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어독문학의 마래와 독잃학연구

안삼환(서울대)

안녕하섭니까?

이 모임은 “독일학 연구”에 대해서 공동으로 생활해 보기 위혜 계획
된 여섯 번의 모임 중에서 그 도입부라 할 수 있는 첫번째 모임입니다.

우선 왜 이런 세미나률 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
니다. 우리 연구소의 이륨이 “독일학연구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

된 한국의 “독일학연구”의 성과를 점검하여 앞으로의 바랍칙한 연구방
향울 설정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시도라 하겠습니
다.

그러나 하펼이면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자기 점검이 뭘요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냉정하게 따져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모두 일차척으로는 폭어톡문학도들인데다， 현재 우리 학문이
학내외에서 맞이하고 있는 위기상황과도 무판하지 않올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실용주의와 속도감이 중시되다 보니 인문

학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도 륙히 우리
독문학이 당연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외에서 배출된 많온
신진 독문학자들이 일자리훌 찾지 못하고 있옴온 말할 것도 없고， 대학
에서의 교양 독어 강화의 수강생률도 현저히 풀어돌고 있는 경향입니

다. 우리 독어독문학 분야에서 학부훌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격감하고 있는 추세여서 학문 후속째대의 존속마저도 걱
정스러율 지경입니다.

올론 이렇게 된 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당하게도 제2외국어
롤 제외시걱 버린 교육입안자를의 무지와 경솔 둥 여러 가지 외척인 요
인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률이 우리 자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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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로도 반성과 비판의 시션을 툴리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며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독어독문학온 어떤 궤척율 그려 여기까지 왔으며， 혹시 궤도 수
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일

련의 질문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는 한 가지 물옵온 “홈일학
쪽으로의 궤도수정온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삼 “독일학연구”훌 재검검하려고 한다면，
쩍어도 그 목적의 일부는 우리 학푼이 당변하고 있는 이러한 현째 상황
과도 판계가 있을 듯 싶습니다.

2
주지하다 시피 우리나라의 외국어문학과는 경성재대의 〈영어명문학
과>， <독어독문학파〉 퉁의 모형애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외국푼학용 언어학과 문학 연구
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기이한 판념에 ‘사로잡혀 ‘순수언어이론주의’와 ‘순
문예주의’ 전통 "JJ 이 왜리박히게 되었습니다. 각 외국어폼학과에서는 이

롤태면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인생판 또는 째계판율 탐구하느라고 “외국
어 회화나 작문에 되도록 척온 시간율 할얘하는"2) 판행이 생겼고， 학생

률도 회화나 작푼에 열중하는 태도훌 비천하게 여기거나 적어도 소흩히
하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60년대말까지만 해도 작가와

문학작품올 배출한 역사적

지리적

사회객 환경애) 대한 탐구마저도 부

질없는 관심 정도로 펌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테나 카프카에 대한 논문올 쓰고 학부나 대학원율 훌업한

사람조차도 독일의 역사나 독일사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비체계척으로
습득한 단편적인 지식만 지니고 있을 뽕， 독일이나 독일푼화에 대한 통
합적인 지식올 갖추지는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1) 후뼈燮: 지역연구로서의 훈학연구 - 푸슨 뭉채가 있는가? 미국연구훌 하나
의 사혜로 하여， 실린 곳: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파
파제 09961
2) 같온 곳.

11. 8-9) ,

10연 훈량외 독립 려포트， 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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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활

3
물흔， 우리는 가난과 사회의 몰이해라는 어 려운 여건 하에서 한국의

독어독문학을 지켜오산 선학(先學)들의 노고률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독일의 사인 작가들에 대한 그분들의 연구와 강의훌 통해 우리 독문학

도들이 - 비록 현실 잭용력온 약하지만 -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인문성

율 갖춘 교양인， 또는 공동채훌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우리사회의 인재
들로 성장할 수 있었옴올 망각해서도 안될 것업니다.
그러나 실용성과 가셔적 엽적올 최선의 잣대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 자긍심을 지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성취률 이루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성직자의 신념과 교행만큼이나 득달하기 어려운 수련이며， 더구나
우리의 후진들에게 이한 수도자척 자세훌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도 계속 이런 고행의 걸융 걸어가도륙 권유한다는 것온 작금에 이르러
서는 자암한 노릇이 되어 버련 듯합니다.

종래의 어문학(Philok쟁ie) 중심의 교육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에 그 큰 원인이 있지 않용가 싶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문학
작품과 문얘학 이론율 혐률여 수용하고 애써 소화해서 학생률에게 가르
칠 때， 이와같이 고차휠척

작품들과 수입된 이론이 우리 학생률얘게는

현실과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률여질 위험온 항상 있어왔고 지금

도 상존한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외국독문학 Auslandsgermanistik>
올 아주 그 명칭까지도 바꾸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의 독문
학

Germani stik in

ar뼈~sprachigen Ländern und Kulturen>3)으로 고

쳐불러야 한다는 논악가 나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학문적

요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땅에서 나
온 최신 작품들과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이흔들율 수입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수입하느라고 시간과 노력만 들었지 우
3) Vg l. G페nter Blamberger u. G빼뼈 Ne바ter(Hrsgg.): Reformdiskussion

und curriculare Entwicklung in der Germanistik. Dokumentation der
Intemationalen Gennanistentagung des DAAD, 24. - 28. M려 1잊l5，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Kassel, S. 5(Vorwort der Herausg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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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학생들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현장감율 느낄 수 있올 것이며， 얼마
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독얼인온 [우리
에게] 누구인가?" “독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4) 라는 질문부터 쩨기하
고 거기에 대한 보다 현실쩍인 대답에서 출발하는 것이 독어독문학율

한국 학생들에게 보다 흥미있고 매력척요로 만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까합니다.
물론 우리는 괴태와 카프카롤 완전히 포기할 휠요는 없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종래의 강의흩 계속 해나가는 한편， 이제 우리 독어혹문학도

우선은 학생률의 장래 생활 또는 작업파 연판될 법한 새로운 교양 및
전공 강의들율 개발해 나갈 필요성은 었다는 말씀입니다. 톡훈학에 총
사하고 있는 우리돌온 강의과목과 교육현장에서 큰 융흉생융 발휘하여
요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얘 부용해 냐갈 수 있는 태세훌 갖추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톡일생활에 적합한 행풍양식 >5)융 가르쳐 주
는 〈행동지향적 독일어>6)훌 가르치는 프로그램융 개발한다돈가 중급
독얼어 강좌롤 “독일어로 얽어보는 고전옴악가률의 생얘

‘독일어로 얽

는 민족주의의 영팡파 참상” ‘흉독 전후사정 원강” 동 학째객 관섬훌
꿀 수 있는 강의률로 개발해 나간다든가， 우리말로 강의하는 전풍과목
으로 “리얼리즘， 그리고 후차치와 브래히트외 입장 차이” 따뀌톨 깨셜혜
서 타과 교과옥과의 연계률 맺으려는 노력 퉁이 그것입니다.
그렬 때에만 우리 독어독문학용

다론 분야률과의 경쟁에서 쌀아남융

것이며， 학제적 협력이 가능한 전꽁 또는 부전공으로서 대학애서 사랑

4)

聊相俊: 미국학의 이륜과 실쩌， 실련 곳: 셔율대 지역종합연구소: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째(1앉뤘 11. 8'"'9), 8연 분량의 혹립 리포트， 1 연: “미국
학은 무엇보다도 ‘미국인용 누구인가?’ 포는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미국학용 학제척인 연구의 한
분야이다

5) Vgl. Ma앓ko Sugi떠띠: Refom녕iskussionen der Deuts하tdi없kti.k in Ja뼈n，
in: Günter Blam밟-ger u. 않껴l뼈 Neuner{바'Sgg，l: Refon벼i하russion ur찌
curricul따e Entwickl비핑 in der Gennanis디k.
Dokum윈ltation der
lntemationalen Gemlanistentagung des DAAD, 24. - 28. Mai 1잊휠，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Kassel, S , 215-228, hier: S. 강7:
,,z ielkulturadäquate Han배ungsmuster“.
6) Vg l. 앙찌a.: ..die Handlur핑S뼈윈1디erte Landesk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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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삼환

받율 수 었울 것입나다.

4
미 래의 한국 독일학온f 우리 독어독문학도들이 독일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독일어롤 잘 구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독일학의 연구 대상인

독일어권의 문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폼에， 자연히 우리들
톡문학도들의 주된 몫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독일학 쪽에 기대면서 우리 자신의 역량을 보완· 확충해 나가는 데에
아마도 우리 독어독문학의 활로와 미래가 있지 않올까 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우학가 다갈이 지혜훌 모아 의견융 모으고 진지하
게 토의해 보려는 까닭핵 바로 여기에 었습니다.

사실 우리 독문학도들이 끊임없이 불행을 딛고 살아온 것온 비단 어
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풋 합니다. 우리들온 항상 고난 속에서 끈질기

게 견디며 활로률 모색빼 온 학문적 내력과 전통율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과 지혜훌 합해 오늘의 역경옳 지혜륨게 혜쳐나가십시
다. 불행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져서 마침내는 대수롭잖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표 었습니다. 앞으로 있율 독일학연구 모임에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성원율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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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톡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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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얘 대한 토론

황윤석: 발제문에서 기본 방향은 드러나고 있으나 독일학을 어떻게 수

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척으로 진행시킬 펼요가 있다
고 생각됩니다.

신빼호: 모대학에서 독어독문학과률 독일학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
었으나 관련 학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독일의 역사 철학 경제 동을 독일학과에서 수용
할 경우 관련학과뜰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황윤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학제적 통합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

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안에서 독일학올 수용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순수 어문학에 지역학이나 실용적인

측면올 도입할 경우 그 한계선을 어떻게 그올 것이냐 라는 문제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학을 도입할 때 독일사나 독
일 경제를 전공자처렴 강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독어독문학의
범위롤 넓히고자 하는 데 중점올 두어야겠지요. 따라서 강화률 “독일

역사”나 “독일

철학”이란 명칭으로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독문학자나 독문학도가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
까지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올 것입니다.
신빼호: 독문학의 배경으로서 독일의

역사나 철학 또는 경제 둥을 알

필요가 있기는 있지요.

안삼환: 한국의 독문학도들은 독일의 역사학， 경제학， 철학， 그리고 우리
의 국문학과도 밀접한 관련올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유관

영역올 침범할 수는 없지요. 제가 발제문에서 언급한 “행동지향적 독
일 연구

die

handlungsorientieπe Landes뻐nde" 란 학생들에게 텍스트

(일례로 독일인들의 약속 관습에 관한)를 준 다음 그 상황에 맞지 않
는 행동올 지적하여 문화의 차이점까지도 부각시키는 식의 독일어
학습법올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로 유학올 갈 학생들에게는 독일

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올 가르쳐야 할 것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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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야나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어 강화에
서는 독일의

음악이나 옴악가와 1 관련된 핵스트률 다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독문학자가 옴대 교수가 될 필요는 없지요. 독일
학을 수용하여 옴악 전문가나 독일 역사학자률 양성하자는 것이 아

니라， 다른 학문과의 거리률 좁히는 동시에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황윤석: 그 논의는 주로 교양 독일어롤 수강할 학부학생들올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공학생이 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
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 흥성광， 황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