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철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철학에 관한 주 1회 14주 과정
개강일: 2017.5.24(수), 오후 7:30
과정 일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1. 5월 24일 (수)

5. 6월 21일 (수)

8. 7월 23일 (일) 워크샵 12. 8월 16일 (수)

2. 5월 31일 (수)

6. 6월 28일 (수)

9. 7월 26일 (수)

13. 8월 23일 (수)

3. 6월 7일 (수)

7. 7월 5일 (수)

10. 8월 2일 (수)

14. 8월 30일 (수)

4. 6월 14일 (수)

7월 12일 (수) - 휴가

11. 8월 9일 (수)

프로그램:
1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행복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일상에서의 능동적인 철학
- 영원한 윤리 vs 일시적인 도덕
- 학생 vs 제자: 지식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
- 삶의 법칙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문화비교연구

2

내적 갈등에 직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 인도 철학의 개념들
- 인간을 구성하는 7가지 단계
- 내면의 성장을 위한 조건
- 의식 수준 - 우리는 누구인가?

3

집중력을 어떻게 더 강화 시킬 수 있을까요?
- 티벳의 문화에 대한 세계관
- 내면의 소리에 귀를 여는 방법
-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세가지 단계

4

인간고통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붓다의 삶에서의 중요한 이정표들
- 4가지 귀중한 진실 (사성제)
- 점진적 성장의 중요성
- 중도와 그 적용법

5

사회를 더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공자의 교리에 나온 개념들
- 윤리적인 사회의 기본인 윤리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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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덕이 있는 사람 (德人)
- 뉴 아크로폴리스의 설립 원칙.
6

“너 자신을 알라” 워크샵 : 집중력을 연습하고, 자신과 주위와의 조화를 찾는 연습.

7

어떻게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 윤리적인 사회의 예, 이집트
- 아이들, 청소년, 노인들의 본래의 역할
- 고대 세계에서의 교육의 종류
- 신비로 가는 길

8

인간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사회와 개인의 역할
-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행하는 법.
-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미덕과 행복

9

모두 자유로워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 신비의 마지막 학교: 피타고라스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
- 개인의 예시를 통한 사회적 변화

10

윤리적인 리더쉽이란 무엇인가요?
- 플라톤에 따른 통치체제의 모델
- 윤리적인 리더쉽의 특징
- 민주주의의 승리와 시련
- 윤리적인 사회의 조직적인 구조

11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 신플라톤주의
- 플로티너스가 말하는 삶을 경험하는 3가지 방법
- 영혼의 ‘이중적 움직임’
-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

12 더 높은 관점에서 어떻게 현재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 삶에서 반복의 중요성
- 역사와 신화의 역할
- 자연의 언어로써의 상징
- 현대의 시련과 기회
13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 삶의 7가지 왕궁
- 인간의 의식의 진화
- 우리의 미래

14 마무리
- 핵심내용 요약
- 고급과정에 대한 설명
- 뒷풀이

www.newacropo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