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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본 교과목은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사상(유교, 불교, 도교, 무속, 동학, 페미니

즘, 모더니즘 등)을 깊고 넓게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이 지성인으로서 인문학적 소양

을 널리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의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문

학과 사상의 관련성은 너무나 밀접하다. 문학은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데 반해 사상은 이성을 기초로 하여 논리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본 강의

에서는 문학과 사상의 접점이나 관련성을 주목하여 문학을 읽어나가는데 사상이라는 요

소가 어떻게 기능하며 어떤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갔는지, 곧 문학 속 숨어 있는 사상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보고자 한다. 문학 속에는 사상이 담겨 있고, 사상은 문학 창작의 

배경이 되기도 한 까닭에 둘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매 시간 문학

과 사상의 친연성을 깊이 따져보게 될 본 강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사회, 

그 근원에 자리한 인식의 틀과 기반 등을 두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

형식
 사이버 강좌(비디오)

평가

방법
기말(70%), 출석(10%), 과제(10%), 기타(수업참여도)(10%) 

주 별 계 획(강의내용)

1주  (한국)문학사상의 개념과 범주: 상관성, 개념, 특징, 범주 

2주  민간신앙사상과 문학(1): 무속신앙의 특징, 종교와 차이, 무의 종류 

3주  민간신앙사상과 문학(2): 서사무가, 향가(<처용가> 등 관련 작품 감상

4주  도교 사상과 문학(1): 도교의 기원, 노/장자의 철학 

5주  도교 사상과 문학(2): 도교의 사유, 생태사상과의 同異 

6주  불교 사상과 문학(1): 불교의 기원, 전개 양상, 종류, 표현 및 특징   

7주  불교 사상과 문학(2): 불교사상 관련 문학작품 감상

8주  중간 점검 및 정리(사상 개념~불교 사상)

9주 유교사상과 문학(1): 성리학의 기원, 전개, 사유체계 및 관련 작품 감상

10주 유교사상과 문학(2): 실학의 가치, 인식론적 사유 및 관련 작품 감상

11주  동학/의병 사상과 문학: 대두 배경, 사회/문학사적 의미 및 작품 감상

12주  기독교, 천주교 사상과 문학: 배경과 특징, 사적 의미 및 작품 감상 

13주  리얼리즘/모더니즘 사상과 문학: 의미, 특징, 종류 및 작품 감상

14주 페미니즘사상과 문학: 특징, 사적 전개, 배경, 여권 문제 및 작품 감상

15주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