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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개요

 본 교과목은 사학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서, 서양의 지적 전통과 흐름을 그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
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현대 서양인들의 사고방식, 정신구조 또는 심성상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이들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현대 서양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삶의 각 영역들에 대한 포괄적 이
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기서는 크게 두 개의 길이 모색
될 것이다. 하나는 현대에까지 영향을 준 서양 역사상 중요한 사상들의 내적 연관, 논리, 체계 등을 
심층적이고 개별적으로 분석, 해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성의 내용들과 그것들이 산출된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사건들과의 연관관계를 세계사적이고 현대사적인 관점에서 규명해보는 
일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서양의 철학자, 예술가, 문인 등의 지적인 모든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수학습내용

서양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무관하다.

3. 수업방법 (%)

강의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개별/팀 별 발표 기타

70% 30% 0% 0% 0% 0%

4. 평가방법 (%)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발표 프로젝트 과제물 참여도 기타(출석)

30% 40% 0% 0% 0% 20% 0% 10%

지식
  (1) 고대~현대까지의 서양의 주요 사사상가들의 지적인 업적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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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들 주요 사상가들의 사상과 지적인 업적 내용의 학습을 통해 현대 서양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기술
  (1) 전체 수업 내용 중 하나의 사상 경향이나 지적 조류 또는 개별 사상가들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킨다.
  (2) 수업시간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질의와 응답 등 토론 형식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사상

이 등장하고 그것이 일반 역사 진행에 끼친 상호작용과 맥락을 이해한다.

태도
  (1) 사물에 대한 역사적 이해 방식이 각자의 전공, 취미, 관심 영역 전반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연

관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2)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역사적 이해 방식이 다른 세계로서 서

양의 지적인 업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성찰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와 ‘내’가 단순히 추상적
인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임을 자각한다.

시험 및 평가
  (1) 중간고사: 30%
  (2) 기말고사: 40%
  (3) 보고서: 20%
  (4) 기타: 10%
   
시험 및 평가에 대한 보충설명
  (1) 중간고사: 강의내용에 대한 서술형 시험
  (2) 기말고사: 강의내용에 대한 서술형 시험
  (3) 보고서: 모든 수강생은 담당교수와 사전 협의 하에 수업계획서 상 전체 주제들 중 하나를 선

정해 A4 5~7매 분량의 개별 보고서로 작성해 늦어도 기말고사 전 주까지 제출한다.
  (4) 기타: 출석 및 수업태도

교재
  (1) 특별히 지정된 교재는 없다.

Ⅲ. 수업운영방식(Course Format)
(*Ⅰ-3의 수업방법의 구체적 설명)

 전체 강좌는 교수자의 강의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교수자가 서양의 지적 
업적과 전통을 수업시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되, 더불어 매 수업 시간에 상시적으로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의 질의와 응답, 토론 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Ⅳ. 학습 및 평가활동(Course Requirements and Grading Criteria)

Ⅴ. 수업규정(Course Policies)



3

(1) C. Brinton, 『서양 사상의 역사』, 최명관 옮김, 을유문화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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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한 외, 『서양의 지적 운동』, 전2권, 지식산업사, 1994/2002.
(5) F. L. Baumer, 『유럽 근현대 지성사』, 조호연 옮김, 현대지성사, 2010.
(6) 토마스 아키나리, 『하룻밤에 읽는 서양 사상』, 오근영 옮김, 랜덤하우스, 2010.
(7) A. Ryan, 『정치사상사: 헤로도토스에서 현재까지』, 남경필, 이광일 옮김, 문학동네, 2017.
(8) L. Coser, 『사회사상사』, 신용하 옮김, 한길사, 2016.
(9) E. K. Hunt,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홍기빈 옮김, 시대의창, 2015.
(10) J. Henry, 『서양과학사상사』, 노태복 옮김, 책과함께, 2013.

1 주차

학습목표 강좌를 소개한다.

주요학습내용
- 강좌 소개
- 전체 서양의 지적 흐름 개괄/ 지성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사상

수업방법 강의

수업자료

- “지성사란 무엇인가?,” in: 『오늘의 역사학』, 임지현, 김현수 외 공역, 역사비평
사, 1993.
- “지성사의 개념과 한계,” in: 차하순, 『현대의 역사사상』, 탐구당, 1994.
- 조한욱, “지성사 연구의 최근 경향,” in: 『서양사학연구』 41 (2016), pp. 
29-48.
- 조지형,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in: 안병직 외 지음, 『오늘의 역사
학』, 한겨레신문사, 1998, pp. 199-260.
- 육영수, “트랜스내셔널 지성사 다시 쓰기,” in: 『서양사학연구』 34 (2015), pp. 
25-60. etc.

과제 ‘수업자료’ 중 적어도 한 편 이상을 미리 읽어온다.

2 주차

학습목표 그리스 고전문화의 배경과 초기 고전철학을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그리스 고전문화의 배경: 폴리스와 정치상황/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적 환경
- 그리스 고전철학: 초기 자연철학자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그리스 고전문화와 초기 고전철학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2) 아래 제시된 참고문헌은 말 그대로 수업시간에 또는 각자 학습에 참고할 만한 문헌들이다.
  (3) 따라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노트필기를 잘 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1) 모든 학생은 보고서 주제를 정할 때 교수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보고서 분량은 제한이 없지만 되도록 A4 5~7매를 권장한다.

Ⅵ. 교재 및 참고문헌(Materials and References)

Ⅶ. 주차별 강의계획(Cours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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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

학습목표 그리스 사상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플라톤의 철학세계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체계
- 기타 그리스의 지적 업적들: 문학/ 예술/ 역사서술 등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4 주차

학습목표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지적 조류를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헬레니즘 사상과 로마 법사상의 등장 배경
- 여러 철학 유파들: 스토아주의/ 쾌락주의/ 회의주의/ 절충주의/ 로마 법사상
(자연법사상)/ 플로티노스와 신플라톤주의
- 기타: 그리스 후기 고전문화/ 자연과학/ 응용과학/ 로마의 문학과 예술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철학과 문화와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5 주차

학습목표 중세 유럽의 문화적 배경과 초기 기독교 사상을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봉건제도와 중세사회/ 카롤링거 르네상스/ 수도원과 교회/ 대학/ 중세의 철학
과 신학/ 중세의 학문과 예술
- 기독교 문화/ 바울의 사상/ 교부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중세의 문화 전반과 초기 기독교 사상에 관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6 주차

학습목표 중세 스콜라 철학을 파악한다.

주요학습내용
- 초기: 스콜라 철학/ 보편논쟁/ 안셀무스/ 아벨라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 전성기: 토마스 아퀴나스
- 후기: 오컴/ 쿠자누스/ 로저 베이컨/ 둔스 스코투스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중세 스콜라 철학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7 주차

학습목표 이행기의 사회문화 및 르네상스의 휴머니즘과 종교개혁 사상을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르네상스/ 종교개혁/ 유럽의 팽창
- 인문주의: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피치노/ 피코/ 에라스무스/ 모어/ 멜란히톤/ 
울리히 폰 후텐/ 마키아벨리
- 종교개혁과 가톨릭교회의 개혁/ 위클리프와 후스/ 루터와 칼뱅/ 츠빙글리/ 토
마스 뮌처/ 로욜라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종교개혁 사상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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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

학습목표 중간고사

주요학습내용

수업방법 시험

수업자료

과제

9 주차

학습목표 근대 초의 문화적 환경을 파악하고, 대륙의 합리론 철학을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절대왕정과 사회문화적 환경
- 대륙의 합리론 철학: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파스칼/ 베일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대륙의 합리론 철학에 관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10 주차

학습목표 영국의 경험론 철학과 과학혁명을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영국의 경험론 철학: 베이컨/ 홉스/ 로크/ 버클리/ 흄
-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영국의 경험론 철학과 과학혁명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11 주차

학습목표 18세기 계몽사상을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계몽사상: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 경제사상: 중상주의와 중농주의(튀르고, 케네)
- 기타: 종교사상(이신론)/ 역사사상(비코)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계몽사상과 기타 근대의 사상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12 주차

학습목표 혁명시대의 ‘혁명’과 ‘보수’에 관한 다양한 사상과 사조를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혁명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 진보계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실증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 보수계열: 낭만주의/ 민족주의/ 역사주의/ 보수주의/ 독일 관념철학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시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사상 및 사조에 관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13 주차 학습목표 산업혁명 및 사회주의와 비합리주의 사상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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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은 가능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할 예정이니 사전에 교수에게 연락한다.

주요학습내용

- 산업혁명과 사회주의: 고전경제학(아담 스미스)/ 공상적 사회주의(생시몽, 푸리
에, 블랑, 오웬)/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 엥겔스)/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 비합리주의: 진화론(다윈)/ 사회적 다윈주의/ 제국주의/ 생철학/ 정신분석학(프
로이트, 융)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사회주의와 비합리주의와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14 주차

학습목표 서양의 현대 사상을 이해한다.

주요학습내용

- 양차 대전과 서양사상의 위기: 서양 문명의 위기/ 현상학/ 실존주의/ 논리실증
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구조주의
- 현대 산업사화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세계화/ 신자유주의/ 포스
트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문화다원주의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교수가 직접 작성한 수업용 PPT 강의안

과제 서양의 현대 사상과 관련된 참고문헌 자료를 읽어온다.

15 주차

학습목표 한 학기 수업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토론한다.

주요학습내용
- 종합 정리
- 종합 토론

수업방법 강의, 토론

수업자료 그동안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PPT 강의안 자료

과제
-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복습해온다.
- 개별 과제물(보고서)을 제출한다.

16 주차

학습목표 기말고사

주요학습내용

수업방법 시험

수업자료

과제

면담 및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교수와 별도의 시간 약속을 정해 김대건(K)관 102호에서 진행한다.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Ⅷ. 참고사항(Special Accommodations)

Ⅸ. 장애학생 지원 사항(Aid for the Challenged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