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때서의 지역사정1) 

김한란(성신여대) 

1. 들어가는 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에서 세계화률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그 교수방법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되 

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가 한 마을처럼 가까워진 현재， 각 빈족은 문화， 정 

치， 경제적으로 상호 긴밀한 의존관계에 살고있다. 이러한 국제화된 시대 

의 외국어 수업도 단순히 외국어 구사능력， 즉 언어기호에 한정된 의사소 

통능력의 전달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문화권의 외국인과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기호 차원의 의사소통올 넘어 상대방 

의 문화롤 알고， 그 상황에 적합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행위능력 

kommunikative Handlungsfähigkeit올 펼요로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행위능력올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 대상인 외국어와 함 

께 학습 목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습 풍의 제반 사정올 잘 알아 

야 하며 이는 학습목표국의 지역사정의 학습올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사 

정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외국어 구사능력과 함께 낯선 문화롤 이해， 수 

용할 수 있는 능력올 키우게 되고 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문화와도 비 

교할 수 있는 능력올 키워 이질문화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를 갖게된다. 특히 현재의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중요시되는 외국어 수 

업현장에서 학습자는 지역사정의 학습 과정에서 내적 체험올 통해 자의 

식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의 교육목표중 하나는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목표어의 문 

1) Landedmnde는 학자에 따라서 독일학， 독일어권 사정， 폭얼어권 문화， 지역 

학， 지역연구， 지역사정 동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된다. 본고에서 
Landeskunde롤 지역사정으로 번역한 이유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의 천체커 
리률렴과의 균형올 고려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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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 선입판 없이 개방훤 판대한 태도훌 가질 수 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위와 같온 교육 목표와 외국어 학습 목표률 의사소흥행위능력의 향 

상에 두고있는 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 지역사정의 학습온 이 

제까지 륙정 언어권의 단순한 백과사전 식의 지식 전달 수준을 벗어나서 

언어 학습의 기초단계에서부터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온 독일어교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정 

은 아직도 단순히 지식과 통계적인 수치의 전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파 또 제 2외국어로서의 독일어가 처해있는 우리 한국의 현채의 위기 

룰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이륜과 

교수법 이론에 따른 보다 체계적이며，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지역사정 

커리률럽 제작이 필요하고 이률 위한 전제조건으로 독일어권 지역사정 

연구가 펼수 블가결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내에서의 지역사정의 위치톨 살펴보고 다옴으로 실째 수업 현장애서 나 

타날 수 있는 지역사정 수업내용율 독일어 학습과정의 。얘훌 툴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외국어로서의 묵얼어 Daf와 지역사정 Landesku때e 

2.1 0옮내예서의 지역사정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가 한 학문 Diszip1in으로 정확되는데 다양한 배정 

을 가졌듯이 지역사갱 과목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수 

방법론으로는 크게 독자척 explizit 지역사정수업과 흉합척 impli찌t 지역사 

정수업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는 각 외국어 교수법의 구상안 Konzepte 

에 따라 서로 보완 경쟁척 입장에서 취해지고 있다. 

의사소통능력 배양이 외국어수엽의 학습목표로 부상되고 그에 따라 상 

황에 적합한 의사소통위주의 외국어 교수법이 주도하며 더 나아가 외국 

어 습득과 동시에 문화습톡의 긴밀한 관계률 중요하게 여기는 상호문화 

적인 외국어 교수법 구상안이 부상하면서 지역사정의 정의와 내용에 있 

어서는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DaF내에서는 지역사정율 

독자적인 과목이 아니라 독일어교육과 관련시켜 언어실습， 문학， 어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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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 통합하여 다후는 방법옳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훌 률어 슈 

미트는 지역사정올 독립된 화문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언어 수업 및 어 

문학수업에 통합시키는， 이들 학문의 배경지식 Kont앉twissen으로서의 역 

할올 강조하는 콘택스트학으로서의 지역사정올 주장한다. 

눈에 띄는 특정으로는 이제까지 강조되었던 인지적 관점 일변도에셔 

벗어나 의사소통적 관점과 더불어 타문화와 자국문화의 차이점올 구별하 

고 더 나아가 자신의 눈으로 차이점을 인지하기롤 목표로 하는 상호 문 

화교류의 관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역사정의 정의 및 

그 내용이 분명해 지고 교수법 및 방법론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연구가 

진전되었다 예률 틀면 노이어 Neuner는 통합적 지역사정의 내용율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경험들로 보며 이훌 다옴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기훌 

권하고 있다: 

- 실용척 측면. 일상의 모습， 일상 의사소홈에서외 관습 및 판혜 
- 방법론적 측면: 문화교류적 단초률， 선입견연구 
- 비교척 측면: 자국과 목표국의 상호교류， 

일상문확와 행동방식， 가치체계애서의 유사챔과 차이점 

- 역사객 측면: 현대사 
- 체계객 측면: 목표국의 구조， 재도률 (Neuner, 1웠 창조) 

지역사정의 주제로 빼닝 Penning온 사랍과 국가， 일상생활， 사회생활， 

매스미디어와 공공의 의견， 교육과 학문， 경제와 기술， 국가와 청치， 역사， 

문화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Penning 1뾰， 6왜 쪽 이하)， 

Kontaktschwelle DaF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 역사정 내용의 학습율 추천하 

고 있다: 신상설명， 개인에 대한 정보， 주거， 환경， 여행과 교통， 식생활， 물 

건사기와 일상용품， 공공시설， 사설기관， 건강과 위생， 감지， 교육， 외국어， 

여가와 유흥， 개인적인 친분파 인간관계， 시사성 있는 일반척인 판심거리 

(Kontaktschwelle DaF, Z뻐 이 하)， 

이를 종합해 보면 지역사정의 주제는 거의 포괄적으로 결정되며 문제 

는 그 교수법파 학습방법론에 더 주목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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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의 지역사정 교수법 

a) 학습자 중심 의 교수법 

다문화사회， 다중외국어 사화에서 외국어 학습목표가 상호 의사 소통 

농력 중진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외국어 수업 방식도 바뀌어져야만 한다. 

즉 학생은 더 이상 수업의 대상이 아니며， 수업을 함께 이끌어 가는 공동 

참여자이며 동시에 학습의 주체가 되어진다. 이는 앞으로의 지역사정 수 

업은 선생이 지식울 전달하는 전통적인 정보전달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관심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찾을 수 있게 해야하며 이때 

교사는 이률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법-번역방식의 재래의 교수법에서는 지역사정 내용과 방법을 교사가 

교수중심으로 선택해 수업이 친행되었지만 학습자 중심의 훤칙에 더 우 

위성올 두는 교수법파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현대 외국어학습에서 지역사 

정 내용이 시청각수업방식， 의사소통， 상호문화 교류 방식 퉁의 학습방식 

에 적합한 학습내용 선돼으로 뺑화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기 

존의 수업상황에 익숙한 학습자와 교수틀에게는 어색하고 거부감을 주지 

만 변화하는 사회와， 변화하는 학습자의 생활태도， 학습태도에 따라 외국 

어수업 현장에서는 이롤 알고 받아들여 잘 활용해야 한다. 이는 마치 새 

로운 학문이 하나의 전공이나 학문분야로 형성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변화， 또 새로운 인지， 인식방법론에 의한 사회의 변화로부 

터 압력을 받아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이유에 기인할 것이다. 

b) 학습방법 lemstrategie의 회:습 

학습자 중심의 외국어 교수법에서는 전통척인 정보전달에서 탈피하여 

사례학습과 다양한 방법론척 접근방식을 시도하는 경험론적 학슐방법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지역사정학습은 문화이식율 위한 단순한 인문학의 성 

격보다는 체험， 학습을 통한 경험올 중요시하여，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지식율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학습방 

법 Lernstrategie을 배우는 학습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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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부만을 위뼈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올 위해 Für das 1빼en， 

nicht für die Schule zu lemen 학습한다는 점올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외국어 능력 향상올 위한 문법중심의 교육， 즉 학습해야 

될 문법에 따라 가상의 택스트률 중심으로 한 외국어수업에서 탈피한 현 

재의 외국어 수업방식에서는 테마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DaF 수업시 생생한 지역사정의 주제들올 독일어 습득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개의 상황들이 더 큰 주제중심으로 모여져 한 단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주채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접 

근방식을 통해 취급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단순히 어법 둥올 암기해야하 

는 암기위주의 외국어학습 방법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사고하고 인지할 

수 있어 대학생의 지적수준에 더 적합한 학습법으로 여겨진다. 관련 주제 

의 접근방식올 독일어 학습을 통해 직접 간접 경험과 실천， 실제 자료수 

집 정리， 토론 분석의 체험학습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변해 가는 사회와 그에 따른 인간 생활의 문제틀을 여러 측면에 

서 토론하고 비교분석올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방식들 

에서 학습자의 학습습관이나 태도 퉁 개별척 특성을 살렬 수도 있다. 

3. 따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시 통합적 지역사정 수업의 빼 

3.1 독일어 학습 초기 단채애서 통합적 수업의 예 

지역사정의 수엽이 독일어 수업과 동시에 이루지는 경우에 초기 단계 

부터 학습자 언어능력 수준에 맞게 행해질 수 있으며 지역사정의 내용파 

테마도 언어 능력의 향상되는 수준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되풀이해서 심 

화시켜 다룰 수 있으며 다른 주제와의 연관 판계도 동시에 학습 할 수 있 

다. 여기서는 일상생활의 테마중 간단한 언어활동만으로 결코 해결 되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내용올 합께 학습해야하는 인사i 호칭의 형태와 호칭 

태도 Anr'때efonn und Anredeverhalten 그 사용 상황 풍을 예롤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외국인올 위한 독일어 기초단계 교재중 하나인 St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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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디on머의 져111과훌 살펴보고자 한다 다론 교재와는 조금 다르게 여 

기서는 연습 문재로 한 과가 시작되며， 동시에 학습자의 선 지식이나 선 

경험율 연계시켜 학습율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제 1과는 바로 Kennen Sie Amadeus?라는 제목의 연슐 (Stufen 1997, 11) 

으로 Clara Schurnan, Heinrich Böll, Marlene Dietrich, Steffi Gr하， Sigmund 

Freud, Paul Klee, Wolfgang Amadeus Mozart의 사진올 연결 시켜서 질문에 

답하는 Wer ist das? Das ist. .. 의 연습으로 시작된다. 이 연습은 바로 잘 

알려진 독일어권의 유명인사물의 이륨율 알아맞히는 연습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먼저 이륨을 맞추고 발용하는 연습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다옴에 연결되는 l.b와 l.c의 연습융 통해 학습자가 독일어와 독일어권 문 

화에 관심율 갖도륙 유도하고 있다. 또 독일어훌 처옵 대하는 학생들에게 

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것으로의 학습율 할 수 있도륙 하며 이륨 

율 알아맞히고 발옴하는 연습이 독일어 제일 첫 시간에 행해진다는 데에 

는 두 가지 큰 의미톨 부여할 수 있다. 

먼저 언어학척인 혹연에서 사랍외 이홈율 홈해 발융 연습율 하는 점이 

다. 종래의 관련성 없는 몇 개의 단어옳율 발융함으로 해서 단어의 뜻도 

알아야 하고 발옴도 익혀야 하는 이중부담에서 벗어나 독일어권 사랍들 

의 이홈올 발용하면서 독일어 발옴융 익히는 방법은 발옴연습에만 몰두 
할 수 있는 장첨들올 갖고 있다. 특히 개별언어의 옴절구조와 각 옴절의 

구성올 살펴볼 때 어떤 융소의 연속체가 한 언어에서는 허용되고 다른 언 

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지， 혹은 어떤 자옴결합체 Konsonanten때uster7t 

한 언어에 허용되고 또 다른 언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옵소결합 

적인 면 phonotak디sche Aspekte은 개별 언어의 톡성에 속하는 까닭예 이톨 

껄명할 필요 없이 독일어 옴운의 임의의 결합체인 이롬률율 흉해 방옴 연 

습을 한다는 점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다옴으로는 한국문화와 비교해서 독일어권 일상생활에서는 이룡과 성 

이 사용되는 빈도수와 호칭으로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 이 과의 다옴 

페이지 연습 3.b에서 보여주듯이 독일어에서는 인사시에 상대방의 이롭율 

부르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안녕， 토비아스 Ha1Io, Tobias!“, 공손한 

대화률 이끌어 갈 때도 에버하르트 씨 Herr Eberh없Ù， 트라이버 부인 Frau 

Treiber 퉁의 이름 호칭을 자주 사용함으로서 대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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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대화전략도 자연스 

럽게 학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옴 연습에서 나오듯이 친구사이， 가족과 

친척사이， 친근한 관계 둥에서는 이륨을 사용한다는 정올 독일어 교사는 

알아야 하며 이런 문화의 차이점을 언어 연습융 통해 자연스럽게 숙지시 

킬 수 있어야 하겠다. 독일어권 문화에서 이륨이 자주 쓰이는 경우는 거 

리이륨， 공공 건물， 공공 기관， 공공 장소 명칭， 공항이롭 대학명칭 회사이 

름 동 아주 다양하며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접하게 된다는 정도 함께 

학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독일어 이륨을 잘 발옴 할 수 

있어야 다옴에 학습하게 휠 길 묻기， 도시 지도 읽기， 길 찾아가기 퉁 다 

른 상황의 학습에도 큰 도웅이 된다는 점올 숙지하고 정확한 발융연습율 

하여야 겠다. 이 점은 한국문확에서 이륨올 잘 사용하지 않거나 입에 옳 

리기롤 꺼려하는 경외사상파 문화충돌올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 만 

큼 처음부터 독일인들의 이름 사용 관습을 인지하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 

다. 특히 부모나 친척， 친한 사이에 연장자의 이륨올 부르는 호칭 방법온 

한국인이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파 문화적 차이률 극북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습3， 8, 10, 11, 13둥에서 연립주택에 사는 사 

랍들의 이륨을 일히고 소개하는 연습， 자기소개 방법， 선호하는 이륨， 증 

명서， 전화번호부， 책의 목차에서 이륨은 다양한 택스트에서 그 사용올 연 

습하게된다. 연습 12에서는 발옴연슐을 통해 독일어 이룸의 변화 경향율 

보여주고 배경사진으로 가족제도， 가족형태의 변화 퉁 독일 사회사의 변 

화도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연습 2의 인사와 작별장면(Stufen， 11)과 3.c (Stuf，앙1 ， 12)와 

4(Stufen, 13)에서 보여주는 연습문제도 역시 학습목표국의 문화， 즉 톡일 

어권 문화와 학습자 자신의 문화， 한국문화와의 대조와 또 다른 문화권에 

대한 비교도 함께 학습할 수 있으며 이 독일어 연습을 통해 낯셜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자세훌 함께 학습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통합척 지 

역사정 학습법의 주 목표이다. 

위 연습올 통해 학습자는 독일어의 두 개의 호칭형태 Anredeformen가 

한국어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학슐자는 택스트의 언어 

적 표현과 그림이나 사진의 도움율 통하여 독일어의 친숙한 표현법과 정 

중한 표현법의 차이률 배우게 된다. 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동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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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친숙한 표현， 여기서는 Hallo!, Morgen! GIÜß dich! Tschüs! 

Hallo Tohias!, En잉ch벼이ge， Phil1ip! Wie heißt du? 둥 과 공식 적 인 정 중한 

표현법의 사용， 여기서는 Guten Morgen!, Guten Tag! Auf Wiedersehen! , 

Wie heißen Sie?, Entschuldigen Sie! 퉁의 연습을 통해 독일어 학습 첫 시 

간부터 두 문화의 상이성을 인식하고 비교 학습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이혜률 바탕으로 한 언어슐득이 효과적이며 정확한 외국어 

학습의 지륨길이다. 

이 경우 비록 제l파이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관심율 지역사정의 다양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인사말을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언어적으로 인사말 발옴연습에서 더 나아가 독일의 인사문화률 이 

해활 수 있고， 필요시에는 낯선 사회척 환경에서 그 상황에 척합한 언어 

행위와 함쩨 비언어척 의사소통행위훌 할 수 있는 능력율 중진시킨다는 

측면이 바로 통합적 지역사정 학습방법의 주목표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 

들의 흥미률 유발시켜 상이한 문화의 대조， 비교훌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율 표현하며 낯선 사회적 환경에 익숙하여 자신의 행동방향율 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실제 의사소통율 하려면 

L. . ..J 언어행위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훌 우선 이해해야 한다. 이률 
테면 낯선 사항을 담고 있는 외국어 표현이 뜻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 

올 자신의 것파 비교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정보에 접 

하게 된다. 이렇게 체험되는 새 정보는 또 다른 사항올 폭 넓고 강게 이해 

할 수 있는 기반올 만들어 준다.' (Lohfert 1984, 259) 이런 맥락에서 통합 

적 지역사정 교수법의 목표가 언어문화적인 경계률 초월한 상호간의 이 

해증진과 의사소통행위능력의 습득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2 프로쩍 트 Projekt 중심 의 지 역 사정 수업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외 학습목표가 의사소룡능력의 습득으로 바 

뀌어 졌고 또 그에 따롱 외국어 교수법도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발전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통합척 지역사정 학습도 프로젝트 Proj밟t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면 더욱 생과훌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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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80년대 말부터 독일에서 발행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의 

교재들에서도 테마 중심의 각 단원구성이 이런 학습 방향올 제시해 준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흥미애 따라 학습자 자신이 능통척인 태도로 

독일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고 었다. 물론 이런 방법이 한 

국 학습자의 학습태도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독일어 습득과 동 

시에 학습전략 Lemstrategien도 함께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법론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올 계획하며， 학습자의 관심인 학 

습목표국의 사람들， 그들의 생활상과 문화， 학습자 세계와의 상이점에 대 

한 대비적인 측면들올 프로젝트의 주제로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 

트 실행이나 그 전개방법이 학습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학 

습자의 상상력올 북돋아 주어 학습자 스스로 홈미훌 갖고 창조적으로 프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겠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의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엽의 필요 

성은 지역사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더욱더 명확해진다. 노이어는 그 내용 

을 인류학적 기본범주로서의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경험을 다옴과 같이 

들고 있다 

1 출생과 사망 
2. 개인적인 주체성 (나/폰재/인간성) 
3. 가족 생활 (친족구조/개인척 사회성/유사성관계/소속성) 
4. 정치적 사회 속에서의 생활 (사회질서μ}회적 기관 ) 
5 파트너와의 관계 (우정/사랑: 성별의 관계) 
6. 주생활 
7. 환경 (육체적 특성/환경관계) 
8. 직업 
9. 교육/직업교육 

10. 휴양/예술 (여가와 담화) 
11. 소비생활 
12. 교통참여/유동성 (공간의 경험) 
13. 의사소통 (기호구조의 이용/대중매체) 
14 건강후생 복지 (건강/위생) 
15. 규범과 가치구조의 경험 (윤리/종교/의미구조) 
16. 역사성의 경험 (시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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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앵척， 갱신객 차웬의 경험풍 (Neuner 1앞16， 79) 

1980년 유럽의회의 외국인율 위한 독일어 KontaktschweJJe DaF 시안에 

서는 다옴과 같온 실제적인 태마중심의 행위묘사 주제률 그 대상으로 돌 

고 었다. 

1. 신상셜명， 개인에 대한 정보 
2. 주거 
3. 환경 
4. 여행과 교통 
5. 식생활 
6. 물건사기와 일상용품 
7. 공공 그리고 사설기관 
8. 건강과 위생 
9. 감지 
10. 일과 직업 
11. 교육 
12. 외국어 
13. 여가와 유홈 
14. 개인쩍인 친분과 인간판계 
15. 시사성: 얼반적인 판심거리 

(Kontaktschwelle DaF, 이 하) 

이런 내용온 피테 인스티휴트와 독일 시민대학 Volkshochsch버e 연합에 

서 만든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시험자격중‘ 주제 목록에서도 불 수 있다. 

위와 같은 테마중심의 주제는 학슐자가 자신의 경험파 자기세계의 배경 

올 토대로 인간존재의 기본적인 공통의 경험올 독일어수업율 통해 직간 

접적으로 체험할 수 었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수법에 

적합하며 더나아가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경험에 의하면 우리학생들에게는 륙히 결혼， 일상생활， 옴주문화， 정치 

분야에서는 통일 문제， 여행파 관광， 환경보전문제， 직업파 취업 풍 학습 

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제의 프로젝트 수업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고 

큰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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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는 말 

외국어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독일어률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를의 

임무중 독일어 언어실습 Sprachpraxis 수엽은 연구 엄무와 함째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훌 전공으로 하는 독어 

독문학자는 독일어률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어독문학자와는 달리 대상언 

어인 독일어률 교수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제로는 독일어 교사 교육융 받지 

않은 경우가 교육의 임무률 효파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독일어교수 

법 과정의 새로운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필요가 었다. 특히 통 

합적 지역사정의 수업을 기초단계의 어학실습파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연구활동에 못지 않게 유능한 독일어 언어실습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연구， 워크삽， 세미나 동의 재교육의 기회롤 이톨 척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교육적 상황과 우리 학습자들외 판심샤 학습 습판 풍옳 

고려한 교재의 개발도 시급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재가 대학 독일어 

교육에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더 연구 개발되어야 할 형편이다. 독일에서 

만풀어진 외국인옳 위한 독일어 교채들온 독일의 생활율 생생하게 전달 

하고 통합적 지역사정의 교수법을 적용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 

화의 상호적 축연을 고려하지 않아서 학슐자가 소화해내기 어려훈 부분， 

우리의 학습조건과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우리학습자의 관심파 흥미훌 일 

깨우는 주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의 욕구와 관심사에 더 부웅 

되는 척합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수법의 개발도 간파해서는 안될 것 

이다. 륙히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론도 속출하고 새 

로운 방법론도 많이 나와있고， 교수법도 상당히 발전되었다. 이러한 새로 

운 교수법도 과감하게 도입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시켜 우리 

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교수법 부분에서는 언어학습 측면이외에도 

어떻게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이고 방법론적인 연구와 

경험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률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동작업이 필요 

하고， 개개인의 실제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해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한데 뭉쳐지면 전공수업이든 언어실습 수업이든 흥미 있고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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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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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재에 대한 토론 

송희영: ‘외국에서의 독어독문학 Auslandsgennanistik’은 ‘독일에서의 독어 

독문학 Inlandsgennanisti’k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 

다고 하셨는데， 그형다면 Auslandsgennanistik들간의 공통점， 예컨대 일 

본이나 미국에서의 Auslandsgennanistik들간에 공통점 같은 것은 없는지 

요? 어떤 방법이나 모렐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한란: 제가 Auslandsgennanistik이 Inlandsgermanistik올 따라가서는 안된 

다고 한 것은 교수법이 달라야 합율 의미한 것입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자들이 개인적인 연구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겠 

지요. Auslandsg앙manistik이 lnlandsgennanistik에 큰 기여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연구률 많이 했 

고， 이에 대해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제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동안 교수법에 대해 우리가 별 생각없이 받아들인 첨 

도 있고". 

안삼환: 괴테 인스티투트에 외국인 노동자의 어학교육 문제가 제기되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DaF’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서 초미의 관심사는 ‘Implizite Landeskunde’ 수업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DaF의 학문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예률 률어 독일 

의 영문학자들은 영어훌 어떻게 가르치는지 미국의 독문학자물은 독일 

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또 일본의 독문학 

자들은 대학교양강좌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하는 것 말입니다. 아무 것 

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인a훌서 창작올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모 

텔올 하나라도 제시함으로써 다른 독문학자률이 이것융 얽고 도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환란: 자역학올 DaF 수업에 l 어떻체 적용사컬 것언야에} 대환: 연구는 많 

이 되었습니다. 륙허 종국과 똥구라파에서 그에 대환 i연구가 많이 되어 

있숨니다. 한국 실정에 맞논 커리활렴으로 학점 배당올 어땐 식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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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재목만 적어 

놓을 것이 아뱀} 구체적인 학습목표룰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는 기초 독일어 단계에서 지역학을 

집중시키고 전공분야에서는 기존의 전공을 살리는 것이 좋올 것 같습 

니다. 독일어를 가르칠 때 지역학올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일단 독일에 

그러한 자료가 풍부하니까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i'Themen.l 

이라는 교재가 어학코스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우선 이률 확 

대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주제롤 

다루든 그것올 어떤 단계에 적용할 것인지률 생각해야 할 것이고， 대상 

과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모댈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삼환: 모든 주제를 모델화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힘이 없고 다만 한 두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 현재로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웅: 한 일본학자가 일본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의 교과과정에 지역학을 

수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제지향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1m미izite Landeskunde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이 실제 강의에 이용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제중심적인 지역학의 경우에는 초기 

에는 독일의 지리， 정치， 언론， 환경 퉁의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률 강독 

하는 수준에 머물다가， 점점 그 텍스트롤 읽고 토론하는 식으로 발전시 

키는 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극복문제〉률 들 수 있습니 

다. Implizite Landeskunde의 예롤 들면， 일상문화와 관련해서 독일의 인 

사법과 일본의 인사법의 차이로 인한 충격 둥올 보여주어， 이를 학습한 

학생들이 훗날 독일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 

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격의 사례률 발굴하기 위해 독일에서 오래 산 

일본인과 또 일본에서 오래 산 독일인들올 모아서 교재 개발에 활용했 

다고 합니다. 

임종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독일에서 DaF로 학위논문을 쓸 경 

우 모두가 이론 중심인가요? 

김한란: 크게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론 중심의 학파와 사회학척인 

방법올 동원해서 실제 자료들을 분석， 검증하는 학파로 나누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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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습니다. 

엄종대: 그러면 교수법 Didak다k 분야는 어떻습니까? 

김환란: 그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었습니다. 특히 문학올 외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되어 있고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우근: 일본에서는 언어만을 가르치는 선생이 따로 있어서 독어독문학을 

연구하는 쪽파 독일어률 가르치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요. 우 

리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예요. 

안삼환: 말을 가르쳐도 그렇고， 언어학이나 문예학율 가르쳐도 지역학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지요. 연구가 많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모두 DaF훌 연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국 독문학도들이 얽율 때 셜 

득력이 있으려면 각 분야에서 실계 모델율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리: 윤순식， 이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