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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연구 

1. 1. ‘지역’의 깨념 

지역을 정의 내리고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훌 들어서 유럽이라는 

지역을 셜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옴이 었다. 유럽융 단순히 지리적인 판챔 

에서 파악한다면 아시아와는 우랄산맥， 보스퍼러스해협， 다다넬스해협， 그 

리고 아프리카와는 지브로울터해협율 경계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 

역내에 있는 사랍들이 모두 유럽인이라는 동얼의 쩨계판과 비슷한 문화훌 

보유하고 있는가? 전혀 그러하지 않다. 사회 • 문화척 단위로서의 휴럽온 

중세 프랑크제국Frankenreich의 차알대제Karl der Große때에 생립한 개 

념이다. 동양Orient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서양Abendland이 탄생하였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적인 동질감율 중심으로 하나의 비슷한 문화률 프 

랑크재국내에서 형성시켰다. 당시의 유럽에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스쩨인이 해당된다. 유럽이라는 용어롤 최초로 사용하였던 고대 

의 비극작가 에스킬루스Aeskylus의 고향인 그리이스와 섬나라인 영국온 

유럽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이라는 문화척인 통합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11새기 황제와 교황사이의 서임권후챙으로 종교 

적인 통질감이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율 거치면 

서 유럽의 각개의 지역들은 개별척인 발전과정올 걷게 되었고， 하나의 지 

역단위로서의 유럽은 폰재하지 않게 되었다1) 

유럽을 문화적인 관첨에서 최초로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구분한 사랍옹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Leopold von Ranke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휴럽과 

통유럽의 구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율로기의 대립의 결과로 나타나 

1) Kar! 80s!, Europa im Mitte!a!ter, Bayreuth 1978, S. 1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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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러나 191줬년 구 소련의 몰락과 1앉’3년 독일 풍일온 자유주 

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지역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환 예는 단지 유럽에만 국한되는 것온 아니다. 각기 다양한 종교 

(불교， 회교， 기독교). 북잡한 인종구성，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혼재， 각기 

상이한 역사척 전통은 우리로 하여금 동남아시아지역을 문화적 통합체로 

서의 지역단위로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역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 즉 역 

사척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대에 따라 지역 구분온 변하게 마 

련이다. 

1. 2. 지역연구억 연혁 

한 져}역율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가 었다. 하나는 자신의 입장 

에서 자신의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론 하나는 그 지역이외의 사람 

이 바라보는 시각야다. 우리는 전자률 민족학 (民族學)라하며， 후자훌 지 

역연구라 부른다. 

타딴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문화권의 접촉율 흥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초기애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에 대한 보고서의 형태인 

여행기훌 통해서 나타났다. 동양에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 유럽에서 

는 케사르Caesar의 갈리아전기， 타치투스Tacitus의 게르마니아Gennar뻐， 

마르쿄폴로Maπo Polo의 동방견문록이 대표척이다.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에 이르러서 유럽온 타지역(아메리차， 아시아， 아 

프리카)파의 교역율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교역 방법옹 이전 시대와 큰 차이률 보여주었다. 그것온 육로률 흉한 교 

역에서 해로률 통한 교역으로의 전환이었다. 육로로의 여행은 매일매얼이 

타인과의 만납이다. 타인의 호의， 중째， 협력없이는 여행을 마철 수가 없 

는 것이 육로로의 여행이다. 이러한 육로로의 여행은 자기가 일방척으로 

남을 바라보는 주체로 계속 존재하기가 어렵다. 육로로의 여행에서는 자 

신 또한 타인이 바라보는 잭체라는 사실융 의식하지 않으면 않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해로로의 여행은 육로보다는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 

능한 션박을 흥해서 이루어진다. “해로로의 여행은 [...J 모험에 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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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도약이었다."2) 타인의 협조없이 이루어지는 해로로의 여행파 해로훌 

통한 유럽인의 비유럽 세계와의 접촉은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보유하게 하 

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유럽과 보임을 당하는 객체 

로서의 비유럽의 세계가 확연히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관이 절정 

에 도달하게 된 시기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였다. 유럽은 비유럽세계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식민지라는 형태롤 통해서 시행하였고， 이러한 식민 

지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지역연구가 시작되었다. 유 

럽 국가들은 식민지 통치라는 관점에서 해당지역의 언어 습득， 인류학 

적 • 사회학적인 지식을 중요시 하였다. 지역연구는 명백히 식민주의의 산 

물이다.:l) 

이러한 지역연구의 펼요성은 1940년대에 미국올 중심으로 증대되기 시 

작하였다.2차 세계대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 연구에 인적자원올 집중적으로 배치하였고 정부자원에서 물적 지 

원올 수행하였다.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많은 대학교수들은 종군체 

험을 통해서 지역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올 갖게 되었고， 세계 각 지 

역올 독립된 연구 영역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동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7년 훌Robeπ Ha1l교수는 r지역연구Area StudiesJ 라는 

이 분야의 고전적인 저서롤 내놓게 되었다.4) 이후 미국에서의 지역연구는 

베트남전쟁올 겪으면서 국가정책에 종속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1980년대 유럽과 미국 세력의 쇠퇴와 통아시아 세력의 부상을 통해서 

벼유럽세계에서의 지역연구가 일본의 동남아시아연구를 중심으로 활기롤 

띄기 시작하였지만 과거 유럽인들이 지녔던 온정주의롤 배경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문제점올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지역연구는 인문과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이 총망라되는 학제적 방식으로 특정 

2) Daniel J. Boorstin, The Discoverers. A History of Man ’ s Search 
to Know His World and Himself, New York 1않r3， S. 125. 

3) 전경수， 지역연구의 개념과 방법론， in: 우리나라의 지역연구 현황 • 문제 
점 ·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부설 지역연구종합센터 1앉}2， S. 21-22 

4) Robert B. Hall,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1947; 야노 토루， 지 역 연 
구란 무엇인가? in: 야노 토루면，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역， 지역연구의 방 
법， 전혜원 1없7，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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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종합쩍인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1. 3. 지역연구의 깨념과 방법론 

현재까지 나타난 지역연구외 개념융 정리해 보면 다옵파 갚다. 첫째， 자 

신이 주체가 되어서 타인올 바라본다. 지금까지 지역연구가 행해진 결과 

훌 놓고 불때 연구의 주체는 선진국가률이고 연구의 대상온 제 3세계였 

다. 이는 다분히 제국주의척인 요소롤 보유하고 있다. 둘째， 이론에 치중 

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지조사.field work 9} 같옹 실중적인 분야률 중요시 

한다. 셋째， 지역연구는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하여야 

한다. 넷째， 특정한 전문 학문 분야disci미ine와 관련을 맺기 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가 참여하는 학제척인 연구inte떠iscipline률 강조한다.5) 

지역연구률 위해서 제시된 방법론 가운데 현재까지 최션의 것으로 보 

이는 것은 학제적 연구이다. 이는 각분야의 연구자들이 집결해서 하나의 

지역연구 파제률 해결하는 것으로 이론척으로 목표설정이 적절히 행해진 

다면 가장 효율적 인 성과률 얻융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적 연구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전문분야 

연구자들이 상호간의 정보와 지식의 교환 보다는 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연구과제률 수행하는 데에 치중한다는 문재정율 갖고 있다. 둘째는 학제 

적 연구에 기초롤 둔 공동연구는 대부분 프로젝트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 

문에 프로책트가 종료됨과 더불어서 보고서훌 작성하고 해산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 

물론 학제적 연구는 많은 유용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결코 무의미하지 

는 않지만 궁극적인 지역연구의 최선의 방법론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학 

제적 연계에 입각한 공동연구는 지역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나 

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보여준 학제적 연구의 단점은 전문지역 

연구가의 양성올 통해서만 보완될 수 있다. 

5) Vgl. 전경수， 지역연구의 개념과 방법룬， ’ in: 우리나라애서의 지역연구 현 
황 • 문채점 ·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부셜 지역연구종합센터 1992. S. 
34; 가토 쓰시오， 민족지와 지역연구. in: 야노 토루편， 아시아지역경재연구 
회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1997. S.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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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지역연구가의 요건 

전문 지역연구자는 공동연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합율 수행하며， 나아 

가서 인접 학문분야의 기술적인 지웬만으로 연구자 단독으로 지역연구 과 

제훌 수행합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전문지역연구가는 지역연구와 밀접한 

판련이 있는 학문분야(언어， 역사학， 문화인류학)에6) 대한 지식율 습뜩하 

여야 한다. 지역연구가의 일차적인 자격요건은 대상 지역외 언어애 대한 

이해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톡쩡한 사회의 문화 

와 사고롤 반영한 것이며， 언어 감각 없이는 그 사회훌 제대로 이해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연구가는 해당지역외 언어훌 농 

통하게 구사하여야 하며 그 지역 주민률과의 직접적인 접촉올 통한 문화 

적， 사회적 이해롤 심화시켜야 하고， 중요 문헌 연구훌륭 몽환 그 지역 문화 

에 대한 폭넓은 인식율 획득하여야 한다. 

언어 구사력 다음으로 지역전문가에게 요청되는 것온 그 지역 역사에 

대한 지식이다. 혈통과 언어야외에 민족 정체성을 파악할 수있는 요소가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모든 문제률온 역사척인 관련 속에셔 파 

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연구가는 해당지역의 과거 100년 청도의 역사 

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역연구가는 자신이 연구하는 지역울 세계와의 판련속에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기위해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옳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의 습성과 문화롤 파악하기 위한 문화인류학과 지리학 

애 대한 지식율 보유할 필요가 있다. 

6) 지역연구와 판련이 있는 학문분야는 개별쩍인 지역과 밀접한 판계훌 가지 
고 있어서 그 지역과 유리되는 순간 연구 자재의 성립이 위협 받는 측면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문분야로는 언어학 (일반언어학 제외)， 역사학， 
문화인류학， 지리학이 있다. 이와 달리 보면적인 법칙융 추구하는 철학， 
정치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학문분야는 지역연구와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쓰보우치 요시히로， 전문분야와 지역연구， in: 야노 토 
루편，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얘훤 1997, S. 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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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연구 

2. 1. 독일 연구의 대상 

톡얼 연구룰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작변하게 되는 문제는 연구의 대상 

지역이다. 즉，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 톡r일이라는 지역올 셜정하는 푼제 

이다. 우션 언어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독일어훌 사용하는 지역 

은 독일연방공화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 연구의 중심대상이 되는데는 이견여 없다. 왜냐하면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주민들온 비록 최근 45년간 서독과 통독으로 분할되어 있었지만 오 

랜동안 동일한 문화적， 역사척 전통올 통한 민족일체성 nationa1e Identität 

올 공유하고 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구의 대상이 되느냐에는 많온 문제첨율 보유하 

고 었다. 지역연구는 문학연구나， 어학연구와 달리 언어가 절대적인 중요 

성훌 차지하지는 않는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의 작가가 독일어로 작품 

을 썼다면 독일 문학연구에 당연히 포혐시킨다. 그러나 지역연구에셔는 

언어이외애 역사척 전통， 현재의 정치 • 사회구조 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포함되어야 하느냐의 논의는 이미 

1없8년 3월혁명의 시기에 동장하였다. 이른바 대독일주의groß야utsch와 

소독일주의kl뻐ldeutsch의 대립이 그것이다.1> 독일에서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래용전쟁의 영향으로 19세기 초반부↓터 민족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하 

였고， 독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1815년 비인회의에서 아른트Arndt， 괴혜 

스Görres， 슈타인Stein 둥 애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족주의적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가 바로 1없8년 혁명기였다. 독일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문제로 동장한 사안이 오스트리 

아를 포함해서(대독일주의) 또는 제외해서(소독일주의) 독일을 통일할 것 

인지 였다. 결국에 가서는 소독일주의가 승리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혁명의 실때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1870/1871년 비스마르크 

Bismarck에 의한 독일 통일은 소독일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당시의 독일-오스트리아의 상황을 오늘날의 상황과 단순히 비교하는데 

7) Golo Mann, Deutsche Geschichte des neunzehnten und zwanzigsten 
Jalπhur찌eπs， Frankfurt 1964, S. 21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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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리가 었다.19세기 중엽의 오스트리아는 주변의 슬라브민촉과 헝거 

리를 포함한 거대한 다민족국가Vielvölkerreich였기에 독일 민족국가 

deutscher Nationa1staat에 포함될수 없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오스트 

리아는 순수 독일인의 국가Staat der Deutschen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의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상이한 역사발전과정올 거처왔기 때문에 여 

전히 독일 민족국가로서 받아틀여칠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인들은 독일인 

이 현대사에서 경험한 나치즘에 의한 독재，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분 

단국가로서의 고통율 체험하지 않았기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주민들과는 

다른 정서와 세계관을 보유하고 였다. 

스위스는 17세기 이래로 영세중립국으로서 독일파는 상이한 역사발전 

과정올 걸어왔으며， 독일언이외에 프랑스， 이탈리아인들을 상당수 포함하 

고 있다. 스위스를 독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도 역시 많은 

무리가 었다고 생각된다.8)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지역은 독일 연구의 대 

상지역이 될 수 없다. 이 지역들은 독립된 지역단위로서 오스트리아 연구， 

스위스 연구의 형태로 지역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2. 2. 독일 연구의 특성과 목적 

지역연구는 지금까지 대개 유럽이냐 미국에서 제 3세계를 연구해왔다 

는 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에서의 독일 연구는 다른 지역연구와 달리 비유 

럽지역에서 유럽지역을 연구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었다. 현재까지 대부분 

의 독일연구는 지역연구의 형태로서가 아닌 독일인들이 자신들올 바라보 

는 민족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독일 연구는 자신들의 문화 

를 타인에게 소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독일에서의 민족학은 19세 

기초 민족주의의 등장과 더불어서 시작되었으며 19세기 중엽 그림Grirnm 

형제에 의한 독일 동화의 수집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있다. 이후 민족학 

에 입각한 독일 연구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따라서 세차례 변화를 겪게 

된다. 1없1년대 Rea1ie때M뼈， 1ga)년대 Kulturkurl농 1970년대 Landeskunde가 

그것이다세 이러한 독일인들에 의한 독일 연구에 의해서 독일에 대한 이 

8) Vg1. 김상철， 독일 연구의 현황과 과재， in: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맛}6， S. 21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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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지역애 대한 완전한 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시각율 모두 반영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얘서 우리나라에서의 독일 연구는 나롬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활 수 있 

다 

독일인 이외에 지역연구로서 독일 연구훌 수행하는 이돌에게는 대부분 

현실적이고 구체척인 목척울 보유하고 있고， 있어야만 한다. 한국인이 독 

일을 연구하는데에도 나륨대로외 목적이 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독일올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서 우리의 문제해결에 도융율줄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독일 연구가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혹일 연구는 초보적인 단체에 있으므로 우션 학제척인 

공동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독일어훌 습득한 연구자풀이 

중심이 되어서 독일의 문화，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서부터 출발하 

여야 할 것이다. 독일 연구의 과채도 다양화시켜서 홍일 연구 이외에 동 

방정책， 지방자치， 나치즙， 공산주의 문제와 향후 흉합 유럽파외 연판속얘 

서 보다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독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Uwe Koreik, Deutschlandstudien und deutsche Geschichte, Hoheng뼈-en 
1잊l5， S. 6f. - 구풍독에서는 Deutschlandstudien이라는 용어흉 민촉학척인 
독일 연구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지역연구으 

로서의 독일 연구는 매r빼~kunc농라는 단어 보다는 Deu않C비andforschung이 
라는 단어가 척절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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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얘 대한 토론 

강창우: 지역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었다고 

봅니다. 결국 지역연구란 어떤 특정한 목적올 위해 특정 지역을 연구하 

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청상수: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연구라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예훌 들어 우 

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지역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삼환: 우리는 지역연구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 정선생님의 발표 

롤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지역연구는 제국주의척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률 개척하고 원주민률을 어떻게 다뤄야하 

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독일어와 독문학올 가르치는데 있어서 위축된 측면올 중흥시키고 

자 하는 우리의 임무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 

심올 갖는 독일학과 전흥적인 지역학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청장수: 독문학과 독일학의 연판성율 살펴보면 여기서 전공학문분야 

(discipline)는 문학이 될 수 있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반 

지식(i파rastructure)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독일 전반에 관한 사항도 

알아야 되 겠지 요. discip파le과 infrastructure로 구분되는 것 이 요즘의 

지역연구 경향이고， 이전의 제국주의적 지역연구의 경향은 학문으로 말 

하자면 문화인류학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황용석: 발표문에서 지역연구자의 요건으로 discipline파 infrastructure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용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독문학 분야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학자로서 갖춰야 될 

discipline은 우리의 전공인 독문학이고 infrastructure라는 것은 독문학 

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환경올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미얘: “지역연구자의 자격 요건의 목표”에서 일곱 번째가， “호혜성， 즉 

연구 성과를 상대방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환원이라 

고 할 때 저는 지역연구에서 나온 연구성과롤 여기에 관련된 학문 분야 

인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둥의 각 학문에 환원한다는 것으로 이해 



134 정상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상대방에게 환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판계된 

제반 학문에 환원하는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독일율 연구하면서 실제로 지역연구 대상인 독일애도 그 성과률 

되돌려주려고 한 척온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 연구 

률 하면서 그 연구 결과률 아프리차에 돌려주려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독일학올 연구한다， 독일을 지 

역연구의 대상으로 한다’고 활 때는 식민지 시대의 지역연구처럼 아주 

강한 사회적 · 경제척 목적을 띠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객인 문화 

적인 연구의 성격율 지니게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과학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아 ‘남이 나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호혜 

성의 여지도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지역연구훌 하면서， 

그 연구 결과훌 독일학에 관련된 학문릎과 교류할 뽑 아니라， 우리가 

독일을 이만큼 연구했다고 하는 것을 독일에 대해서， 지역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훌 알릴 필요성이 었지 않율까 하는 얘기들율 해 보 

면 좋지 않율까요? 

안삼환: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랍률이 독일의 

문화률 연구해 보니까 ‘당신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라 

고 하면 이것올 독일인들이 보고 ‘아， 우리는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합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침략하려는 의도에서 연구한 결과가 아니니까 말 

입니다. 

천명얘: 호혜성이라는 말율 조금 더 바꿔서 확대할 수 있율 것 같습니다. 

호혜， 즉 관계자들끼리만 주고받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혜가 되게끔 

해서 연구 안한 사랍에게도 주어야지요. 호혜뿔만 아니라 확산， 유포， 

시혜 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종대: 독일학올 지역학으로 이해하려면 여기의 이 모탤에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창우: 지역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 。

되어 왔는데， 종래의 독어독문학이라면 우선적으로 학문 그 자체가 목 

적이고 이것을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율 거부해왔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독일학은 아마 그 중간 다리쯤 되는 것 같습니 

다. 

안삼환: 우리도 독어독문학의 수단척 측면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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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자신을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지역학이 도용이 되지 않율까 

하여 살며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선생님이 우리 세미나에 참여률 

하여 이 발표롤 준비하면서 느킨 점은 무엇입니까? 이 학문이 지금 우 

리의 이 자리에 무슨 도옵이 됩니까? 

청장수: 저 는 앞서 얘 기 된 disci미ine과 infrastructure률 생각해 보면 문 

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역연구토서의 독일학이 충분허 가능하리라 

고 생각합니다. 

강창우: 지역학 내지 지역연구률 독일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온 상 

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독일학율 배운 학생률이 나 

중에 자질 있는 지역 연구자로 성장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 

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학이 지역학에 보탬을 주는 역할율 할 수는 있 

지만， 지역학이 독일학에 도옴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율 것 같습니 

다. 

엄홍빼: 기존에 사용되었던 개념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윤미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연구 성과의 호혜성 원 

칙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우리의 시각에서 새롭게 첩근할 여지가 있다 

고 봅니다. 기폰의 지역학 개념에 비서구인에 대한 서구인의 편견이 강 

하게 작용해 왔다면，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지역학 연구 

가 새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체적 시야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독문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온 실용주 

의적 관점의 극복파 직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학으로서의 독일학온 

자칫하면 인문학으로서의 독문학 내지 문학 일반율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또 불만을 

느끼는 현실의 대세에 말려드는 결과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논리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망각되고， 망 

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영역에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우선 우리 자신율 점 

검한다는 의미에서 기왕의 (독)문학 교육 전반을 검토해 불 필요가 었 

습니다. 저 자신도 10년 가까이 전공 수업올 해오고 있지만， 매학기 어 

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거든요. 월례 세미나 후반부에 독일학 교재 

연구나 경험담 소개와 병행하여 (독)문학 내지 (독)어학 교육 문제률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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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면 건껄적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올까 합니다. 바로 그런 것 

들이 앞으로 개척해 나아갈 독일학 연구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리: 이민용， 이은주， 황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