅱ 중국철학 특강Ⅰ

불교철학 특강Ⅰ 한국철학 특강Ⅰ

중관철학연구 홍명집 강독

사변철학 러시아철학 연구

고대철학 발상론 중국고대철학 발상론

고대논리사상 고대중국논리사상

원시논리사상 방법론과 고대한어

시간론의 근본문제 과정철학의 연구

서양철학 연습Ⅱ 화이트헤드 철학의 연구 Ⅰ

화이트헤드 철학의 연구 Ⅱ 연구지도 Ⅰ

수학의 철학 현대 논리학의 문제

방법논리의 문제 현대프랑스철학 연구 I

논리연구 비교철학의 개념 연구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연구 플라톤철학의 문제

경험론의 문제 칸트철학의 문제

분석철학의 연구 사회과학철학의 문제

지식론의 문제 가치철학

예술철학의 문제 현상학

서양철학의 문제Ⅰ 마음의 연구Ⅰ

마음의 연구Ⅱ 윤리학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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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철학 원전강독 공맹철학

노장철학 정주이학

한중비교철학 예학연구

한국도가사상 한국고대철학 연구

한국중세철학 연구 주역 연구

위진현학 육왕심학

동서비교철학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

퇴계학파의 연구 율곡학파의 연구

선불교 연구 중국불교의 제문제Ⅱ

광홍명집 강독 종경록 강독

현수법장철학 연구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연구1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연구2 화이트헤드와 현대철학

한대철학 특강 위진 신도가철학연구Ⅱ

17- 19세기 법철학 헤겔과 현대철학

스콜라철학 원전강독 현대철학과 마르크시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문제 이성론의 문제

헤겔철학의 문제 철학적 인간학

과학철학의 문제 형이상학 및 존재론의 문제

언어철학 연구 사회철학의 문제

역사철학의 문제 서양철학의 문제 Ⅱ

철학방법론 제자철학 특강

동양의 경제사상 인도철학특강

유 도 불 비교철학 한국실학특강 I

한국실학특강 II 신유학의 방법론

중국현대철학 Ⅰ 현대한국철학의 문제들

불교철학특강 Ⅱ 중국철학특강 Ⅱ

한국철학특강 Ⅱ 갑골자료의 원시사상

독일철학에서의 미학 출삼장기집강독

규봉종밀철학 연구 인식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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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 Ⅱ

5. 학술활동 내용(발표회 및 기타 활동상황)

1) 철학과 대학원 월례발표회(1997.11 28)
박소정(박사과정), 유가와 도가의 악(樂)개념 소고

2) 철학연구회 및 연세대 철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저명철학자 초청강연(1997.12.1)

Keith Lehrer . 합리성과 신뢰성

3) 철학연구회 및 연세대 철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저명철학자 초청강연(1997.12.8)
박성배. 몸과 몸짓의 논리로 풀어본 금강경

4) 철학연구회 및 연세대 철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저명철학자 초청강연(1997.12.12)

M.K.Hunt Conceptual Content ,Conceptual Chang and progress

(개념적 내용, 개념적 변화 그리고 발전)

5) 철학과 대학원 및 철학연구회 공동 월례발표회(1997.12.20)
이상인. Platon의 현실인식과 형상인식

6) 연세대 철학연구소 및 한국현상학회 공동주최 현상학 강연회(1998.1.23)

Lester Embree. The Category of Attitude in the Phenomenology

of Culture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철학과

1. 연혁

1992. 3.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철학과로 창설

1995. 11. 인문사회계열 철학전공으로 변경

1996. 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

1997. 3. 인문학부 철학전공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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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영근 남 1985. 3∼ 철학박사 건국대학교 철학적인간학

박정순 남 1995. 3∼ 철학박사 미국Emory대학교 윤리학

리기용 남 1997. 3∼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한국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상환 남 1993.3∼1995.8 철학박사 파리제4대학 근세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30명

2) 대학원 : 2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2학기 철학입문(기) 철학강독(기)

2학년 1학기 논리학 서양고대철학사

중국고대중세철학사 윤리학 개론

실존과 허무 성의 철학

2학년 2학기 서양중세철학사 중국근세철학사

분석철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플라톤철학 동양철학강독

여성의 철학 사회사상사

3학년 1학기 삶의 철학 서양근세철학사

노장철학 영국경험론

현대윤리학 칸트철학

제자백가철학 아리스토텔레스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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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철학 철학 영어 원강 I

3학년 2학기 신유가철학 헤겔철학

가치철학 사회과학의 철학

문화철학 주역의 철학

현대철학사조 현상학과 실존철학

기술철학 철학 영어 원강 II

4학년 1학기 종교철학 한국철학사

철학적 인간학 사회철학

형이상학 현대철학특강

역사철학

4학년 2학기 해석학 인도철학사와 불교철학

조선성리학과 실학 언어철학

예술철학 현대영미철학 특강

인생의 의미와 철학

2) 대학원

제자철학특강 비교윤리학

선불교연구 고대논리사상

변증법의철학 아리스토텔레스철학원전강독

주역연구 인식론연구

화이트헤드와현대철학 해석학

연구지도Ⅰ 연구지도Ⅱ

서양철학연습Ⅰ 기술의 철학

윤리학연구 형이상학및존재론의문제

형이상학연구 서양철학의 문제1

선진유가철학 사변철학

홍명집강독 지식론 연구

철학방법론 예술철학연구

중국철학사연구 중국고대철학연구

현대사회정의론 과학철학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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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철학사 사회철학의문제

서양중세철학연구 현수법장철학연구

비트겐슈타인철학연구 현대논리학의문제

서양근대철학연구 한국철학특강1
인지과학철학연구 명가철학

신화론연구 현대영미윤리학

중관철학연구 중국고대철학발상론

지식론의문제 한중비교철학

화이트헤드의형이상학연구 17∼19세기법철학

역사철학 윤리학방법론

아리스토텔레스의철학의문제

5. 학술활동 내용

(1) 주제 :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발표자 : 이창재(연세대)

일시 : 1992, 11, 27
(2) 주제 : 대학과 대학인

발표자 : 김영근 교수(연세대 철학과)

일시 : 1992, 12, 2

(3) 주제 : 욕망과 소유의 관계

발표자 : 윤병태 교수(연세대 철학과)

일시 : 1994. 11. 10
(4) 주제 : 민족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

기를 위하여

발표자 : 김은실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

일시 : 1995, 11, 8

(5) 주제 : Global Economy and T he Nation State

발표자 : Gerard Elfstrom (미국 Auburn대, 철학과)
일시 : 199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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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 : 禪 문답 : 그 체험과 표현

발표자 :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일시 : 1997. 11.21

(7) 주제 : 과학의 철학적 상상력

발표자 : 최종덕 교수(상지대)

일시 : 1997. 11, 26

6. 기타

(1) 제1회 학술제(1993, 10, 23∼26 )

연극제 -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1993, 10, 25)
(2) 제2회 학술제(1994, 11, 6∼9)

연극제 - 파수꾼(1994, 11, 8)

(3) 제3회 학술제(1995, 11, 13∼16)

연극제 - 다섯(1995, 11, 15)

(4) 제4회 학술제(1996, 11, 17∼20)

연극제 - 금관의 예수(1996, 11, 19)
(5) 제1회 씨네마 베리떼(철학과 소모임) 영화제(1997)

Sex and Fascism (1997, 5, 26∼5, 30)

(6) 제5회 학술제(1997, 11, 23∼26)

연극제 - 북어대가리(1997, 11, 25)

영남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47. 대구대학 창설.

1953. 2.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개설.

1967. 12. 영남대학교(대구대학과 청구대학 통합) 창립.

1971. 1.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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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이완재 남 1968. 3.- 현재 철학박사 동아대학교 한국철학

허재윤 남 1982. 3.- 현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철학적인간학

신귀현 남 1979. 3.- 현재 철학박사 Basel대학교 현상학

정병석 남 1995. 3.- 현재 철학박사 대만 문화대학교 선진유학

김영수 남 1992. 3.- 현재 철학박사 Wien대학교 논리학, 과학철학

최재목 남 1991. 3.- 현재 철학박사 일본 쓰쿠바대학교 양명학

2) 전직

하기락, 한명수, 유정기, 이종후, 김복기, 채수한, 이양기, 문정복, 이규성

정인재, 임홍빈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160명

2) 대학원 : 석사과정 34명, 박사과정 2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철학자의 삶과 사색(전기) 서양철학고전의 이해(전기)

논리학개론(전선) 서양고중세철학사(전선)

2학년 동양철학고전의 이해(전기) 철학과 논술(전기)
경서강독(전선) 기호논리학(전선)

중국철학사(전선) 불교철학사(전선)

인식론(전선) 서양근세철학사 1(전선)

서양고중세철학강독(전선) 선진유학(전선)

3학년 서양근세철학강독(전선) 서양근세철학사 2(전선)

윤리학(전선) 분석철학(전선)
도가철학(전선) 중국근세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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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영미철학(전선) 철학적인간학(전선)

동양철학의 제문제(전선) 형이상학(전선)

한국철학사(전선) 현대유럽철학(전선)

4학년 역사철학(전선) 과학철학(전선)
서양현대철학강독(전선) 한국철학의 제문제(전선)

사회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현상학(전선)

2) 대학원

중국철학연구 중국철학연습

중국철학특강 불교철학연습

인도철학특강 한국철학연구

한국철학연습 한국철학특강

근사록특강 동양철학연구방법론

중국철학연구 1 중국철학의 제문제

불교철학연구 인도철학연구

불교철학의 제문제 한국철학연구 1,2
한국철학의 제문제 중국철학연구 2

형이상학연구 현대과학철학

서양근세철학연습 인식론연구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연습

논리학연구 서양철학방법론연구

인식론연구 가치론연구

형이상학연구 고대철학연습

고대철학연구 중세철학연구

고대철학의 제문제 근세철학연습

근대철학연구 1, 2 근세철학의 제문제

현대영미철학연습 현대영미철학연구

현대유럽철학연구 현대유럽철학연습

현대철학의 제문제 분석철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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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학연습 역사철학연구

철학적인간학연구 종교철학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회지 제1집(1973. 10)

李種原, 나의 求道의 길(一)

金福岐, Jaspers의 哲學의 方法(二) 超越的方法

李洋基, Kategorie의 先驗的 演繹에서 본 結合의 能力으로서의 結合

의 問題

文貞福, A. N. Whitehead의 形而上學 硏究序論

蔡 翰, Spinoza의 人間觀 硏究

金衡權, 論理的 側面에서 본 Hume의 立場

2) 철학회지 제2집(1974. 11)

李完栽, 退溪先生의 學問的 態度

林炅源, An Analysis of Factual Knowledge

金鎭哲, 丹濟와 六堂의 民族史觀

李東奎, 根本佛敎에 있어서의 붓다의 思想에 관한 小考

3) 철학회지 제3집(1975. 12)

金福岐, Jaspers의 政治思想

金鍾文, 人間과 共同體와 論理問題

長鉉五, Platon의 正義槪念에 對하여

4) 철학회지 제4집(1976. 12)
李洋基, A. T oynbee의 歷史哲學(Ⅰ) A Study of History를 中

心으로

李完栽, 士와 士의 精神에 關한 考察

鄭柄朝, 十一面觀音의 硏究

兪炳華, 實存哲學의 歷史的業績 學者들이 哲學史에 남긴 永遠한 思

想的 要案

5) 철학회지 제5집(197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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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福岐, Jaspers의 哲學的 信仰 그 動機에 關하여

蔡洙翰, Marx 속의 Feuerbach 思想의 吟味 人間의 自己疎外問題

와 關聯하여

林種憲, 眞理의 主體性 Kierkegaard 思想을 中心으로

6) 철학회지 제6집(1979. 5)

李種原, 傳統思想의 繼承과 外來思想의 受容 그 基本態度에 관하여

李洋基, A. J. T oynbee의 Renaissance觀

申龜鉉, E. Husserl의 心理學主義에 觀한 批判

張元哲, 天道敎思想에 있어서의 儒敎思想的 要素 그 理想을 中

心으로

7) 철학회지 제7집(1980. 2)

申龜鉉, Husserl 現象學에 있어서의 構成理論

鄭仁在, 韓國氣學之形成及基展開 以任 門之氣學爲中心

崔省默, Hegel의 理念認識에 關한 考察

鄭淵弘, A. N. Whitehead에 있어서 思辨哲學의 根源

8) 철학회지 제8집(1981. 7)
文貞復, 分析哲學의 特性에 관한 小考

鄭仁在, 論孟子之養氣知言

張鉉五, G. E. Moore 論理學의 分析的 特徵에 關한 小考

Ethics 에 있어서 Right 와 Wrong 의 分析을 中心으로

金榮哲, 體驗과 反省 志向性構造分析을 위한 豫備的 試論

李錫榮, 鄭三峰의 佛氏心性論 批判攷

9) 철학회지 제9집(1982. 7)

李洋基, Christ敎의 Marxism에의 接近 Reinhold Niebuhr의 경우

申龜鉉, 志向性에 관한 硏究

鄭仁在, 荀子의 正名論

曺洙東, 三性論에 관한 硏究 攝大乘論을 中心으로

이연미, Platon과 T heaetetus에 관한 小考

10) 철학회지 제10집(198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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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貞復, G. E. Moore에 있어서 普遍者의 問題

許在允, <求道의 길>로서의 哲學의 可能性에 대한 探索(Ⅱ)

李梵弘, 元曉의 撰述者에 대해서

11) 철학회지 제11집(1984. 12)
蔡洙翰, 現代韓國이 要求하는 價値觀의 基本要素의 探究

李洋基, A. J. T oynbee의 世界政府論 世界文明과 儒敎問名圈

李圭成, 譚嗣同哲學의 體系와 理想

曺洙同, 佛敎 心性論에 관한 小考

白道根, 丁愚潭의 理學思想

12) 철학회지 제12, 13집(1986. 2)
金福基, Jaspers에 있어서의 信仰과 理性

蔡洙翰, Spinoza의 哲學精神 小考

李洋基, T homas More의 Utopia 分析

李完栽, 儒敎가 現代社會에 무엇을 寄與할 것인가?

許在允, M. Scheler의 哲學的人間學에 대한 批判的 吟味

申龜鉉, 中庸 의 天人合一思想

劉明鍾, 習齊 顔元의 哲學體系

金鍾文,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解釋學에 대하여

盧相 , 韓國 古代道德思想의 硏究

13) 철학회지 제14집(1988. 2)

文貞福, Bertrand Russell의 초기 분석적 철학의 제이론

許在允, Gehlen의 人間學에 있어서 倫理의 意義

李圭成, 왕선산(王船山)의 생애와 문제의식

金永弼, 훗설 현상학에 있어서 명증성

申相衡, Philosophical Investigations의 意味와 用法에 관한 小考

鄭炳碩, 易經 의 時間觀

14) 철학회지 제15, 16집(1990. 12)

文貞福, Plato의 Euthyphro 에 관한 소고

金福基, 哲學과 科學 Jaspers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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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完栽, 中國的 思惟에 있어서 象徵性

許在允, 사회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견해

申龜鉉, 孔子의 正名과 Socrates의 槪念正義의 比較考察

白道根, 朱者의 人間地位論 硏究

李大熙, Descartes의 新話

李洋基, 토인비 思想과 韓國 儒敎文化圈의 將來

小林直樹, 신세계 시스템을 생각한다.

神山四郞, 토인비의 文明史

伊藤亞人, 韓日間의 歷史意識의 比較

백도근, 토인비의 중국관과 한국문명

川戶力, 토인비 市民의 會 와 韓日文化交流

15) 철학회지 제17집(1992. 1)

崔在穆, 新儒敎의 인식론

금교영, 實質的 價値論理學의 感情에 관한 고찰

李良浩, 칸트의 根本惡

金鍾錫, 李黃梓의 사상과 역사적 의의: 서양철학 전래 초기 유학계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16) 철학회지 제18집(1993. 1)

이완재, 退溪의 人間觀

허재윤, 현대에서의 환경윤리 문제

Karl R. Popper , 김영수 역, 양자이론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야마노이 유(山井湧), 최재목 역, 중국사상의 흐름

백도근, 한 밝 사상과 풍류도 그 민족 정신사적 의의문제

금교영, 행복주의 윤리설의 허구성

이양호, 셀러 종교철학의 현상학적 토대

이태우,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의 해석학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17) 철학회지 제19집(1994. 10.)

윤사순, 愚伏(鄭經世)의 性理學 思想

정병석, <周易>의 자연관에 나타난 生成과 價値內含

389



특집

최재목, 王守仁의 經世觀

이대희, Sense- data 이론은 범주착오를 범한 것인가?

박성호, 로크의 국가론과 자연법적 근거

백도근, 中國 天觀念의 變遷 周公에서 朱子까지

Suk Hyun KIM, Ü ber Handlung und Zeit in der K ritik de

reinen Vernunf t

울산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9. 철학과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조규철 남 1974.- 현재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현대철학

김 진 남 1989.- 현재 철학박사 독 루어보쿰대 근대철학

김보현 남 1990.- 현재 철학박사 독 트리어대 과학철학

손영식 남 1991.-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권용혁 남 1992.- 현재 철학박사 독 베를린자유대 사회철학

박태원 남 1996.-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불교철학

3. 학생 수

1) 학부 : 144명(재학생 기준)
2) 교육대학원 : 4명(입학정원)

4. 교과 과정

1)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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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기전필) 철학의 이해(교선)

동양사상의 이해(교선) 현대사회와 철학(교선)

1학년 2학기 서양근세철학사(기전필) 논리와 사고(교선)

한국사상의 흐름(교선)
2학년 1학기 한국고중세철학사(기전필) 중국철학사(전필)

기호논리학(전필) 변증법(전선)

존재론(전선) 윤리사상사(전선)

2학년 2학기 한국근세철학사(전필) 인식론(전선)

서양고중세철학특강(전선) 문화철학(전선)

도가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3학년 1학기 현대철학(전필) 서양근세철학특강(전선)

정치철학(전선) 과학철학(전선)

불교철학(전선) 중국근대철학(전선)

과제세미나Ⅰ(전선)

3학년 2학기 분석철학(전선) 실존철학(전선)

실용주의(전선) 불교철학특강(전선)
유가철학(전선) 과제세미나Ⅱ(전선)

4학년 1학기 언어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현상학(전선)

한국실학사상(전선) 과제세미나Ⅲ(전선)

4학년 2학기 현대윤리학(전선) 해석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중국철학특강(전선)
과제연구Ⅳ(전선)

2) 교육대학원

철학교육학 해석학특강

실존철학특강 현대철학특강

형이상학연구 종교철학연구독일관념론연구

논리학연습

경험론연구 과학철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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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연습 현대윤리특강

사회철학특강 선진제자백가 연습

성리학특강 한국실학특강

불교철학연구 한국철학특강

노장철학연구 진리론연구

예술철학연구 한국성리학특강

중국불교특강 교육철학특강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과 초청강연회(1991. 9. 26.)
이진우(계명대), 현실의 허구성과 허구의 현실성

2) 철학과 초청강연회(1991. 10. 25.)

양은용(원광대), 정감록 에 나타난 민중사상

3) 철학과 초청강연회(1991. 11. 22.)

김보현(울산대), 비판적 합리주의와 객관적 지식

4) 철학과 초청강연회(1992. 10. 28.)
황경식(서울대), 생의윤리학이란

5) 철학과 초청강연회(1993. 4. 1.)

손영식(울산대), 송대 신유학에서 철학적 쟁점의 연구

6) 철학과 초청강연회(1993. 4. 29.)

서승원(서울대), 희랍문화의 이해

7) 철학과 초청강연회(1993. 5. 24.)
권인호(성균관대), 토정 이지함의 학문사상과 토정비결

8) 철학과 초청강연회(1993. 9. 23.)

김보현(울산대), 과학과 형이상학

9) 철학과 초청강연회(1993. 10. 21.)

권용혁(울산대), 합리성의 의미와 규범적 대안모색

10) 철학과 초청강연회(1993. 11. 26.)
박순영(연세대), 대화의 해체냐: 포스트모더니즘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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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학과 초청강연회(1994. 4. 12.)

김혜숙(이화여대), 권력과 성

12) 철학과 초청강연회(1994. 10. 26.)

박이문(포항공대), 과학과 이념비판

13) 철학과 초청강연회(1995. 4. 11.)

박영태(동아대), 과학적 실재론의 논의전개와 앞으로의 전망

14) 철학과 초청강연회(1995. 6. 12.)

허일범(진각대학), 밀교와 만다라

15) 철학과 초청강연회(1995. 10. 24.)

고건호(서울대), 동학운동의 전개과정

16) 철학과 초청강연회(1995. 11. 28.)

구승회(동국대), 환경윤리연구의 과거와 현재

17) 철학과 초청강연회(1996. 5. 1.)

김용호(편집주간), 영화를 통한 세상보기

18) 철학과 초청강연회(1996. 6. 11.)

김상태, Sex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

19) 철학과 초청강연회(1996. 10. 24.)

손영식(울산대), 조선 300년 사상 대탐험

20) 철학과 초청강연회(1996. 12. 9.)

박태원(울산대), 의상의 화엄사상에 대하여

21) 철학과 초청강연회(1997. 4. 28.)

마광수(전 연세대), 전환기의 성윤리

22) 철학과 초청강연회(1997. 5. 28.)

이수동(울산대), 정보사회와 인간

23) 철학과 초청강연회(1997. 11. 17.)

이선행(경북대), 조광조의 죽음과 그것이 전라도 지역 성리학자들에게

끼친 영향

24) 철학과 초청강연회(1997. 12. 3.)
김훈식(인제대), 용의 눈물 조선초기의 왕권과 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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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 연혁

1951. 9. 5. 교학과 정원 100명 인가로 출발

1953. 1. 29. 4년제 원광대학으로 승격

1962. 3. 19. 교학과를 불교교육과로 명칭변경(정원 200명)

1967. 12. 15. 대학원 설립인가

1971. 12. 31. 종합대학으로 승격. 문리과대학에 소속되면서 원불교

학과로 명칭변경

1973. 12. 29. 대학원 박사과정에 불교학과 설치

1977. 10. 6. 문리과대학에서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단일과로 증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송천은 남 1961. 4.-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종교철학

한기두 남 1962. 3.-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한국불교학

서경전 남 1974. 3.-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김영두 남 1979. 3.-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김성장 남 1980.10.-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종교학

박상권 남 1984. 9.-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정순일 남 1984.11.-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불교학

류성태 남 1992. 3.-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동양철학

한내창 남 1996.10.-현재 사회학박사 미국아이와주립대 사회학

이성전 여 1993. 3.-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동양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삼룡 남 1959.4.- 96.2. 문학석사 일본 쓰쿠바대학교 불교학

류병덕 남 1959.4.- 96.2.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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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만 남 1965.5.- 97.2.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불교학

김순임 여 1977.3.- 97.2. 문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3. 학생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2) 대학원 : 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5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종교와 원불교(교필) 자율세미나(교필)
원불교교사(전선)

1학년 2학기 생활지도2(전선) 종교사(전선)

사서강론(전선)

2학년 1학기 일원상론(전선) 인중불교사(전선)

선사상 및 실습(전선) 지역사회와 교당전선)

생활지도 3(전선)
2학년 2학기 대종경 교의론(전선) 교화학(전선)

불교학(전선) 기독교개론(전선)

생활지도 4(전선)

3학년 1학기 신앙론(전선) 대종경 수행론(전선)

교화상담 및 실습(전선) 중국철학사(전선)

현대철학(전선) 생활지도 5(전선)
3학년 2학기 수행론(전선) 한국불교사(전선)

설교 및 실습(전선) 한국유학사(전선)

수행방법론(전선) 생활지도 6(전선)

4학년 1학기 불조요경(전선) 종교사회학개론(전선)

도교학(전선) 생활지도 7(전선)

4학년 2학기 졸업논문(교필) 신앙론 방법론(전선)
원불교 법의학(전선) 생활지도8(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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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특강

92.3.16- 6.8. 서양철학.동양철학 이해.

강사: 도올 김용옥 선생.
2. 초청특강

94.5.7 바람직한 성직자의 길.

강사: 권이복 신부(천주교 순창성당).

3. 초청특강

94.6.5 - 6.6 생명 사회속에서 성직자의 역할과 기능.

강사: 시인 김지하 선생

4. 초청특강

96.4.12 신사고이론 20.

강사: 이면우 교수(서울대)

5. 초청특강

96.11.11 구도와 신앙의 춤.

강사: 임이조 선생

6. 초청특강

97.3.21 종교인의 역할.

강사: 박상영 선생(여해 문화공간)

7. 초청특강

97.10.23 현시대의 성직자의 나아갈 길.

강사: 정창영 선생(목사)

원광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78. 10. 7. 윤리학과 신설인가

1979. 3. 2. 제1회 신입생 입학변경

396



근백년 한국철학의 교육과 제도

1982. 10. 5. 철학과로 명칭 변경

1983. 2. 26. 제1회 졸업생 배출

1997. 2. 25. 제15회 졸업생 배출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하재창 남 1968.4.5- 현재 철학박사 Godlenstate대학

논리학, 인식론, 미학

김팔곤 남 1974.3.1-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윤리학

김성관 남 1982.3.1-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불교철학, 심리철학, 육파철학, 동양철학원전

김도종 남 1982.3.1-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환경철학, 역사철학, 사회철학, 존재론, 서양근세철학, 변증법

신종섭 남 1990.3.1- 현재 문학석사 동국대학교

분석철학, 과학철학, 논리철학, 철학교육론, 철학사

김학권 남 1990.3.1-현재 철학박사 중국문화대

중국철학사, 도가철학, 유가철학

이상곤 남 1992.3.1- 현재 철학박사 원광대학교

한국철학사, 한국근세철학, 퇴율철학

김정현 남 1996.3.1- 현재 철학박사 Würzburg대학

독일관념론, 실존철학, 현상학, 서양철학원전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전원배 남 79.3.1- 84.6 철학박사 역사철학

이동엽 남 79.03.01- 84.05 문학석사 고중세윤리, 사회철학

황준연 남 80.03.01- 중국윤리사상

정 종 남 81.03.01- 철학박사 실존철학, 독일관념론

배의용 남 83.03.01- 철학박사 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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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호 남 84.03.01- 89.12 철학박사

한국철학사, 중국고대철학, 중국근세철학

안건훈 남 84.09.01-

윤명로 남 87.09.01- 94.02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고중세철학사, 존재론, 현상학

3. 학생수(입학 정원)

1) 학부 : 41명

2) 대학원 : 계열별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논리학(전기) 서양고중세철학사

한국철학사(전필)

2학기 중국철학사(전필) 미학

윤리학

2학년 1학기 인도철학사(전필) 논리철학

서양철학원전강독 존재론

2학기 서양근대철학(전필) 사회철학

육파철학과 인도중근세철학 퇴율철학

가치론

3학년 1학기 불교철학 역사철학

과학철학 독일관념론

도덕철학 유가철학

인식론

2학기 현상학 분석철학

동양철학원전강독 한국근세철학

도가철학 예술철학

심리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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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심리철학 철학교육론

중국근현세철학 문화철학

2학기 실존철학 변증법과 유물론

철학사

2) 대학원

가치론연구 조선후기철학연구

분석철학연구 중국원시유학연구

동양미학연구 불교철학연구

동양철학사연구 인식론연구

고중세미학연구 역사철학연구

과학철학연구 중국노장철학연구

조선중기철학연구 비교미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73. 철학과 신설인가

1974. 기독교학과 대학원 철학전공 개설

1978. 대학원 석사과정 독립

1989. 박사과정 개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소흥렬 남 1974. 9. 철학박사 미국Michigan대학교과학 심리철학

신옥희 여 1976. 3. 신학박사 스위스Basel대학교 형이상학

정대현 남 1977. 9.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언어철학

남경희 남 1982. 9. 철학박사 미국T exas대학교 서양고대철학

김혜숙 여 1987. 철학박사 미국Chicago대학교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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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남 1989.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이상화 여 1989. 철학박사 독일 튀빙겐대학교 사회 역사철학

3. 학생 수

1) 학부 : 각 학년 50명, 전체 200명(1996년 이후 학부제 실시로 인원

유동)(입학 정원)

2) 대학원 : 석사과정 26명, 박사과정 16명(재학생 기준)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철학입문 서양고대철학

서양철학원전강독 동양사회사상

2학년 기호논리학 서양근세철학

동양철학원전강독 과학철학

철학자연구 서양중세철학특강

중국고대철학 예술철학

중국송대철학 문학철학

동서비교의 철학 인간행동의 철학

3학년 언어철학 인식론

역사철학 실존철학

동양근세철학 칸트와 헤겔

서양현대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동양철학연구

환경철학 성의 철학연구

종교철학

4학년 형이상학 한국철학

윤리학 철학문제연구

서양고대철학연구 심리철학

철학연습 문화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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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실천철학

2) 대학원

논리철학 윤리이론

자연과학의 철학 서양근세철학연습

인식과 진리 서양고대철학의 문제

동양고대철학연구 존재론연구

인식론의 문제 논리학의 역사

서양중세철학의 문제 현대철학의 제이론

합리주의철학 인지과학의 철학

심리철학의 문제 언어철학의 문제

예술철학의 문제 예술사조론

사회과학과 철학 도덕성의 본질

정치철학의 문제 종교철학연구

역사철학의 문제 사회철학의 문제

현상학 현대프랑스철학

철학문제연구 철학자연구

변증법의 철학연구 서양철학연구

중국불교철학연구 신유가연구

노장철학 청대주기론

한국유가철학 동양존재론연구

동양가치관연구 동양인식론연구

동양형이상학연구 여성철학

성의철학 언어와 양상

인과론 논리학의 이론

도덕철학 지칭론

마음의 존재론 윤리학의 기초

문화철학연구 실천철학의 존재론

행위이론 정치철학연구

사회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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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가치론 실존철학연구

예술론연구 진리론의 유형

현대지식론연구 회의주의

언어와 심리현상 과학적 탐구의 논리

언어와 존재 칸트철학

서양고대철학원전연구 서양고대철학특수연구

키에르케고르연구 야스퍼스연구

하이데거연구 현대사회철학연구

헤겔철학연구3 동양윤리학연구

명,청대 정치철학 동양역사철학연구

중국현대철학사 선진시대철학연구

불가철학원전강독 동양근세철학연구

인도철학 조선성리학원전강독

기철학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여성철학연구모임

일시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 여성철학교실

일시 : 1995. 1기 과정

인제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5.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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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조용현 남 1985.3.-현재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과학철학

이찬훈 남 1995.3.-현재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사회철학

안종수 남 1997.3.-현재 철학박사 콘스탄쯔대학교 동양철학

박정호 남 1998.3.-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근대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88명(학과군 포함한 예상 인원수, 학과정원: 40명)

4. 교과 과정(97년도)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의 이해(전기) 동양사상의 이해(전기)

1학년 2학기 현대와 삶의 문제(전기)

2학년 1학기 전필 서양근대철학

전선 윤리학 과학사상의 흐름

중국고대철학 논리와 논리적 사고

2학년 2학기 전필 사회철학

전선 중국근대철학 서양고대철학

미학의 이해 언어와 사고

3학년 1학기 전필 과학철학

전선 사회사상의 흐름 한국철학

노장사상의 이해 현대철학의 흐름

3학년 2학기 전필 유가철학

전선 문화철학 주역의 원리와 실제

실존적 삶 물질.생명.정신

4학년 1학기 전선 자연의 의미 역사란 무엇인가?

동서사상의 만남

4학년 2학기 전선 불교철학 종교와 인간

생명과 환경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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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1. 학부과정 개설

1984. 11. 대학원과정신설인가

1997. 대학원과정 전공분리(서양철학전공, 동양철학전공)

2. 전임교수 현황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영진 남 1983.3- 철학박사 미국 NewYork주립대학교

분석철학

이창대 남 1981.3-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양고대철학

김영호 남 1986.9- 철학박사 캐나다McMaster대학교

동양철학

한평수 남 1988.11-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유가철학

김진석 남 1989.3- 철학박사 독일 Heidelberg대학교

서양현대철학

이봉규 남 1997.3-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3. 학생 수

1)학부생 입학정원 : 40명

2)대학원 재학생 : 3명

4. 교과 과정

1) 학부

전공필수 2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철학사 중국철학사

현대논리학

3학년 2학기 서양현대철학사 한국철학사

전공선택 영미철학강독 의료, 환경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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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세철학사 윤리학

인식론 변증법적유물론

동양철학특강 형이상학

형이상학과 탈형이상학 인도철학

현대철학특강 임상철학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사회철학

도가철학 분석철학

불교철학 동서비교철학

종교철학 역사철학특강

언어철학 한국철학특강

현대윤리특강 유가철학강독

불교철학강독 예술철학

한국철학강독 현대윤리특강

유가철학강독 불교철학강독

예술철학 한국철학특강

도가철학강독 정치철학

현상학 과학철학

전남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2. 1. 1. 사립 대성대학을 국립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으로 개

편하면서 철학과 설치

1955. 2. 22. 대학원에 석사 및 박사과정 신설

1979. 11. 12. 문리과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개편

1987. 3. 1.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

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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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조성술 남 1967.3.-현재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미국 실용주의

안진오 남 1970.8.-현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중국철학

성진기 남 1975.2.-현재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윤리학

최대우 남 1983.9.-현재 문학석사 전남대학교 한국철학

위상복 남 1987.3.-현재 문학석사 전남대학교 독일관념론

원승룡 남 1987.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현상학

이중표 남 1991.8.-현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철학

노양진 남 1993.8.-현재 철학박사 미국 남일리노이대학교

언어철학

이강서 남 1996.1.-현재 철학박사 독일 뮌헨대학교 서양고대철학

백은기 남 1997.1.-현재 철학박사 전남대학교 중국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서동익 남 1952.8- 1965.2. 철학박사 서독 하이델베르그대학교

독일관념론

정 종 남 1952.3.- 1957.(?)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신진유학

이을호 남 1955.11.- 1976.2.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철학

김기중 남 1960.11.- 1986.8.학사 일본 경도대학교 문학부

서양고대철학

조희영 남 1955.2.- 1993.2. 철학박사 전남대학교 서양현대철학

신상호 남 1969.2.- 1978.4. 문학석사 동국대학교 독일관념론

정종구 남 1967.7.- 1982.1. 문학석사 전남대학교 불교철학

김우태 남 1965.3.- 1980.10.철학박사 전북대학교 윤리학

오병문 남 1955.5.- 1971.12.철학박사 동국대학교 교육학

송대현 남 1962.11.- 1977.12.교육학석사한양대학교 심리학

406



근백년 한국철학의 교육과 제도

윤주일 남 1952.3.- 1960.(?) 불교철학

최재근 남 1980.11.- 1993.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독일관념론

안진오 남 1970.3.- 1996.2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재학생)

1) 학부 : 40명/ 160명

2) 대학원 : 석사과정 8/ 14명, 박사과정 5/ 12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개론(교필) 논리학(교필)

1학년 2학기 서양고대중세철학사(전선)

2학년 1학기 서양근세철학사(전선) 중국철학사(전선)

윤리학(전선)

2학년 2학기 인도철학사(전선) 인식론(전선)

한국철학사(전선) 주역철학(전선)
독일관념론(전선)

3학년 1학기 변증법(전선) 근본불교사상(전선)

논리와비판적사고(전선) 응용윤리학(전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전선) 문화철학(전선)

공맹철학(전선)

3학년 2학기 형이상학(전선) 영미철학(전선)
분석철학(전선) 실존철학(전선)

존재와논리(전선) 현대프랑스철학(전선)

한국유학사상(전선)

4학년 1학기 사회철학(전선) 현상학(전선)

노장철학(전선) 과학철학(전선)

중국성리학(전선)
4학년 2학기 역사철학(전선) 중국현대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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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사상(전선) 심리철학(전선)

예술철학(전선)

2) 대학원(석박사공통)
(공통과목)

철학연구방법론 동양철학연구방법론

논문연구(1) 논문연구(Ⅱ)

(서양)

가치론특강 과학철학연구

대륙합리론연구 독일관념론연구

변증법연구 분석철학연구

사회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연습

서양중세철학특강 서양현대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특강 실용주의연구

실존철학연구 역사철학연습

영국경험론연구 유물론연구

윤리학연습 윤리학특강

인식론연습 인식론특강

존재론연습 존재론특강

철학적인간학연구 한국현대철학연구

현상학연구

(동양)

고려유학연구 공맹철학연구

노장철학연구 다산사상연구

도유사상비교연구 동양논리특강

불전특강 송원명성리학연습

선진제자학연습 역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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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왕철학연구 인도철학연습

인도철학의제문제 정주철학연구

조선조전기유학연습 조선조후기유학연습

중국경학사상연습 중국불교철학연습

중국현대철학특강 청대고증학연구

청대사상연습 퇴율사상비교연구

한국고대중세사상연구 한국불교사상연구

한국실학사상연습 한국유도불교섭사연구

한국유학의제문제 한국현대사상특강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특강

1) 철학특강 제1회(1991. 9. 18.)

황경식(서울대), 이기적 불신의 역설

2) 철학특강 제2회(1991. 10. 4.)

강춘회(북경대), 현대 중국철학에 있어서 백가쟁명

3) 철학특강 제3회(1991. 10. 30.)

김태길(서울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4) 철학특강 제4회(1991. 11. 6.)

권창은(고려대), 고대 희랍에 있어서 민주정과 그 철학적 기반

5) 철학특강 제5회(1992. 4. 8.)

이을호(전 광주박물관장), 한국사상의 본질

6) 철학특강 제6회(1992. 5. 6.)

강영안(서강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

7) 철학특강 제7회(1992. 6. 3.)

강대석(효성여대), 유물론과 휴머니즘

8) 철학특강 제8회(1992. 9. 29.)

정 종(전 동국대), 철학과 문학

9) 철학특강 제9회(199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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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대(전남대), 베른스타인의 윤리적 사회주의

10) 철학특강 제10회(1992. 11. 16.)

황필호(전 동국대), 종교와 인생

11) 철학특강 제11회(1993. 4. 28.)
차인석(서울대), 역사에 종말이 있는가?

12) 철학특강 제12회(1993. 5. 31.)

윤구병(충북대), 비판적 지성과 창조적 지성

13) 철학특강 제13회(1993. 6. 11.)

엄정식(서강대), 분석철학에의 초대

14) 철학특강 제14회(1993. 9. 14.)
진교훈(서울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접근

15) 철학특강 제15회(1993. 10. 6.)

박순영(연세대), 아는 것이 힘인가?

16) 철학특강 제16회(1993. 11. 23.)

박성배(뉴욕 주립대), 한국사상에서의 깨달음과 깨침의 대결

17) 철학특강 제17회(1994. 3. 31.)
송상용(한림대), 환경의 철학

18) 철학특강 제18회(1994. 4. 27.)

이광래(강원대),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프랑스 철학

19) 철학특강 제19회(1994. 5. 30.)

M. Gatzemeier (Achen대), 과학과 기술의 윤리

20) 철학특강 제20회(1994. 9. 27.)
윤사순(고려대), 한국사상의 새로운 이해

21) 철학특강 제21회(1994. 11. 23.)

윤평중(한신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와 시민사회론의 정치철학

22) 철학특강 제22회(1995. 3. 31.)

정대현(이화여대), 투명한 문화와 시대정신

23) 철학특강 제23회(1995. 4. 21.)
Christian Stetter (Achen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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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철학특강 제24회(1995. 5. 26.)

강성위(한국 외국어대), 현대사회와 윤리학적 요청

25) 철학특강 제25회(1995. 9. 26.)

임홍빈(고려대), 기술 문명과 철학

* 본 철학특강에서 발표된 내용은 1998년 3월경 전남대학교 출반부에서

우리시대의 얘기 라는 제목으로 출간예정이다.

(2) 대학원 동 하계 세미나

- 1988년 7월부터 동 하계에 각각 1박 2일로 개최되었다.

- 석 박사 과정의 재학생이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공개 발표회를 갖는

기회이다.
- 1998년 2월 개최된 동계 세미나는 20회였다.

(3) 수요토론회

- 전남북지역의 동서철학동호인 모임으로써 학기중 매월 1회씩 발표자

와 논평자가 모여 토론회를 갖고 있다.

전북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1년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남정길 남 1966.- 현재 석사 고려대학교 종교철학

김영철 남 1970.- 현재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논리학

김희준 남 1971.- 현재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역사철학

신광철 남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윤리학

곽강제 남 1976.- 현재 석사 전북대학교 분석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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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기 남 1981.- 현재 철학박사 미국 뉴욕대학교 불교철학

박전규 남 1980.- 현재 철학박사 프랑스 솔본느대학교

서양고대중세철학

최영찬 남 1983.- 현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중국유가철학

김의수 남 1986.- 현재 철학박사 독일 보쿰대학교 현상학

정대환 남 1993.-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한국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전원배 남 1953.4.- 1957.5. 윤리학

신기수 남 1956.6.- 1957.2. 서양고대철학

한전숙 남 1956.2.- 1970.10. 현상학

홍현식 남 1956.11.- 1976.2. 동양철학

김영수 남 1952.4.- 1953.9. 동양철학

최일훈 남 1952.4.- 1980.2. 독일관념론

한단석 남 일본 동경대학교 독일관념론

이강오 남 전북대학교 동양철학

송현주 남 전북대학교 과학철학

송하경 남 대만사범대학교 동양철학

최영진 남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144명

2) 대학원 : 12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고대중세철학사(계열공통) 중국철학사 1(계열공통)
1학년 2학기 서양근세철학사(계열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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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분석철학(계열공통) 윤리학(전필)

서양고대중세철학연습(전선) 한국윤리사상(전선)

중국철학사 2(전선) 인도철학(전선)

2학년 2학기 현상학(계열공통) 기호논리학(전필)
인식론(전필) 철학적인간학(전선)

유가철학(전선) 불교철학(전선)

3학년 1학기 형이상학(전필) 한국유가철학(전필)

인식론연습(전선) 해석학(전선)

서양철학강독(전선) 중국불교철학(전선)

3학년 2학기 사회철학(전필) 한국불교철학(전필)
언어철학(전선) 형이상학연습(전선)

윤리학연습(전선) 종교철학(전선)

중국유가철학(전선)

4학년 1학기 과학철학(전필) 논리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도가철학(전선)

미학(전선) 동양철학강독(전선)
4학년 2학기 과학철학연습(전선) 사회철학연습(전선)

서양근세철학연습(전선) 실존철학(전선)

동양철학강독(전선)

5. 학술활동 내용

1) 헬무트 슈나이더(독일 보쿰대) 초청강연(1995. 10. 12.)
2) 로-디(독일 보쿰대) 초청강연(1995. 10. 23.)

6. 기타

철학과 논문집 饗宴 1집(1984. 2. 25.), 2집(1986. 12. 25.) 발행

3집(1996. 8.), 4집(1997.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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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8. 3. 철학과 신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양영웅 남 1983.3.-현재 철학석사 부산대학교 서양철학

김현돈 남 1992.3.-현재 철학박사 부산대학교 사회철학, 미학

3. 학생수 (입학정원)

1) 학부 : 30명

4. 교과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동양철학원론

1학년 2학기 동양고전철학강독 서양고전철학강독

자연철학

2학년 1학기 논리와 철학 서양고중세철학사

윤리학원론 한국철학사

서양철학원론

2학년 2학기 과학철학 미학원론

서양근대철학사 윤리학특강

기술의 철학

3학년 1학기 노장사상의 이해 변증논리학

유가철학특강 현상학과 분석철학

사회사상사 생명과학의 철학

인도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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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 동양철학특강 불교철학

역사철학 중국철학사

환경문제와 철학

4학년 1학기 인식론 종교철학

심리철학

4학년 2학기 사회철학특강 동양미학의 이해

한국철학연습 현대철학특강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에서 본 근대와 탈근대

일 시 : 1998. 5. 29

주관단체 : 제주대 철학과

참가인원 : 50명

2) 제 1회 철학독후감대회

일 시 : 1999. 1. ∼ 2. 27

대 상 : 도내 중·고교생

주관단체 : 제주대 철학과

응모인원 : 20여명

조선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46. 9. 9. 광주 야간대학원 문예학부 철학과

1948. 5. 26. 문리과학부 철학과

1950. 4. 7. 폐과

1980. 10. 2. 문리과 대학 철학과 인가

1981. 3. 역사철학계열로 신입생 모집

1983. 3. 역사철학계열에서 철학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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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1. 6. 인문과학대학으로 소속 변경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정진일 남 1983. 3- 현재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중국철학

염수균 남 1984. 3-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고대철학

임재진 남 1985. 3- 현재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독일철학

최성렬 남 1986.10- 현재 박사수료 동국대학교 불교철학

이재영 남 1986.10-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영미철학

설헌영 남 1989. 5-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사회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문정 남 1974- 1993 철학박사 전남대학교 윤리학

김영달 남 1961- 1988 명예철학박사 대만문화대학 한국철학

이왕주 남 1982- 1985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독일철학

이인탁 남 1984- 1986 철학박사 인디애나주립대 영미철학

3. 학생 수(입학정원)

1) 학부 : 40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현대사회와 철학 동양사상입문

철학입문강독 1

1학년 2학기 철학입문강독 2 논리학

고전어 입문

2학년 1학기 서양고대중세철학사(필수) 중국철학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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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학 불교철학

인식론(필수)

2학년 2학기 서양근세철학사(필수) 한국철학사(필수)

서양고대철학강독 중국근대철학

3학년 1학기 형이상학(필수) 현대철학사조(필수)

독일관념론철학 영미철학

서양중세철학강독 사회철학특강

유가철학

3학년 2학기 논리철학 가치론

서양근세철학강독 한국철학특강

변증법연구 중국철학특강

중국철학강독

4학년 1학기 서양고대철학특강 현대철학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역사철학

과학철학 불교철학특강

4학년 2학기 실존철학 철학적 인간학

인도사상사 도가철학

현대철학강독

중앙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4년 1월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유기상 남 1980.3.-현재 문학석사 중앙대학교 존재론,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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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남 1978.3.-현재 철학박사 독일 Würzburg대학교

사회철학, 현상학

임혁재 남 1980.9.-현재 철학박사 중앙대학교 윤리학

이종권 남 1982.3.-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수리철학, 분석철학

이명한 남 1989.3.-현재 철학박사 文化대학교 양명학

유권종 남 1995.8.-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한국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고형곤 남 1953. - 1955.
김준섭 남 1953. - 1956.

전원배 남 1953.10.- 1961. 8.

유병묵 남 1953. 2.- 1960. 6.

이석희 남 1955. 9.- 1985. 2.

김용민 남 1955. 9.- 1962. 2.

최민홍 남 1960. 8.- 1980. 3.
이규호 남 1963. 2.- 1964. 8.

서동익 남 1964. 8.- 1972. 4.

박준택 남 1966. 4.- 1993. 2.

김봉수 남 1973. 2.- 1983. 8.

진교훈 남 1977. 3.- 1983.10.

정인재 남 1982. 3.- 1984. 2.
이강수 남 1984. 9.- 1988. 2.

김내균 남 1988. 3.- 1995. 8.

3. 학생 수

1) 학부 : 30명(입학 정원)

* 99년부터 학부제 시행으로 정원이 유동적이 되었음

2) 대학원 : 18명(재학생 기준, 99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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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개론(전공기초) 동양철학개론(전공기초)

1학년 2학기 중국철학사 1(전공기초) 논리학(전공기초)
2학년 1학기 기호논리학(전공) 서양고,중세철학사(전공)

중국철학사 2(전공) 인식론(전공)

2학년 2학기 서양근대철학사(전공) 윤리학(전공)

한국철학사(전공) 논리학연습(전공)

중국유학(전공) 교육철학 및 교육사(전공)

3학년 1학기 과학철학(전공) 노장철학(전공)
독일관념론(전공) 실존철학(전공)

종교철학(전공) 해석학(전공)

3학년 2학기 현상학(전공) 미학(전공)

언어철학(전공) 형이상학(전공)

불교철학(전공)

4학년 1학기 사회철학(전공) 한국성리학(전공)
현대윤리학(전공)

4학년 2학기 가치론(전공) 양명학(전공)

역사철학(전공) 실학연구(전공)

2) 대학원

존재론연습 존재론연구

형이상학연구 형이상학연습

실용주의연습 실용주의연구

서양근세철학연습 서양근세철학연구

인식론연습 인식론연구

사회철학연습 사회철학연구

현상학연습 현상학연구

해석학연습 해석학연구

헤겔철학연구 역사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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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철학연습 서양중세철학연습

현대윤리학특강 윤리학연습

윤리학연구 심리철학연습

심리철학연구 가치론연습

가치론연구 칸트철학연구

논리철학연습 논리철학연구

현대논리학특강 언어철학연구

언어철학연습 과학철학연구

과학철학연습 수리철학특강

분석철학특강 서양현대철학연습

서양현대철학연구 공맹순철학연습

주자철학연구 중국형이상학연습

송명철학연습 중국윤리학연습

한국유가철학연습 역경연구

노장철학연습 선진고전연구

사서연구

5. 학술활동 내용

1) 철학회지 창간호(1965. 7. 15.)

2) 철학회지 3집(1970. 8. 8.)

3) 철학회지 4집(1974. 8.)

4) 철학회지 5집(1977. 2. 5.)
5) 철학탐구 6집(1986.)

6) 철학탐구 7집(1987.)

7) 철학탐구 8집(1988.)

8) 철학탐구 9집(1990.)

9) 철학탐구 10집(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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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97년부터 복수전공제 실시로 전공필수와 선택 개념이 없어짐,

대학원과정은 변동없음.

창원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93. 9. 3. 철학과(야) 설립 인가

1994. 3. 1. 철학과 제 1기 신입생모집(40명)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이범홍 남 1981.9.1.- 현재 문학석사 일본불교대학교 불교철학

이수원 남 1983.10.1.-현재 철학박사 영남대학교 윤리학

이수정 남 1987.9.1.- 현재 철학박사 일본동경대학교 현대철학

박성호 남 1996.8.26.- 현재 철학박사 영남대학교 고대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106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철학의 제문제

1학년 2학기 서양철학사 동양철학사

2학년 1학기 희랍철학(전선) 인식론(전선)

유럽철학(전선) 철학적 인간학(전선)

중국철학사와 유가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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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 윤리학(전선) 중세철학(전선)

영미철학(전선) 서양철학자 집중연구1(전선)

인도철학사와 불교철학(전선)

3학년 1학기 서양근세철학사(전선) 예술철학(전선)
현상학(전선) 서양철학자 집중연구2(전선)

한국철학사와 유불사상(전선) 도가와 도교의 철학(전선)

동양 심리철학특강

3학년 2학기 현대철학(전선) 철학적 세계관(전선)

사회철학(전선) 철학원서강독(전선)

동양철학자 집중연구(전선) 중국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동양 신비사상의 이해(전선)

4학년 1학기 환경철학(전선) 역사철학(전선)

동양 근현대 철학의 문제

4학년 2학기

청주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9년 창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서배식 남 1978.3.∼현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서양철학(현대)

최양부 남 1988.3.∼현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서양철학(현대)

이 엽 남 1990.9.∼현재 철학박사 독일 T rier대학교 서양철학(근세)

김영균 남 1991.9.∼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서양철학(고중세)

송재국 남 1995.3.∼현재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동양철학(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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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황의동 남 1984.3.∼1993.8.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서양철학(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98. 3 현재)

1) 학부 : 132명

2) 대학원 : 10명(석사과정)

4. 교과 과정

1) 학부

<신 교과과정 (97 신입생부터 적용)>

1학년 1학기 철학 입문(전필) 논리학(전선)

1학년 2학기 서양 고중세 철학사(전필) 서양 근세 철학사(전필)

2학년 1학기 동양철학개관(전필) 인식론(전선)

철학적 인간의 이해(전선) 철학과 신학(전선)
미학(전선)

2학년 2학기 서양현대 철학개관(전선) 윤리학(전선)

형이상학(전선) 철학의 제문제(전선)

중국 철학사(전선)

3학년 1학기 실존철학(전선) 현상학(전선)

칸트철학(전선) 한국 철학사(전선)
불교철학(전선)

3학년 2학기 생철학(전선) 존재론(전선)

플라톤 철학(전선) 도가철학(전선)

영미철학(전선)

4학년 1학기 해석학(전선) 서양근세 철학연습(전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전선)
4학년 2학기 도덕철학(전선) 독일관념론(전선)

유가 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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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서양고중세 철학사(전필) 서양근세 철학사(전필)

1학년 2학기 서양현대 철학 개관(전필) 서양근대 철학 특강(전선)

2학년 1학기 중국 철학사(전필) 논리학 특강(전선)
인식론(전필) 현대 철학 특강(전선)

2학년 2학기 형이상학(전필) 사성강독 1(전선)

미학(전선) 서양철학특강(전선)

실존철학(전선)

3학년 1학기 한국 철학사(전필) 사서강독 2(전선)

철학적 인간학(전선) 윤리학(전필)
영미철학(전선)

3학년 2학기 철학연습 1(전필) 노장철학(전선)

존재론(전선) 송명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4학년 1학기 불교 철학(전선) 철학 연습 2(전선)

역사철학(전선) 현상학(전선)
4학년 2학기 한국유학(전선) 윤리학 특강(전선)

분석철학(전선)

2) 대학원

1학기 플라톤 철학특강 칸트 철학특강

철학적 제문제

2학기 근세철학특강 존재론 특강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연구

3학기 현상학 연구 계몽철학 특강

5. 기타

철학과 학술지 ☞ 헛발 내딛기 제4권 발간

매년 철학 학술제 개최 ☞ 총 9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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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54. 2. 9. 문과대학 철학과 창설.

1957. 4. 4. 대학원 설립.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근무년수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신동호 남 39 문학석사 충남대학교 노장철학, 제자철학

서해길 남 35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현상학, 실존철학

김길락 남 37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유가철학, 송명철학

남명진 남 28 철학박사 중국문화대학교 선진유학, 청대학술,

주역

송영진 남 23 철학박사 전북대학교 서양고 중세철학,

형이상학

정연홍 남 23 철학박사 영남대학교 분석철학, 영미철학

이평래 남 21 철학박사 일본고마자와대 불교철학, 인도철학

황의동 남 24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한국성리학, 한국실학

김수배 남 9 철학박사 독일 트라이어대 서양근세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2) 대학원 : 고정되어 있지 않음

현 학부생 142명

대학원생 석사 4명

박사 4명

4. 교과 과정

1) 학부(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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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서양고대철학

1학년 2학기 서양철학사(*) 논맹강독

2학년 1학기 중국철학사 기호논리학

학용강독 서양고대철학강독

불교철학의 근본문제 실존철학

2학년 2학기 인식론(*) 선진유학과 윤리사상(*)

서양중세철학강독 제자철학강독

윤리학 불교철학과 윤리사상

생철학

3학년 1학기 한국철학사(*) 형이상학(*)
중국경학사상 영미철학

노장철학강독 공산주의비판

육왕심학과 윤리사상 서양근세철학강독

송대성리학 가치철학

3학년 2학기 서양현대철학(*) 인도철학사(*)

현상학 역경강독

분석철학 선진도가철학

서양철학강독 한국실학

한국종교사상

4학년 1학기 제자철학과 윤리사상 현대신학

한국불교철학 서양근세철학

서경강독 해석학

중국현대철학 현대독일철학

미학

4학년 2학기 역사철학 한국양명학

존재론특강 후기도가철학

역학의 근본문제 한국성리학과 윤리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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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0. 10. . 인문대학 철학과 신설. 81년 1회 입학생 모집

학위수여현황 : 411명(97. 2기준)

1994. 10. . 석사과정 신설(인가).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완규 남 21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양근세철학

정동호 남 17 철학박사 프라이부르크대 서양현대철학

유초하 남 16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한국철학

최세만 남 15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분석철학

안상헌 남 15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역사철학

정호영 남 13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정세근 남 03 철학박사 대만대학교 도가철학

2) 전직

윤구병 남 95년 퇴임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양고대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135명(재적생 190명)

2) 대학원 : 1명(기수료자 2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학기 서양고대철학사 철학입문

1학년 2학기 서양중세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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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윤리학 서양근세철학사

중국철학사 현대논리학

종교철학 선진철학

2학년 2학기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

인도철학사 중국철학연습

인식론 도가철학

3학년 1학기 근세철학특강 생철학과실존철학

사회철학 불교철학

동양철학특강

3학년 2학기 형이상학 과학철학

역사철학 한국철학사

4학년 1학기 분석철학 현상학과해석학

한국철학연습 고중세철학연습

4학년 2학기 가치론연습 불교철학연습

근세철학연습 동양철학연습

* 학부의 전공필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뀜(1997년도부터 적용)

2) 대학원

서양철학강독 동양철학강독 연구과제Ⅰ

가치론연구 과학방법론 그리스자연철학연구

근대경험론연습 근대합리론연습 논리적탐구

니이체철학연구 독일관념론 분석철학연습

비트겐슈타인철학연구 사회철학연습 생철학연구

아리스토텔레스연습 역사철학연습 중세철학연구

플라톤연습 해석학연습 현대사회철학연구

현상학연구 형이상학연습

孔孟哲學 대승불교 동서비교철학연구

동양철학방법론 우파니샤드의 철학 원시아비달마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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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王心學 육파철학 정약용의 철학과 개화사

상

程朱理學 諸子思想 조선시대성리학

조선시대양명학 조선후기실학 중국근현대사상

중국불교 한국고중세철학의제문제 한국불교

현대한국철학의전망 老壯哲學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0. 10. 서울 캠퍼스 문리과대학 철학과 인가[이문 시대 시작]

1980. 11.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 신설

1981. 3. 문리과대학 철학과 개설(52명 입학)

1982. 9.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소장: 강성위) 설립

1984. 3. 철학과 입학 정원 조정(40명)

1984. 11.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신설. 교육대학원 철학교육 전

공 신설(국내 최초)

1985. 2. 학부 1회 졸업생 배출

1987. 3. 용인 캠퍼스에서 신입생 선발[이문 왕산 시대 시작]

1987. 11.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신설

1988. 3. 교직과정인가

1989. 3. 인문대학 철학과로 개편

1990. 3. 철학과 학부 용인캠퍼스로 전학년 이전

[학부 왕산 시대 시작]
1996. 3. 인문대학 인문학부 철학전공으로 개편

인문과학연구소 용인캠퍼스로 이전

1998. 현재 인문대학 인문학부 철학전공

학과장: 박찬구(용인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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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주임 교수: 박찬구(서울 캠퍼스)

교육대학원 철학교육 전공

주임 교수: 박정근(서울 캠퍼스)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전공

주임 교수: 박찬구(서울 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이기상(용인캠퍼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박희영 남 1988. 9.- 철학박사 Univ . ParisⅣ 서양고대철학

이기상 남 1984. 9.- 철학박사 Hochschule für 존재론, 현상학

Philosophie in München S.J.

박정근 남 1988. 3.- 철학박사 輔仁大學校 중국철학

임일환 남 1988. 9.- 철학박사 Brown Univ . 인식론, 형이상학

박찬구 남 1996. 3.- 철학박사 Univ . T übingen 윤리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손봉호 남 1980.10.- 1983.8. 철학박사 화란 자유 대학 윤리학, 논리학

장 욱 남 1980.3.- 1987.2. 철학박사 München Univ .
중세철학, 형이상학

이좌용 남 1982.3.- 1988.8.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논리학, 분석철학

김영정 남 1985.9.- 1988.3. 철학박사 Brown Univ . 논리학, 분석철학

성 염 남 1988.12.- 1991.8.철학박사 Pontificia Studiorum 중세철학

Univeritas Satesians

강성위 남 1978.3.- 1997.2. 철학박사 Mainz Univ . 윤리학, 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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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수

1) 학부 : 각 학년 정원 40명

2) 대학원 : 석사과정 15명, 박사과정 13명.

교육대학원 : 철학교육 전공, 윤리교육 전공.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1, 2학기: 인문학부 공통(철학담당) :

신화와 철학 논리학 개론

동양철학에의 초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2학년 1학기: 서양 고 중세철학사 중국철학사

윤리학

2학년 2학기: 서양 근 현대철학사 한국철학사

인식론

3학년 1학기: 형이상학 논리와 언어

사회철학 사회윤리학

독일근세철학 해석학

철학방법론 분석철학

Bergson 철학 경험론

언어철학 유가철학

장자철학 중세철학

그리스철학

3학년 2학기: 현대철학사조 인간학역사철학

존재론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

문화윤리학 논술 및 논문 작성법과학철학

프랑스현대철학 인간과 자연현대논리학

합리론 미학

법가철학 노자철학

역철학 인도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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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철학 Hellenism 철학

4학년 1학기: Kant 철학 기술철학

현상학 사회비판이론

문학과 철학 고 중세철학연습

Heidegger 철학 Platon 철학

문화철학 신의 문제존재와 논리

예술철학 메타 윤리학

한국도가철학 한국불교철학

우파니샤드 철학 인도철학의 제문제

과학과 철학

4학년 2학기: 정치철학 Hegel 철학

시간론 자유론

실존철학 독일현대철학

종교철학 Aristoteles 철학

구조주의철학 존재와 인식

영미철학 한국유가철학

중국불교철학 심리철학

법철학 환경철학

Wittgenstein 철학

5. 학술활동 내용

가. 논문집

1) 현대사회의 변화와 지성인의 역할(1987. 6.)

2) 현대사회와 철학교육(1993. 12.)

3) 인문학연구 1호(1997)

4) 인문학연구 2호(1997)

5) 삶 윤리 예술(1997)

나.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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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대철학 1] 발행(1986)

2) [외대철학 2] 발행(1993)

3) [외대철학 3] 발행(1994)

4) [외대철학 4] 발행(1996)
5) [외대철학 5] 발행(1997)

다. 학술강연회

1) 1996년 5월 9일, 용인캠퍼스 도서관 4층, 귄터 볼파르트(독일),

침묵 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진행: 박찬구]

2) 1996년 11월 6일, 용인캠퍼스 도서관 4층, 에머리히 코레트(Emerich
Coreth SJ)

마틴 하이데거에서 존재의 문제와 신의 문제에 대하여, [진행: 신승환.]

3) 1997년 3월 24일, 대학원 418호, 박휘근(네델란드)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의 근원- [대학원 학술 강좌- 철학과 주최]

4) 1997년 11월 10일, 용인캠퍼스 도서관4층, 박이문(포항공대 교수)

생태학적 합리성과 아시아 철학(Ecological Rationality and Asian
Philosophy )

[논평 : 정해창-정신문화연구원 교수]

6. 기타

서울 캠퍼스에는 철학과가 개설되기 전 70년대부터 현재에까지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철학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용인캠퍼스에는 제2전공,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여 철학을 전공하지 않

는 학생들도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학회>

[독일 철학회] 본 학회는 근.현대 서양 철학의 커다란 줄기를 만들어 낸

독일 철학자들의 철학함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며 이 땅에서 우리

의 철학함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기중과 방학

을 이용한 영어 원서와 독일어 원전들의 강독을 통해 독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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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사유를 직접 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양 철학회] 본 학회는 보다 심층적인 동양 철학 공부에 필요한 총괄

적인 기본 배경 지식을 철학의 흐름에 따라 쉽고 재미있게 습득

할 수 있도록 하며, 날카로운 시각과 깊은 사색을 통해 철학도로

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한 방학 및

학기중 원서 강독을 하고, 타 학교의 관련 학회들과의 학술적 교

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희랍 철학회] 본 학회는 서양 철학의 근원인 희랍 철학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공부하여 현재 우리가 안

고 있는 문제들의 시원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한 이

해를 넓히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기 중에 정기적인

강독회를 통해 원서 강독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 희랍어 문법을 공부하고 원전강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남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3. 9. 문과대학 철학과 설립인가

1984. 3. 제1회 학생모집

1988. 3.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인가 및 학생모집

1992. 3.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인가 및 학생모집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수철 남 1965. .-현재 교육학박사 미국 Oklahoma대 도덕윤리학

류칠노 남 1981. .-현재 문학석사 성균관 대학교 동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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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룡 남 1986. .-현재 철학박사 미국 Columbia대 사회철학

김용환 남 1985. .-현재 철학박사 미국 Walese대 사회철학

황종환 남 1990. .-현재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환경윤리

김왕연 남 1990. .-현재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한국철학

민찬홍 남 1988. .-현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분석철학

최신한 남 1994. .-현재 철학박사 독일 T übingen대 독일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병우 남 1981.- 1993.9.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실존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2) 대학원 : 계열정원(인문계열) 석사과정 84명, 박사 21명

4. 교과 과정

1) 학부

1- 1 철학의문제들(전필)

1- 2 중국철학사(전필) 서양고중세철학사(전필)

2- 1 서양근세철학사Ⅰ(전필) 한국철학사(전필)

논리학(전선) 역사철학(전선)

철학적 인간학(전선) 선진유학강독(전선)

2- 2 윤리학사(전선) 서양근세철학사Ⅱ(전선)
공맹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불교철학(전선)

3- 1 형이상학(전선) 인식론(전선)

한국성리학(전선) 송명이학(전선)

현대윤리학(전선) 문화철학(전선)

3- 2 현대철학사조(전필) 분석철학(전선)
실학사상(전선) 노장사상(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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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관념론(전선) 종교철학(전선)

4- 1 과학철학(전선) 해석학과현상학(전선)

비교철학(전선) 현대철학강독(전선)

주역철학(전선)
4- 2 비판이론(전선) 한국철학특강(전선)

윤리학특강(전선) 환경철학특강(전선)

5. 학술활동 내용

1) 대학원 춘계 학술세미나(1995. 3.30.)

훼슬레(독일 Essen대학), 생태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윤리적 결단

2) 대학원 추계 학술세미나(1995. 11.30.)

박동환(연세대), 고고학으로 함몰하는 철학사

3) 대학원 춘계 학술세미나(1996. 5. 27)

김희봉(연세대) 현상학에 있어서 [근거의 문제와 환원]

4) 초청특강(1996. 10. 28)

주칠성(연변대) 한 중 일 실학비교

5) 대학원 추계 학술 세미나(1996. 11. 7)

이강수(연세대), 장자의 철학정신

6) 학술초청 세미나(1996. 11. 20)

이창재(연세대) : 현대문학의 위기와 니체의 예술

7) 대학원 춘계 학술 세미나(1997. 5. 7)

임석진(명지대) 동서양 철학의 동이성과 그 화해의 실마리

8) 대학원 추계 학술 세미나(1997. 11.8)

이진우(계명대) 도덕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한림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7. 10. 철학과 설립인가(입학정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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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3. 제 1회 신입생 선발(38명)

고범서, 안상진, 허남진 교수 부임

1990. 3. 손병홍 교수 부임

9. 김성진 교수 부임

1991. 8. 안상진 교수 정년퇴임

11. 철학과 대학원(석사과정) 설립인가

1992. 9. 장춘익, 이광호 교수 부임

1995. 3. 오진탁 교수 부임

1997. 3. 주동률 교수 부임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손병홍 남 철학박사 Univ . of Illinois 현대영미철학,

논리학

김성진 남 철학박사 Univ. of Freiburg 서양고대철학

이광호 남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동양철학

장춘익 남 철학박사 Univ. of Freiburg 사회철학

오진탁 남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불교철학

주동률 남 철학박사 Univ . of Wisconsin- Madison

윤리학, 미학

3. 학생 수

1) 학부생

재학생은 현재 170명.

졸업생은 1992년(12), 1993년(15), 1994년(18), 1995년(25), 1996년(33

명), 1997년(29명)

2) 대학원생

1994년 1명, 1997년 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재학생은 9명이다.

437



특집

4. 교과 과정

1) 학부

I 수준 1학기 동양철학 개론 서양윤리사상사

고대희랍과 중세기독교사상 논리학

인간의 삶과 불교 사회-정치철학

I 수준 2학기 서양근세 철학사 인식론

한국 유학사 기초전공외국어연습

노장철학

II 수준 1학기 언어철학 현대 윤리학

서양 철학의 고전 문화철학

현대유럽철학 중국고대철학

동양철학의 고전 유학경전연구

한국사상현장답사

II 수준 2학기 과학철학 사회윤리학

역사철학 예술철학

형이상학과 존재론 기술-생태론철학

현대영미철학 불교철학

중국근현대철학사 주제중심철학특강

2) 대학원

동양 철학 연습 한국 철학 연습

중국 고중세 철학 연습 중국 근세 철학 연습

동서고전강독 도가 철학 특강

도가 철학 연습 중국 불교 특강

중국 불교 연습 한국 불교 특강

한국 불교 연습 인도 철학 연습

중국 철학 특강 윤리학연습

서양 고중세 철학연습 서양근현대철학연습

서양 고대철학 특강 서양 중세 철학 특강

서양근세철학특강 인식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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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연습 사회윤리학연습

윤리학과 심리학 분석윤리학연습

사회철학연습 역사철학연습

언어철학연습 과학철학연습

논리철학연습 예술철학연습

5. 학술활동 내용

1) 특강 실시: 매년 2회

1992년 10월 불교의 깨달음(혜욱스님)

˝ 11월 사회철학의 위기, 위기의 사회철학(장춘익)
1993년 10월 포스트모던속의 현상학(이종관)

˝ 11월 우리의 현실과 자아인식(엄정식)

˝ 12월 불교일반(혜욱스님)

1994년 4월 과학철학과 인공지능(이초식)

˝ 10월 자연에 대한 윤리,종교적 접근(고범서)

˝ 11월 순자의 예론(성태용)
1995년 5월 중국철학에서의 장자의 위치(오진탁)

1995년 11월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철학(이상화)

1996년 6월 나의 윤리학 연구의 역정(고범서)

10월 UFO에 관한 논의 분석(안건훈)

1997년 5월 윤리적 이견과 윤리학(주동률)

10월 죽음과 호스피스의 봉사활동(로라수녀)
2) 학술답사

1988년 이래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1988년(해남 일대), 1991년

(안동 일대), 1992년(해남, 강진 일대), 1993년(안동, 강릉 일대), 1994년

(전남 일대), 1995년(안동, 강릉 일대), 1996년(안동, 지리산 일대), 1997

년(단양, 공주, 부여, 예산 일대)를 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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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0. 10. 철학과 신설인가

1981. 1. 오산 캠퍼스로 이전

1985. 3. 철학대학원 신설인가

1992. 4. 한신대학교로 교명변경

1993. 4. 한신철학연구소 설치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장일조 남 1981. 3- M.A. 독일 Bochum 대학 수료

독일관념론

김광수 남 1986. 9.- 철학박사 Univ. of California(Santa Barbara)

영미철학

김상일 남 1988. 8.- 철학박사 Claremont Graduate School

한국철학

윤평중 남 1989. 3.- 철학박사 남일리노이 주립대학 사회철학

나 성 남 1994. 3.- 철학박사 Harvard University 중국철학

김대오 남 1997. 9.-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양고대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강돈구 남 1983.3- 1988.4 철학박사 서독튀빙겐 대학 사회철학

송영배 남 1982.9- 1988.6 철학박사 Frankfurt대 중국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116명

2) 대학원 : 7명

440



근백년 한국철학의 교육과 제도

4. 교과 과정

1) 학부

1학년 : 철학입문, 논리적 분석(논리학 1), 철학적 분석(논리학 2), 철학여행

2학년 : 서양고중세철학, 중국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한국철학사, 철학여행

3학년 4학년 : 철학여행, 플라톤철학연구,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데카

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흄, 칸트, 헤겔, 독일관념론, 푸코와

하버마스, 실존철학, 현상학, 포스트 맑시즘 연구, 현대프랑스철학

철학적 인간학, 자연철학, 변증법, 해석학, 맑스주의 철학, 역사철

학, 유물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인식론, 언어철학, 비트겐슈타

인, 럿셀, 포퍼, 해석학, 유물론, 사회철학, 한국도가철학, 심리철

학, 과학철학, 분석철학특강, 현대 영미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

와 동양철학, 중국학 입문,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플라톤

중국제자철학강독, 유가철학, 중국제자철학, 묵자강독, 공맹철학,

청대철학, 주자철학, 불교철학, 서양고중세철학 등

한양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2. 철학과 신설

1988.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신설

1998.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신설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김명제 남 1982.- 현재 철학박사 보인대학교 유가철학,

선진제자철학

이영호 남 1982.- 현재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윤리학, 역사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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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남 1991.- 현재 철학박사 Minnesota대학교 논리학

이현복 남 1995.- 현재 철학박사 Innsburg대학교 서양근세철학

유주현 남 1992.- 현재 철학박사 Bochum대학교 사회철학

2) 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권혁민 남 1982.- 1990. 철학박사 뮌헨대학교 정치철학

유준수 남 1982.- 1992. 철학박사 Golden State대학교서양근세철학

차재칠 남 1982.- 1990.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양고대철학

김효명 남 1983.- 1988. 철학박사 Indiana at Bloomington대학교

영미분석철학

이정복 남 1982.- 1997. 철학박사 뮌헨대학교 현대독일철학

3. 학생 수(재학생 기준)

1) 학부 : 100명

2) 대학원 : 13명

4. 교과과정

1) 학부

2학년 1학기 기호논리학(전선) 서양중세철학(전선)

철학원전강독(전선) 서양근세철학사(전선)

중국철학사(전선)
2학년 2학기 윤리학(전선) 예술철학(전선)

인도철학사(전선) 서양현대철학사(전선)

근세합리주의(전선) 선진유가철학(전선)

과학철학(전선)

3학년 1학기 인식론(전선) 한국철학사(전선)

도가철학(전선) 서양현대철학특강(전선)
근세경험주의(전선) 언어철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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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전선)

3학년 2학기 형이상학(전선) 실존철학(전선)

논리학특강(전선) 한국불교철학(전선)

독일관념론(전선) 철학적 해석학(전선)
송명철학(전선)

4학년 1학기 역사철학(전선) 사회철학(전선)

종교철학(전선) 심리철학(전선)

현대프랑스철학(전선) 조선성리학(전선)

현대중국철학(전선)

4학년 2학기 윤리학특강(전선) 서양고전철학특강(전선)
조선후기철학사상(전선) 철학적 인간학(전선)

호서대학교 철학과

1. 연혁

1982. 10. 5. 국민윤리학과로 창설

1989. 7. 1. 철학과로 개칭

1994. 3. 대학원 신설(석사)

2. 전임교수 현황

1) 현직

이름 성별 재임기간 최종학위 학위수여대학 담당분야

최염렬 남 1983.3- 1993.5. 철학박사 미국 South Baylor대학

동양철학(노장사상

김교빈 남 1984.10- 현재 철학박사 성균관대

동양철학(한국철학, 유가철학, 기철학)

김성동 남 1986.2.-현재 철학박사 서울대

서양철학(사회철학, 윤리학, 철학적 인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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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태 남 1990.6.-현재 철학박사 독일Konstanz대

서양철학(과학철학,자연철학, 환경철학)

이한상 남 1991.8.-현재 철학박사 중국문화대학

동양철학(노장사상, 도가철학)
박찬국 남 1994.3.-현재 철학박사 독일Würzburg대학

서양철학(존재론, 실존철학)

JohnMcguire 남 1996.3.- 현재 철학박사 캐나다Queen s University

영미분석철학

3. 학생 수(입학 정원)
1) 학부 : 40명

2) 대학원 : 3명

4. 교과 과정

1) 학부

<98년 현재 교과과정>
1학년 학부기초 언어학 개론 문학 개론

철학 개론

선수과목 논리학

2학년 선수과목 서양고중세 중국고중세

서양원강 1 동양원강 1

서양근세 1 한국고중세

후수과목 종교철학 중국근세철학

서양원강 2 동양원강 2

3학년 후수과목 서양근대철2 한국근세철학

인식론 윤리학

선진유가사상 노자사상

사회철학 존재론

영미철학 송명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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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철학

4학년 후수과목 현상학 분석철학

윤리학특강 실학사상

제자철학 중국철학특강

사회철학특강 인간학특강

한국근대사상연구

<이전 교과과정>

1학년 논리학 개론 중국고중세철학사

2학년 한국근세철학사 서양현대철학사

노자 철학 인식론

인도 철학사

3학년 선진 유가 철학 역사 철학

동양원전강독2 사회 철학

서양원서강독2

4학년 한국근대사상연구 한국 철학 특강

존재론 특강 서양현대철학특강

5. 학술활동 내용

인간과 자연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1993년 이래 매학기 세번이나 네번

에 걸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내부 교수들이 순서대로 발표하거나 외부강

사를 초빙하여 콜로퀴움을 개최하고 있음.

1차: 과학문명과 인간의 위기(발표자 김국태 호서대)

호서대인문관 93년 11월

2차: 생명윤리(진교훈 서울대)

상동 93년 12월

3차: 생명윤리의 공리주의적 정초(김성동 호서대)

상동 94년 3월
4차: 정보화사회와 개인의 문제(김교빈 호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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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94년 4월

5차: 주체개념의 새 원리: 상호주관성(김성동 호서대)

상동 94년 5월

6차: 유불선 3교의 인간관(이한상 호서대)
상동 94년 6월

7차: 중국의학과 철학(이현구 성대강사)

상동 94년 7월

8차: 하이데거와 니힐리즘의 극복(박찬국 호서대)

상동 94년 9월

9차: 양명학에서의 인간의 주체문제(이명한 중앙대)
상동 94년 10월

10차: 현상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남인 서울대)

상동 94년 11월

11차: 기술과 환경(김국태, 호서대)

상동 95년 4월

12차: 유교의 현대적 의미(장립문, 중국북경대)
상동 95년 5월

13차: 존재와 생성에 관한 인도철학적 해석(김형준, 중대강사)

상동 95년 6월

14차: 과학적 입장에서 본 풍수지리(김두규, 우석대)

상동 95년 7월

15차: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본 윤리(허란주, 이대강사)
상동 95년 9월

16차: 도가철학과 페미니즘(이숙인, 성대강사)

상동 95년 10월

17차: 돈 아이디의 기술철학(김 성동, 호서대)

상동 96년 5월

18차: 종교와 명상에 대한 강연과 토론(박 석, 상명대 중문학과교수)
상동 9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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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역사의 종말이론에 대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에 대한 고

찰(박찬국, 호서대)

상동 97년 11월

6. 기타

96년부터 캐나다 출신 맥가이어 교수를 초빙하여 영어로 철학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어 했지만, 맥가이어

교수의 훌륭한 지도로 이제 어렵지 않게 따라가고 있다. 학생들은 철학강

의를 통하여 영어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양철학을 현장에서 배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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