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洋學 연구←-8 本 東京大를 통한 단상 

냐 션 희* 

동양화를 그리는 망법에는 기법상에 았어서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리 

고자 하는 대상을 붓으로 형태를 그려내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여백 

을 색칠함브로써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나는 이글에서 

내가 지난 94년 가을학기부터 95년 여름학가까지 꼬박 일년 교환유학생의 

신분으로 일본의 동경대 중문과에서 보낸 1 년간의 연구 기간을 통해 우리 

나라와 비교되는 동경대의 특정을 반추하면서 우랴익 동양학 연구의 길을 

모잭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동양화에서 여백음 철함으로써 대상이 

표현되는 방밥과 어떤 측면에서 통하는 면이 았다. 

한 집단의 얀적 구성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뼈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경대 중문과의 인적구성 이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았 

다. 동경대 중문과의 인적안 구성을 보자(1995년 기준) 중문학과의 선생 

님으로 戶홈英美(도쿠라 히데미) , 購井省三(、후지이 쇼조) , 大木康(오오끼 

야스시) , 大西克也(오오니시 기쓰야)의 네 분 선생님이 계셨다. 각각의 선 

생님을 보자면 戶용英美선생님은 詩歌部分을 받고 겨씨는데 동경대학교에 

서는 드문 여자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顧井省드선생은 현대문학 담당선생 

님이시다. 

다음으로 大木康선생님은 고대소설파 속문학부분을 전공하셨다. 필자의 

전공이 고대소설부분인데 지도 교수님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明

代의 小說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잔행중에 제셨다. 처음에 동경에 도착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의 호출이 있었다. 가보니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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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펼요하라라고 여겨지는 자료를 쭉 적어서 목록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도서관에 거의 대부분아 있으니 열섬히 참고하라고 하였마. 

1까지막으로 大西克也 선생님은 어학담당선생남아시다. 야 大西克也선생 

님은 가장 젊으신 선생님이선데， 馬王堆에서 1갈견된 지료를 바탕으로 고대 

어학부분에서 문재가 되었던 虛購의 용뱀을 명쾌하거1 첼명해 낸 논문으로 

명성이 있으선 분이다 

중문파 선생님과 별도로 네분의 인문교관이 았다 이 분들은 騎陽캠퍼스 

나 東洋學때究센터에 계신다. 그 중에서도 까尾햄喜선생남께서는 현대문학 

특별히 쩔、않에 대한 관삼이 지매하시다. 

다음으로 助手라는 직책이 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발하자면 조교와 조 

교수의 중간정도되는 직급으로 일반적인 행정엽무 처리와 함께 논문을 준 

비중인 연구자들이다 당시에는 廣懶웹子와 醒廳씨)7;.子， 두 분이 。l 역할 

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는 博士課程에는 9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았었다. 

5명의 일본학생과 1명의 한국학생， 그리고 3명의 중국학생야었다 그 중에 

서도 전공이 비슷했기애 교분을 나눈 이로서는 小山업之가 았다. 그는 才

子佳人小說로 석사논문을 썼으며， 자신이 논문을 썼던 부분을 떼文에서 日

文으로 번역도 하였다. 최끈에 중국 天뿜大學에서 이년간 공부를 하고 돌 

아왔다쓴 소식이 틀린디 다음으로 우리로 지면 석사괴장을 일본에서는 修

士課程이라고 하는데， 모두 7명의 착생이 있었다. 이 석사과정의 학생틀은 

박사과정생틀보다 자주 과 사무설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이야겨할 가회 

가 많았다. 그중에서 宮本微는 나의 Tutor이었다. 이 Tutor라는 제도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멍하겠다. 그의 전공은 어학이었는데 고대 어학 

서적인 廣輯에 관삼을 가지고 연구플 진행중이었다. 지금은 박사파정을 열 

섬히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根뿜宗 郞도 생각난다. 그는 원래 일본 

문학전공자였는데 중국문학에l 더 흥며를 느껴서 중국문학석사과정으로 들 

어온 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인지 선생님들의 기대가 대단했다. 

그리고 학부에는 6병의 일본학생틀이 있었다. 한 학년마다 3명씩이 있 

는 꼴이었다. 이렇게 숫지카 적기 때문에 과사무실에는 석， 박사과정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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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공부하였다. 그중의 中村薰는 4학년이었는데 결국에는 잔학하지 

않고 토요다지동차에 취직하였다즉 3명이 있어도 1.2명은 잔학을 포기하 

기 때문에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은 1‘2명애 불과하다. 이와 아울러서 

짜究生제도가 있는데 필자같은 교환유학생은 바로 이 자랴에 배당받았다. 

아 연구생은 외국학생， 혹은 타대의 학 생들이 1년‘ 혹은 2년까지 적을 둘 

수 있는데， 그런후얘 삭， 박사파정으로 잔압하였디; 내가 있었을 때에는 모 

두 7명이 있었다 

이와 아울라 외래교수도 계셨다. 필자가 있었을 때에는 두병의 중국교수 

념과 한 학기썩 같아 보내게 되었다 첫학71는 錢志熙교수님이 계셨는더l 

북경대학교익 부교수였다 전공은 시가방면이었는데 니중에 듣고보니 중국 

의 그쪽 방면 원로교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받는 중국문학계의 

소장학자였던 분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잘 모르는 상태였다 자신의 잔공 

고댐을 중국어로 강의했는데， 모두들 열심히 경청했다. 그라고 선생님께서 

는 북경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비톤을 받l아서 오선 분이 劉勇彈선생님이셨 

다. 역시 무척 젊은 북경대학교 부교수였는례 내가 전능}는 속문학담당이셨 

다. 마침 같은 전공이라서 수엽시긴에 중국어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분도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냐 성설하셨고， 또 연구업적도 대딘하선 소 

장선생님이셨다. 어햇거나 중국의 북경대학에 가지 않아도 일본땅에서 당 

대의 중국문학계의 가장 선진적인 선생님의 강의를 직접듣고， 여행을 같이 

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정말 얄찬 시간이 되었다. 요컨대 학생들 

이 가장 첨단의 지식을 국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살제로 흔치 않다. 

그런 지식의 전달 차원에서 값진 기회라고 여겨진다. 

또한 동경대학에 았으면서 특야하게 느낀 것은 여름계절학기이다. 이 여 

름계절학기는 우리처럼 학부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생들에게 

도 해당된다. 특히 멀리 계선 선생님 .. 예를 들면 九1'1'1(균슈)니- 北海道(훗가 

이도)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지 중에는 강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명망 

았는 선생님틀을 여름방학에 초빙해서 한 2-3주정도 집중해서 강의를 튿 

고 학점을 받는다， 이런 캉의는 동경대학교 선생님의 마찬가지로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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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로서는 내로운- 선생님의 새로 

운 관점의 깅의를 들어서 좋고， 또한 학접도 챙길 수 있으며， 선생님들도 

심기일전할 수 있는 가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저l도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도 설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올 해본다. 실제로 부산에 계선 선생님의 강 

의를 서울에서 학기중에 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좀더 저l도적인 측면에서 중문학과를 넘어서서 동경대학 자체를 말 

할까 한다. 지금 서울대학을 비롯한 대한만국의 대학들이 학부재의 실행을 

두고 많은 진통을 겪고 였다. 그렇다면 동경대학은 어떠한가? 동경대학은 

2+2를 설시하고 있다. 즉 교양학부를 2년 디-닌 후에 본학과로 가는 것이 

다. 그들은 2년이 흐른 후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고등 

학교를 막 졸엽한 학생들에게 입학 초기부터 科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년간의 시간을 주면서 차분히 자 

션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교 

육받는 장소도 틀리다. 교양학부는 뽕야楊(코D빠캠퍼스라는 本짧~(흔고)캠퍼 

스보다는 규모가 작은 캠퍼스에서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교양학부가 끝나 

면 本챙E캠퍼스로 가제 된다. 전철로는 거의 40분정도의 거리이며， 기풍도 

약간 다르다 말하자면 코마바캠퍼스는 아작 자신의 기능성을 실험하는 신 

입생들로 채워져 있어서얀지 어찌보면 자유롭다고도 말할 수 았고‘ 어찌보 

면 산만한 분위가이다. 이에 비해 혼고캠퍼스는 ‘아 。l채부터 좁 열심히 

해볼까?’라고 마음먹은 3, 4학년틀로 채워져 았어서인지 다f체로 진지하고 

엄숙하다. 불론 點陽(코마배캠퍼스에도 자체의 학과가 따로 있어서 여떤 

학생들은 이 코마바캠퍼스에서 4년올 지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本獅캠퍼스로간다. 

그리고 동경대대학원에서 눈에 띄는 제도는 바로 석시에서 박사로의 진 

입 부분이다.우리의 대학과 비교해 보자면 동경대학교의 박싸진입은 무조 

건 논문으로 판가름난다. 이들에게 박사입학시힘여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 

선 석사논문을 잘 써야지만이 된다 필자가 있을 때에도 논문이 수준미달 

야라는 이유로 퇴출당하는 학생을 보았다 큰 뜻을 품고 석사과정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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댔지반， 이 렇듯 논문에 대해서는 냉정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석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은 장멸로 석사1학지부더 열심히 논문을 준비한다. 불론 강 

의도 받아야겠지만 그보다는 논문 때문에 방학 때는 더욱 눈코뜰새 없이 

벼쁘다: 이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실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논문의 시작 

시점이 우라와 차이가 니는 것이다 논문은 그틀에게 있어서 박사과정에 

블어가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우라학생들도 

숙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다른 제도로서 t녀tor재가 있다 이것은 앞얘서도 언급했는데 

동정대학을 바롯한 일본의 대학에는 외국학생들을 위해서 tutor제도가 았 

다. 이 제도는 文部省에서 자금을 전액지원하는 제도로서 외국학생음 맡는 

학생에게는 약 1만엔(우라돈으로 약 10만원)의 돈이 나온다. 이 학생틀이 

할 일은 외국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필자도 

외국생활이 생소해서 참 당횡한 적이 많았는데 이런 길잡이 학생들이 있 

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ö}울랴 필요하다면 1주일에 한번정도 일본어 공 

부도같이 하였다 

동경대학의 언문학의 체계는 서울대학교화 거의 유사하다. 모두 20개의 

학과가 존재하는데， 눈에 띄는 과는 인도철학안도문학과이다 서울대학에 

는 존재하지 않는 과이지만 실제로 그 중요성은 동양학연구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철학과와 서양고전학과가 따로 

존재하고 았었다， 우라로 치면 철학과의 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종교학종교사학과 내에 이슬람학연구는 그 역사나 자료의 축적면에 

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에 펼자는 동양학연구애 있 

어서 인도학아나 이슬람햄l 대해서 우리는 좀더 관섬을 가져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히는 생각을 하였다. 이와 함께 인문학 체계의 전반을 볼 때에 

동경대학에 한국문학과가 없다는 사실과 서울대학교에 역시나 일본문학과 

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남아있는 두 나라의 오래된 역사의 골을 느끼게 

한다. 그랴나 실제적으로 외국문학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껍고 어쩌면 가장 

븐 영향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르는 나라간에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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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여라 가지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바꾸어야 힐 부분은 당연 

히 바꾸어야 한디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랴는 동칭대학교 재계가 지닌 문제점 역 시 생각해 보아야 한 

다. 앞으로 서울대학이 나아갈 맹향으로서 대학윈중삼대학을 섣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어짜면 이런 비슷한 형식을 실사하고 있는 

동경대학교 중문고}를 다니면서 하나의 우려가 생겼디→ 그것은 전공자의 수 

가 형편없이 줄어든다는 점이디 앞에서 예를 들았지만 1년애 고직해야 

2-3명의 학생이 중국문학을 배우겠다고 듣어오고 그나마도 1--2명이 대학 

원 진학함으로써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교양과정에 있는 1.2학년들애게 중 

국문학애 대한 흥미를 유발시커고자 얀간힘을 쓰고 았었고 대학원은 결국 

타대학생틀이나 와국인 학생틀로 채워지게 된다 불론 대학원 중섬대학이 

라논 것의 취지가 학부가 다른 학생들을 받아들입으로써 마 다양한 학생 

들과 생각들로 학문의 번성을 원하고 았지만 기본학생들이 턱없이 부족한 

갱우는 이것은 과의 존립이리는 측면얘서 우려힐 부분이 아닌가 쉽다 

나논 이번 글을 통해 동양학띤구의 발전빙-향에 대한 직선적인 언급보다 

는 다른 나라의 다른 대학악 저l도를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제도는 한편으로 내용을 규정하므로 제도의 개혁을 

통해 내용을 변화시킬 수도 았다고 본디. 예를 들자면 동양의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큰대회라는 제도적인 변혁이 결국에는 근대라는 내용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바로 형식을 통한 내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 아니었딘가! 일본의 동경대학은 우려보다는 학문의 역시라는 띤에서 일 

관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많은 진통을 겪였을 잣이다 그래세 지금 현재약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랴는 그들의 형식적얀 실험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을 뛰어념을 w이론‘ 즉 좀더 니은 방법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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