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대사님 여러분, 

한독 포럼 공동대표단, 한독 포럼과 한독 주니어 포럼 참가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주한독일문화원 원장으로서, 오늘 저희 문화행사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프

로그램은 1988년에 개원하여 이곳 대전, 충남대학교에 자리잡은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의 30주년

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대전 분원의 개원 30주년과 1968년 서울에 설립된 주한독일문화원의 탄생 50주년을 함께 축하

하게 되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연방총리님과 부인 슈뢰더-김소연 여사님, 두 설립 기념일을 맞아 인사드

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올해 포럼에서 문화행사를 주최할 것을 제안해주신 하르트무트 코쉭 한독포럼 공동대표님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님의 서울 본원 방문으로 멋지게 시

작한 올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저녁 행사를 통해 풍성한 50주년의 해로 완성하게 되었습니

다. 

주한독일문화원은 연극, 영화, 문학, 음악, 예술, 독일어가 있는 놀라움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 곳은 

예술적인 실험과 혁신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글로벌화 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독일과 한국을 움직이는 화제에 대해 토론이 열리는, 활기차고 민주적인 공간이기도 합

니다. 

서울 본원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자리한 4개의 분원에서는 독일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독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인력, 교육 전문가, 기관은 물론, 특히 이곳 한국

에서 매년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호적인 대화와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기념일을 맞아 우리 문화원의 발전사, 우리 양국의 다사다난했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우리의 발

자취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독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두 나라가 모두 겪은 분단이라

는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전망과 관련해 큰 의미를 가진, 독일의 통일 경험입니다. 저는 이 기

본 환경이 양국 간에 긴밀하고 두터운 신뢰 관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고, 또한 문화원이 업무를 추진

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출발점으로 작용했다고 확신합니다. 

 

대전 분원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간단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80년대 당시, 한국과 독일의 과학기

술 연구기관 사이에 긴밀한 교류와 수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출범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의 연구원들이 여러 독일 기관과 재단으로부터 조사 및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독일 체류를 준비하게 되면서 독일어를 배워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주

한독일문화원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당시 대전에는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들이 충남대학교와 협력하여 대전에 분원을 설립할 것을 

우리 문화원 측에 제안해왔습니다. 그 결과, 충남대학교에서 강의실과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했고, 

문화원은 그곳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충남대학교와 오덕성 총장님, 그리고 오늘 

총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한문희 부총장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어져 온 협력에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에서는 매년 400여 명의 학생들이 독일어를 배웁니다. 네 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강사진에게는 

상당한 수입니다. 대전의 모든 독일어학습자는 1년에 여러 차례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따라 A1부터 B2 

단계까지의 독일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재학생에게는 매년 독일에 있는 괴테 

인스티투트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두 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제공하며, 대전 어학강좌 수강생

들도 매년 이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전 분원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내 PASCH 학

교를 관리하며 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문화원의 분원이라면 작은 문화 프로그램을 빼놓

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문학, 스포츠, 음악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하이라이트 행사로는 작년 유스 유와 파토니가 함께 한 랩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대전 분원을 이끌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박성우 선생

님께서 1988년 개원부터 1991년까지 분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에 이어 오늘 사회자이신 조

성기 박사님께서 15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2006년 서울 본원으로 오신 후, 이

해정 선생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해정 선생님을 비롯한 전 센터장 두 분과 그리고 동아시

아지역 어학부를 대표하는 울리케 드리스너와 규모는 적지만 많은 일을 해내고 계신 강사진 여러분, 

현장에서 헌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문희 부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곧 만나게 될 판소리 작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저희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전통예술 판소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판소리가 독일의 

것과 결합될 수 있을지를 실험해보고자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테오도르 슈토름의 1863년 작품인 예

술동화 ‘레겐트루데’를 판소리로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작집단 희비

쌍곡선에게 다시 한 번 이런 멋진 공연을 선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과 독일의 이러한 만

남이 신선하고 또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여러분이 무대를 보시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