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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목 개요

인간은 동일한 기원을 지닌 하나의 종임에도 다양한 문화적 철학적 차이를 지닌다. 이 과목에서는 현대 사회를 주도
하는 중요한 두 세계, 즉 동아시아와 유럽 세계의 문화적 기원과 차이를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공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류의 출발을 시작으로 동서문화가 교류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한다. 역사의 기록에 처음으로 남아있는 비단
길(silk road)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문화교류가 시작되었는지 살펴본다. 이어 중세의 만남, 몽골제국에 의한 유럽
세계의 각성을 공부한 뒤, 이러한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 근대와 동아시아 세계, 서학과 실학의 대두 등
을 공부한다.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철학이란 텍스트에서 어떻게 동서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이후 현대
세계에서 동서 문화와 철학은 어떻게 만나고 또 발전해야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탈식민주의는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이다.

2. 강의목표

(1) 동서 문화 교류사 이해: silk road와 문명교류 2. 몽골제국과 중세 유럽 3. 유럽 근대철학과 명청 시대 철학 4.
서학과 실학 - 텍스트 5. 근대 세계에서 동서의 만남 6.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7. 현대 세계에서의 동서 철
학의 만남과 발전에 대한 이해. 이러한 주제를 공부한 뒤 학생 스스로 우리의 세계에 필요한 철학 텍스트가 어떠해
야 하는지 모색하게 한다.

3. 강의방법

강의와 토론, 영상 자료, 주제 발표

4. 평가방법

보고서/발표 30% 기말고사 60%, 기타 10%

5. 과제물

6. 실험, 실습계획

7. 관련강의

8. 장애학생 지원 사항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실크로드 ? 문명의 중심』, 연암서가 프란츠 우드 203 부교재

『리오리엔트』 이산 안드레 프랑크 2003 참고도서

징기즈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사계절 잭 워터포드 2005 참고도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글항아리 이언 모리스 2013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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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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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문명담론과 문명교류 살림 정수일 2009 참고도서

<동서문화교류사> 단국대출판부 W. 프랑케 1999 참고도서

주 기간 강의내용 참고자료 공결대체과제 비고

1
2017-03-02 ~
2017-03-08

강의 소개, 인간의 기원과 발전

2
2017-03-09 ~
2017-03-15

지성의 출발과 세계 지성의 형성, 동서 문화의
같음과 다름
-Karl Jaspers : <축의 시대>

3
2017-03-16 ~
2017-03-22

유목문화와 정주 문화, 문명교류

4
2017-03-23 ~
2017-03-29

비단길(silk road) 문명 기행

5
2017-03-30 ~
2017-04-05

로마 문화와 이슬람 문화 교류류

6
2017-04-06 ~
2017-04-12

몽골제국과 동서 문화 교류: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7
2017-04-13 ~
2017-04-19

중세 유럽과 동아시아 세계

8
2017-04-20 ~
2017-04-26

중간고사 시험기간

9
2017-04-27 ~
2017-05-03

유럽 중세와 명 청의 만남 :스콜라 철학과 성리학

10
2017-05-04 ~
2017-05-10

근대 산업혁명 : 자본과 혁명의 시대

11
2017-05-11 ~
2017-05-17

제국의 시대

12
2017-05-18 ~
2017-05-24

서학과 실학

13
2017-05-25 ~
2017-05-31

제국주의와 리오리엔트(re-orient )

14
2017-06-01 ~
2017-06-07

탈식민주의 철학 - postcolonialism

15 2017-06-08 ~ 21세계 동서의 만남과 전망 : 탈근대

10. 강의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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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강의내용 참고자료 공결대체과제 비고

2017-06-14

16
2017-06-15 ~
2017-06-21

기말고사 시험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