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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론반] 
말의말의 지평: 말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은 글까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언어적 구성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이렇게 정의했을 때 뒤따르는 문제는 말을 마치 투명하고 순수하며 자유로운 표현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말은 더럽다. 말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마도 말의 '불순물'들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담론과 맥락, 의식과 
존재존재, 앎과 삶, 언어와 조건, 개념과 사회문화사, 즉 말과 지평의 관계를 고찰하고, 일견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두 
항을항을 교차하는 작업으로써 가능하다. 
  이 세미나에서는 언어의 투명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언어가 어떻게 존재 구속성을 갖는지 확인하고
자자 한다. 혹자는 이를 '담론분석'이라 부를 수도 있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가장 잘 전달하는 말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방법보다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담론분석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가정들, 담론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존재는 어떻게  언어를 구속하는지, 말하기의 
조건이란조건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미나는 이를 통해 말과 마주하는 연구자의 인식적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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