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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교수법의 구체적 전개의 시도

曺 昌 燮

(獨語敎育科)

1. 서 언

상이한 정신문화에서 배태된 독일어를 학습자에게 가르쳐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하고 더 나

아가 양국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가르치고 배우는 직접적인 교

수 방법의 개발과 더불어 가르철 교과내용에 관한 문화적 이해도 필요하다. 교수법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을 통틀어 알걷는 말» 1) 임을 장기할 때 가르철 내용에 대한

문화적 이해는 교수법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 없다.

고등학교 독일어 교재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에는 우리말로 직역해서는 말이 되지 않고 독일

의 독특한 생활 풍습을 염두에 두고 意譯을 해야 그 어휘나 문장이 지닌 창뭇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었다 2) 독일의 역사， 독일의 풍물 (Landeskunde) , 독일의 제도， 학술용어 동풍 우리

에게는 상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번역이 불가능한 것들이 벼일벼재하다. 이러한 문화 차이

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교사가 원고， 쓰고， 듣고， 말하는 언어의 기능에 치중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는 Text의 문화적인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다. 가르칠 Text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교사가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되면 교사는 수

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되어 학습자의 집중을 유발시켜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둥학교 독일어 교과서엔 문교부가 권장하는 어휘의 범주 내에서 독일 詩가 단원에 자리잡

고 있거나 아니면 부록 형태로 여백이 나는 곳에 시를 삽입시켜 놓고 있다.이러한 시를 어떻게

가르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볍척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교안작성적 성격을 지녔으므로 시대배경이나 작가의 생애 동은 자세히 열거된다.

Text로는 프리드리히 휠더련 (Friedrich Holderlin, 1770-1848) 의 詩 〔휘페라온의 운명의 노

1) 신기철 • 신용철 편저:새 우리말 큰사천， 삼성출판사， 1983. 9. 1. 제3판 S.352.
2) Guten Morgen! (안녕하섭니까) Wie geht cs Ihnen? (어떻게 지내십니까?) 풍올 직역해서는 인

사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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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Hyperions Schicksals1iedJ를 택하였다. 이 때 어휘 설명에 따른 시의 번역이나 해셜은 텍

스트 이해를 위한 기초로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시라는 장르의 문학 이론적인 영

역은 논외로 하였다. 3) 이 詩를 이해하기 위해 교사가 숙지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수업 내

용을 확정하고 체계화할 수 있게 하려한다 4) 이 때 수업 내용의 확정과 체계화를 위해 필요

한 수업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수업모델의 도출은 본 논문의 결론이자 문학 교수법의 한 모

델이기도 하다.

I I. 본 론

1. Text의 제시와 해석5)

Hyperions Schicksalslied (휘빼리온의 훈명의 노래)

1hr wandelt droben im Licht

Aufweichem Boden, selige Genien!

Glanzende G야terhifte

Riihren euch leicht ,
Wie die Finger der Kiinstlerin

Heilige Saiten.

Schicksallos, wie der schlafende

Saugling, atmen die Himmlischen;

Keusch bewahrt

In bescheidener Knospe,

그대들 하늘 위 광채 속에 거니도다

부드러운 바닥위로， 복된 수호신들이여!

빛나는 신의 입김이

그대들올 가볍게 스치나니

여류음악가의 손길이 성스러운

현올건드립파 같도다.

장든 젖먹이처럽 운명올 모르는 채

천상의 神들은 숨을 쉬는데

화사하지도 않은 꽃 용오리 속에

곱게 간직되어

3) 독일어 기초률 익히는 독일어 교재에 詩가 삽입된 목적은 문학이라는 언어 예술올 소개하기 위

함이다. 詩는 일상어가 아닌 문학언어 (Metasprache) 로 쓰여져 있어서 시에 사용된 언어가 사전척

의미와 일치하지 않고 美적 체험올 극대화 하기 위하여 문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는 독일

어률 배우는 초보자에게 의사 소통을 위한 언어 습득의 자료가 아니라 문학을 소개 받는 자료인 것

이다. 학습자가 독일문학올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올 감안할 때 자세한 독일문학 이론은

배제하고 시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국어 수업에서 지식을 얻도록 하며 시의 번역에 관련된 번역이

론 풍은 학문적인 전문 영역이므로 논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독일어 수업의 텍스트로 詩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 이해률 위한 문화척 사항들은 작풍올 쓴 작

가의 생애와 그의 작품세계 그리고 이러한 작품이 창작되어 나온 시대에 대한 이해로 압축할 수 있

다.

5) 이 시는 훨더린의 서정척 소설 「휘페리옹 혹은 그리스의 은둔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시로

서 죽으려고 떠난 친구 알라반다 (Alabanda)와 헤어진 후 부르는 노래로 1797년에서 1798년 경에

쓰여진 작품으로 추정됩. 현대의 구체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계단식의 행 배열은 훨더린 자

신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 시는 브람스에 의해 작곡되었다.



Bl비let ewig

Ihnen der Geist ,
Dnd die seligen Augen

Blicken in stiller

Ewiger Klarh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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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에게 정령은

영훤히 피어 오른다.

그리하여 복된 눈망울은

조용하고 영훤한

갱아함 속에 깃든다.

폭포수처럽

암벽에서 암벽으로 떨어져

쉬임없이 미지의 세계로 밀려 내린다.

그러나 우리에젠

쉴 곳이 없도다，

방향융 잃은 채

괴로웅에 짓눌린 인간들은

맹인이 되어

시간이 훌리가는데로 흐르며

Doch uns ist gegeben,
Aufkeiner Stiitte zu ruhen,

Es schwinden , es fallen

Die leidenden Menschen

Blindlings von einer

Stunde zur andern,
Wie Wasser von Klippe

Zu Klippe geworfen,
Jahrlang ins Ungewisse hinab

이 詩가 창작되던 시기는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 , ‘평등’ , ‘평화’ 라는 구호가 언접국

의 군주제에 위협이 되고 있던 때이고 독일에선 독일 고전주의가 그 절정기를 맞아 하이네의

말처럼 프랑스에선 정치 혁명을 수행할 동안 독일에선 정신 혁명을 수행하던 때이다. 세기의

전환기에 선 철학자나 작가들은 역사에 족척을 남기고차 원하여 위대한 업척을 남겼다. 칸트

(Kant) 는 신학에 종속되어 있는 학문을 신학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피히테(Fichte)는 인간의

창작활동에 특수 의미를 부여했으며 혜켈 (Hegel)은 세계사를 변증법적 대립 속에서 저급한 상

태에서 보다 높은 상태로 나아가는 발전과정 (Entwicklungsprozess) 으로 파악하는 史觀을 확립

하였다. 이러한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당시의 문학사조인 고전주의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의 예술을 모법으로 삼아 문학의 과제로 ‘인류의 교육’ , ‘인간성의 촉진’ , ‘인간의 미학적 교

육’을 상정하였다.휠더련은 고전주의 시대를 살아간 사랍이지만 고전주의에 동참하지 않고 프

랑스혁명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간 작가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생

성의 원인이 되는 시대 배경에서 정신사적 배경은 제외하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치척 배경만을 알아보기로 한다.

2. 훨더린의 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시대배경에

이태리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된 나폴레옹은 1797년 북부 이태리의 오스트리아 영토로 진군

6) Vgl.R.H . Tenbrock:Geschichte Deutschlands (김상태， 이채원역， 서문당， 1976), S. 1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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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캄포포르미오 (Campoformio)조약을 체결하여 좌라인 지방을 획

득하였다. 이듬해인 1798년에 5만 병력을 이꿀고 에집트를 훤정하여 카이로를 정령하였으나

해군이 아부키르만(홈)에서 영국 합대에 패하여 단신으로 도주하는 참패훌 겪었으나 1799년

11월 9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제1통령을 거쳐 1804년 12월 인민투표를

실시하여 황제에 즉위하였다. 자유와 평둥사상애 기초한 공화정에 기대를 걸었던 독일 지식언

들은 그의 황제 즉위에 대단히 실망하였다. 나폴레옹을 칭송하기 위해 〈영웅교향곡〉을 작콕했

던 베토벤도 “인민의 주권자도 역시 속물이었다. η 7)고 개탄하면서 그에게 풍을 돌렸다. 1805

년에 나폴레옹은 힘겨운 상대 영국을 침공하여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에게 때하였으

나 같은해 12월에 아우스트러리즈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무쩔러 프랑스 육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1806년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예나와 아우어슈태트 (Auerstadt)에서 격

화하고 3일 후인 1806년 10월 17일 베를린에 업성하여 프로이센을 붕괴시킴으로써 프랑스

제국의 세력은 앨베강까지 이르렀다. 좌라인 지방에서 시작된 나폴레옹의 지배는 이쩨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의 유럽 지배정책이 독일에서 실천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정령

지의 국가에게 형식적인 독립성을 허용하연서 정령지의 젊은이들이 프랑스군에 업대하여 복무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들에게 드는 전비를 위해 점령지에 조세를 부담시켰다. 독일의 제후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정복자의 아량에 감사하며 민족의 이익을 배반했다. 이제 독일의

노동자와 농민은 제후들과 그들을 에워싼 특권층에게 수탈당해야 할 뿐만 아나라 나폴레옹전

쟁의 전비까지 물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나폴례옹은 점령지에 프랑스어를

강제로 보급하여 프랑스와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독일 정신을 박탈하려 했다. 이러한

조처의 반작용으로 세계시민 사상에 물들어 있던 독일 민중과 시민 지식층에서 애국심이 일깨

워지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의 압제에서 조국을 해방시키려는 애국 청년들이 애국심을 고취하

고 해방의 그날을 맞기 위해 자기가 속해 있는 각 분야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에 이른다.

국민 건강에서 애국심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환 프리드리히 루드비히 얀 (Friedrich Ludwig

Jahn 1778-1852)은 교사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체조를 창안하여 보급하였다. 그는

「독일 국민성， Deutsches Volkstum , 1810J을 저술하여 정치적인 통일을 이룩하지 뭇한 민족

의 특성을 열거하고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여야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프랑

스언을 “불구대천지 훤수”에로 정의하는 그의 국수주의척 주장에는 당시의 시민계급에게 안주

7) dtv Lexikon, Band 2,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4.8.66

8) Hans Jiirgen Geerdits:Deutsche Literaturgcschichtc in einem Band,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 Berlin, 1971.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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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시민 정신과 충돌하여 시민계급내의 모순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별헬름 폰 홈볼트

(Wilhelm von Humboldt) 는 애국사상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프로이센의 교육제

도를 개혁하고 베를련대학(18 10년 창셜)과 같은 고급 인재 양성기관을 셜립했다. 요한 고트

립 피히테 (Johann Gottlieb Fichte) 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 Reden an die deutsche NationJ이

라는 강연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했고 에른스트 모리츠 아른트 (Ernst Moritz Arndt) 는 「독일안

을 위한 노래， Lieder fUr DeutscheJ라는 저서로 애국사상을 고취하면서 언론매체를 이용해 이

를 전국에 전파시켰다.

나폴레옹은 정복자로서 독일 애국지사들의 적개심의 표적이었지만 그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상속자로서 독일 봉건 절대주의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1804년에 제정 공포된 〈프랑스 민볍

전〉을 1807년에 〈나폴례용법전〉으로 개칭하고 3편 2281조로 되어 있는 이 민법천을 정령지

독일에도 통용시키면서 이 민법전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과 소유권의 절대성 둥둥을

보장하여 자본주의척 경제활성화를 꾀하여 원정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코자 했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더불어 시민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법률 앞에 명둥을 보장하려 했다.

이를 위해 나폴례용은 독일의 제도 개혁을 원했다. 이러한 개혁을 독일 시민계급이 투쟁해서

쟁취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치는 그런 종류의 개혁이었다. 프랑스 지배하에 있는 프로이센과

여타의 모든 독일 제후국들도 민중을 애국심으로 붕치게하여 프랑스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국

가의 개혁을 민중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어 개혁은 필연성을 띄었다. 개혁의 주체는 사회 상

충부를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척인 귀족들이 담당했다. 이 무렵까지 독일에는 富를 축척하여

국가 당국에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르조아 시민계급이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슈타인 남작 (Freiherr von Stein , 1757-1831)9)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3세와 심한 충돌

을 빚어 1807년에 관료직에서 물러났으나 같은해 나폴레용의 요청에 의해 재기용된 인물이

다. 그는 개혁의 초점을 王權의 제한과 軍制의 개편 그리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맞

추었다. 그가 개혁초기에 왕위를 보장하고 융커의 특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하였더라면 그의

개혁은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군주와 융커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그

의 개혁은 일부에 한정되어 진척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개혁에 착수하여 먼저 농먼의 세습

적 예속관계를 폐지하여 농민의 강제부역과 홈페을 철폐하고 영주의 결혼 통의권을 폐지했다.

시민과 농민이 귀족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고 귀족도 농민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

여 계급제도의 이론적인 폐지를 관철하여 근대척인 계급질서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했다.

9) Vgl.dtv Lexikon, Band 17, Deutscher TaschenbuchVerlag, 1973.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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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市)의 운영은 대토지 시민이 평둥 선거로 뽑은 시의원이 시의회를 구성하여 시의회가 자

치적으로 시를 운영해 나가도록 했다. 시의회의 의장은 흉事라 하였는데 시의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하고 국왕의 숭인을 받도록 했다. 각 시의 자치운영은 시민계급의 강화를 가져왔다.

귀족이 지닌 귀족청호와 재산을 오직 장자에게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귀족제도의 개혁과

아울러 그가 중시했던 대다수의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 채 나폴레옹에게 반기를 들자는 내용을

담은 그의 편지가 나폴레옹의 수중에 들어가 나폴레옹은 그를 연직시켰다. 그의 후계자는 하

노버 출신의 하르멘베르크 (Hardenberg)였다.

칼 아우구스트 폰 하르덴베르크(Karl August von Hardenberg,1750-1822) 10) 는 군제의 개

혁에 착수했다. 군제개혁 때에는 숭숭장구하는 프랑스 육군의 도덕적 무장을 귀감으로 삼았

다. 프로이센 군대도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도덕적 무장을 해야한다는 데 군제개혁

자들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군제개혁에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의 대립이 노정됐다.

보수세력 진영에선 왕위를 보장하고 해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비군제도를 주장했다.

샤른호르스트(Scharnhorst)장군과 같은 이는 상비군제도를 주장했고 그나이제나우(Gneisena띠

장군과 클라우제뷔츠 (Clausewitz) 장군 둥은 국민병제도를 주장했다. 군체의 개혁은 나폴레옹

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애국충정을 기초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이한 세력간의 타협은 쉽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상비군과 병행하여 後備軍과 국민군이 창설되었다. 귀족만이 될 수 있

었던 장교의 지위가 시민에게도 개방되었으며 체벌 퉁이 금지 되었다.

오스트리아도 1805년의 패전으로 몰락한 후 국가체제를 개혁하려고 했다. 슈타디온 백작이

개혁의 선봉에 섰다. 요셉 2세는 그를 1805년에 재상에 기용했다. 그는 필요 없는 국가기구

를 칸소화하고 카알 대공과 함께 새로운 오스트리아군의 창설을 위해 병역 의무제를 실시하고

정규 상비군과 병행하여 후비군을 창설했다. 1809년 오스트리아가 나폴레옹에게 때배한 후

그는 실각하고 그의 후임에 라인지방 출신인 메테르니히 백작이 숭계했다.

나폴레옹을 앞서 설명한 개혁과 관련지워 보면 그는 사회 진보의 전달자로서 독일 봉건체제

를 붕괴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나폴레옹은 1806년에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영국 물자에 의존도

가 높았던 독일은 물자를 자체 생산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경공업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다.

1809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을 세차례에 걸쳐 격파하고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자기가

창건한 제국을 후대까지 정착시키려는 야망에서 1796년에 결혼했던 조세핀과 1809년에 이혼

10) Vgl. dtv Lexikon, Band 8,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3.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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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810년 4월 2일 40세의 나이로 18세의 공주 마리 루이즈 (Marie Louise) 와 결혼했다.

나폴레옹의 야망에 찬 팽창정책은 이어져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식량과 목재를

중심으로 영국과 무역을 하던 러시아는 대륙 봉쇄령으로 인해 다른나라 보다 더 많은 피해를

업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국에 접근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1812년 6월 러시아를 침공하

였다. 모스크바까지 진격한 나폴레옹균은 불충분한 겨울장비에 륨양寒을 만나자 전열이 흐트러

져 용감한 러시아군을 대적해 싸울 용기조차 꺾여버려 프랑스군의 대부분이 섬멸되고 말았다.

프로이센의 요르크 (York) 장군은 프랑스편에 서서 싸우라는 국왕의 명령에 거역하여 타우로

겐에서 러시아의 장군 디이비치와 협상하여 중립을 선언하자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뭘

헬름 3세 (Friedrich Wilhelm III) 도 주저하던 끝에 나폴레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민 총동원

령을 내려 모여든 의용군을 각 부대에 배속시켜 1813년 10월 라이프찌히 전투에서 숭리를 거

두어 나폴레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 주었다. 1814년 동맹군은 파리를 점령하고 나폴레옹

을 퇴위시켜 앨바섬으로 유배시켰다.

숭전국들은 유럽의 새질서 형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뷔언(Wien)에서 자국의 이익만

을 고집하는 소모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무렵 1815년 3월 나폴레옹은 옐바성을 탈출하여

파리로 블어가 황제에 즉위하고 영국을 상대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으나 1815년 7월 워터루

(Waterloo)전투에서 패하여 세인트 헬레나섬으로 유배됨으로서 나폴레옹전쟁 (1797-1815) 은

끝난다.

뷔인회의의 중요한 과제는 유럽대륙의 새질서 확립과 득일 문제의 해결이었다. 숭전국들과

패전국인 프랑스까지도 독일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하려 했다. 그 결과 독일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고 라인연방을 39개의 주권국 (3 5 연방. 4 자유시)으로된 독일 연방 (Deutscher

Bund) 으로 부활시켰으나 獨速聯캠은 무기력한 조직체였다. 프랑크푸르트 (am Main) 에 연방의

회를 두고 외교관을 상주시켰으나 전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아니면 만장일치로 가결

토록하여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독일 해방전쟁 (1813

1815) 에 참가한 사랍들의 고꺼한 목적은 설현되지 못했다. 유럽 諸國를이 개입하여 만들어

낸 무기력한 독일연방의 탄생은 나폴레옹의 지배하에서 독일 민족에게 일깨워진 애국심과 통

일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보수 반동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1815년 러시아의 황제 알

렉산더의 제의로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 신성 동맹을 결성했다. 이 신성통맹의 목적

은 전통척 질서에 대항하는 혁명적 세력과 투쟁하고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유를 쟁취하려는 자

유주의운동을 견제하여 유럽의 현상유지를 꾀하는 떼 있었다. 절대 군주체제는 도처에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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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모든 혁명척 정치운동이나 학생운동은 메테르니허가 주도한 1819년 8월의 칼스바트의

결의 (Karlsbader Schliisse) 에 의하여 금지되었다.

왕정복고와 반동이 기숭을 부리던 시기에 영국 전문가들의 도웅을 받아 독일엔 중공업이 발

전하면서 운하와 철도 건셜이 계획되고 증기기관의 이용이 촉진되었다. 생산품의 유통과 자유

로운 투자를 위해 프리드리히 려스트는 1819년에 내국관세 폐지를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에

청원하였으냐 실패했고 1834년에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독일 내의

국가들이 관세동맹율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자 1년 후에 바이에른의 자본가들은 뉘르떼르크에

서 뛰르트에 이르는 독일 최초의 철도를 부설했다.

뷔인회의의 결과로 유럽에는 장기간에 걸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독일에선 초기 산업

화가 진척되어 나갔다. 그러나 자유，평등，명화를 구현하여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프랑스 혁명이 반복된 피의 숙챙으로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고 유럽을 단일 정치체제

와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나폴레용은 프랑스의 팽창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피비련내 나

는 전쟁만을 일삼음으로써 자유주의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사회적 갈퉁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척이고 황금만능적인 사고 방

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계몽주의 이상들은 돈구름과 같은 허상으로 화하면서 문학과

예술 전반에서 정치현실과 사회현실에서 야기된 부정적인 현상틀을 거부하는 정신운통이 일어

났다

3. 전체적인 문학 경향

프리드리히 휠더련의 작품은 100여년이 지나도록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었

다. 제 1차 세계대전에 창전했던 젊은이들이 그리스 정신과 독일 관념론의 통합을 구현하고 있

는 훨더련의 讀歌에 눈을 툴리기 시작하면서 휠더련의 생애와 작품은 신화척 폰재로 부장했

다 11) 휠더련은 괴태의 체험시나 쉴러의 사상시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대의 그리스 예술을 수

용하고 있어서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작가로 간주된다 11) 고전주의 때

의 그리스 예술 숭배는 그리스 예술을 인간이 구현하고자 하는 객관화된 이상이자 美를 표현

하는 규법으로 간주하는데서 연유하고 낭만주의 때의 그리스 예술 숭배는 현실에 대한 불만

11) Vgl. Karl Kunze und Heinz Oblander:Grundwissen Deutsche Literatur, Ems Klett Verlag,
1976.8.30.

Vgl. Kurt Rothmann:Kleine Geschichte del' deutschen Literatur (이 동숭 譯) , 탐구당. 1981.
8.115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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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득한 고대를 동경하는 낭만적인 도피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휠더련의 그리

스 예술 숭배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성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종교척 차원에서 연유하

고 있다. 휠더련의 그리스 예술 숭배 배경에는 훌，善，美가 지배하는 자유국가 즉 아테네의 폴

리스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다. 이러한 경향은 휠더린이 독일의 정치 상황에 실망하

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그는 낭만주의자들 처럼 과거의 역사 속으로 도피하지 않고 피

테， 쉴러， 헤르더 처럼 인도주의의 숭리를 확신하고 인류의 바랍직한 발전을 믿고 있었다. 그

래서 그는 1797년 10월에 친구 에멜 (Ebel)에게 “나는 기존의 모든 것을 부끄럽게 만들 신념

과 사고방식을 지닌 혁명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독일이 그러한 혁명에 아주 크게 기

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라고 편지를 보냈다. 휠더련은 공화주의자로서 프랑스 혁명을 열열

히 환영하면서 너무 혁명에 집착하여 현실에서 고립되었다. 그의 정치성향과 더불어 목사의

길을 포기하므로써 빚어진 경제척 정치척 타격은 그의 삶을 고독과 외로움 속으로 몰아 넣었

다. 그러므로 그의 서정시는 이상과 현실의 모순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의 찬가는 悲歌의 음조

를띈다.

4. 훨더린의 생매

휠더련은 뷔르템베르크해|에 위치한 네카 (Neckar) 강변의 라우펜 (Lauffen)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라우펜의 본당 집사였으나 휠더린이 3살때에 별세하였고 그후 어머니가 개가를 하여

뉘르팅겐 (Niirtingen) 시장의 아내가 되었으나 5년후에 그도 세상을 떠나 휠더련은 어렸을때

에 할머니와 어머나 슬하에서 자라났다. 라틴어학교와 수도원학교를 거쳐 1788년 튀빙겐

(Tubingen) 신학교에 진학한 휠더련은 독일 이상주의의 사상체계를 터득하기 위해 진력하였

다. 진리탐구에 매진하던 이 학창시절에 그는 헤겔 (Hegel)을 1790년에 만나 사귀었으며 젤령

(Schelling)도 1791년에 만나 사귀어 친구가 된 셋이서 플라톤， 칸트， 스피노자， 루쏘를 탐독

하였다. 1791년 어머니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휠더련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신봉하게 되었

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스피노자의 “하나이자 전부" 1 3) 즉 만유합일(萬有合一) 사상에서 인

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통일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루쏘에게서는 인권의 소중함을 배웠

다. 그래서 그는 신념에 찬 공화주의자가 되었고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자

기의 신념을 가까운 사랍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알리려 했다. 혁명전쟁이 한창이던 1792년 6월

12) Hans Jurgen Geerdts: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einem Band , Volk und Wissen
Volkseigener Verlag, Berlin, 197 1.8.251

13) Hans Jurgen Geerdts:a.a.O. 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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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 “군주 권력의 남용은 무서운 결과를 빚어낼 것이다. 내 말을

믿고 인권의 옹호자인 프랑스인틀을 위해 기도하라 n고 권고하였다. 학창시절에 사귀게 된 헤

겔， 젤령과 함께 언류가 도달코자 하는 이상들에 매료되어 인류의 이상을 이땅에 실현하기 워

하여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골몰하느라 숱한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다. 인류의 이상들언 우

청， 사랑， 아름다웅， 조화로움， 자유， 청춘을 작품의 주제로 삼은 쉴러의 사상시는 자연히 휠

더린이 따르고자 하는 모범적인 작품이 되었다. 이 시절에 휠더련은 독일 이상주의 철학과 기

독교의 낡은 신학체계가 일치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학을 멸리하고 철학과 문학에 심혈을 쏟

기 시작하였고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문학을 연구하면서 그의 최초의 詩를 창작하기 시작했

다. 튀빙겐 신학교를 졸업한 휠더련은 목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갔다. 직

업이 없어 생계유지가 막연한 그에게 쉴러가 발터하우젠 (Wa l t e rhause n)에 사는 캉프

(Charlotte von Kalb)부인 댁에 가정교사 자리를 소개해주어 1793년에서 1794년까지 2년

여 동안 이집에서 성설하게 가정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칼프부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14)

이 시기에 휠더련은 서한문 형식의 소설 「휘페리온，HyperionJ의 斷片을 집필하였으며 쉴러

가 1794년에 〈타리아，Thalia>지 에 게재해 주었다. 휠더련은 쉴러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미숙

항을 깨닫고 고통스러워 했다. 쉴러는 휠더련에게 잡지 〈호렌， Horen>을 함께 펴내보자는 제

의를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철학강사가 되고자 1794년에 예y. (Jena)로 갔다. 예냐에서 휠더

련은 괴테， 피히테， 혜르더를 알게되고 이들과 교류하면서 문학에 몰두하며 자기완성을 꾀하

려 했으나 경제척 여건으로 뭇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가정교사로 되돌아 갔다. 이번에는 학교

동창언 친구 성클례아(Issak von Sinclair)가 프랑크푸르트(am Main)의 은행가 곤타르트

(Gontard)힘에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주었던 것이다. 1795년 12월에 시작하여 1798년까지

3년여 동안 휠더런은 이 댁에서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제자의 어머니인 주제태 (Susette

Gontard)와의 정신척 사랑은 휠더련에게 시심을 불러 일으켜 고대의 가장 훌륭했던 사포풍

의 시와 알케우스풍의 시와 아스크레피아데풍의 詩인 讀歌(Preis l ied) 를 창작하게 했다. 휠더

련은 창가에서 신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데 신의 권능이 없다면 영혼이 깃들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인간은 버림받은 외로운 처지에 있게될 것이고 아름다웅과 순수함을 접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옮고 있다. 휠더련은 주제태에게서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룬 거룩한 형상을 발견하

고 그녀를 디오티마(Diotima)라 불렀다. 휠더련에게 디오티마는 언간과 자연과 신성이 하나

14) Vgl. Kurt Rothmann:Kl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이 동숭 譯 탐구당， 1981) 8.
115. 휠더린의 가정교사 생활에 대해서는 Lenz의 DerHofmeister8.8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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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된 고대 그리스 그 자체이었다. 휠더련은 굴욕적 상황에서 이 집을 떠나 주제태와 혜

어져야 했다. 1798년 10월부터 1800년 6월까지 휠더련은 성클례아와 함께 홈부르크

(Homburg) 에 서 살았다. 이 때에 훨더련은 「휘페리온」을 완성하고 「앵페도클레스，

Empedoklesj의 집필도 시작했다. 그의 훌륭한 송가와 철학적인 저술도 이 시기에 나왔다. 또

한 인류의 인간성을 도야(뼈治)할 목적으로 잡지 〈휴머니즘 저널， Humanistisches Journal)을

창간하려 했으나 뭇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친구 성클레아는 자코뱅당의 열렬한 추종자로 뷔

르탬베르크 공작을 제거하려는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체포되어 1805년에 대역죄로 기소당했기

때문에 휠더린도 친구의 혁명기도에 관계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성클레아와 함께 기거한 후에

휠더련은 스위스와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에서 그가 몹시 싫어했던 가정교사를 다시 계속

했다. 그는 1802년에 정신착란 상태로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친구 성클레아에 대

한 대역죄 소송사건이 그의 정신착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국에서

는 휠더련도 소환하여 심문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착란층으로 심문불능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 휠더린은 위기를 모면했던 사실이 있다. 고향으로 돌아와 1804년까지 뉘르팅겐

의 어머니 곁에서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번역하였으며 정신착란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된

1806년까지 훌륭한 후기 찬가들을 창작했다. 1807년부터 휠더련은 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하

면서 튀빙겐의 한 목수에게 생을 의탁하고 탑처렵 생긴 집의 구석방에서 살다가 1843년에 생

을 마감했다.

5. 휠더린 문학 세계의 개관

휠더련의 문학세계를 튀빙겐 학창시절에 창작된 그의 초기詩부터 살펴보겠다. 그는 당시 독

일 사회가 안고 있는 불만스런 사회체제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세상을 등지고 고대를 동경하며

낭만적인 세상도피를 꾀하는 낭만주의자는 되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이상을 달성하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활 수 있기 위하여 시를 창작했다. 그가 이복 동생 칼 (Karl)에게 1793년 9월에

보낸 편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세기의 인류를 사랑한다 ... 내가 소망

하는 나의 창작활동의 목표는 장차 무럭무럭 자라게 될 싹을 우리 시대에 일구어 놓는 것이

다 " 1 5) 그러므로 인류의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미숙한 청년기 詩의 특정을 이

루고 있다 r인류의 이상을 위해 바치는 찬가， Hymne an die Ideale der Menschheitj , r자유

를 위해 바치는 찬가， Hymne an die Freiheitj , r조화의 여신에게 바치는 찬가， Hymne an die

15) Hans Jiirgen Geerdts:a.a.O. 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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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in der Harmoniej 퉁에 그의 창작의도가 깔려 있는 바 지고한 정신적 유산의 존귀함을 옮

으며 인간의 존엄과 아울러 혁명의 이념을 노래하고 있어 우수와 감수성이 어우러진 정치시의

면모를 띈다.

주제테 곤타르트와 만난 프랑크푸르트 시절과 성를헤아와 함께 있었던 홈부르크 시절에 휠

더련은 다양한 음조와 풍부한 감정을 수려한 문장에 담아 그리스의 초화로운 세계를 재현했

다. 고대의 모병에 따라 사포풍의 찬가와 알케우스풍의 찬가와 아스크레피아데풍의 찬가를 창

작하였다 16) 그는 그리스의 고대 詩가 민족주의척이고 공화주의척인 정신에서 창작된 것이라

고 생각하였으므로 고대시의 형식과 운율에 독일어를 첨가하여 성숙한 시를 창작하였다 r그

리스의 수호신， Genius Griechenlandj에서 휠더련은 그리스를 독일에 비교하면 그리스는 유토

피아척 세계라고 예찬하고 있다. 이 시기에 디오티마라 부르며 주제태에게 바친 그의 시는 독

일어로 된 가장 아릅다운 애정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휠더련이 보르도에서 귀향하여 정신

병으로 유폐생활을 하기 시작한 1년전인 1806년까지 그의 후기에 속하는 훌륭한 찬가들이 창

작되어 나왔다. 문학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그의 시야는 조국인 독일에서 시작하여 그리스에

이르고 또 그리스훌 념어 아세아까지 이른다 r라인강， Der Rheinj , r마언강， Der Mainj ,

「도나우강의 원류에서， Am Quell der Donauj 둥의 강의 심상속에서 휠더련은 고향에 대한 사

랑과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을 하나로 묶고 있다 r에게海， Der Archipelagusj 에는 웅대한 대자

연과 고대의 아름다웅이 어우러지면서 훨더련의 그리스에 대한 동경이 표현되고 있다 r독일

인의 노래， Der Gesang der Deutschenj , r오， 민족의 성스러운 심장이여， 오， 조국이여， O heilig

Herz der Volker, 0 Vater1andj 퉁과 같은 시에서 휠더련은 조국애를 고취하면서 독일이 고대

의 아테네와 같이 위대하고 강력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의 위대한 찬가 「빵과 포도주，

Brot und Weinj , r귀향， HeimkunftJ둥에는 신을 멀리한 시대에 신성함과 영척 교체를 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시인과 현명한 자들은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

다고 믿었던 휠더련은 자신을 시칸을 초월하는 진리의 선포자이자 예언자로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담고 있는 찬가 「빵과 포도주j， r귀향」둥에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한탄하는 悲歌的 음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r유일자， Der Einzigej , r파트모스

섬， Patmosj , r게르마니 언 ， Germanienj동은 엄격한 고대의 시형식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운

율로 적고 있는 찬가인데 서술의 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운닉하는 신버스런 상정어나 隱語를

사용해 고대와 기독교를 신화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또 파거와 현재도 신화척 관점에서 하나

16) Karl Kunze und Heinz Oblander:a.a.O.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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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하고 있다 r운명의 여신들께. An die ParzenJ. r휘페 라온의 운명의 노래， Hyperions

Schicksals1iedJ둥에는 작가활통을 하는 휠더련의 고통과 비극이 충격척으로 서술된다.

휠더련의 詩는 서정적 정취와 음악과 같은 선율을 지니고 있을 뿐만아니라 뛰어난 구성력과

힘있는 언어사용으로 독일시의 정상에 도달했다.휠더련은 천상의 환회 (Himmel sen t 

zuckungen) • 모생 애 (Mutterzartlichkeit) • 인류 (Erdgeschlecht) • 시간帶 (Zeitgewimmel) , 백

성의 축복 (Volkersegen) 등과 같은 수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썼으며 문장에 도치법을 즐겨 사

용하였으며 시행 간에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했으며 詩句의 의미가 다음 옳句에 계

속되는 기법을 사용하여 언어에 경쾌함과 품위를 부여했다.

휠더련은 그의 시에서 문학사에 기념비를 세웠을 뿐만아니라 서한체 소설언 〔휘떼리온 혹은

그리스의 은둔자〕로서도 위대한 족척을 남겼다.

「휘페리온 혹은 그리스의 은둔자， Hyperion oder der Eremit in Griechenland,

1797/1799J

이 작풍은 18세기 에 살고 있던 그리스의 한 젊은이가 자기 민족의 위대했던 과거를 되살리

고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회생시켜 보려 하지만 실때하는 모슐을 서한푼 형식을

벌어 그리고 있다. 주제와 내용은 방대하지만 줄거리의 전개는 대부분 암시되고 있는 정도여

서 자연히 주인공의 내면세계와 사상이 전변에 부각되고 있는 작품이다. 훨더련은 한때 위대

했던 그리스의 폐허를 펼쳐보이면서 휘페리온이 자연을 체험하고 과거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세우고 디오티마를 사랑함으로써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철 용기를

얻게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1770년에 터키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그리스인들의

봉기가 사건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다. 휠더련은 이 작품을 1792년 튀빙겐에서 집필하기

시작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794년에 〔휘페리온〕단편을 〈타리아〉지에 개제하였고 1795년

에 산문으로 된 미완성 작품 〔휘페리온의 챙년시대. Hyperions Jugend)가 나왔다. 완성된

이 작품은 1797년에서 1799년까지 집중척으로 집필한 것으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휘페리온은 18세기 중엽에 그리스 남부의 자유로운 대자연 속에서 성장한다. 그의 스승인 현명한

아다마스(Adamas)는 휘페리온을 플루타르크 (Plutarch)의 영웅들의 세계로 인도하여 그 곳에서

살게한다. 휘페리온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식견이 높아져 자기의 민족을 억압과 암혹에서 구제하여

과거처럽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한다. 투쟁척이며 과격한 그의 친구 알라반다(Alabanda)는 그

리스률 예속과 굴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계획에 그가 동참할 것올 권고하여 그에게 행복한 미래률

확신시켜 주지만 그는 곧 실망올 하게된다. 알라반다가 소속해 있는 정치척인 비밀결사의 소속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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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휘페리옹의 이상올 실현시켜 주겠다고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휘페리옹의 “살아 있

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려는” 시도는 실때한다. 휘페리온은 칼라우헤아 (Kalaurea) 성에서 디오티

마 (Diot ima)률 만나 그녀의 아릅다운 모습에서 살아 있는 모둔 것파 하나가 되는 만유합일 (All

Einheit) 올 발견한다.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활기률 얻어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청신올 되찾게

하고 잃어 버렸던 인간의 조화로움올 다시 회복시켜 보려 한다. 디오티마도 휘페리온에게 죠국애률

고취시킨다. “당신은 우리 민족의 교사가 되십시오t " 휘페리온은 디오티마의 경고률 무시하고 알라

반다의 권유률 받아들여 터키의 식민통치에 대한 그리스의 해방전쟁 (1770년에 실제로 치렀던 천쟁)

에 참전한다. 휘혜리옹은 아릅답고 조화로운 자유국가흡 건셜할 신념으로 참전했던 것이나 그의 투

쟁동료들이 미시스트라 (Mis ist ra)로 톨격한 후에 고도(孤島) 스파르타 (Sparta)에서 약탈하고 살인

하는 것올 보고 이들과는 어떠한 낙원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올 체험한다. 이 전쟁에서 휘때리온은

부상올 당하고 알라반다는 도망쳐 버렸다. 그의 참전이 이렇게 의미없이 끝나자 휘페리옴운 디오티

마가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서 떠난다. 휘쩨리용올 이해하는 디오티마

는 그와의 관계률 끊고 죽는다. 휘페리온은 독일에 가지만 독일인의 성성에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

가 자연의 풍속에서 위로률 찾는다.

휠더련은 한 편지에서 이 작품을 이념과 감정이 어우러진 한폭의 그렵이라고 하면서 서정척

이면서 비가적인 음조를 떡며 진술되는 고백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훨더련의 생각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칸 상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신성(神性)까지도 하나로 통합되어 아름다

움과 조화로움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므로 이 작풍에서 그리스에 관해 진술되고 고액되는 것

은 독일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이다. 휘페리온이 방랑 중에 독일에 들러 그의 친구 빨라르민

(Bellannin) 에 게 “나는 독일인보다 더 분열적인 민족은 생각할 수 없다네. 자네는 독일에서

수공업자， 사상가， 성직자 둥을 만나겠지만 언간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주인과 하인， 젊은이

와 중년충의 사량을 만나겠지만 인간은 만나지 못할 것일세"라고 편지에 척고 있는 것을 보

면 그가 고대 그리스와 같은 조국 건설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i

찬가풍의 자유로운 선율과 산문이면서 운문에서나 가능한 표현을 구사하면서 휠더련은 파괴

된 인간 사회의 조화로움을 재건하고자 열망하고 있다. 그의 뛰어난 글 솜씨는 그리스 풍경의

묘사에 나타나며 휘페리온과 디오티마간의 사랑편지는 아름다운 문체의 최고봉에 달해 있다.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Der Tod des Empedok1es, 1797/1799J

그리스의 자연철학자 앵페도클레스의 이야기가 극적 사건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즉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자연철학자가 활화산(活火山)의 분화구에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은 전설에다

휠더련 자신의 체험을 가미하고 있다. 휠더련은 「엠페도클헤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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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斷片을 집필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다 나은 표현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엿

볼 수 있다. “삶을 진작시키는 것， 자연의 영원한 완성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성향이며 고난과 슬픔 그리고 죽음도 이러한 완성추구에서 커 나와서 “서로 앞을 다투

어 자연의 무덤 속으로 자신을 내던져 세계의 진행을 촉진시킨다 ..는 내용이 이 작품이 지니

고 있는 이념이라고 훨더련은 1799년에 쓴 한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서정적 정조와 비가적

정취는 이 작품의 전편에 깔려 있다.

시철리아 섬의 아그리젠트 (Agrigent) 출신인 고대 철학자 앵메도플레스는 사랍들에게 신앙심이 새

로이 싹터 나오도록 지도하면서 신의 권농올 자신의 능력인 양 과장하여 무엄한 불경을 저질러 민중

으로부터 질시률 받아 매장된다. 심한 충격올 받은 앵때도클레스는 에트나 (Atna) 활화산의 분화구에

옴을 던져 죽는다， 죽음을 통해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됩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올 구훤하는 것

이다.

엠페도클레스의 인생노정 속에는 휠더린 자신의 운명이 노정되어 있다. 인류률 위해 봉사하

는 과엽은 위험과 오해를 야기시키나 자신을 불태우는 회생정신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범신론적 이상은

괴태의 파우스트가 구현하는 이상이기도 하다.

III. 결 어

독일어 교재에 실련 삽업시를 감상하기 위해 교사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위에서 열거하였

다. 독일어 능력을 함양시키는 기술과 방법으로서의 독어 교수법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위하여 상술한 사항틀을 체계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 습득을 통한 간단한 의사 소통을 독일어 수엽의 목표17)로 한다 할지라도 문화의

이해를 위한 단서로서 위에 제시한 유형의 텍스트를 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 제시한 돼스트는 한 수의 詩로서 이 시를 감상하기 위하여 어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이해의 과정에서 원래의 단어 의미가 소멸되고 문학 작품으로

서의 특수한 의미가 생겨나므로 사전에서 찾은 낱말의 돗이 그대로 통용될 수 없는 문학언어

가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에게 확인시키고 문화 이해에 대한 동기 유발과 문화 이혜의 필요성

17) 1990년 신입생 부터 적용되는 독어교육 목표 중에 그 첫째가 “일상 생활 및 주변의 일상적인

話題에 관한 쉬운 말을 들어 이해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힌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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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시킨다. 이렇게 하여 독일어와 우리말과의 상호관계를 숙지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수행한 언어 습득 경험을 일상 생활에서 재생， 반복 하도록 배려한다.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다 ... 문학 작품은 초시간적 본질을 훌로

표명하는 기념비가 아니다. 문학 작품은 오히려… 택스트를 단어라는 물질에서 꿀어 내어 실

질적언 의미의 존재로 만들어 주어 항상 새로운 반웅을 유발시키는 원을 거리인 것이다. »18) 라

는 야우스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독어 교수법도 전공학문인 문학파 연계되어져야 하는 후베르

트 이보의 웅용척 학문 (Fachdidaktik als Integrationswissenschaft) 인 것이다. 19)

2) 시대 배경은 작가의 생애를 결정짓고 작풍이 생겨나게 한 전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의 이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회척 요언이므로 학습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역사란

이루어진 사건으로 사관에 입각하여 학습자에게 주업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독어

교수법 이 후베르트 이보의 수업 에 관한 학문 (Fachdidaktik als Unterrichtswissenschaft)과 연

계되어지는 부분이다 20)

3) 작가의 문학 경향이란 문학사 속에서 작가의 위치를 확정해 주는 요인이다.

문학사는 과거에 활통한 작가와 그의 작풍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독자에 의해 끊임없이 재평가 되어 수용되는 문학의 역사이자 수용의 역사인 것이다. 도식적

인 문학사는 작가들의 작풍과 작가의 생애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주

며 시대 구분을 하거나 문예사조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했다. 이러한 도식척 문학사는 한 때는

학문으로 추앙 받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문학사는 야우스의 말처렵 “문학퀴

즈의 답을 찾을 때 척절한 문학 사전이 없어 펴 보는 책» 21) 정도의 가치를 지녔을 뿐이다. 바

랍직한 문학사는 과거의 문학과 현재의 문학을 연계지워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2)

18) Hans Robert Jauf3:Literaturgeschichte als Provokation. 8uhrkamp, Frankfurt/a. M., 197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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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literarische Werk ist kein fur sich bestehendes Object , .... Es ist kein Monument, das
monologisch sein zeitloses Wesen offenbart. Es ist vielmehr... auf die immer erneuerte Resonanz

der Lekture angelegt, die den Text aus oder Materie der Worte erlost und ihn zu aktuellem

Dasein bringt"
19) Vgl. Hubert Ivo:Zur Wissenschaftlichkeit der Didaktik der deutschen 8prache und Literatur,

Frankfurt/a.M., 1977 ‘ 8.37-43 ‘

20) Hubert Ivo:a.a.O. 8.35 I'f.

21) Hans Robert Jauf3:a.a.O. 8.144

22) 抽觸:폭풍노도의 문학 교수법척 연구， 독어교육 제8집， 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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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문학사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은 물론이고 서술기법과 아울러 작품의 발생사와 영향

관계둥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여 작품의 특수한 예술척 가치를 기술하여야 하고 또 문학이 사

회 변혁에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가도 기술해야 한다. 고전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를 관류

하며 작품 활동을 한 휠더련은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여 특정 문예사조에는 편업 될 수 없는

작가이다. 문학사의 재정립 속에서 힐더련의 위치를 확정해 가는 문학사척 개관은 독어교수법

이 후베르트 이보의 투영척 학문 (Fachdidaktik als Ref1exionswissenschaft)과 연계되어 지는

부분이다 23)

4) 작품 생산의 주체인 작가의 삶은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체험과 이념 중에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졌거나 이 둘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생애는

작품 창작의 단서를 제공한다.

5) 작가의 작품세계는 개개의 작품이 표출하는 예술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작품 분석

을 통해서 작품세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벤노 폰 버제의 주장대로 문학사와

작품분석을 분리하여 다루어서는 안왼다 24) 한 작품의 미학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이 고정되

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용의 연관 관계에서 새로히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학과 현재의 문학올 연계지은 문학사가의 문학사 서술은 고정된 객관성을 띨 수 없

고 어쩔수 없이 시대에 연루된 역사척 객관주의의 가치를 표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과

거의 판단 기준에 따라 확정된 예술척 가치라 할지라도 현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새로이 그

가치를 가늠하게 된다. 100여년 후에 재평가된 휠더련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부상한 작가이다.

변화된 예술적 가치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기 위하여 문학사가 문예학에 편입되어 연구될 필

요가 있으며 시대의 이데올로기 변천과도 연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상기한 수업의 전제들을 기초로 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교사가 택스트를 효

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독어 교수법의 모텔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었다.

23) Hubert Ivo:a.a.O. , 8.35ff.

24) Vgl. 허창운:현대문예화개론， 서울대학 출판부， 1986. S.284
25) Autoren Kollektiv und Leitung von Gunter Desselman und Harald Hellmich:Didaktik des

Fremdensprachenunterrichts (Deutsch als Fremdsprache), 1981.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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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Untersuchung tiber die literarische Didaktik zur Lyrik “Hype rions

Schicksalslied" von Friedrich H61derlin am koreanischen Gymnasium

Cho ,Chang-sub

Deutsche

Seoul National Universitat

Diese Abhandlung setzt sich darauf, daf3 wir ein didaktisches Mod마I bauen, urn den Schulem

‘Hyperions Schicksalslied’ im Lehrbuch am Gymnasium (at high sch∞1) zu unterrichten.

“Das Lemen im Sprachunterricht erstreckt sich aufSprachinhalte, in denen der gesellschaftliche

Hintergrund widerspiegelt wird, auf die Kommunikationssituationen, in denen der Austausch von

Informationen VOl' sieh geht , auf die ihnen zugrunde liegenden Sachverhalte und Aussageinhalte,

auf die grammatischen Mittel zur Wort-, Satz-, und Textverf1echtung, ihre Struktur und Funktion

und aufdie Ausubung selbst기 25) Dabei spielen die Kulturdifferenzen eine besonders gro{j3Rolle.

Urn die Kulturdifferenzen auf die Interpretation einer Lyrik zu liberbrticken, mOchte ich zuerst

den Blick auf den historischen Hintergrund werfen. Holderlins Weltanschauung ist erfullt von den

demokratischen Ideen del' Revolutionszeit. Begeistert feiert er mit seinen Freunden die Revolution

von 1789 in Frankreich und wird libeπeu앙.er Republikaner. 'I￥otz alIer Enttauschungen und des

Leidens an Deutschland und seiner Zeit ist Holderlin nie ein weltf1lichtiger Romantiker geworden.

Er teilt mit Herder, mit Goethe und Schiller den Glauben an den Sieg del' Humanitat, an das

Fortschreiten del' Menschheit.

Holderlins Lyrik entsteht aus diesem historischen Hintergrund und ist erftillt von dem

Widerspruch von Ideal und Wirklichkeit. Mit ihrer Bildkraft und Sprachgewalt, mit del' weit

ausladenden Mel띠ik， dem gro{j3n Iπischen Schwung ist Holderlins Lyrik ein Gipfel der deutschen

Dichtung.

Das Werk Holderlins bleibt libel' hundert Jahre unbeachtet. Erst die Generation des Ersten

25) Autoren Kollektiv und Leitung von Gunter Desselman und Harald Hellmich: Didaktik des
싼emdensprachenunterrichts(Deutsch als Fremdsprache), Leipzig,1981.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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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krieges findet Zugang zu seinen Hymnen , die, auf anderen Wegen als Goothes Erlebnislyrik

und Schi11ers Gedankendichtung, eine tie힘reifende Verbindung zwischen Griechentum und dem

Geist des Deutschen ldea1ismus herstellen. Auf der Suche einer Einheit mit den gottlichen Machten

findet die Sehnsucht des Dichters Ausdruck in vielfaltigen rythmisch-musika1ischen Formen ,

entstehen Kunstwerke von hochstem Rang, die der Lyrik und damit der deutschen Sprache

uberhaupt neue Bereiche des See1ischen erschlief:Jen.

Der Rezeptionsvorgang von der Holde r1ins Dichtung differenziert sich nicht nur in der

Literaturgeschichte, sondem auch in einer fremden Kultur. Dieses innen- , inter- und transkuturelle

Phanomen nach den Bedurfnissen des Rezipienten ist eine universelle Erscheinung.

1m Zusammenhang mit dieser Rezeption entwerfe ich mit 5 eingeteilte Elementen tiber das

Holder1ins Leben und seine Werke ein didaktisches Mod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