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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학의 역사적 탐색 배영기 한국학술정보 2006-01-02 9788953441804 128 哲学

2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배영기 편술 한국학술정보 2006-03-02 9788953449046 128.5 哲学

3 현대 인식론 논쟁 홍병선 한국학술정보 2006-09-05 9788953456266 121 哲学

4 어린이철학, 도덕교육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 박찬영 한국학술정보 2008-03-31 9788953484504 107 哲学

5 차별성과 보편성 전동영 한국학술정보 2009-05-08 9788926800027 121 哲学

6
현실의 학으로서의 철학 : 인간에 대한 해석, 지도, 창조의 학문에 묻
다

정종 한국학술정보 2009-07-10 9788926801512 100 哲学

7 선재우주론 염기식 한국학술정보 2009-09-16 9788926803639 113 哲学

8 수행의 완성도론 염기식 한국학술정보 2009-12-31 9788926807149 128 哲学

9 스피노자와 붓다 성회경 한국학술정보 2010-03-12 9788926808764 194 哲学

10
새로운 周易 繫辭傳 硏究 : 文章次序 改修 및 譯解 (새로운 주역 계사
전 연구)

박용재, 고성훈 한국학술정보 2010-05-11 9788926809761 181.11 哲学

11 욕망의 블랙홀 : 욕망과 잘 사귀어 나가는 길 조홍길 한국학술정보 2010-08-30 9788926813126 128.3 哲学

12 미륵탄강론 염기식 한국학술정보 2010-09-24 9788926815182 181 哲学

13 시와 철학 : 시를 중심으로 본 예술철학사 황애숙 한국학술정보 2010-11-29 9788926817131 110 哲学

14 에코의 기호학 : 미학과 대중문화로 풀어내다 연희원 한국학술정보 2011-02-25 9788926819760 111.85 哲学

15 동ㆍ서양 교육사상 명저해설 100선 배영기 한국학술정보 2011-02-28 9788926818862 100 哲学

16 발해인 이광현 도교저술 역주 이광현 한국학술정보 2011-03-15 9788926820407 299.514 哲学

17 동양인은 왜 몸을 닦는가 : 텅 빔과 고요함 정용하 한국학술정보 2011-03-25 9788926820308 180 哲学

18 유가미학 심현섭 한국학술정보 2011-05-02 9788926820827 181.09512 哲学

19 (극복대상으로서)욕망 고려대 철학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11-08-19 9788926825082 128 哲学

20 아베로에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아베로에스 ; 김재범 한국학술정보 2012-02-10 9788926831007 110[181] 哲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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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아의 소멸과 흔적의 윤리 최병학 한국학술정보 2012-07-27 9788926836422 170 哲学

22
문명 역사의 본말 : 진리, 종교, 철학, 학문 영역의 본말 규정 문제에 
대하여

염기식 한국학술정보 2012-09-14 9788926837993 102 哲学

23 철학 개념 용례 사전 박해용,심옥숙 한국학술정보 2012-10-19 9788926838211 103 哲学

24 동학과 서학의 만남 홍경실 한국학술정보 2012-11-20 9788926838716 100 哲学

25 명예란 무엇인가 : 서양철학이 전하는 명예관
박규철, 김요한, 김은중, 김
혜련, 송석랑, 서영식, 임성

한국학술정보 2012-12-14 9788926839157 177 哲学

26 동서 철학 심신관계론의 가치론적 조명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손병

석 외 12인
한국학술정보 2013-02-15 9788926841082 128.6 哲学

27 동서 철학 심신수양론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손병

석
한국학술정보 2013-02-15 9788926841068 128.6 哲学

28 동서 철학 심신가치론과 현대사회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손

병석 진행)
한국학술정보 2013-02-15 9788926841044 128.6 哲学

29
헤겔, 역(易)과 화엄을 만나다 : 헤겔의 형이상학을 통한 동서사상의 
만남

조홍길 한국학술정보 2013-08-30 9788926846155 110 哲学

30 Great Debate in Philosophy 박승배 한국학술정보 2016-11-18 9788926876220 109 哲学

31 그리스 계몽주의와 신플라톤주의 박규철 한국학술정보 2017-05-02 9788926879023 141.2 哲学

32 교양으로서의 철학 이정일 한국학술정보 2019-10-18 9788926896549 100 哲学

33 무아의 새벽 조홍길 한국학술정보 2019-12-11 9788926897447 126 哲学

34 야스퍼스의 불교관 칼 야스퍼스 [저] 한국학술정보 2004-08-31 9788953419834 193 西洋哲学

35 메를로 뽕띠의 살의 기호학 장문정 한국학술정보 2005-04-21 9788953422629 194 西洋哲学

36 스피노자의 인식과 자유 이경석 한국학술정보 2005-10-20 9788953433519 194 西洋哲学

37 하버마스의 현대성 주장과 보편적 합리성 문제 고호성 한국학술정보 2006-07-30 9788953454606 193 西洋哲学

38 헤겔「대논리학」의 자기의식 이론 이정은 한국학술정보 2006-09-30 9788953456600 193 西洋哲学

39 하이데거와 로고스 배상식 한국학술정보 2007-02-28 9788953462540 193 西洋哲学

40 리쾨르의 주체와 이야기 김선하 한국학술정보 2007-04-30 9788953466654 194 西洋哲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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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나벤투라의 빛의 形而上學 원유동 한국학술정보 2008-06-10 9788953493070 110 西洋哲学

42 형색과 소리 김득룡 한국학술정보 2009-09-28 9788926804094 190 西洋哲学

43
하이데거와 인간실존의 본래성 : 본래성과 퇴락의 양립 가능성에 대
하여

설민 한국학술정보 2009-11-30 9788926805572 193 西洋哲学

44 헤겔의 사변과 데리다의 차이 조홍길 한국학술정보 2011-10-26 9788926827437 193 西洋哲学

45 수사학과 도덕성 : 플라톤 『고르기아스』 읽기 박규철 한국학술정보 2012-03-12 9788926831502 184 西洋哲学

46
라이프니츠의 바로크 기획과 동서비교철학 LEIBNIZ AND 
COMPARATIVE PHILOSOPHY

배선복 한국학술정보 2012-04-28 9788926833155 193 西洋哲学

47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이론과 실제 박해용 한국학술정보 2013-12-27 9788926854044 183.2 西洋哲学

48 세네카 (Lucius Annaeus Seneca) 조남진 한국학술정보 2014-09-21 9788926866573 188 西洋哲学

49 플라톤 철학과 회의주의 박규철 한국학술정보 2017-05-05 9788926879047 184 西洋哲学

50 철학과 포스트철학 오용득 한국학술정보 2019-09-01 9788926895634 190 西洋哲学

51 롤랑 바르트 밝은 방, 사진과 시간의 현상학 김득환 한국학술정보 2020-01-30 9788926897706 180 西洋哲学

52 니체, 정동과 건강: 감정의 자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다 이상범 한국학술정보 2020-03-30 9788926898338 193.092 西洋哲学

53 스피노자의 심리철학: 긍정과 자유를 통해 심리철학을 꿰뚫다 박삼열 한국학술정보 2020-05-29 9788926899304 194 西洋哲学

54 기술과 만남 조홍길 한국학술정보 2020-09-29 9791166031083 194 西洋哲学

55 지중해 철학 : 문명이동모델 배선복 이담북스 2011-06-30 9788926824092 184 西洋哲学

56 감동철학 우리 이야기 속에 숨다 윤병렬 이담북스 2009-10-30 9788926804599 107 [895.7309] 哲学

57 철학은 현실이다 최병환 이담북스 2009-11-06 9788926804919 100 哲学

58 한국사상의 맥 : 단군에서 위정척사사상까지 김재영 이담북스 2009-12-28 9788926806708 181.11 哲学

59 성좌 CONSTELLATION : 현 시대의 철학적 고찰 이정일 이담북스 2010-05-31 9788926810163 100 哲学

60
(김정일 박사의)돈키호테 철학 : 글로벌 시대의 동·서양과 과학을 넘나
드는 입체파 철학강좌

김정일 이담북스 2010-09-16 9788926815007 104 哲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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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논, 뫼비우스를 만나다 이현 이담북스 2010-10-30 9788926816028 101 哲学

62
그대여,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
은 이야기

이진호 이담북스 2012-03-30 9788926832554 179.7 哲学

63 교양인의 삶 : 과학과 철학의 소통 이정일 이담북스 2012-03-31 9788926832257 100 哲学

64 세상 사람들의 정의이야기 김재영 이담북스 2012-08-10 9788926835975 172.2 哲学

65 순리가 세상을 바꾼다 김종천 이담북스 2012-09-28 9788926837856 102 哲学

66 과학기술철학 연구 정광수 이담북스 2013-01-25 9788926840405 146.6 哲学

67 인간탐구 : 웰니스 삶을 위하여 오길창 이담북스 2013-06-20 9788926843246 128 哲学

68 철학직설 : 세상과 맞서는 당당한 청춘의 힘 김창호 이담북스 2013-10-18 9788926852743 100 哲学

69 과학적 실재론 정광수 이담북스 2014-03-03 9788926861219 146.42 哲学

70 감정의 철학 박해용 이담북스 2019-04-12 9788926887554 102 哲学

71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 이종훈 이담북스 2012-01-02 9788926829653 184 西洋哲学

72 데카르트의 삶과 진리추구 : 방법서설 이종훈 이담북스 2012-02-01 9788926829677 166.1 西洋哲学

73 밀의 사상과 토론의 자유 : 자유론 John Stuart Mill ; 이종훈 이담북스 2012-02-20 9788926831182 192 西洋哲学

74 플라토닉 러브 : 불멸을 향한 그 영혼의 비밀 조무남 이담북스 2013-12-19 9788926853580 183 西洋哲学

75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문명 비판 이종훈 이담북스 2014-12-05 9788926867297 193 142 西洋哲学

76 춤추는 도덕: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 이동용 이담북스 2017-04-07 9788926878361 193 西洋哲学

77 사람이 아름답다: 니체의 <선악의 저편>이 들려주는 생의 예찬 이동용 이담북스 2017-09-08 9788926879368 193 西洋哲学

78 나는 너의 진리다: 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진심 이동용 이담북스 2018-02-19 9788926882009 193 西洋哲学

79 디오니소스의 귀환: 신을 탄핵한 광기의 철학 이동용 이담북스 2018-04-06 9788926883501 193 西洋哲学

80 스스로 신이 되어라: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와 초인의 신화탄생 이동용 이담북스 2018-07-02 9788926884775 193 西洋哲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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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生向け一般書 80点 366,3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