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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수엽과 독얼 단편소설

---한국에서의 독일문학 수업 ---

이 종 완

(독어교육과)

1. 문학수엽 (Literaturunterricht)

독일어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즉 과거 일제 치하에서부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

천 과정을 겪어 오면서 꾸준히 제 2 외국어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육과정(특히

교양 독일어)에 펀성되어 왔다. 독일어도 다른 외국어에 옷지 않게， 다시 말하자면 영어 다

음으로 그 언어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어 학습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

었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블 학숨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가장 효융

적으로 단기간에 그 외국어를 학송할 수 있느냐하는 교수법이 문제시 되었다. 즉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전문교사는 어떠한 방법￡로 가르쳐야만 가장 효율적요로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외국어 교수법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외국어 학습의 능

률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교수볍 이론이 등장하였다. 즉 라틴어 학습에서 쓰인 문법 중섬

의 교수볍에 대항하여 직접교수법(Direkte Methode)이 나왔￡며 이 문볍교수볍과 직접교

수법의 절충으로 절충식 교수법 (Electic-Methode) , 능동적 교수법 (Aktive Methode) , 구두

교수법 (Orale Methode) , 시청각 교수법 (Audio-visuale Methode)등이 나왔다. 이러한 교수

법플은 질제수업에 있어 수업 목표 전달에 대한 방법론이다.

또한 외국어를 학습하는 목적면에서 보면 언어블 매개체로 하는 외국어 교수볍은 언어교

수볍 (Sprachdidaktik)과 문학교수볍 (Literaturdidaktik) .2...로 양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독일 문학작품을 교재로 청해 수업할 경우에 따르는 문학

수엽의 목표와 그 교재 선청의 문제를 알아보고， 다음￡로는 이미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 연후에 언어 지식의 확대와 그 언어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처음 대하는 학습자에게

쓰일 교재로서 독일 단펀소설 (Kurzgeschichte)이 왜 적함한가를 독일 단편소설의 특성과

형태면에서 살펴본 다음 그-수업모형을 제시해 본다.

1.1. 언어수업과 문학수업

언어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행하는 수엽에는 수업 목적면에서 크게 물로 나누어 언어수엽

- 169-



- 170- 師大論꿇 (20)

(Sprachunterricht)과 문학수엽 (Literaturunterricht)의 두 종류가 있다.

1.1.1. 언어수업

언어란 우려에게 현질적인 것을 시사하는 부호의 세계이며 (1 ) 사회적--역사적 복합체이

다 (2) 그러묘로 언어의 규칙체계와 개념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언어

의 내용보다는 형태면을 중요시하여 언어 자체만을 다루는 언어수엽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에서 부딪치는 언어구조와 언어이해， 그리고 그 언어사용 등이 중심과제가 된다. 그러묘로

외국어에 대한 언어수업에 있어서는 외국어의 기본형태와 구조를 학습자에게 가르쳐서 말

로나 글로 의사를 청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언어 속에 담긴 외국민족의

청신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1. 1. 2. 문학수업

문학은 언어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인간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문학을 수엽

의 중심오로 생각하는 문학수업에서는 언어의 형태면보다는 그 내용전달이 중요시된다. 즉

문학은 고차원적인 정신적 진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정신적 진질은 문학과 사회현질과

의 관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문학은 사회적인 현질의 부분으로 등장한다. 즉 작가는

작품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진실을 표명한다. 그러묘로 문학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경험을 선행적으로 받아들여 독자나 학습자가 각 연령층에 따라 사회문제에 관여

할 수 있는 깊이 되기도 한다 ( 3)

그렇다면 구체적￡로 문학에 의한 교육은 무엇을 목적오로 하는가? 거기에는 문학수업

에 의해 실제로 창작할 수 있는 능력과 문학작품을 분석 비평하여 인간이해 증진오로 가는

교양흘 학습자에게 키워주는 것이다. 즉 문학교육은 실용적 문학교육(praktisch-Iiterarische

Erziehung)과 미학척 문학교육혀sthetisch-Iiterari sche Erziehung) .E..로 나누어진다. 형태학의

학습영 역은 실용적 문학교육에 종사하며 그 목적은 작품창작에 있A며 , 문학수엽 의 학습영

역은 미학적 문학교육에 종사하며 그 목적은 작품분석과 비평에 있다 (4) 그러묘로 문학수

엽은 미학적 문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문학을 수업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

어 서는 질용적 문학교육보다는 작품분석 에 의 해 학습자에 게 그 나라의 문화전통과 외국만

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플 목적오로 한다.

1. 2. 문학수업의 목표

1. 2.1. 일반목표

수엽에는 일반목표가 설청되어야 하며 목표 없는 수엽운영은 금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

(1) HansJoachim Grlinwaldt: Didaktik des Deutschunterrichts in der Wandlung, S. 19
(2) Hans Glinz: Li nguistische' Grundbegriffe, Athenaum 1971, S. 11
(3) hrsg. Gisela Wilkending: Literaturunterricht, R. Piper & Co. Verlag 1972, S. 102
(4) Hermann Helmers: Die ‘Wahrheit' in der Dichtung und der Lehrplan des Literaturunterrichts,

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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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작품을 교재로 사용하는 문학수업에서는 어떼한 일반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

문학수업에 서는 학습자의 미 학적 교융을 목표로 한다. 즉 문학수업 이 목표로 하는 바는

학습된 문학이， 미학적 교양이 사회적 기능￡로 이끌어나갈 수 있폭록 하는 데 았다.

특히 현대에서는 문학수업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출발한다. 이 문학수엽의 과제는 미

학적 문학이라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즉 학습과정에서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중재하는 것이

다. 그 목표는 미학적인 구조분석에 의해 문학의 독지적인 비평을 수용하는 것이다 (5) 즉

문학교육은 문학작품에 나다난 인간존재와 존재양식을 체계적￡로 비평함￡로써 진보적인

의식형성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문학적 양식이라는 특별성

에 대한 의식과 표현농력을 학습자에게 준다.

이러한 관접에서 문학수엽이라는 학숨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가지 구체적안 문학수

엽의 목표를 대별해 보면， 첫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인간이해를 증진시키는 심성교육을

목적A로 하는 문학수엽과 둘째는 문학작품의 분석에 의해 문학을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비

평할 수 있는 능력을 계말하는 것을 목적오로 하는 문학수엽이 있다 ( 6)

이해는 인간존재의 기본이며 이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연마하고 그것오로 문학의 상징적

의미 (symbolische Bedeutung)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로는 예술관찰 〈문학등〉

(Kunstbetrachtung) 이 다. 상징적 의미는 우리의 정신적인 관찰이나 재생산의 핵심이며 우

리의 미학적-사회적-정치적 태도의 기본이 된다. 상징적인 의미에 의해 인간은 객관적인

카치 즉 인간의 가치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 (7) 그것에 의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묘로

19세 기 와 20세 기 초까지 문학수업은 이 인간이해라는 심성교육에 역접을 두었다 (81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문학작품의 구조분석에 의해， 학습자가 문학의 진실을 독자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비평하여 그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문학수업에서는 학습

자를 문학에 관여시킴으로써 사회의 계몽된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다. 외국문학 수업에서는

특히 외국민족의 정신문화와 생활구조를 이해하여 우리 만족과는 다른 제 특성을 발견하고

서로의 통일점을 모색하여 국제이해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1. 2. 2. 특수목표

학습목표는 학습되어져야 하는 것만 분석하는 것오로 발견될 수는 없다. 학습될 수 없는

것의 선정에 대한 문제는 선정원칙에 대한 문제롤 요구한다. 그와 같은 선정원칙은 사칠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인 목표설정에서 유도되어져야 하며 이 일반적안

목표설정은 궁극적￡로 주관적인 입각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5) ibid. S. 122
(6) Vgl. ibid. S. 113
(7) Hans JoachimGriinwaldt: Didaktik des Deutschunterrichts in der Wandlung, S. 15
(8) Hermann Helmers: Die ‘Wahrheit’ in der Di chtung und der LehrpJan des Literaturunterrichts,

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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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수엽에 있어 일반목표는 미학적 문학교육에서 출말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학수엽

이라는 학습현장에서는 이 일반목표를 토대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목표를 필

요로 한다. 첫째 비평적인 언어이론과 문학이론 즉 언어와 문학의 기능에 대한 지식전달，

둘째 언어이해에 대한 훈련， 세째 언어구사에 대한 훈련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9) 이 세

가지 목표는 외국문학 수업을 위한 교재선정시에 학습자의 연령과 학년， 전공이냐 교양이

냐 또 장르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비중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으로 전문교사는 교재로 사용될 문학작품을 그 난해도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저학년이냐 교양A로 문학을 대하는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중압감을 주는 대형태의 소

설이나 투라마보다는 가벼운 마음￡로 대할 수 있는 단편소설이나문학소품 등을교재로 사

용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며 더욱 학습자에게 지식욕을 불러 일우키며 스스

로 찾고 연구하는 태도와 자유롭고 비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또한 중

요하다. 덧붙여서 외국문학 수업에 있어서는 언어가 모국어가 아난 외국어이기 때문에 문

학 작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작품에 쓰안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학습목표 선정 ‘

시에 중요시해야 한다.

1.3. 교재선정

교재선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문학수업

을 할 때 사용될 교재는 어떼한 것이어야 하며 그 교재 가운데 수업을 위해 실제로 쓰일

자료는 무엇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 때 어떤 기준우로 교재는 선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일반적인 교재선정 기준은 문학수엽은 언어를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교재로 쓰일

문학작품은 우선 시척이고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인 언어로 쓰여진 작품이라야 한다. 둘째

이념이나 형태면에서 모든 문학장르를 총망라해야 한다. 이 모든 문학장르는 여러 가지

운학의 종류로 구분되며 이것은 그 난해도에 따라 쿠별되어야 한다. 왜냐 하띤 교육의 단

계와 학년에 따라 각 문학의 종류는 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분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검사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때 그 기준은 구조형태와 이념내용

의 관점에서 행해지는데 구조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문학적 소형태 :동화·전설·

설화·우화·시·담시·단펀소설등. 둘째， 문학적 대형태:소설·희곡·방송국등. 세째，

(9) Hans Joachim Gri.inwaldt: Didaktik des Deutschunterrichts in der Wandlung, S. 25
VgI. Daraus ergeben sich fi.it seinen Deutschunterricht drei Aufgabenbereiche:

1 Kritische Sprach-und Literaturtheorie, d.h. Belehrung i.iber die Herrschaftsfunktion,(den
ldeologiecharakter) von Sprache und Literatur,

2. Training des Sprachverstandnisses und
3. Training des Sprachgebrauchs, und zwar beides mit dem Ziel sowohl der Teilnahme an

Herrschaft durch als auch der Abwehr der Herrschaft mittels Sprache. Es gen i.igt nicht
zu wissen, daB durch Sprache und Literatur bestimmte' Weltbilder aufgezwungen
we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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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신문 • 잡지 • 실용운동. 작품 내용면에서는 도덕교육이냐， 순수 미학적이냐， 이념적

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 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재선정시에 전문교사의 기

호에 따라 션정되서는 안 되며， 객관도와 타당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는 접이다. 언어

적으로 적당하고 문체적으로 아름답고 내용면에서 가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재선청은

작품의 문학적 인 가치， 대표성 (Repdisentatives) , 본보기 (Exernplarisches) , 카테고리 (Kate

gorie)의 관점에 따라야 한다 ( 1 0) 아울러 이렇게 선정된 문학작품이 실제 수업에 있어 학습

자의 교육단계에 적 합한가의 여부도 따져 야 한다.

1.4. 교재분석

학습자의 연령과 교양 및 교양단계에 알맞게 선택던 교재는 어떻게 분석되어져야 하는가

의 문제는 학습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 문학수업에 있어서는 작품의 분석과 loll

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재로 사용된 문학작품의 분석은 우선 수업목표에 알맞게 분석되어져야 한다. 즉 알맞

은 작품선택이 있은 위에서 열거한 문학수업의 일반목표와 특수목표에 맞추어 실제 수엽현

장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교재는 분석 비

명되어야 하는가? 가장 일반적안 관접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오로 대벌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누가(작가) 무엇을(작품) 누구에게(독자) 썼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작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야 하며 교재로 쓰인 작품은 언제 어떻게 해서 쓰여졌으며， 그 작품이 스스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은 어떼했는가 등 문제를 실증적우로 조사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둘

째로는 작가는 어떼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쓰게 되였나 그 동기， 조사와 작품에 나타

나는 이데올로기를 비평 연구해야 하며， 세째로는 작품은 어떠한 진술형태로 쓰여졌는가를

언어적인 형태와 구조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된 과정과 줄거리에서 표현

되지 않는 개인의 내적 체험과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여 인간이해와 문학의 미적 표현양

식을 배우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떼한 것인가? 교재로서의 가치문제를

검토 분석해 보아야 한다. 작품 분석에 의하여 학습자는 작품에 나타나는 인간이해와 세계

이해흘/배워 계봉된 사회참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1)

문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비평적 자아이해와 세계이해， 그리고 자유스려운 사회적 의식구

조와 세계의식이다. 그러므로 외국문학 작품을 교채로 사용하는 문학수업에서는 자국의 민

족 의식구조와 외국민족 의식구조 그리고 두 국가간의 문화양상의 차이점， 더 나아가서 양

(10) Rolf Sanner: Literarische Bildung im Spannungsfeld von Fachwissenschaft und Fachdidaktik ,
S. 84

(ll) Vgl. Vorwort. In: Deutsche Kurzgeschichten ll. "'13. Schuljahr, Reclam 1975,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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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이해증진의 방향모색 등이 작품분석에서 또함 기대되어진다，

2. 독일 단편소설

2.1. 독일 단편소설의 특성과 형태

단편소설(Kurzgeschichte)이 독일문단에 대두된 것은 세계 제 2 차 대전이 끝난 후로서，

전쟁의 비참함， 전후의 인간존재가치의 상질， 폐허， 가치기준의 몰락， 사회부조리 등을 단

펀적￡로 서술하는 문학장료로서였다. 단펀소설은 그 서술양식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요하

지 않으며， 신문이나 잡지에 수월하게 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짧아 독자가 읽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원을 수 있는 펀리한 접이 있다. 또한 작품에 나타

나는 내용이 현세적이며 경향적이다. 현존재와 그 현존재 (Dasein)의 생활감정에 대한 작

가의 날카롭고 비난하는 관찰이 비평적￡로 독자에게 전달되여 독자의 의식을 파헤친다.

또한 독일 단펀소설은 대부분 일인청형(Ich-Form)을 향해 노력하‘는데 일인칭형에서는 작

가와 독자의 관계가 더 쉽게 구현될 수 있기 째문이다.

단펀소설에 대해서는 1세 기 전부터 문학사에서 문학적 형태와 기원에 대한 정의가 행하

여져 왔￡나 아직 그 이론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옷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단펀소설

(short story)의 영향을 받아 1945년 이후 전쟁 후의 사건들을 요사하는 폐허문학의 일종으

로 복지사회에 대한 비평적인 관찰로 인간적안 현질경험을 다룬다고 본다. 그 예로 E.A.

포우， A. 헤밍웨이， W. 포요크너의 단편소설이 번역되어 독일에서 많이 읽혔오며 이에 영

향을 받아 렐 (H. Boll, 1917"') , 보료헤르트(W. Borcher't , 1921"'47)의 단펀소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다른 펀에서는 독일의 뱀죄소설 (Kriminalroman)의 효시자인 호표만(E. T.A. Hoff

man , 1776"'1822) 이 E.A. 폭우에체 영 향을 주었￡며 포우가 다시 독일 중편소설 (Novelle)

에 영 향을 주었으며， 헤벨(J. P . Hebel, 1760rv1826)의 年代記(Kalendergeschichte) 또는 適

話(Anekdote) 에 서 기원한다는 설이 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단펀소설 (short story)은 작

품의 길이에 따라 구분하여 2，000rv3，000단어로 된 작품을 short story로 보며 2，000자 내

외 는 short short story라고 하며 30,000 내 지 50，000단어는 Novelette라고 하는 데 비하여

독일의 단편소설 (Kurzgeschichte)은 작품 걸이와는 상관없이 문학형식에 의하여 구분한다.

즉 시작과 종말이 개방되여 있우며 줄거리가 없는 서술형식을 사용한 운학장르를 말한다.

그리고 미 국의 단펀소설 (short story) 이 통속소설이 나 문예 오락기 사， 대중문학￡로 간주되

는 반면에 독일의 단편소설 (Kurzgeschichte)은 보다 차원이 높은 작가의 예솔가적 형상의

표현으로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단펀소절 (short story)의 작가는 재능 있는 사람이어야 하

는 데 반하여 독일의 단펀소설 (Kurzgeschich te)은 수공업 과도 같이 공융 들여 창작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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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진다.

이 려 한 독일 단펀소설 (Kurzgeschichte)는 문학형 태 상에 서 독일 중펀소설 (Novelle) , 說話

(Erziihlung) , 進話(Anekdote)와 혼풍되여 쓰이고 있는 일이 많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문

학형식을 킬헨만(R. } . Ki1chenmann)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펀소설이 線的인 줄거리를 갖고 클라이막스 위에서 도입과 전개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어 나가며 객관적인 엽장에서 이야기의 연속성을 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전대

미문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데 반하여 단펀소셜은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斷片융

비약적이고 함축적오로 작가 자신의 주관에 의하여 선정된 언어로써 인간관계 정치적 사회

적 상황을， 즉 인간사회의 헤두리에 거주하는 현존재， 추방자， 피압박자 들의 관심사블 대

변하고， 지-기 자신을 옹호하는 작가의 무기로서 단순하고 진실하며 사실적인 日常事에 한

정하여 서솔하요로 說話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비하여 단펀소설응

일상적이고 외적인 현실 그 뛰에 있는 또 다른 현실 사이의 긴장을 압축적우로 요사한다.

說話와 중펀소설에서는 사건이 과거에 나온 사건이며 주인공과 그 대척자 사이의 얄력이

있어 그 갈등은 위 71속에서 해결되는 데 비하여 단펀소설는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병행하여

인간의 태도에 의하여 작가의 태도를 묘사하는 수단￡로만 사건이 전개되며 인간은 사물과

세계에 대하여 너우도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우런 해결접도 보여 주지 않는다. 또한 중펀소

설과 說話는 그 법칙에 있어 단펀소설보다 작품 길이가 걸며 심리적인 동기가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줄거리가 있다. 適話에서는 주인공이 역샤적인 인물로서 그 인물의 기괴한 이야기

를 과장되게 묘사하며 그 효과를 노리는 데 반하여 단면소설에 있어서는 사건의 진행은 불

가피하며 인간은 아주 평법한 인간이 주인공이 되며 그 사건 진행에 대하여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있을 뿐이여서， 순수한 단펀소셜은 몇點(Pointe) 이 없￡며 일화보다 더 순수하게 과

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 또한 일화가 終未에 가서 독자로 하여금 아연실색하게 하는

데 반하여 단편소설는 독자에게 충격을 주어 독자의 비평적 의식을 일깨운다.

중펀소설 (Novelle) , 설화(Erziihlung) , 일화(Anekdote)와 비교해 본 가운데 단편소설의

제 특성을 종합적요로 간추려 보면， 우선 걸이에 있어 다른 서술 장르보다 짧으며， 형식에

있어서는 시작과 종말이 개방되여 있어 독자에게 결론을 제시하지 옷하며， 작품에 쓰인 언

어는 간결하고 평범하고 단순하며 사실적이다. 또한 지적인 표현을 피하고 일상적인 용어

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압축시켜 요점만 서술하기 때문에 여라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주제에 있어서는 얼상적이며 작가가 속해 있는 시대의 인생의 단면이 취급되며 작품에 나

타나는 인물은 특청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거나 아무런 특징이 없는 더

나아가서는 배척자， 피압박자， 소외된 인간들이 등장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에 대하여

완전히 무기력하게 있게 된다(12)

(12) Ruth J. Kilchenmann: Die Kurzgeschichte, KQhlhamlUer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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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재로서의 톡일 단편소설

울스회퍼 (Ulshafer)는 단펀소셜은 독일어 수업에서 좋은 대상이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내용면에서 단펀소설이 현대의 본질적인 현상과 무기력한 인간상을 반영

하고 지시한다. 학습자는 단펀소설에 관여함A로써 우리 시대의 특정적인 문학형식뿐만 아

니라 현대 현존재의 문제성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독특한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며， 인

간묘사와 일종의 현존재 위험에 대한 검사 속에서 언어관찰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학교에서 유약한 터'1 u}가 된다. 둘째로는 긴장된 사건이다. 단편소설은 매우 강렬하게 극적

인 사건으로 파악되는 일종의 사건을 보여 준다. 그것은 독자를 일깨워 생각하도록 만들며

가끔 이로니와 풍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첫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

러나 너무 오래 동안 긴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놀라움이 있으며 문학에 흥미가 없는 독자

에게도 흥미를 일깨우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세째로는 작품의 걸이가 짧다는 데에 이점

이 있다. 단편소설은 서술형식에서 극적인 한 순간을 묘사하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으로

수업해 나갈 수 있다. 네째로는 심오함이다. 단편소설은 외관상 중요치 않는 일상사건의

각 경우를 예술적인 형상의 방법으로 모댈 경우로 만든다. 단편소설은 인간 운명을 관찰하

는 것을 가르치며 더 깊은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방법

으로 직접적A로 경험적인 일상사건의 관찰로부터 아무런 우회도 없이 문학적안 형식 o로

이끌어 나간다(13)

위에서 본 울스회퍼(Ulshafer)의 견해는 외국어로서의 독일 문학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단편소설의 제 특성은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상급반에서 또는 독일어를

교양으로 배우는 학생이나 전공으로 독일문학을 하는 초보자에게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특성， 압축성과 개방성이 학습자로 하여금 그 특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아게 하며 그들에게 또한 강지 력， 판단릭， 동화력을 요구한다. 압축된 서

숭방식과 반약하고 암시적인 언어는 학습자에게 집중과 주의갚은 독서， 그 밑에 숨겨진 의

미를 찾아내고 그 관계를 연결하고 구성하도록 시킨다. 그러으로 교재분석의 작엽은 필연

적오로 집중적이다. 교재에 냐타난 압축된 언어는 각양각색의 방향으로 해설할 수 있는 가

능성 비t펑적 관찰 그리고 개인적인 현존재에 대한 생활감정에 대한 비평적 주석을 가능하

게 한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학습자와 똑같은 거리가 없는 인간이기에 학습자에게 친근

감을~주며 이해하고 그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게 한다. 또한 작품에 나타나는 다의미성은

Gero von Wilpert: Sacnworterguch der Literatur, Alfred Kroner Verlag Stuttgart 1969, S.
204
hrsg. W. Kohlschmidt, W. Mohr: Reallexikon der deutschen Li teraturgeschichte Bd. 1, S.
912- S. 915.

(13) Robert Ulshofer: Unterrichtliche Probleme mit cler Kurzgeschichte, Der Deutschunterricht,
Jg. 10. 1958, H. 6. S.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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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접에서 문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고럽된 단독교재로서 수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각기 다른 여러 작품을 모아 일련의 연속된 교재로 통일하여 사용하면

몇 펀의 단펀소설에 관여하는 동안 학습자는 귀 납적으로 단펀소설의 제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장르의 특성까지도 학습하게 되며， 또 작품분석의 방법과 비평을 배우게 되며， 현대

독일의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구조 및 생활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아울러 사장된 文語體의

독일어가 아니라 현재 쓰이고 있는 口語體의 독일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利點이 있다.

2.2. 1. 학습목표

위에서 단펀소설이 문학수업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면

실제 수엽현장에서 단편소설을 취급할 때 어떼한 학습목표 하에서 수업되어야 하는가?

그러묘로 단편소설을 교재로 사용하는 문학수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학습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첫째 문학형식면에서 단편소설의 형식과 특성을 학습자에게 알게 한다. 이 때 학습

자에게 연역적으로 단펀소설이란 어떠한 형식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마리 교사가 가르

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분석하고 작업해 나가는 동안 학습자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 내도

록 한다. 그리하여 교재가 다 끝나갈 무렵에는 학습자 자신이 단편소설의 형식과 특성， 구

조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A며， 아울러 다른 문학장료 중펀소설 (Novelle)，설화 (Erzahlung) ,

일화(Anekdote) 또는 위트(Witze)， 우화(Fabel)， 골계 (Schwanke)등과도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둘째로는 언어에 대한 관찰이다. 단펀소설에 쓰이는 언어는 j압축되고 간결하고 사질

적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숨자는 그 언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언어관찰력과 현재 독일에서 쓰이고 있는 현대 독일어를 배워 그것을

구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세째 단펀소설에서는 현존재의 문제성이 제시되는

데 독자에게 어떤 결론이나 해결정을 주지 않는다. 그러으로 학습자는 그 문제성이 무엇인

가를 끄접어내어 학습자끼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를 하여 주제에 대한 판단

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A로 학습자는 독일작품에 나타난 독일인의

사회의식 구조， 생활감정은 물론， 현대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 문제성을 의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학습자는 사회의 계몽된 참여자가 될 수 있오며 현대안에 대

한 이해 내지는 세계 이해를 배운게 된다.

2.2.2. 교 수 법

문학작품을 교재로 사용하는 문학수엽에 있어서 교사는 작품분석의 작업을 통하여 학습

자를 자유롭고 비평적안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식욕을 불

러 일￡키고 스스로 문제설정을 하며 생활 속에서 계속 찾고 연구하는 욕망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법￡로써는 학습자 전윈이 참석할 수 있는

블로세 (Fr. Closset)의 능동교수법(Aktiv-Methode)가 가장 바람직하다. 능동 교수법 (Aktiv

Methode)에 서 는 학생들 스스로가 교재를 분석하여 질문을 설정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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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교사는 학생들 전원이 적극적오로 참여하도록 수업방향과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A로 공동학습과정은진행되어야 하는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독일문학 수엽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독일언어 지식수준에 맞추

어 가능한 독일어를 사용한다. 이 때 이제까지 학습된 언어지식이 적용된다. 언어구조와

기본어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어지식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문법 위주의 수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학작품은 어디까지나 언어예술 작품으로서 학

습자에게 그 내용을 해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어형태에 대한 관찰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단펀소설에 쓰인 언어는 간결하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위의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교재는 공동으로 원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자를 작품량에 따라 몇 팀 (Team)

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작품에 따라 돌아가며 발표하게 하면 발표하는 팀은 사

전에 작품에 대한 조사연구를 철저히 하여 책임시간에 작품해셜은 물론 작가소개， 작품의

배경， 작품의 문제성 등을 발표하게 된다. 이 때 다른 팀은 발표 팀에게 문제블 설명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픈 학융자들이 스스로 관찰하고 발견하

고 질문하고 교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형식의 수엽이 되는 것이다. 단편소설의 작품

구조는 종결에 해결이나 해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여러 가지 문제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 문제성을 끄접어 내어 발표하고 토의하는 대화형식의 수업에는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된다.

이 때 교사는 결코 학습자들보다 먼저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주어서는 얀 된다. 학생들

전원이 그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경우에만 해밥을 주는

데， 그 해답도 직접적으로 주는 것아 아니라 유도적인 질문에 의하여 학생들 스스로 깨닫

게 한다. 교사는 수업 현장에 있어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수업 관찰자로서 수업 조언자로 입해 야 한다.

2.2.3. 수업모형

수업모렐로는 빅셀(Peter Bichsel)의 차드놀이 (Das Kartenspiel)를 가지고 다루어 본다.

이 작품은 대학 교육과청에서 한 과목의 단위시간이 세 시간인데 적합한 작품이다. 그러묘

로 세 시간이 이 작품을 끝내는 한 단위가 된다. 세 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며 이 모든

수업진행은 학생들이 독자적￡로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 첫째 시간에는 A라는 학생이 독

일어로 작품을 해설하며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고 둘째 시간에는 전 시간에 대한 간단

한 요약과 작품분석 및 주제 찾기이며 세째 시간에는 작가소개， 작품의 문제성 토의로 진

행된다. 여기에서 실제 수업모형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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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richtsprotokoll

Text: Das Kartenspiel von Peter Bichsel

Unterricht.szeit: drei Stunden (eine Stunde hat 50 Minuten:)

Tei1nehmer: :die 1. oder 2. jiihrige Studenten

-Text-

Peter Bichsel: Das Kartenspiel

- 179 ~

Herr Kurt sagt nichts. Er sitzt da und schaut dem Spiel zu. Die vier legen ihre Karten

auf den Tisch , die Asse und die K6riige, die Achter und die Zehn.er, die roten zu den

roten und die schwarzen zu den schwarzen.

Herr Kurt laBt sich sein Bier temperieren. Sein Glas steht in einem verchromten Gef1:iB

mit heiBem Wasser. Von Zeit zu Zeit hebt er es vorsichtig, laBt das Wasser abtropfen.

Oft stellt er es zur i.ick, ohne zu trinken; denn er schaut dem Spiel zu. Herr Kurt hat

seinen Platz , niemand weiB seit wan ti. und weshalb. Aber um fi.inf Uhr ist er da, setzt

sich oben an den Tisch , gri.iBt, wenn er gegri.iBt wird , bestellt sein Bier und man hringt

ihm das heiBe Wasser dazu.

Urn fi.inf Uhr sind auch die andern da, die vier, und spielen Karten, nicht immer die

selben vier, am Montag meist ji.ingere, am Dienstag Geschaftsleute, am Freitagvier ehemal

ige Schulkollegen, ]ahrgang 1972, und an den i.ib:rigen Wochentagen irgendwelche vier.

Oben am Tisch sitzt immer Herr Kur t. Er. trinkt ein Bier und sitzt bis sieben Uhr da.

1st das Spiel spannend , bleibt er eine Viertelstunde langer , spater geht er nie.

1m Restaurant sitzen auch andere, aber kein anderer kommt jeden Tag. Selbst der Wirt

ist nicht jeden Abend da und die Kellnerin hat am Mittwoch ihren freien Tag.

Herr Kurt macht niemanden neugierig. Trotzdem hat man ihn in den Jahren kennen-
\

gelernt. In der Agenda des Wirts steht unter dem 14. ]uli “ Herr Kurt". An diesem Tag,

es ist sein Geburtstag, bekommt Herr Kurtsein Gratisbier. Der Wirt kann sich nicht

erinnern, woher er Herrn Kurts Geburtstag kennt. Man wi.irde Herrn Kurt nicht· danach

£ragen. Nach dem Spiel werfendie vier ihreKarten auf den Tisch , nehmim die Kreide

und zahlen zusammen, die Verlierer bezahlen die Zeche. Dann ereifern sie sich i.iber Spiel

regeln und Taktik, machen sich gegenseitig Vorw i.irfeund rechnen sich aus, was gesch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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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ware, wenn man den Konig spater und den Zehner friiher ausgespielt hatte.

Herr Kurt nicktab und zuoder schiittelt den Kop£. Er sagt nichts. Wenn Herr Kurt

die Reg응In des Kartenspiels nicht kennen wiirde, sahe er sein Leben lan,g nur rote und

schwarze Karten. Aber er kennt die Karten und er kennt das Spiel. Es ist. wahrschein-

. 1ich, daB er es kennt. Bei Herrn Kurts Beerdigung wird man a11es iiber ihn erfahren, die

Todesursache, sein Alter, seinen Geburtsort, seinen Beru£. Man wird vielleicht iiberrascht

sein. Und spater wird, weil es unvermeidlich ist, ein Spieler sagen, daβ er Herrn Kurt

vermisse. Aber das ist nicht wahr , das Spiel hat ganz bestimmte Regeln.

A-Gruppe: Herr A, Herr B, Herr C

Die erste Stunde:

Herr A erklart gie Satze von “Das Kartenspiel" auf Deutsch.

Dabei konnen andere Studenten Herrn A fordern , die Satze leichter und genauer zu

erklaren. Herr B und Herr C helfen Herrn A' bei der Erklarung.

Text-Erklarung

Das Kartenspiel

Herr Kurt schweigt. ,Er sitzt da und sieht dem Spiel zu. Die vier werfen ihre Karten

auf den Tisch (Die Karten 1iegen auf clem Tisch.) die Asse und die Konige, die Achter

und die Zehner, die roten zu den roten und die schwarzen zu den schwarzen.

Herr Kurt bittet, daB sein Bier temperiert wird(Herr Kurt trinkt sein Bier temperiert.).

Der Wid legt sein Glas in ein GefaB mit heiBem Wasser(Er laBt sein Bier in heiBes

Wasser stehen.). Manchmal hebt eres vorsichtig. Das Wasser solI abtropfen. Ohne daB er

getrunken hat , stellt er es schon wieder zuriick: denn er beobachtet das Spiel (Er trinkt

nicht , wahrend erdem Spiel zuschaut.). Niemand weiB, weshalb Herr Kurt am selben

Tisch sitzt. Aber urn fiinf Uhr nachmittags ist er immer da, setzt sich oben an seinen

Tisch. Er griiBt jeden, der ihn griiβt. Wenn er sein Bier beste11t, kommt auch das heiBe

Wasser gleichzeitig mit Bier. Urn fiinf Uhr sind auch die anderen J:,eute da, die vier,und
spielen'용Karten ，nicht immer spielen dieselben vier. Am Montag. spielen meist jiingere Leute ,

lI.m Dienstag spielen Geschaftsleute. Am Freitag spielen vier Manner, die friiher· im ]ahr

1912 gemeinsam die Schule besuchten, und an den iibrigen Wochentagen irgendwelche vier.

Oben am Tisch sitzt immer Herr Kurt: Er trinkt ein Bier und sitzt bis sieben Uh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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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das Spiel erregend ist, verlangert er seine Anwesenheit um eine Viertelstunde.

Langer bleibt er nie.

1m Restaurant sitzen auch andere , aber kein anderer kommt jeden Tag. Sogar der Wirt

ist nicht jeden Abend da und die Kellnerin am Mittwoch frei.

Niemand interessiert sich ftir Herm Kurt. Trotzdem hat man ihn in den Jahren kennen

gelemt. In der Agenda des Wirts befindet sich unter dem 14. Juli “ Herr Kurt‘’ . An die

sem Tag schenkt man ihm ein Bierzum Geburtstag. Der Wirt weiB nicht mehr, wer ihm

Herm Kurts Geburtstag gesagt ha t. Man wtirde Herm Kurt nicht um eine Erklarung

bitten. Wenn sie das Spiel beendet haben , werfen die vier ihre Karten auf den Tisch. Sie

nehmen die Kreide und zahlen zusammen. Wer ein Spiel verloren hat , bezah1t die Zeche.

Dann gera ten sie in Eifer tiber Spielregeln und Taktik. Sie werfen sich gegenseitig ihre

Fehler vor. Sie denken sich aus, wie das Spiel verlaufen ware,wenn man den Konig spat

er und den Zehner ausgespie1t hatte.

Herr Kurt bejaht und vemeint das Spiel. Aher er sagt immer kein Wort. Wenn Herr

Kurt die Regeln des Kartenspiels nicht kennen wtirde, sahe er sein Leben lang nur rote

und schwarze Karten. Die Karten und das Spiel sind ihm hekann t.Wir konnen vermuten,
daB er es kennt. Wenn Herr Kurt beerdigt wird, wird man alles tiber ihn kennen.; war-、

um er gestorben .ist, wie alt er war , wo er geboren ist, was er yom Beruf ist. Man wird

vielleicht erstaunt sein. Weil es sich nicht vermeiden laBt, wird ein Spieler spater sagen,

Herr Kurt fehle mir(schade, daβ Herr Kurt nicht mehr da ist.). Aber das ist nicht wahr,

beim Spiel gibt es ganz bestimmte Regeln.

Die zweite Stunde:

Herr B Hest noch einmal den Text mit der kurzen Besinnungspause "or. Den Schwer~

punkt dieser Stunde bildet die Erklarung tiber Gehalt und Analyse von der Geschichte.

Dahei stellt Herr B Fragen und andere Studenten finden Antworten.

Uber Herm Kurt:

Was ist er ftir ein Mann?

Er ist hestimmt ein alter Mann.-Er hat keine Familie.-Er trinkt immer ein

Bier temperier t.-Um ftinf Uhr sitzt er immer an seinem Stammtisch. Er ist

allein und einsam.

Was tut er im Restaurant?

Er bestellt sein Bier und sieht das Kartenspiel ohne Wor t. -,-Spatestens verlaBt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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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n Viertel acht das Restaurant.

Wer hat Interesse. fUr ihn?

Er macht niemanden neugierig.-Niemand weiβ， seit wann und weshalb er da

kommt.

Wann bekommt er sein Gratisbier?

An dem 14. Juli , an seinem Geburtstag bekommt er das.

die Zeitsituation:

Das ist eine Gegenwartsgeschichte.-In dieser Zeit ist ein isolierter Mensch Prob

lem.-Entfremdung, Isolation , Kommunikationsunfahigkeit, Ausdrucksweise usw.

Wie erzahlt der Dichter?

Die Geschichte ist in der Gegenwart geschrieben.-Der Dichter spricht fast immer

gewahlter.-Es ist eine einfache sachliche nUchterne Sprache.-Alltagssprache-Es

sind einfache und kurze Satze. -Inder literarischen Form kein Anfang (ohne

Einleitung) , ohne Ende.-Die ausschnitthafte Begebenheit als Merkmale der

Kurzgeschichte.

Was ist das Thema in dieserText?

Isolation und Kommunikationsunfahigkeit des heutigen Menschen

Die dritte Stunde:

Herre spricht von Peter Bichsel:

Peter Bichsel wurde am 24. Marz 1935 in Luzern in der Schweiz geboren. Er

lebt als Lehrer in Zuchwi11 und Bellach(Kanton Solothurn). Jetzt ist er tatig als

ein freier Schriftsteller. Seine literarische StH ist Kurzprosa , haufig Montage

technik ohne lineares HandlungsgerUst, Worterkonstellafionen. Seine Werke sind

als P.B. Kindergeschichten von Luchterhand, Neuwied u. Berlin in Jahre 1969

veroffentlicht. Er beschreibt immer in seinen Werken Entfremdung, Isolation ,
Kommunikationsunfahigkeit usw. als das Problem des heutigen Menschen.

* Die EinfUhrung von dem Dichter ist moglich auch in der ersten Stunde.

Alle Studenten diskutieren die Probleme in diesem Text.

Zum AbschluB der Stunde schreibt jeder Student in sein Heft die bisher im Unterricht

erarbeitete Zusammenfassung auf.

Person: Herr Kurt ist ein alter Mannohne Eigenschaf t. Er ist ganz isol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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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che: Alltagssprache, keine dichterische Sprache. Sie ist einfach, sachlich und

nu.chtern.

Form: keine lineare Handlung, ohne Anfang und ohne Ende

Stil: Montagetechnik

Zeit: Gegenwart

Thema: Isolation und Kommunikationsunfahigkeit des heutigen Menschen

Der Lehrer laBt den Stu낭enten diese Geschichte mit “Ein Tisch ist ein Tisch" von Peter

Bichsel vergl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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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Literaturunterricht und die Kurzgeschichte

-Der Deutschunterricht in Korea-

Rhie, Chong One

In dieser Arbeit wird mit dem Thema “Der Literaturunterricht und die Kurzgeschichte"

die Deutschunterrichts in Korea untersucht.

In dem ersten Kapitel ist der Unterricht in den Sprachunterricht und den Literaturun

terricht eingeteilt. 1m Sprachunterricht kommen der Sprachaufbau, das Sprachverstandnis

und das Sprachgebrauch in Betracht. 1m Literaturunterricht ist die groBe Aufgabe vor

allem die asthetischliterarische Erziehung anhand der Textanalyse und Textkritik.

Worauf zielt der Literaturunterricht denn? Mann kann sich dabei zwei Arten des Zieles

vorstellen; das allgemeine Ziel und das spezielle Ziel. Zum allgemeinen Ziel mogen die

Moral-Erziehung, das kritische Bewuβtsein und das Verstandnis tiber die Kultur des be

treffenden Auslandes gehOren, wahrend zum speziellen Ziel Literaturtheorien, 힌bungen der

Sprachkenntnisse und deren Anwendungfahigkeit gehoren mogen. Aufgrund der oben ge

nannten Unterrichtsziele kohnen die Texte nach den folgenden Gesichtspunkten ausgewahlt

werden; diedichterisch-geistige Sprache in der Erzahlform, die Idee im Gehalt, das Alter

oder die Bildungsstufe tier Lernenden und die mogliche Einbeziehung aller literarischen

Gattungen.

In dem zweiten Kapitel sind Charakter und Form der Kurzgeschichte zusammengefaB t.

Die Griinde , warum die Kurzgeschichten im Literaturunterricht Koreas als Texte ntitzlich

gebraucht werden konnen , sind optimale Lange des Werkes, Dichteund Intensitat cler

Sprache und Form ohne Ende. AIs Unterrichtsziele im Literaturunterricht mit den Kurz

geschichten soll man Charakter und Form der Kurzgeschichte, Sprachbetrachtung, Gebrauch

der neuen Sprachmaterialieh, Kommunikationsfahigkeit und kritisches BewuBtsein nicht

auBer acht lassen.

Man soll den Unterrichtrege und fruchtbar machen, indem man die· Lernenden mit

den Diskussionen tiber den Text zusammenarbeiten laBt. Die Aktiv-Methode von Fr. Closset

z.B. kann man dabei zu Hilfe nehmen. Als Modell des Literaturunterrichts ist hier ein

Unterrichtsprotokoll geschrieben worden. Der Text heiBt “Das Kartenspiel" von Peter

Bichs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