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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석사 유학프로그램  

철학과 대학원 수업 목록  

2022년 가을학기 

PHIL 510 현상학 (담당교수: Marina)  

PHIL 525 형이상학 연구 (담당교수: Cover)  

PHIL 540 사회정치철학 연구 (담당교수: Yeomans)  

PHIL 561 철학적 독해: 기술 및 전략 (담당교수: Dillmann)  

PHIL 571 철학적 글쓰기 기초 (담당교수: Dillmann)  

PHIL 624 윤리학 연구 (담당교수: Kain; Messina)  

PHIL 683 대륙합리론 연구 (담당교수: Jacovides)  

2023년 봄학기 

PHIL 506 종교철학 고급 (담당교수: Draper)  

PHIL 515 20세기 분석철학 (담당교수: Asay)  

PHIL 520 실존주의 (담당교수: McBride)  

PHIL 532 지식이론 연구 (담당교수: Bergmann)  

PHIL 553 수리논리학 (담당교수: Tulodziecki) 

PHIL 562 논증적 독해 (담당교수: Dillmann) 

PHIL 572 논증적 글쓰기 (담당교수: Dillmann) 

PHIL 580 철학이란 무엇인가 (담당교수: Harris) 

PHIL 680 논문수업 (담당교수: Davis)  

Gabriele Dillmann 박사 

: “저는 유학생만을 위해 만들어진 철학석사 과정의 교
수자이자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비영어권 학생들이 
더 넓은 학문공동체의 무대로 나아가 각자의 학문적, 
직업적 목표를 실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대부분이 석사과정을 거쳐서 관심분야에 따라 철학박
사과정에 진학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에서 착실한 훈련을 통해 많은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
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권 
그리고 국제 철학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수업과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저의 개인 웹사
이트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다음의 웹페
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cla.purdue.edu/academic/
philosophy/students/graduate/ma-program/
ma-program-about.html) 
Dillmann 박사(gdillma@purdue.edu)에게 문의
하세요! 

Daniel Smith 철학과 교수 

“비영어권 학생들의 대학원 세미나 수강을 지원하
기 위해 Dillmann 교수의 맞춤식 철학적 읽기 및 쓰
기 통합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았
던 대학원 기술철학 수업의 수강생들이 많은 도움
을 받았고, 읽기 및 쓰기 그리고 말하기에 있어서 기
량이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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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석사 유학프로그램   

철학석사 유학프로그램은 2년 간
의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
램은 철학과 대학원 세미나에 참여
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 지식을 쌓
고 학문적인 읽기, 쓰기 및 토론 능
력을 훈련하기 위한 고급영어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저명하고도 헌신적인 
교수진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학비만을 요구하
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Chen Yang (철학과 국제소통 담
당 대학원생)에게 문의하셔도 좋아
요! (yang1862@purdue.edu)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괄 

대학원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 최소 33학점 
언어수업: 최소 9학점 
철학과 500-level 수업: 최소 21학점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에 등록하는 동안 학기 당 최소 8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기 언어수업 철학 수업 

가을: 1학기 철학적 글쓰기: 기술과 전략 (3 학점)  
철학적 독해: 기술과 전략 (3 학점)  
학점취득을 위해 (9학점까지) 각 수업을 반복수강 가능 

세미나 선택 수강 (3 학점)  

봄: 2학기 논증적 글쓰기 (3 학점)  
논증적 독해 (3 학점)  
학점취득을 위해 (9학점까지) 각 수업을 반복수강 가능

세미나 선택 수강 (3 학점)  

여름 세미나 선택 수강 (3 학점) 

가을: 3학기 박사입시 준비 (Portfolio Application) 
박사과정 지원 (12월 1일 – 12월 31일)  
고급 철학적 글쓰기” 혹은 “고급 철학적 
독해” 수업 수강 가능 
 

세미나 선택 수강 (3 학점) 
메타논리학 (3 학점) 
세 번째 세미나 수강 가능 

봄: 4학기 고급 철학적 글쓰기” 혹은 “고급 철학적   
독해” 수업 수강 가능  

세미나 선택 수강 (3 학점) 
세미나 선택 수강 (3 학점) 
세미나 선택 수강 (3 학점) 

쓰기 능력 개발을 위한 추가 자료 

퍼듀 언어 및 문화 교류(PLaCE) 
https://www.purdue.edu/place/ 
구두 영어 능력 프로그램(OEPP) 
https://www.purdue.edu/oepp/ 
퍼듀 교내 작문 랩 
https://owl.purdu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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