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철학 #자기계발

내 삶을 이끌기
매주 1회, 15회차 모임 - 우리들 자신, 사회, 그리고 자연에 접근하는 여정
1.

마음 따라 하기
우리 사회의 목소리,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 생각
과 두려움의 목소리 -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2.

매일의 영웅 [인도 철학]
우리의 운명을 찾는 방법과 언제 어느 때라도 최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

4.

5.

6.

침묵의 목소리 듣기 [티벳의 미스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우리
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침묵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다른 모든 정체성 중에서 우리의 내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길 [붓다의 가르침]
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중심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적 조화를 이루는 방법 [스토아학파 & 신플라톤주의]
일상에서 몰려드는 일들은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충
돌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
게 조화와 평온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미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중국 철학]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환경에 어떤 식으로든 영
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무엇이며, 사회가 우리에
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 시키고, 우리의 잠
재력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7.

워크샵 : 경험의 연습과 철학적 대화

8.

나와 사회 [그리스 철학]
사회는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시대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장소를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
니까?

9.

정신적 자유 [플라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동굴
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을 제거 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습니까?

10.

정의로운 리더십과 사회 [플라톤의 국가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질서와 사회 질서 사이에는 어
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도자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
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11.

삶에 더 가까워지는 길로써의 교육 [이집트의 지혜]
‘교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질의 교육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인생의 신비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합니
까?

12.

신화와 역사가 만날 때
과거 사람들은 신화가 진리와 핵심을 내포한다고 믿
었습니다. 신화가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13.

생명의 기본적인 법칙들
삶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주기와 함께 작동하고 안정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14.

인류의 방향과 미래
인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 방향은 무엇
일까요? 그 발전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며, 이것이 우
리의 일상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15.

살아있는 철학을 시작하십시오
이 코스의 주요 아이디어와 일상 생활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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