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Syllabus)

[1]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

■ 강의 정보(Course Information)

교과목명

(Course Title)
도가철학 (TAOIST PHILOSOPHY)

강의유형

(Course Type)
        전공 (Major)

[2] 학습 목표/성과(Learning Objectives/Outcomes)

■ 과목 설명(Course Description)

도가철학은 유가철학과 함께 동양철학의 양축을 이루는 중요한 철학사상이다. 이 과목은 도가의 중심 철학자인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

로 도의 기원과 의미, 소요, 제물, 무용지용 등 핵심 개념을 강의한다. 아울러 ‘신도가’라 불리는 위진현학의 대표적 철학자인 왕필과 

곽상의 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 학습 목표(Learning Objectives)

이 과목은 도가철학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가철학의 주요 이론과 원전의 주요 문장을 

중심으로 도가철학에 대한 수강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 학습 성과(Learning Outcomes)

도가철학의 중심 인물인 노자와 장자, 왕필, 곽상 등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고, 도가철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확인한다. 

[3] 강의 진행 정보(Course Methods)

■ 강의 진행 방식(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강의 진행 방식 추가 설명

강의                      도가 철학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

학생 발표 (오프라인 강의) 각 주제별로 수강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시청각 자료 활용 (오프라인 강의) 강의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 및 예술 작품을 활용한다.

■ 수업 자료(Textbooks, Reading, and other Materials)

수업 자료 제목 저자 출판일/게재일 출판사/학회지

강의 PPT 도가철학 이연도

[4] 수업 일정(Course Schedule)

차시 강사명 수업주제 및 내용 제출 과제 추가 설명

1 이연도             도가철학의 특성과 기원 도가철학의 기원과 특성



에 대해 살펴본다.  

2 이연도                노자와 도(道) 

노자 도덕경의 판본과 

도(道), 유, 무 개념 등

에 대해 설명한다. 

3 이연도           위학(爲學)과 위도(爲道) 

지식을 쌓는 공부와 도

(道)를 행하는 공부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본

다. 

4 이연도               노자의 정치철학

노자 정치철학이 갖는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

펴본다.

5 이연도                장자와 『장자』

장자의 생애와 장자철학

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다.

6 이연도                장자와 소요유
장자 철학의 소요 개념

에 대해 알아본다.

7 이연도                장자와 제물론

상대주의적 지식관과 도

심 개념에 대해 설명한

다.

8 이연도               무용지용의 철학
장자철학의 양생관에 대

해 설명한다.

9 이연도              위진현학 1 - 왕필
위진현학의 특징과 왕필 

철학에 대해 알아본다.

10 이연도              위진현학 2 – 곽상 
곽상 철학의 특징과 의

미에 대해 설명한다. 

[5] 수강생 학습 안내 사항

     참고문헌 : 1. 이강수, 『노자와 장자』, 길, 1997.   2. 풍우란, 『중국철학사』, 까치,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