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초대의 글
응용현상학이란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국제 응용현상학 연구소 소개
응용현상학은 21세기 현상학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응용현상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제 응용현상학 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

있으며 응용현상학의 개념, 방법, 토대, 적용에 관한 체계적
이고도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응용현상학 연구소는 응용현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만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분과학문에서 응용현상학 연구가 활발하고
체계적이며
올바른 3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하려는
일 시 : 2019년
16일 (토)
오후 1시 30분
6시 40분
목표로
응용현상학의
영역이 다양한 학문
장 소설립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14동
B101호

장소가 변경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야에 걸쳐※광활하기
때문에 경우
응용현상학
연구는 어느 한 개인에
최 : 국제
연구소
의해주 수행될
수 응용현상학
없습니다. 본
연구소는 응용현상학에 관심이
GRN 응용현상학 연구팀
있는 국내의 연구자들뿐 아니라 해외의 연구자들까지 참여하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있으며, 세미나,
콜로키엄,
워크숍, 강독회 등 다양한 학문적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활동을 통해 응용현상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 응용현상학 연구소에서는 3월 16일(토)에 "현상학적 질적
“응용현상학”(angewandte
Phänomenologie,
applied
연구방법과 그 활용"을 주제로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phenomenology)은 철학으로서의 현상학과 다양한 분과학문
사이의 대화를 토대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
형태로 정립될 수 있는 학문분야를 뜻합니다. 응용현상학은
간호현상학과 돌봄의 의의, 1인칭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E. Husserl, 1859-1938)의 구상에
자기비난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등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후 등장한 여러 현상학자들에 의해
합니다.
토대가 놓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난 60-7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분과학문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석
응용현상학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정신치료, 인지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경영학, 문화인류학, 언론정보학, 고고학, 건축학, 생태학, 법학,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학, 미학, 언어학, 회계학을 비롯해 40여개 학문분야에서
그러면 3월 16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응용현상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응용현상학을 연구하는
아직도 날씨가 쌀쌀한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학문분야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상학과

프로그램
13:30~13:40

개회 및 환영사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

13:40~14:40
인문
(8동 관
)

14:40~15:00

이남인 교수 (서울대 철학과)
사회 : 하피터 교수 (경희대 태권도학과)
휴식
간호학에서 "돌봄"(caring)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5:00~16:00

홍성하 교수 (우석대 교양학부)
사회: 반성택 교수 (서경대 철학과)

대중교통 (관악사삼거리 → 14동 인문관)

16:00~16:20
휴식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 세븐일레븐 앞에서 5511번 시내버스
승차 → 관악사삼거리 정류소에서 하차
현상학과 1인칭적 체험연구
·낙성대역 4번 출구 → GS 주유소를 끼고 좌회전 → 장블랑제리
16:20~17:20 이영국 박사 (서울교대 체육교육학과)
제과점 앞에서 02번 마을버스 승차 → 관악사삼거리 정류소에서 하차
사회 박인철 교수 (경희대 철학과)
17:20~17:40
휴식
개인차량 (주차타워

· 주차할인권 구입 안내 (3,000원 / 8시간)
자기 비난 체험과정에 대한 경험적 현상학적 연구
※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7:40~18:40 조현주 교수 (영남대 심리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던 질적(質的)연구 분야는

사회: 박인철 교수 (경희대 철학과)

물론이고, 최근에는 회계학 등 전통적으로 양적(量的)연구
국제 워크숍,
응용현상학
연구소 등을
소장
분야로 간주되었던 학문들에서도
세미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남인
개최하면서 응용현상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14동 인문관)

17:30~17:40
사전등록

휴식

참가비 안내

일반 : 10,000원,
포함) :키네스테제
5,000원 개념을 중심으로
발생적학생(대학원생
현상학과 인지과학:
농협 301-0222-7389-11
(예금주:
국제 응용현상학 연구소)
17:40~18:40
류제광 교수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참가자의 이름으로
입금해박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신호재
(서울대
철학과)

현장등록
18:40~19:00 폐회
일반 : 20,000원, 학생 : 10,000원
현장등록 참가비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저녁식사
(식사접수
장소는
행사 당일 안내합니다)
19:00~21:00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되 현장등록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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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logy)은 철학으로서의 현상학과 다양한 분과학문
사이의 대화를 토대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 다양한 현상학적
형태로 정립될 수 있는 학문분야를 뜻합니다. 응용현상학은
방법의 활용의 문제, 간호현상학과 돌봄의 의의, 1인칭 체험에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E. Husserl, 1859-1938)의 구상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자기비난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후 등장한 여러 현상학자들에 의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대가 놓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난 60-7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분과학문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석
응용현상학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 정신치료, 인지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경영학, 문화인류학, 언론정보학, 고고학, 건축학, 생태학, 법학,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학, 미학, 언어학, 회계학을 비롯해 40여개 학문분야에서
그러면 3월 16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응용현상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응용현상학을 연구하는
아직도 날씨가 쌀쌀한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학문분야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상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던 질적(質的)연구 분야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회계학 등 전통적으로 양적(量的)연구
국제 워크숍,
응용현상학
연구소 등을
소장
분야로 간주되었던 학문들에서도
세미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남인
개최하면서 응용현상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30~13:40

개회 및 환영사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 다양한 현상학적 방법을

13:40~14:40
인

문
(8동 관
)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남인 교수 (서울대 철학과)
사회 : 하피터 교수 (경희대 태권도학과)

14:40~15:00

휴식

간호학에서 "돌봄"(caring)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중교통 (관악사삼거리
→ 14동 인문관)
홍성하
교수→(우석대
교양학부)
15:00~16:00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세븐일레븐
앞에서 5511번 시내버스
사회: 반성택
교수 (서경대
승차 → 관악사삼거리
정류소에서
하차 철학과)
·낙성대역 4번 출구 → GS 주유소를 끼고 좌회전 → 장블랑제리
16:00~16:20
휴식02번 마을버스 승차 → 관악사삼거리 정류소에서 하차
제과점 앞에서

개인차량 (주차타워
14동 인문관)
현상학과→1인칭적
체험연구
· 주차할인권이영국
구입 안내
/ 8시간)
16:20~17:20
박사(3,000원
(서울교대
체육교육학과)
*주차권은 무료 배포하지 않고 판매합니다.
사회 박인철 교수 (경희대 철학과)
※ 장소가 변경될 경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7:20~17:40

휴식

참가비 안내

사전등록

자기 비난 체험과정에 대한 경험적 현상학적 연구
일반 : 10,000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 5,000원
17:40~18:40 조현주 교수 (영남대 심리학과)
농협 301-0222-7389-11 (예금주: 국제 응용현상학 연구소)
사회: 박인철 교수 (경희대 철학과)
참가자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
폐회
18:40~19:00
일반 : 20,000원, 학생 : 10,000원
현장등록 참가비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저녁식사
(식사접수
장소는
행사 당일 안내합니다)
19:00~21:00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되 현장등록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