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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역학외 하나로셔 륙얼학이 학쩨쩍 학폼으로 교육되고 연구필 수 있 

는 제도쩍 장치로 「대학훨 확쩨과청」 융 쩨안하고 r대학원 학째과청」 
의 가놓성과 장째척 품재쟁률옳 상펴보는 것이 본고외 목척이다 r대학 

훤 학채과정」 용 여러 가지 의미에서 1때년대부터 신설되기 시작한 독일 
의 「대학원 학채과정」 율 하나의 모행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이 모형의 장점과 그동안의 성과， 우리 실정에 비추어 있율 수 있는 

용째첨 및 해컬책 폼이 논의된다. 

1. 머리말1) 

구소련율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채제의 룡괴로 소위 풍서칸의 갈둥으 

로 불리우는 이데옳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하나의 새로용 갈둥구조로 

둥장한 것이 세계화과정 G때:>aIisi，앙ungsprozesse 이라고 할 수 있다.2) 세계 

1) 본 논문온 서율대학교 인푼대학 독일학연구소 주최 월례 세미나 0997년 7 
월 28일 -29일，Ac없뼈ny House, 앓ouI)예서 발표된 구두발표푼의 초고톨 수 
정 • 보완한 것이다. 구두로 벌표된 내용에 관해서 귀중한 조언율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세미나예 참가하신 여러 선생님률쩨 심심한 감사톨 드련 
다. 또한 본고의 준비를 위한 자료조사에 도용율 준 고려대학교 안쟁오 교 
수님과 서율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청 인지과학 전공의 김총명 조교님얘게도 
감사톨 드린다. 

2) 이 지적은 독일 Mainz 대학교외 쟁치학과 Thomas 1빠Jeref 교수가 한 것이다. 
그는 Fra띠떠.uter AlIgemeine Zeitung에 기고한 글얘서 극동과 동남아시아의 정 
채발천파 동반되어 추진되고 있는 째계화파정 Globalisierungsprozesse 이 서구 
화 Verwestlichung 가 아님율 서구권 사랍률에게 정고하고 었으며， 그애 대 
한 대용방안율 서구권의 시각얘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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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은 경쟁력 Wettbewerbsf;힘ùgkeit 의 제고훌 펼수쩍인 요소로 수반하 

고 있고， 이 요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의 거의 모든 부폴애서 시 

급히 요구되는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세계화과정은 폴 

란드나 헝가리와 함께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까l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때d Development" (OECDl 나 “세계무역 기구 πle 

Wori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의 출범파 궤롤 같이 해 주로 경제 

적인 관점에서 쟁점화되어 왔다. 그 결과 세계화는 곧 경제척 무한경쟁시 

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쟁력의 확보라는 경제논리의 시각에서 주로 이 

해되어 왔다. 

서유럽은 적어도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도 최근 유럽연합의 통화흉합 

과정과 맞몰려 관심의 초첨이 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이다. 1쨌년 마드 

리드에서 유럽정상회담에서 합의률 한 3단계 통화통합온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에 설립되고 1앉쟁년 7월 1일로 예청된 「유럽중앙은행」 의 업무시 

작과 1~뺑년 1월 1일로 예정된 유럽단일화폐 「유러 E따OJ Euro 의 쟁식 

도입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와 었다.2002년 7월 1일 이후에는 유럽연합의 

공식화폐가 될 「유러」 화의 풍장은 세계경제사척 측면에서 뿔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유러」 화의 풍장 

브레튼우드 체제의 붕괴 이후 25년 넘게 세계경제와 문화훌 지배해 온 달 

러중심의 세계경제의 재편올 의미하고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 

일변도의 기준시각에서 탈피해 국제적 시각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유럽연합의 두 추진축이 독일과 프랑스라는 사실 

과 국째적 시각의 다각화라는 측면에 비추어 이지역에 대한 종합척이고 

도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종합척인 교육이 시급하 

다고 보인다 3) 

사회 전반이 세계화의 흐롬에 예외가 될 수 없융은 자명하거니와， 교육 

화 Globalisi하ung 혹온 쩨계화과정 GI때a1isierungsprozesse 도 서구화 

Verwestlichung 나 미국확 Verame끼k때isi하ung 와는 다른 개념 엄융 밝혀 둔 
다. 

3) 국채통상대학원이나 인용정보대학원 풍의 명칭으로 최근 각 대학애서 새로 
운 형태의 교육제도가 출현하고 었고 지역종합연구소훌 껄립한 대학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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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세계화와 더불어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외부척 요구 뿔만 아 

니라 기폰 학제깐의 구분으로 인환 학문적 시각의 편협화와 단편화의 극 

복이라는 내부척 요구훌 쩍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점에 와 었옴도 자명 

하다. 이러한 검에 비추어 교육개혁 Bildungsrefonn 이 세계화 Glo뼈Iisierung 

와 더불어 최근 중요환 쟁갱으로 부각되어 온 것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것이다. 서유럽지역의 종합객이고 총체척인 이해와 종합척이고도 체계 

적인 연구훌 위해서는 이훌 담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훌 바탕으 

로 기존의 언어와 문학의 연구활 통한 그 지역문화의 이해와 수용올 뛰어 

넘는 이 지역에 대한 총합적이고 총체척인 교육과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 

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 지역에 대한 종합척이고 총체객인 교육과 연구 

률 담당하는 학문의 한 분파훌 지역학이라 하고， 그 대상지역이 독일로 

한갱되었을 경우률 가리켜 폭별히 독일학이라 잠쟁척으로 규정하고， 지역 

학의 하나로서 독일학율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교육과 연구하기 와한 

제도척 방안률올 논의하려 한다. 이에 독일에서 최근에 새로운 제도로 자 

리훌 잡아 가고 있는 「대학원 연구중심 학제척 박사파정」 

Graduieπ.enkolleg (이하 「학채과정 4)이라 약칭) 이라는 제도를 살펴보고， 

이 채도의 장점율 살려 현채의 교육과정에서 가능한， 우리의 실청에 맞는 

독일학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율 상정해 보는 기회훌 갖는 것은 결 

코 그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울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바로 독일학율 

4) 독일어의 Graduiertenkolleg용 단어의 합성구조로 보면 영어의 Graduate 
Programs 혹온 G빼uate C이I앵'es얘 혜당하는 신초어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 
육제도에 대한 용어로 쓰인 Gradui하tenkolI앵온 내용상으로 명어의 Graduate 
Programs 혹은 Graduate ColI맹es와는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차 
논의하게 휠 것이다. 이 독일어의 번역융 휘혜서는 크게 단어률 물자 그대 
로 번역하는 방안파 내용척인 측면율 고려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글자 그대로의 번역온 ‘석사훌 마친 학생률의 학폼객 모 
임’이라는 뜻에서 「대학원 박사과갱」 이 될 것이나 이는 기존얘 었던 독일 
의 박사학위과정파 구벌이 되지 않는 단첨이 었다. 내용옳 고려한 번역온 
GraduieπenkolIeg이 박사과정이고 학제척 연구 • 교육이 중시되고 상대적으 
로 연구기능을 톡히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원 연구중심 학쩨척 박사 
과정」 이 척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잠정척으로 후자의 입장율 따 
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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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올 하는데 었다. 

본 논문은 다옴파 같온 순서로 쩌여져 있다. 우선 다옴 철에서는 흥합 

학문으로서의 지역학， 지역학의 하나로서의 독일학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 

본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로 본고에서 심총적으로 

알아 보려고 하는 독일 「학제과정 J Graduiertenkolleg 의 이념과 조직 및 

교과과정올 소개한다. 제4절에서는 한국에서의 독일학 연구와 교육율 위 

한 한 모델로서 「학제과정」 의 도입을 제안하고 본 논문을 철론율 도출 

하려고 한다. 

2. 통합학문으로서의 지역학 ̂ '역학의 하나로서의 독일학 

지역학 혹온 지역연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넓온 의미에서 한 지역얘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척인 학문 혹은 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지역학은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성립과 발전 통 역사척 배경이 

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중점척으로 연구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더라도 연구의 실제척 동기에 따라서 지 

역학올 보는 견해가 다훌 수 있고， 연구자의 이론적 혹은 방법론척 차이 

에 따라 좁은 의미의 지역학은 그 정의에서부터 다양성율 드러내는 톡생 

을 보인다.5) 그러나 하나의 학문으로서 지역학은 우선 한 폭정 지역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률 그 목적으로 삼고 있옴온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다. 이때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이냐에 따라 그 대상지역의 이홈을 딴 

특정지역의 지역학이 성립하게 된다. 

현단계에서 독일학은 분명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이 푸렷하게 드 

러나 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정온 한국에서 뻗 

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독일학의 법주에 들어율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영어나 독일어의 명칭도 다양한 것으로 그 간첩척인 근거를 

삼올 수 있다. 내용적으로 독일이라는 지역에 대한 종합척이고 총체척인 

연구에 속하는 분과의 명칭이 독일연구 Deutschlandforschung, 독일학 

Deutsc삐andkunde/Deutsc빠rundeφeutsc비andstu띠없φeutschwis행lsch따t， 지 

5) 김경 일 (1900: 2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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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 Lanc엎뼈nde， 문화학 K띠t뼈삐de， 독일학 German Studies, Germanics, 

외국학 Aus.뻐lds뻐I빼， 지리지역학 geographische 싫ndeskunde 둥 다양한 

것으로 쉽게 독일학의 모호성이 드러난다. 독일학의 정의와 정체성에 관 

한 문제는 본고의 직접척인 목적이 아니므로， 우리는 잠정적으로 “독일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척인 연구훌 하는 지역학의 하나”라고 정의훌 내리 

고 논의률 시작하려 한다. 

독일학의 정의나 정체성에 판한 문제와는 전혀 별도의 문제로 지역학 

의 하나로서 독일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특성올 우리는 다옴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학의 하나로서 독일확용 흥합척영 화문이다. 톱일학외 연구는 정 

치 • 경제 ·사회 • 역사· 언어 · 문화· 철학·사회학 퉁 연관된 학문들간의 

유기적이고도 학제척인 연구룰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각 연판 분과학문를 

간의 유기적이고 학제척인 연구훌 통해서만 소기의 목적율 달성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 교육제도 하에서 톡정한 한 학파에서 독일 

학의 연구와 교육융 담당하기에는 무리인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 

정은 “독일어와 독일문학의 연구를 통해 톱일문화훌 이해， 수용하고 더 

나아가 이률 통해 우리 문화의 발천올 도모"6)하는데 그 목척올 두는 독어 

독문학과도 사정온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독어독문학과 독일학온 상호보완 

적이지 한쪽이 한쪽에 대치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율 포괄한다고 보 

기 어렵다. 

경쩨와 실요의 논리에 프로쿠루태스의 첨대처럼 학문 그 자체훌 륙정 

의 관심방향에 따라 정의하거나 얘곡하는 것은 합리척이라고 보기 어렵 

다. 독일학올 우엇 때문에 연구하고 교육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얼핏보 

기에 현학척인 자기보호논리처럼 를궐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하 

에서 독일학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 

첫째， 학문척인 이유에서 세계화롤 위한 기반조성 및 독일어권 지역연 

구 전문인력 양성율 위해 독일학을 체계척으로 연구하고 교육활 필요가 

았다. 독일에 대한 총체척인 이혜톨 하기 위해서 학문간의 유기적인 연계 

6) 서울대학교 요랍 1997 .. 1댔， 48쪽에서 인용. 다른 대학의 독어독문학파 껄 
치 목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융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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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연구와 교육이 이뤄어져야 하며， 독일학은 총체적인 학문이기 때 

문에 학문적인 이유에서 기존의 학문적 분류률 뛰어 넘는 학제간의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보인다，7) 

둘째， 정치 • 경제적인 실용적인 이유에서， 독일어권 지역전문가롤 양성 

하기 위해서 독일학은 필수척이다. 세계화는 획일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 독일학의 연구와 교육은 개방화와 경쟁의 시대에 국익을 위해서도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해서 대학이 미처 

대용하지 못한 예률 우리는 대기업의 인력개발연구원 (예， 삼성인력개발 

원의 지역종합연구소) 의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세계 각 지역의 종합적， 학제적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 및 국가발 

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학의 하나로서 독일학은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해외지역 연구의 활성화는 관련 연구 • 교육기관의 연구체재 확립 

및 연구기능 활성화에 기여활 수 있다. 

다음에는 독일학이 하나의 지역학의 하나로서 학제척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라면 한국의 교육제도에서는 어떻게 교육과 연구롤 할 수 있나 하 

는 점올 독일의 「학제과정」 올 예로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3. 독일의 「대학원 학제과정 J Graduiertenkolleg과 한 
국에서의 독일학 연구 • 교육 

3.1. r대학원 학재과정」 이란 무엇인가 

「대학원 연구중심 학제적 박사과정J Graduiertenkolleg 은 독일의 대학 

에 설치되어 있는 박사과정과 박사후과정이 통합된 학제적 interdisziplinär 

7) 학문적인 이유에서 기폰의 학문객 분류룰 뛰어 넘는 학제간의 연구가 이뤄 
지고 있는 분야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인지과학을 돌 수 있다. 인지과학 
Kognitionswissenschaftlcognitive science온 심리학 Psychologie, 언어학 
Sptachwissenschaft, 전산학 Infonnatik, 철학 Philosophie 그리고 신경과학 
Neurologie 의 연계학문이다. 인지과학이 최근 학문척 션진국인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하나의 학문적 때러다임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서 
울대학교， 연세대학교훌 비롯한 몇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의 하나로서 셜치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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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교육율 지향하는 확수한 학위과정율 의미한다. 독일학슐협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학제과정」 온 다옴과 갈다. 

“ 「학째과정」 용 학자 후계자(박사과정학생)를 연구에 직접 참여시 
킴으로써 그톨융 차세대의 학자로 킬러 내도륙 지원하기 위한 목척으로 

대학에 셜치되어 있는 비상셜이나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대학의 기구의 

하나이다. 이 파정온 교수 한명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롤 받던 종래 
의 지도체계훌 보완하게 된다. 학생툴온 이 학제적 연구과정에서 체계 

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안애서 학위훌 준비할 수 있고 폭 넓은 유기척 
연구체계하에서 학위논문율 쓸 수 있는 기회톨 갖게 된다. 이첨에서 학 

제적 연구파정옴 연구와 교육의 연구지향객 흉합에 기여하게 된다."8) 

「학제과정」 용 중점과제에 따라서 한 대학에서 여러 과가 연합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하나의 과정융 셜립할 수도 었 

다. 어느 경우에나 한 파 혹온 한 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조직하고， 그 훈 

영은 일반척으로 「학제과정」 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졸로 구성된 위원회 

에서 맡는다. 따라서 한 단과대학 안에 여러 개의 「학제과정」 이 썰립될 

수 있고， 한 과에 한 개 이상의 「학제파정」 이 썰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져한 업적 (Leistung)파 합리성에 따라서 인 

가가 나고，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쩨과정」 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수률이 대부분이고 어느 과가 「학쩨파갱」 에 관여되 

어 었으면 일반척으로 그 과는 인력구성파 업척이란 측면에서 학문척으 

8) Deutsche Forschungsg짜뚱inschaft (편)， Hinweise fiψ Ant때steller: 

F ðrderungsmöglichkeiten 띠따 Voroussetz때:gen， 1團， Bαtn， S. 14 . 
.. Graduiertenkollegs sind langfristige, aber nicht auf Dauer angel앵te 

Eimichtungen der Hochschulen zur Förd에lng des graduierten 
wis않nschaftlichen Nachwuchses (Doktoranden) duπh Beteiligung an der 
Forschung. Sie erg하lZeJl das traditionelle System der individu뻐하1 

Doktorandenbetreuung durch einen Hochschullehrer. Dokto대nden sollen in 
Graduiertenkol1egs Gelegenheit finden, im R삶lmen 잉nes systematisch 
angelegten Studienprogramms ihre Promotion vor뼈-eiten zu können und 
mit ihrer Dissertation in einem umfas뼈den Forschungszusammenhang zu 
arbeiten. Graduiertenkol1egs dienen insofl하n einer fors미1Ungsorienti，앙ten 

Int맹ration von Forschung und Aus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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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었다. 

3.2. 설립빼경 

1980년대 독일의 교육계에서는 독일 대학들의 박사학위과정의 여러 문 

제점틀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었고， 곧 바로 이 문제점들올 

해결하기 위한 방안올 강구하고 있었다. 이때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들 

은 크게 다옴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위취득까지의 기 

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길고， 둘째는 박사학위파정이 너무나 전문화 

되어 있어 편협하고， 셋째는 학위가 다른 인접학문과 동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9) 이 러한 문제점들이 낳은 결과는 유연성과 국제성의 부족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년간의 토론과 연구 끝에 대학교육 자문위원단 Wissenschaftsrat 온 

위의 문제점들올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원과정으로서 「학제과정」 

Graduiertenkolleg 의 도입율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1쨌년 12월 21일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약 50:50의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어， 

1쨌년 드디어 「학제과정」 이 실제로 독일의 각 대학에 껄치되기 시작한 

다)()) 

첫 해인 l때년에는 56개의 「학제파쟁」 이 인가 • 지원되었으나 1996년 

에는 2157ß , 1997년에는 295개의 「학제과정」 이 인가 • 지원되었고 장기적 

으로 떼개의 학제적 연구과정이 독얼의 각 대학에 인가 • 지원휠 계획으 

로 었다. 이로써 장기적으로 「학제과정」 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게 될 박 

사과정 학생의 수는 독일의 전체 박사과정 학생의 10%률 차지하게 될 전 

망이라 한다. 1996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제과정」 의 학문별 분포롤 

보면 다옴 표와 같다. 

9)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뻐-sg.) ， Gradi따te Colleges: Aims and 
Programmes, Informationsbroschüre. 1900, 5.1. 

10) 독일에는 퉁록금을 내는 사립대학온 단 한 곳 뿔이고， 모든 다흔 대학온 등 
록금이 없는 국립대학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는 어떠한 기구도 운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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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학문별 
1993 1댔4 1995 1006 1997 

「학제과정」 의 수 

인문·사회과학 57 64 63 64 81 

생훌·의학 J1 44 45 51 η 

자연과학 61 69 72 71 % 

공학·션산학 20 22 a 28 J1 

총째 175 199 :m 214 280 

r표1 J 개설된 「학제과정」 의 연도별 학문별 분포11)(자료: DFG) 

3.2. 목쩍과 구성 

위의 껄립배정에서 채시한 독일의 박사확정 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 

는 점돌올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학제과 

갱」 은 우션 그 문재갱들올 해결하고 기존의 제도률 보완하는 데 중정이 

주어져 었다. 

이 과정의 목표는， 첫째 학제적 연구롤 통한 학위과정의 고립화와 편협 

화률 막고， 둘째 여러 인접분야률 전공하는 여러 명의 지도교수로부터 집 

중적인 지도률 받게 합으로써 학위취득까지의 기간율 단축하고， 셋째 선 

발된 학생들이 연구와 세미나 그리고 콜로키용 둥에 집단적으로 참가하 

게 됨으로써 기폰의 체계에서 얻기 힘들었번 교육의 내실화와 우수연구 

인력올 확보하는 목적올 갖는다. 

「화제과정」 의 구성온 비교적 단순하다. 륙정한 선발과정용 거친 10-

15 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2-3 명의 박사후파청， 그리고 각 「학제과쟁」 

의 중점주제와 밀첩한 연판이 있는 10 명 내외의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1ll 표l의 자료는 인가된 모든 「학제과쟁」 이 명가의 자료로 입력되지 않았옵 
을 알 수 있게 한다. 얘훌 롤어， 1째7년도 말 인가된 「학제과정」 의 수는 
총 295개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자료수집상의 이유 둥으로 흉계의 대상 
이 된 곳온 쨌개이다. 그러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제과정」 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1이 천반객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여천히 지니고 있다 
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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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언어연구”라는 중점주제훌 가지고 있는 튀빙앤대학교의 경우 중 

심학과인 언어학과의 교수 2 명， 독어독문학파 (독어학 전공) 교수 3 명，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천공) 교수 2 명， 철학파(언어철학 전공) 교수 2 

명， 그리고 전산/정보학과 (알고리듬 및 이론 정보학 전공) 교수 2 명 퉁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생마다 주지도교수가 한 명씩 있는 것 

은 가폰의 체계와 동일하나， 그외 「학제과정」 의 다른 교수들도 지도의 

쭈롤 지니고 학생들은 권리률 갖는다. 

학생들은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이때 기초가 되는 자료는 

일차척으로 연구계획서와 적어도 하나의 추천서， 이력서， 연구업적 (나이 

와 연구업적의 비례도 참고) 퉁 이고， 추가로 짧온 발표률 거쳐 선발하게 

된다 「학제과정」 온 3 년마다 독일학슐협회로부터 소정의 명가롤 거쳐 

업적이 탁월한 경우에만 다융 3 년을 지원받기 때문에 「학제과정」 자체 

가 경쟁에 기초롤 두고 있고 이는 또 대학간 혹옹 학과간 명예가 걸려 었 

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의 명가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확보가 판건 

이기 때문에 선발파정은 비교척 엄격하고 공정하다. 학생선발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차별은 두지 않고 있다. 

학위는 「학제과정」 학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 전공에 

가장 가까운 학파가 있는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률 받고 그 학위에 필요 

한 조건을 학생들은 일 년 이내에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3.3. 교과과정 의 특성 

이수과정온 시간적 추이에 따라 초기단계， 본격단계와 마무리단계로 구 

분되어 지도된다. 이는 「학제과정」 지도형태의 일반적인 특정으로 꼽히 

고 있는데， 이는 독일학술협회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매우 성공적인 것 

으로 평가되었다 12) 각 단계의 세부내용은 전공이나 「학제과정」 에서 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세부내용올 유형별 

로 보면 모든 학생들이 참가해야 하는 ‘필수과목’， 몇 개중 척어도 하나는 

선돼해야 하는 ‘선돼필수과목’ 그리고 참가의무가 없는 ‘선택과목’으로 분 

12) 독일학술협회 Deutsche Fors다1Ungsgemeirischaft (DFG): Graduiertenkollegs -
Auswertung Studienprogramm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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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할 수 있다. 이 모든 과목의 이수얘 소요되는 주당 시간수는 명균 4시간 

에서 6시간으로 드러났다. 주당 시간수가 상대척으로 척온 것온 「학제과 

정」 학생률이 모두 박사논문 혹온 교수자격논문 Habilitation 율 쓰고 있 

는 사랍돌이기 때문에 이롤에게 연구에 시간율 더 할얘하도록 배려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당 시간수가 적고 자율적인 연구훌 강조한 이러한 교과진행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방식을 채용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일주일에 한번 

썩하는 수업， 이주일에 한번씩하는 수업 퉁이 그 예이다. 이률 통해 학생 

돌은 지도교수팀과의 토론에 연속성올 유지하면서 정기척으로 지도률 받 

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이나 문파 · 이과에 따른 특성 때문에 교파과정도 다양하게 선정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훌 률어 홍합강의， 세미나 그리고 실습 풍으로 다 

양하다. 표2는 Saarbrücken 대학교얘 설립되어 있는 「학제과정」 “인지과 

학”의 경우 교과과정 구성 개념도이다. 

초기 첫째 
개관강의 학위논문의 소7>> 

단계 학기 

틀째 자체 

본격 학기 
공동강의 훌로키옴 

중간결산보고서 
단계 셋쩨 새미나 

방법론코스 및 재출 

학기 
학과 

훌로키융 
11~무리 넷째 최총컬과보고서 
단계 학기 (학위논문) 쩨훌 

r표2J 교과과정 구성 개념도 (Saarb피cken 대학교 “인지과학”의 경우)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학생들 중에서 아직은 학제척 연구에 필요한 방 

법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수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법 

론 코스률 이수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초기단계의 교과목들은 대개 개관 

수업이나 공통강의시스댐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 

들은 학제깐 연구에 펼요한 기본지식을 습특하게 된다. 그리고 콜로키움 

이나 세미나， 또는 객원교수의 초청강연 둥을 통해서 자기외 연구과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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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다른 전공자둠과 토론을 벌이는 과정율 갖게된다. 

이 경우 학문적 토론의 방법， 다른 사랍의 논지롤 비판하는 방법 퉁 학 

문적인 토론에 필요한 기본척인 사항들올 습득하게 된다. 더불어 매학기 

한번의 자기 논문 (박사논문의 Kapitel) 발표， 남외 논문 책임토론을 하는 

콜로키움을 갖는다. 콜로키움을 대개 이주에 한밴씩 개최되는데， 모둔 학 

생들이 한번 이상은 발표훌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내규로 갖고 있는 「학 

제과정」 이 많다. 

학술적 행사는 「학제과정」 내부척으로 실행되는 장학금 연장옳 위한 

심사에서부터 국제 학술 심포지움까지 다양하나， 공통척으로 이런 행사롤 

의 준비와 사후평가률 통해 학생들온 귀중한 경험율 얻게 되기 때문에 

「학제과정」 에 의해서 선호되는 경향이 었다. 

3.4. 찌정조달 

이미 앞에서 적온 바대로 「학제과정」 온 재정의 확보가 없이는 움영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수한 학생들의 확보률 위해 모든 「학제과 

정」 의 박사과정파 박사후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율 지급하고 었기 때문 

이고， 외국의 저명학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하고 (한달에 1회이상)， 또 학슐 

대회 논문발표시 경비률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학제과정」 의 

학생툴에게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와 생활비롤 지훤하는 재정적 지원온 

독일에는 대학에 학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박 

사과정 학생파 박사후과정 (Post-Doc) 학생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면 다옴 

과같다. 

기본장햄 1.째，. DM (약 1,110,000 원뼈 

짙버l보조 200," DM (약 160,000 원)1월 

기혼자수당 3때，" DM (약 240,000 원W월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 1.뼈，" DM (약 8뻐，0때 원)/년 

총계 1 ，520，'뻐) 원/월 + 뼈，뼈 웬/년 

r표3J 박사과정 학생의 1인당 장학금 (I마르크=뼈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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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장학금 (31-34쩨 기훈) 2.458,- DM (약 1 ，961.빼 원뼈 

집비보조 Z뼈，- DM (약 I뼈，빼 원V월 

기혼자수당 4뼈，- DM (약 320，뼈 원뼈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 1.000,- DM (약 8뻐，000 원Y년 

총계 2，얘0;뻐 웬월 + 뼈，뼈 왼/년 

r표4J 박사후과정 학생의 I인당 장학금 (I마르크=IDJ원 기준) 

총지원규모는 「학제과정」 에 따라 상이하다 13) 독일학술협회에서 발표 

한 년간 총지원규모는， 예롤 들어， 드레스덴 공과대학교의 “지역적， 혁신 

적 에 너 지 시스탬 lokale innovative Energiesysteme" 의 경우처 럽 100.910,

마르크 (약 00，072，뼈원， 1마르크해m원 기준) 에서부터 칼스루에 대학교의 

“에너지공학과 환경공학 Energie- und Umwelttechnik"의 경우처럼 

844.때 마르크 (약 675，떼，000원， 1마르크=800원 기준) 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년간총지원규모는 튀빙엔대학교의 “통합척 

언어연구 In맹riertes Linguistikstudium"의 426.650,- 마르크 (약 341 ，320，뼈 

원， 1마르크=聊원 기준) 경우처햄 대부분 400.000,- 마르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비는 전액 주정부와 독일학술협회로 대표되는 연방정부에 

서 ‘35:65의 비율로 지원한다. 

4_ 햇는 말: 한국에서의 폭일학 연구와 교육올 위한 모댈 
로서의 「학채과정」 

4.1. 독일 「학제과정」 의 평자와 현찌의 위상 

1007년도까지 인가된 「학제파정」 의 학문별 분포는 인문과학이나 사 

화파학이 많은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물학관련 

「학제과정」 이 증가하는 추세얘 었다 r학제과정」 온 설립의 동기가 되 

13) 년간 총지원규모는 「대학원 확채적 연구과정」 의 규모와 업적에 따라 상 
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세부척인 산정기준온 이글율 쓰는 순간까지 
구하지 못했용을 안타깝게 쟁각한다. 그러나 이점파 관련해서 중요환 것은 
산정기준이 무엇인가는 본고의 내용에 직접적인 판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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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독일의 교육과정의 문제챔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문제점이었던 학위취득까지의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길 

다는 지적은 통계에 의하면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학위를 하기까지 걸렸 

던 기간보다도 평균 2년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녔다. 통계에 의하면 r학 

제과정」 학생들이 박사학위논문올 제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9개월 

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문제인 박사학위과정이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어 편협하다는 지적 

온 처음부터 인가기준으로 학제간의 연구률 주제로 할 것율 명시하고 인 

가와 재정지원올 하기 때문에 설립과 동시에 이미 교수의 진용이나 학생 

들의 선발에서 반영되어 이 또한 극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실제 

운영에서도 「학제과정」 의 학생들은 과정내의 다른 학생들의 논문에 대 

해 상시 토론함으로써 상호 학제적인 안목을 넓히게 되고， ‘학제적 지도교 

수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학제적인 지도률 집중적으로 받는다. 

셋째 문제는 학위가 다른 인접학문과 동떨어져 고립되어 유연생과 국 

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 또한 매우 긍정적인 결과훌 얻온 

것으로 독일학술협회는 평가하고 있다 14) r학제과정」 의 학생들온 교과 

목선정이나 객원교수들의 선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부분적으로는 학 

생들 독자적으로 교과목올 선정해서 교수진에 요챙하거나 외국의 학자들 

을 초빙해와 교수진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률 통해 학생돌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올 극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세계 

적인 학자들과 가까워지는 학문의 국제화를 경험하게 된다. 뛰어난 학생 

들은 이미 이 과정에서 능력올 인정받아 이미 학생으로서 세계척인 학자 

들과 동퉁한 입장에서 학문적인 교류롤 시작하기도 한다. 

4.2. 한국에서의 독일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모펠로서의 「학제파정」 

위에서 살펴 본 「학제파정」 의 제도적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연구와 

교육올 동동하재 중시한다는 첨， 둘째 학제적 연구나 교육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 셋째 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장학혜택을 마련했다는 

14) 독일학술협회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mFG): Graduiertenkol1egs -
Entwicklung und Stand des Programms "Graduiertenkollegs" 1없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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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넷쩨 한시척으로 태마애 따라서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는 유연성 

을 두고 경쟁파 업척원리에 충실하게 훈영된다는 챔， 다섯째 집단지도교 

수체제률 채태하고 었다는 정 퉁융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r학제과정」 은 척어도 독일에서는 학제간 

의 연구와 교육에 매우 효과척인 새로운 제도로 명가받고 있다. 독일학이 

학제적인 연구률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학문의 한 분야라는 본고의 모두 

에서 밝힌 전제 하에서 보면， 독일의 「학제과정」 온 하나의 학제적 연구 

와 교육의 모웰로서 상청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불 수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독일외 「학재과정」 융 우리나라의 대학원과정에 도입하 

는 방안율 환국에서의 독일학 연구와 교육올 위한 제도척 장치로서 제안 

하고자 한다‘ 
그러나 독일의 「학제과갱」 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그대로 도입되 

기에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교육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점이 었율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독일의 「학제과정」 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도업될 

경우 해철혜야 할 문제정훌 중 세가지훌 살펴보고 이 글울 맺기로 한다. 

한국에서 독일학이 제대로 연구되고 교육되기 위한 첫 전제 조건온 독 

일어에 대한 체계척 이해와 독일어훌 이용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이다. 

‘언어는 한 민족의 정신의 표상이다’는 홈볼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 

지역애서 모국어로 쓰이는 언어에 대한 장악이 없이 그 지역율 총체적으 

로 이해한다는 것온 블가능할 뿔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상누 

각에 불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독일어에 대한 체계객 이해와 독일어훌 

이용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울 위해서 실제적인 시청각 어학교육 시썰과 

교수요원이 이미 갖추어진 독어독문학과의 척극객이고도 주도쩍인 참여 

가 필수적이라 할 수 었다. 

둘째는 형식보다는 내용옳 중시하는 학용의 쟁착이라는 촉변에서 학생 

선발에서 연구계획서률 가장 중시해서 반영하는 제도척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애서 대부분의 대학원이 입학시험율 치휘서 학 

생을 선발하고 이률 반드시 점수화하는 실정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는 자금조달을 난점으로 를 수 있다. 독일의 「학제과정」 온 우수 

학생의 확보와 파격척인 재정지원에서부터 성공척언 제도로서의 발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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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학제과정」 이 국제화의 기준에 기대 이 

상의 효과를 얻은 것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은 바 크고， 학생 

들은 국제 학술대회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참가할 수 있었으며 외국 학 

자의 초빙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위에서 지 

적한 독일어 현지연수 둥 어학교육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제경쟁력의 확 

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수한 학생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재원의 확보는 중 

요하고 내실을 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효율적인 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에 대한 연구는 더 이뤄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각 지역에 대 

한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인식하에 독일학이 한국에서 교 

육되고 연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롤 하였고， 아직 

은 독일학이 한국에서 교육되고 연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독일학올 하나의 독립학문으로서 교육 •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살펴 보았다. 

본고에서 제안한 대학원과정은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리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원 파정의 천공올 세분화해서 문학천공， 어학전공， 독일 

학천공 퉁으로 분리해서 모집할 수도 있고， 대학원올 따로 분리해서 하나 

의 분리된 학제간 대학원으로 독립해서 셜립할 수도 있다는 점온 분명하 

다， 서울대학교처럼 국제지역원이 독립해서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경우 

이 학제간 과정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 생각되어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는 전적으로 대 

학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식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학교 운 

영심사의 혁신적 강화， 경쟁원리의 도입과 그 원리의 철저한 적용을 통해 

활발한 학제적 연구가 한국에서도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한-독관계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독일학 연구가 크게 기여하고， 장기적으 

로 「독일 얼본학연구소J I농utsches Institut für Japanstudien, Tokio 처럽 

독일에서도 관심을 갖는 한국학과 독일학올 위한 공동연구소의 셜립에도 

기여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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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쩨때 대한 토론 

사회 (이갱희): 류 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대학원에서의 독일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의견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삼환: 독일의 ‘대학원 학제과정’에 대해 소개해 주신 것은 높이 명가합 

니다. 이런 제도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제지역원’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혹시 이 

기구가 독일의 ‘대학원 학제과정’과 같은 기능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설립배경과 운영실 

태를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환덕: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국제지역연구원의 설립과정과 운영실 

태롤 간단히 살펴보면 다옴과 같습니다. 1989년 김종운 총장 시절에 

‘지역종합연구소’가 발족되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했습니다. 먼저 

인문대학온 기폰의 미국학·독일학·프랑스학 연구소들의 독립적 톡생올 

살리면서 그 상부구조로서 ‘지역종합연구소’를 셜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학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학능력이 가 

장 중요하고 이롤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률 모아 심충척으로 파고 들 

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회대 일각에서는 ‘지역종합연구소’ 

란 인문대학의 연구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 

니다. ‘지역종합연구소’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통계률 그때그때 

모아서 내놓으면 된다는 견해였습니다. 이런 연구라면 팝플렛 정도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대학온 손올 탤 수 밖에 없었 

습니다.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한 후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지역종합연 

구소’가 ‘국제지역훤’으로 개칭되고 아울러 대학원 과정이 개셜되었습 

니다. 통상협상， 국제협력 그리고 지역연구의 3개 분야에서 정부가 필 

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였지만， 일시적 수요만 충족 

시키겠다는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만 선발해 

놓고 커리률렴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국제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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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자리룰 찾아야 합니다. 지역연구에서 어학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비중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 주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윤석: ‘국제지역원’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 중시할 뽕 지역에 

대한 김이있는 이해를 도외시하고 있옴은 그 교수채용에서도 드러납 

니다. 우리 독일문화권에서 예올 들어보자연 유럽단일시장， 독일의 환 

경정책 따위에 대한 업적이 있고 당장에 그러한 강의률 맡을 수 있는 

지원자만 고려되며 괴테， 쉴러 동의 연구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박환덕: 다시 말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어학입니다. ‘국제지역원’의 연구는 

대부분 영어와 일어로 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독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롤 제대로 하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안삼환: ‘국제치역원’의 툴 안에서 독일학이 연구될 수 있다면 사실 이상 

적이겠습니다. 그러면 류 선생이 소개해 준 독일의 ‘대학원 학제과정’ 

의 역할올 ‘국제지역원’이 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 기 

구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김누리: ‘국제지역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부인사가 공적인 자료만 보 

면， 이곳이 독일의 ‘대학원 학제과정’파 비슷한 역할율 할 수 있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제지역원’온 사회과학 일변도이고 우리 

가 지금까지 논의하고 생각했던 지역학 연구와는 전혀 무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환덕: ‘국제지역원’은 지금파 같은 체제로는 지역연구훌 할 수 있는 인 

재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지역전문가훌 양성하려변 인문대학얘 있는 

각 지역연구소툴과 협력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병래: 제가 의도했던 바는 학제간 협업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 

한 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지역원’이 제대로만 운영된 

다면 이 기구의 툴 안에서 학제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지역원’이 잘못 웅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 기구에 겨대할 것온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인 

문대학 내의 협동과정이 학제간 협업올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계속 

확대·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룩: 황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