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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하면 취업을 하기 힘든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시만 서 

는 철학이라는 것을 취업을 할 I대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 

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 글에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때 철학과 내에서 공부했던 것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사 

람들이 졸업을 앞두게 되면 취업 취직 고민을 누구나 다 하게 되 

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만 특정 과에서는 전공을 활용하기 

보다는 스펙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대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 

서 철학과라는 학과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공을 살려 

서 직접적으로 취업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다수의 어른들이 이렇 

게 대답합니다． “철학과 나오면 점을 잘보냐？ 점 좀 봐달라．꺽 "‘철 

학과 나오면 철학관 차리나？”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이 

자 어느 곳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제 나릉대로 생각해서 이 글에 적어보고자 합니다． 사 

실 철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 

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러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이러한 학 

자들의 의견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남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있어 좀 더 폭넓은 이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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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과하면 취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면접， 그리 

고 사기소개서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논리， 그리고 논 

리적으로 말을 하는 능럭이 면접을 보고 논술을 쓰는데 가장 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한다연 얼마든지 취업을 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걋 

입니다， ‘취업’이라는 단어가 대학생들에계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철학과 후배들이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 단순히 취업에 힘든 학문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을 직업을 가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제 하연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 

는 나라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크게 인정을 받진 않지만 먼 미래 

에 도움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얼마든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철학과 취준 

생들이 보셨으연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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