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과목명 유교와 민주주의
학점
(시간)

3 담당교수 이장희 수강대상학년 3학년

강좌목표
한국전통사회의 규범을 지배하였던 유교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구습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국적 풍토와 상황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논어』, 『맹자』, 『순자』 및 여러 2차 자료

평가계획 중간 30 기말 30 과제 20 출석 10 기타 10

주별 구분 강의주제 강의방법 비고

1 유교와 민주주의-서설 강의

2 유학의 형성 1. 공자 강의/토론

3 2. 맹자와 순자 강의/토론

4 신유학의 전개 1. 천인(天人)과 이기(理氣) 강의/토론

5 2. 공(公)과 사(私) 강의/토론

6 현대신유학 강의/토론

7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강의/토론

8 자유민주주의에서 공과 사 강의/토론

9 국가와 개인 – 완전주의(perfectionism)의 문제 강의/토론

10 유교와 민주주의-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강의/토론

담당교수 연락처



주별 구분 내 용 과제물 및 실험․실습계획

1주

강의주제 전반적인 강의 개요

강의내용 한국사회에서의 유교와 민주화 또는 전통과 현대

준 비 물
참고문헌

2주

강의주제 유학의 형성 1. 공자

강의내용 인(仁), 예(禮), 군자(君子)의 개념

준 비 물
참고문헌

『논어』에 대한 1쪽 내의 간단한 소감문

3주

강의주제 2. 맹자와 순자

강의내용 본성의 선함과 예 규범의 제도화와 내면화

준 비 물
참고문헌

『맹자』, 『순자』에 대한 1쪽 내의 간단한 소감문

4주

강의주제 신유학의 전개 1. 천인(天人)과 이기(理氣)

강의내용 하늘과 인간 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기론적 시각

준 비 물
참고문헌

『중국의 예치시스템』 의 일부

5주

강의주제 2. 공(公)과 사(私)

강의내용 신유학의 전개에서 공사에 대한 개념 정립

준 비 물
참고문헌

『중국 전근대 사상의 굴절과 전개』 의 일부

6주

강의주제 현대신유가

강의내용 20세기이후 유학의 의미에 대한 유학옹호론자의 변론

준 비 물
참고문헌

“중국문화선언”에 대한 1쪽 내의 간단한 소감문



7주

강의주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강의내용
서구 근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출현의 밀접한 상관

관계

준 비 물
참고문헌

『사회정치철학』 의 일부

8주

강의주제 자유민주주의에서 공과 사

강의내용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사영역의 설정이 지니는 중요성

준 비 물
참고문헌

『사회정치철학』 의 일부

9주

강의주제 국가와 개인 – 완전주의(perfectionism)의 문제

강의내용
현대국가에서 국가의 개인적 삶에 대한 개입 정도와 가

치적 태도

준 비 물
참고문헌

『사회정치철학』 의 일부

10주

강의주제 유교와 민주주의 –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강의내용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은?

준 비 물
참고문헌

『유교적 공공성과 타자』 의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