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얼 학과 관련 학문의 사례 분석 

최용영(서울대 강사) 

1. 독일학 및 판련학문 

현재 인문학의 전반적인 위기에 대한 많온 논의가 천개되고 있으며 독 

일학은 외국어문학 학과들의 교과과정 개편과 인문학척， 문화학척 확장의 

맥락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었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도 1997 

년 1학기부터 “독일학개셀”이라는 강의가 개껄되었고 학생롤의 호용도 높 

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강의 및 연구의 필요성온 여러 차례 역썰되었 

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척， 체계적인 논의훌 찾아 

보기 힘들다.1> 독일학이란 과연 무엇이며， 무엇율 그 내용으로 삼는가， 

(수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퉁 많온 근본척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독일학에 대한 본격척인 학술논의라기보다는 독일학재껄 강 

의준비률 위해 조사한 자료률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몇몇 사혜를율 훈석 

하고， 독일학 논의의 시작과 학문의 융팍율 잡기 위한 기초자료훌 제공하 

는데 그 목척이 있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결과， 독일학이라는 학문의 이 

름아래 행해지는 연구의 폭이 대단히 넓어 거의 공통분모훌 찾기가 힘돌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는 서로 판련이 없어 보일 청도로 상이하 

고 많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에서도 독일학이 

라는 학문이 대두되었던 시기나 사회에 따라 그 학문이 어떤 의미훌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혜답이라는 공통척인 줄기훌 찾융 수 있었다. 독일학파 

1) 김용민: 학부제하의 독어독문학. 현황분석과 대안모색， in: 한국 톡어톡문학 
회 1996년 가율 정기학술벌표대회 간행물， 많쪽/반성완: 한국 톡어독문학외 
새로운 방향 모색， in: 갈용 곳， 1쪽/양도원: 교육개혁과 톡일어 교육의 전망， 
in: 같온 곳， 4쪽/이원양: 천환기의 독어독품학. 각국의 개혁모웰과 한국 독 
어독문학의 개혁방향 모색， in: 같온 곳， 8쪽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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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학파훌의 사혜톨 모아 다용에서는 독알에서의 독일학， 제3국 (여 

기애서는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독일학，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에서의 

지역학， 독일에서의 외국학， 중국학， 일본학， 미국학 퉁으로 나누어 살펴보 

기로 하겠다. 

11. “독일학”과 관련 학과의 역사 

독일학은 어떤 학문이며 주요 주제 및 내용은 무엇인가? 다옴에서는 

관련 학문들의 역사적 예를 통하여 어떤 내용이 독일학의 주요내용으로 

이제까지 다루어져 왔는가롤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학 관련 학문은 명칭부 

터 다양하다. 우선 “[빼밟llandforschung"， “I~utsc삐빼따:tde"， “뻐1잉대뻐I빼 

“KuJtur뻐nde"， “R맹ionalwissensch삶ten Deu잉C비ands"， “〔놈mlan Stu벼es"， 

’‘Lar빼S뻐뼈 “때nderkunde" 퉁올 들 수 있다. 이들 개념들은 때로는 차별 

적인 개념으로 때로는 동의적인 개념으로 쓰이지만 이미 명청에서 각각 

의 방향과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생성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고대부터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사랍들에 대한 지식을 모아놓는 지리 

학식 내지는 여행기록식의 지역학은 계속 있어왔다. 독일의 지역학올 17 

세기， 18세기부터 고찰해 본다면， 이때는 대부분 지리학이나 통계학 퉁이 

주류를 이루었다.2) 19세기초부터 “독일적 본성 Deutschheit'’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학문(이론)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각 인종의 특정에 기반한 

세계관， 민족관올 정립하는 것이 주종올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한편에서 

는 인문주의적 전통 하에서， 시대적 조류률 따르는 실용적 학문에 대한 

격하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중반의 경제 및 

산업부흉기를 거치면서 세기말에는 외국연구 Auslandssturuen와 이에 대용 

한 자국연구인 독일연구 Deutschkunde가 활기률 띠었다. 이러한 학문툴온 

대부분 국가 이익 및 식민지 정책과 판련되어 있었으며 이것온 범유렵적 

2) V gl., D. Briesen엠S따， 대빼~unde - K비turkunde - Ausl뼈skur빼 Historischer 
Rückblick und tenninol앵is다1er Überblick, in: H. we밟(hrsg.)， Landeskunde im 
Fremd- sprachenunterncht Kultur und Kommunikation als didaktisches 
Konzept, München l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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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서구유럽이외의 국가애 대한 연구훌 담당하는 학 

과는 대학에 설치되었지만 대부분 “상인， 기술자， 행정관리를에게 외국에 

대한 지식이라는 유용한 구명조끼훌 제공하는 것”이 목척이었고， 제공되 

었던 것도 진정한 “학문이 아닌 학문율 단지 이용만 하는 수많온 학문률 

의 부분결과돌이 모인 모자이크상”이었다，3) 서유럽국가률에 대한 학문이 

대부분 어문학에 기반올 두고 개별적인 사례훌 연구한 반면， 이러한 지역 

학은 “(자신보다) 열퉁한” 국가나 사람툴에 대한 총체적 지식올 다루는 학 

문적인 성격이 낮은 연구였다. 독일의 일본학이나 중국학 풍의 학과는 이 

러한 사회적， 국가척 관심과 밀접하게 연판되어 이 시기에 많이 셜치되었 

다. 그러나 이들은 곧 지나치게 목적지향객이고 학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올 받게되고， 이는 명칭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목표나 내용， 방법론의 

정의도 없었고 괄목할 정도로 개선된 연구철과률 내지도 봇하였던 외국 

학 Auslandswissenschaft u. Auslandsforschung 풍에서도 마찬가지였다.4) 20 

세기에 들어와서 바이마르공확국 시기에 문화학 KuJturkunde은 전성기롤 

맞이하는데 이때 목표는 문헌학적으로 기반올 다진 내면양식에 대한 학 

문， 본질학 philologisch unterbaute Seelenstil- und Wesenskunde야었다. 이어 

지는 국가사회주의시대에는 독일의 도덕적， 문화척 우위에 대한 신화를 

반복하고， 다른 서구문화를 회폐척이고 저속한 것으로 강조합으로써 문화 

를 이데올로기의 담지자로 격하시켰다. 이러한 특정문화의 우위률 강조하 

는 문화학은 본질론으로 악용되었고 국가사회주의의 선전목적에 종속되 

고 말아 결국 반지성적인 학문이라는 불신올 낳았다. 이러한 지역학， 문화 

학， 외국학간의 얽히고 설힌 관계는 독일학(혹은 지역학이나 문화학)의 내 

용을 역사적 사례로부터 통일적으로 유추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 기능주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외국어 교육의 한 기풍으 

로서의 지역학은 19세기 이래로 계속 지속되어왔다. 

111. 관련 학문의 사례 

3) . Ebd., S. 171. 
4) 정치 경재척 목척에 종속된 학푼의 다룡 예로는 2차세계대전중애 행해진 

미국의 Area Studies라는 척국의 사정을 다루는 연구를 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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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지적쳐럽 독일학 자체가 굴곡이 심한 역사톨 겪어왔고， 명빽한 학 

문상의 기반이나 판련학문과의 붙명한 판계가 갱립되지 않었기 때문에 

학푼의 내용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5) 그 외에도 도대체 흉일된 독일상， 

혹용 객판척인 독일 푼화가 존채하며 그 기슐이 가능한가라는 물융용 항 

시 부정척인 답변으로 일판해용으로써 흥얼된 독일학의 내용 및 주쩨훌 

찾기률 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 실용척 측면에서 살펴불 때에도 독일학용 

학과명이나 단일교과목명으로 혹온 DaF논의 내에서 많온 편차톨 가지고 

사용된다. 상호문화척인 interk버turell 수용자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독일학 

의 내용의 편차가 더욱 더 커질 수밖애 없옵용 자명해진다. 그럽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독일학의 모탤이 훨만한 몇몇 긍정척인 모웰율 살펴보자. 

3.1. 문화연구로서의 독일학 

독일내의 기존의 독어독품학과의 커리풀럽변화와 더불어 독일확이 자 

주 거론되고있다. 한 편에서는 사회의 제반 상황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어 

문학과 및 인문학폴외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반면， 다롱 한편에서는 현 

대사회에 더욱 더 필요한 기본적인 지(성)적 능혁이 바로 전반척인 인문 

학적 소양임이 강조된다. 즉， 사회의 지도자률이 필요로 하는 실천척 리더 

쉽의 핵심자질로 인문학척인 소양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인문학쩍 소양올 

개발하면서 사회의 요구률 대학교육과정에 수용한 예가 바로 독일 파사 

우 Passau대학의 “언어， 경제 및 문화권 연구 Sprachen, Wirtschafts- und 

K비tuπ'aumstu며en” 과정이다.6) 이 과정온 1댔V91 겨울학기에 껄치되었으 

며 목표는 문화전문가 Diplom Kl띠turwirt의 양성에 있다. 모웰용 프랑스의 

‘Langues éstrangères appliquées’ [L.E.A.]이며， 그 차이는 독일모웰이 해당 

언어권의 문화연구 및 문화교류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데 었다. 이 학과는 

5) 이에 대한 비판은 S. Schmidt, Was ist 밟i der Sel빼tion landesku때lichen 
Wissens zu beriicksichtigen?, in: A Wierlacher<hrsgJ, Frer며sprache Deutsch. 
Grundlagen und Verfahren als Fremdsprachenphilologie, &J. 1., München l æD, 
S. 째-았깨 참고. 

6) Vgl., K. Dirscherl, KuIturraumstudien in Deutschland - das Passauer Modell 
des Diplomkulturwirts, in: Reformdiskussion und curricuJare Ent뼈cklung in der 
Germanistik, Bonn 1廳" S.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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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취지로서 인문과학도의 열악한 취업상황파 갱체의 국제화와 이에 따 

른 새로운 교육 요구(실무와 국제감각 배양)훌 분명히하고 었으며 기존의 

일반척인 문학， 어학위주의 교과내용을 문화위주로 바꾼 대표척인 모텔이 

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지도충이 갖추어야 할 자질흘 인문학척 

소양， 문화의 지식， 다국 언어 구사력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보편척 소양 

을 길러주고자 한다. 수업과정올 살펴보면 세 분야로 나뉘는데 

- 용용 외국어:11개국어 중 태2 

- 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산학의 기본지식 

- 6개의 문화권 중 선택， 심화 연구: 역사， 륙정 문화권의 사회 · 정치구 

조， 문학， 예술， 인문지리， 독일과 톡정 문화권파의 상호관계이다. 

이 학과는 현재 학교와 사회 모두의 높온 관심을 받고 있고 학생들의 

지원율， 취업용， 호용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통합학문적 측면을 강조한 다른 예로 프랑스의 “독일문명학 

Etudes de la civilisation allemande"올 들 수 었다.1) 이 문화학지향의 지 역 

학은 1왜년 파리 m대학의 독일연구소 Institut d’All많때ld에 셀치되었는데 

문학이 아닌 문명civilisation을 중심주제로 내세우며 독일어 구사가 가능한 

역사학자， 정치학자， 예술사학자 퉁이 독어독문학자와 같이 수업에 참여 

한다.H) 1, 2학년에서는 네명의 교수가 각 학문분과의 시각에서 각 시대률 

조명해주며， 3, 4학년에서는 언어학， 문학， 사회학， 미술사 중 선태하여 심화 

학습한다. 이 때에도 여러 문화률 관통하는 공통적 주제 때ns뻐ltu때le 

Univer잃lth많1en와 특수한 문화주제 S없ifi앙le 뻐m며len1en률 매개시켜 가르 

친다. 독일과 프랑스는 문화자체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문화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다롤 수 있다. 

이와 성격율 달리하여 문화비판적인 성격율 띠며 문화비판이론에 치중 

하는 예로 미국의 “독일연구 Gennan studies"률 들 수 있는데 이는 학문의 

수준과 성격상 주로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고 있으며 전통척인 경천위주 

7) Vgl. A. Rar띠n: Landeskunde im Rahmen interkultureller G하manistik， in: Info 
DaF09t엠)， H.2, 06.Jg), S. 231. 

8) 이때 문명은 독일식의 품화와 문명간의 환명한 분리톨 전재하고 있지 않는 
프랑스의 문명개념이다. 측 문명온 “추어진 역사척 순간에 한 사회톨 혹정 
짓는 모든 요소”훌 못한다. Vgl., e벼.， S.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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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굽문화에서 탈피하여 폼화이롤에 치중하고 있고， 성공척인 중심대학 

으로 Hav뼈， Berl떼ey， Georgetown 대학 풍율 폴 수 있다.9) 내용온 주로 

독일 및 독일문화가 현대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이며， 새로운 주판성의 문 

학이나， 먼족 정체감의 형생， 이민자똘의 문화전수， 건축에 용용된 신역사 

주의， 베훌린 장벽이후의 독얼사， 동질화의 수사학와 다문화의 담론 퉁이 

주요 주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의 학과과정률온 새로운 학과 

나 과정을 얼치하며 기존의 문학， 어학 위주의 교과내용을 주로 문화 내 

지는 문화이론 위주로 바꾸고 있으며， 이때 독일이나 독일문확가 각기 자 

기나라에 어떠한 의미과 시의성올 갖고 있는가에 중점율 둔다는 꽁통점 

이 엿보인다. 우리 나라의 독일학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예 

률 참고하여 우리에게 독일， 독일인， 독일문화가 어떤 의미률 줄 수 있는 

가훌 고려하여 우리의 독일학의 내용과 주제롤 찾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 

다. 

3.2. 외국어 수업과 판련펀 지역학: “외국어로서의 쭉월어 DaF’ 
내 의 지 역 학 La때esku때e 

DaF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지역학융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 

“낯선 문화의 의사소통상황율 윷바르게 해석하고 신중한 교섭의 과 

정에서 주체적으로 대용하기 위하여 의사소흉의 언어외척 조건， 규칙체 

계， 전제 지 식들울 주로 다루는 것 떠뼈해uncle ist die Bosc뼈뼈밍ng mit 
den p피펴r 띠cht뼈때피ichen BE빼ngungen， Reg，밍W하ren， uncl 뼈S때따lierten 

Wis쩌lSbes때I빼1 VI때 Kommu띠katiα1없， 빼 in 때1eI' frerr빼1 ~띠t따 

kommr뻐ative zu잃rnmenh없1ge richtig zu 따uten und sich 않Ibst in 잉nem 
Proze6 des vorsichtigen "AushandeJns“ zu verhaJten10)" 

9) Vg l., H. C. Seeba German Studies in Arr빼ka. Ein interdiszipJinäres und 
interkulturelles M따ell der K띠tuπheorie， in: Reformdiskussion und 떼껴C비% 

Entwicklung in 뼈 Germa띠stik， Bonn 1!R), S. 'l1ff. 
10) D. 뻐mÌng， 낭I빼S뻐1de aJs 까lema des Deutschunterrichts - fä마빼밟뺑f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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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상호문화 수행능력 interl때turelle Kompetenz이며 실용객이며 비 

고정적 생격올 갖고 있다. 내용온 주로 일상문화롤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언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율 갖고 있으며，lI) 무엇보다도 장첨온 교수법에 

대한 많온 경협과 기술이 촉척되어었다. 분화교휴척 독어독문학 

interkulturelle Gennanistik의 하위 단계로 보는 청우도 었다.12) 

3.3. 톡일예서의 외국학: 중국학， 일본학， 북미학: Bonn대학의 예 

한국에서의 독일학을 위하여 독일애서 파연 외국학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롤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본 Bonn대학의 예훌 보자면 중국학 

Sinologie과 일본학 Japanologie은 학과과정으로는 Magister과쟁으로 개썰되 

어있으며， αplom과정인 중국어 C바lesisch， 일본어 Ja따lÏ따1학과와는 별도 

의 과정이다13). 강의내용온 각 학과의 교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강의자 의 

존척인 성격이 짙다. 1뼈년부터 1004년까지의 커리률럼율 보면 중국학온 

인문과학적 성격이 강하고， 일본학은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하며 미국학온 

통합학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과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륙징은， “중국문학사 L II, m"이나 “중 
국의 고전적 은유 및 현대의 은유 “중국의 구어사와 문어사 “소셀 홈루 

몽 “과거와 현재. 중국 단편소껄의 모티브들 “중국 미학의 근본특정” 

동의 어학이나 문학의 심도 갚은 강의쁨만 아니라 “신유교의 제반 시각 

들 “거시 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중국의 역사적 발전 “1949년까지의 독

중관계 “중국사회에서의 부끄러옴파 수치” 둥의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강의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간에 대한 중국과 서양의 사상” “인간의 심성에 대한 중국인의 

und/αkπ fachspezifisch?, in: Info DaF 22, 60됐)， S. 짧 
11) Vg l., ABCD-Thesen zur Rolle der Landeskunde im Deutschuntenicht, in: 

Fremdsprache Deutsch (990), H. 3, S. 60 
12) V gl., A Ramin, Landeskunde im R빼men interkultureller G하manistik， in: Info 

D앞 16, H.2, (989), S. 231. 
13) 1쨌년 여름학기부터 1뼈년 여룡학기까지의 Bonn대학의 수강편랍Vorlesungs

verzeichnis을 참조하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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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현대중국분화비명 1, ll"같은 학제척 성격을 띤 강의돌이 상당수 었 

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중세초기의 자연 경제와 사회 

“문화사 콜로크비용. 멀티 미디어 “일본의 청소년 “일본에서의 사회적 

성 Gender에 대한 논제들 “일본문화이론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단초둘” 

퉁이 특색있는 학과목들이다. 어문학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강의제공온 

n 단락에서 언급된 학과 개설취지와도 무관하지 않올 것이다. 또한 이는 
일본이나 중국용 썰명하는 메타답론을 소개하려는 학과의 목표와， 보풍 2 
개의 부전공올 통하여 학제간 교육을 받아 이러한 요구률 감당할 수 있는 

교수친의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경우 독어독문학과에서 독일학강의를 제공할 때 기존의 독어독 

문화과의 인력이 완전히 새로운 계속교육， 재교육을 받거나 대부훈 다른 

분야의 연구인력(내지는 이률과 공동으로)이 이훌 담당해야하지 않율까하 

는 우려가 있는데， 위의 중국학의 예에서처럽 기존의 연구인력을 활용하 

여 어문학분야에서 쌓은 기반지식올 바탕으로 문화 및 문화이론으로 영 

역을 확장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현성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올 것이 

다. 

또한 관심있는 학과로서 “북미지역학 Regiona1wissenscha때1 No며때빼as" 

올 들 수 있는데 19.x)/91 겨울학기에 영어영문학과 Anglis바‘와는 별도로 셜 

치되었고， 여러 학과(역사， 경제사，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신학 

(신교)， 미술사， 문학， 어학， 책임자는 문학의 Hönnighausen)의 교수들이 공 

동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해에 걸친 수정， 변형 끝에 1993년부 

터 고정된 1년과정의 학제칸 교과목들은 

- 93학년 여륨학기 협동파정 1 (학부과정) 
}-3주: 역사 

4-5주: 경제/미국 

6-7주: 법학 

8-10주: 인류학 

11-}2주: 교회사 

- SS 93 협동과정 11 (석사과정) 



1-6주: 법학 

7-9주: 교회사 

10-12주: 얘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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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흥미있는 과목으로는 미국의 역사， 사회， 문화률 설명할 때 관 

건이 되는 교회사라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이들 과목 뿐만 아니라 판련학 

과들의 학과목들올 수강하게 되는데 이 과목들은 북미지역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고 각 관련 학과에 자체적으로 개설한 과목이며 이률 수 

강하면 전공으로 인정을 받게된다. 한 예로 1993년의 여름학기 강의돌을 

살펴보면， 

a. 문학 및 어학: “1뻐년대의 미국 영화， 문학， 사회현실” 
b 정치학: “현대 국제 정치의 문제 “정당체채의 비교 “독미판계 
“미국헌법에 나타난 유럽 사상의 기본 조류 “언어가 정치에 미 
치는 역할， 미국과 독일의 예 “유럽의 변화， 새로운 안보체제 및 

NATO 기능의 확장” 
c 경제학: “경제학연습 “미국 관련 경영학” 
d. 문화인류학. “인디언의 언어예술” 
e. 교회사: “파울 레만， 기독학과 정치학” 
f 지리학: “미국의 사람과 사회지리” 
g 미술학: “로탱에서 피카소， 헨리 무어까지.20세기의 조각 

“Buddensiegs Hit-Parade", “라인란트 주 박물판의 20세기의 조형 
몰률 “종이위의 개념률 “유럽과 미국의 역사 파노라마와 풍경 

파노라마” 

이들 과목들은 상당히 높용 수준의 세분화된 교과목돌입올 알 수 있으 

며，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IV. 우리 나라의 독일학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학 및 관련 학문의 명칭하에 수행되는 

학문들의 편차는 매우 크다. 그러나 공통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각자 나 

룸대로 사회적 역사적 조건하에서 이 학문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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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답이라는 성격이 질용 것이다. 19， 20세기에 독일에서 많이 셜치된 

외국학강의들도 이데융로기척으로 악용되었다든지 제국주의적 이익에 종 

속되어 학문의 독립성이 혜쳐졌다든지의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학 관련 강의들이 지나치게 사회의 실용성 위주의 조류롤 쫓거나 학 

부재라는 새로운 주변여건하에서 학생들의 기호위주로 셀강되어 학문성 

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일학 

관련학문논의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문학의 위기논의와 밀접하게 맞 

몰려 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우려률 불식할 새로 

운 학푼의 내용율 척극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그 방향을 일관 

되게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화가 주내용이 되더라도 문화사위주든， 

예술에 주력하든， 고급문화이론이든， 일상문화와 그 의미해석이나 아니변 

인문져리학적 지리사정연구든지 그 주안캠온 각 강의 제반여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고， 판련과목률이 여러 파목이 개껄훨 청우에는 세분 

화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14) 앞서의 사례분석에서도 보듯이 독일학 및 판 

련학문들은 교육이 행해지는 시대， 학교， 학생， 사회， 나라얘 따라 각기 다 

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각 학교나 강의 배청 풍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강의들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한 상이한 강의들이 개셜 

되는 가운데 주왼 흐롬이나 자주 거론되는 테마가 점차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강의롤 독일학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가의 한 예훌 학생 

들의 입장에서 살며보자. 대부분 관련 과목들이 1학년이나 일반교양으로 

설치되는 것과 달리 서울대의 “독일학개껄”온 4학년 전공션태파목으로 개 

설되었다. 학기초와 학기발에 수강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셜문조사률 실 

시하였는데， 학생들은 이 파목에 상당한 관심 및 열의률 나타내었옴을 알 

수 있었다. 강의훌 듣게된 동기률 묻는 질문에도 독어독문학과가 주로 제 

공하는 어문학위주의 기폰의 강의와 다른 새로운 강의라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이 과목이 독일이나 독일인에 관한 포괄적인 주제롤 

14) 여기에서는 주로 독립된 강의로서의 독일학이 이야기되지만 기존의 독어독 
문학과의 문학 및 어학강좌률의 독일학적인 확장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할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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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때문에라서， 자신률이 이제까지 배운 독어독분학의 기반문화 내지 

는 관련문화훌 알고 싶어서， 독일과 독일인훌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서라는 대답도 있었다. 독어독문학파 4학년 대상의 강의이기 때문에 학생 

돌이 독일어 해독이 가능하였고 실용독일어롤 읽는다는 부차적 목표도 

거두기 위하여 교째는 강의자가 직접 독일어로 제작 배부하였다. 강의는 

전반기 113은 문화사위주로， 나머지는 현대 사회와 문화의 주요이슈훌 택 

하여 진행하였다. 원래의 계획은 거의 반반정도의 비율로 계획하였으나 

학생들의 현대애 관한 집중된 관심과 발표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여준 주제로는 “세기말의 새로운 사상척 

조류 “국가사회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한계 “바우하우스와 독일 현대건 

축 “독일통일 “유럽통합 “환경문제 “여성문제， 여성문학 “독일의 촉 

제” 동을 들 수 있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독일학 교재도 드물었고 참고 

할 만한 강의 예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척지 않용 강의준비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내 부족한 점과 보완 첨올 강의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있었던 설문조사에서는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앞으로의 강의를 위한 지적은 이러한 강의가 계속 개발되어야한다， 넓온 

영역을 다루는 것보다 특정 주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다， 역 

사적 순서에 따른 진행 Diachronie보다는 동시대의 현대 Synchronie에 중 

점올 두는 강의 방식이 더 좋다 둥이 나왔다. 강의자 개인으로서는 독일 

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정보의 선돼， 선별문제가 대두될 때 - 강의에 따 

라 다르겠지만 - 개별적인 사례이면서도 그 속에서 보편척인 혹윤 일반적 

인 주제를 섬도있게 다룰 수 있는 특수한 주제 das Besond쨌의 개발이 시 

급함올 경험하였다. 

v. 마치면서 

독일학 관련 학과의 자료률을 조사 분석하면서 드러난 문제점틀을 지 

적함으로써 이 글올 마치고자 한다. 독일학이나 지역학이나 학문으로 정 

립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와 토론이 필요함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하여 정의， 내용， 방법론， 교수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독일학은 필연적으로 학제간 연구가 될 텐데 이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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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과 관련 학문과의 판련융 어떻계 정립하여야 할지 진지하재 논의하 

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독얼이외의 오 

스트리아 및 스위스 연구같은 독일어권 사회와 문화연구도 독일학 연구 

에 포함되어야 활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독어독분학계의 사정율 

감안한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재교육도 고려외 대상이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각 대학마다 많이 껄치되고있는 강화들의 일반척인 기초자료로 

쓰일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대두된다. 강의자 개인으로서는 이 모든 분야 

률 포괄하는 강의준버를 하는 것이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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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예 대환 토론 

안삼환: 독일의 독일학보다는 우리외 시각으로 보는 독일학율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입니다. 

황율석: 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쩍인 개혁이 실행되기 천에 두 모웰옳 우 

리의 현실에 척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선 우리 

학파 안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환: 근본쩍인 교육 개혁온 독문학자외 작업 법주톨 넘는 것이지만， 

최선생이 발표하신 파사우 대학의 예는 우리의 방향 정립에 많온 도움 

이 되는 사혜임에 톨림없습니다. 

황융석:6변에 챔후되어 있는 강의시안온 좋온 전법이 훨 수 었다고 봅니 

다. 

안삼환: 동감입니다. 우리 학과에 자료로서 비치하여 다른 분률도 참고할 

수 있도륙 하십시다. 

고 훨: 대학원 학생폴의 논문 지도톨 할 때 ‘독일학’ 개념율 도입할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식의 논문율 모방하기보다는 우리의 시각율 정 

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논분지도의 방식율 개선 

할 필요가 있지 않율까요? 

안삼환: 이롤태면 “카프카 문학의 국제성”이라는 주째를 택한다면 논문 

지도가 가농하겠지만 “바로크 문학과 바로크 옴악” 이라는 논문을 우 

리 학과에서 지도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올 것입니다. 

고 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그 정입니다. 학생이 논문 주재톨 

선정할 때부터 교수의 지도훌 받아야할 것입니다. 

황윤석: 좋은 의견입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톨 들어 “표현주의 문 

학과 회화”라는 논문을 지도해야 할 경우， 문학 분야의 지식 뿔만 아니 

라 표현주의 회화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요구됩니다. 개인척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논문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었 

다는 말입니다. (타 학과 교수툴파 공동 지도톨 할 수 있는 동의) 제도 

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 현상태로는 지도 여건， 지도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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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종대: ‘독문학율 공부하고 사회로 진훌해 나가려는 사랍에게 어떻게 하 

여야 독문학이 매력적으로 보일까’라는 문제에 논의의 초챔율 맞추어 

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길을 선태한 대학원 학생롤율 논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일단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파사우 

대학애서 무엇율 가르치고 있느냐가 훈쩨가 아니라 우선 톱얼어롤 어 

떻게 가르칠 것이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1腦년 겨율 빈 Wien에 

서 체 험한 ‘수퍼 러 닝 Superleaming, Suggestopädie’ 학습법율 우리의 독 

일어 강의에 척용시킬 수 있지 않옳까 생각해 홉니다. 

안삼환: 독일인이 한국인에게 독일어홉 가르치는 방법과 폴란드인애께 독 

일어률 가르치는 방법온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말의 구조훌 모르는 

독일인이 한국인에게 독일어룰 가르치는 데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국인에게 독일어률 가르치는 일용 한국인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독어독문학의 활로 

률 모색하는 방향에서 독일학율 이용해야지 독일학 자체에 몰입활 필 

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션적인 대상은 학부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율 것입니다. 독일학온 우리 독문학도률에게는 

독어독문학 강의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 

가 목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용영: 우리가 파사우 대학의 모델율 살펴본 이유는 이 모웰융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 분야에 중점을 둔 독일학파로서 성공한 

사례률 참고하기 위합이었습니다. 독일학파의 강의는 얼마든지 언어나 

문화 퉁 다론 방향으로 잡율 수 있율 것입니다. 천영얘 교수님온 이미 

강의 시간에 문화 분야에 중점율 둔 독일학 개념울 도입하여 상당한 

성공융 거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톡일학온 ‘현대 미국에서 

독일온 어떤 의미률 지니는가’라는 문제훌 중첨척으로 다루고 있습니 

다. 텍스트 위주의 독문학이 아니라 문화 전반으로 강의 내용을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올 수집하고 소개하 

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가공할 펼요가 있율 것입니다. 

안삼환: 제가 미국의 독일학에 관한 글율 읽고 난 결론온 ‘미국인에게 독 

일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중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치즘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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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친 영향’을 이에 대한 예로 제시할 수 있율 것입니다. 따라서 궁 

극척으로는 한국에서의 독일학이란 ‘한국인에게 독일은 무엇이냐’라는 

물옴으로 귀결됩니다. 파사우 대학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니， 여기에서 문화라는 개념올 도입하자는 최선생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고 훤: 현재 “독일학 개셜” 강확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되 

었는데 이것은 좀 늦용 감이 었습니다. 이러한 강좌를 2학년이나 3학 

년 때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점이나 시간 

동 세부사항들온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시사독어’ 강좌를 발전시켜 

독일학 강좌롤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삼환: 저도 저학년에 ‘독일학 입문’ 강좌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재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황윤석: 좋은 의견입니다만 구체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웅이 었습니다. 

최근 새로 개설된 ‘독일 비문학 텍스트’ 강화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 방변에 쏠린 관심올 우리 독문과에서 어떻 

게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미에: 이 논의가 순수 독문학과 독일학율 병행시키자는 것인지 또는 순 

수 독문학올 독일학애 포함시키자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 

을까요? 

황윤석: 어느 한 쪽율 선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수용하여야 합니다. 학부 학생들에게 독일 문화 전반에 판한 소양을 

쌓도록 하여， 계속해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할 학생들에게는 독어독문학 

의 기초를 확대시켜주고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율 학생률에게는 다른 

길에서 그 지식이 소용이 되도록 해야 겠지요. 기폰의 순수 독문학에 

만 머물지 말고 문화 전반애 걸쳐 강의의 범위훌 넓혀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안삼환: 동감입니다. 기존의 학습방식을 신세대에게 계속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렇다고 괴테나 카프카훌 포기활 수는 없는 노 

릇입니다. 따라서 현실율 수용하여 학문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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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구명철:DaF률 문학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지 않올까요? 독일의 종교 또 

는 종교행사률 이해하여야 작품 속에 나타난 부활절이나 사순철의 의 

미률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카프카의 작품율 얽율 때 당시 금 

융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지식이 었다면 작품올 더 잘 이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삼환: 독일 문화의 일부로서 독일의 종교 및 종교 행사훌 소개하자는 

의견은 매우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교양에도 도웅이 될 

뿔더러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휠 테니까요. 

정용환: 일본의 ‘유러피언 스터디’는 학제 통합율 하는 수 밖에는 다른 대 

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 

어독문학과 내에서의 변신율 꾀하여야지 근본적인 개혁율 해서 인척 

구성까지 바꾼다면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는 구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독일학용 이론에 치우쳐 작품 

에 수용된 경우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국과 독일외 문화률 비교하 

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율 수 있겠지만 제 견해로는 역사비교학척 

인 방법이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로서 민족척 동일성 비교， 분단 

과 통일의 과정 비교， 그리고 분단 문학 비교 연구， 일본파 독일의 과 

거극복 과정 비교， 히툴러， 괴테， 베토벤 둥 독일인의 상투형에 대한 

분석 퉁의 연구과제률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장회창: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독문학의 

위기니 인문학의 위기니 하면서 이런 논의훌 왜 하게 되었율까요? 영 

문과에서는 이러한 논의롤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 입 

안자들은 대개 미국 유학을 한 사람돌입니다. 이들의 무지와 경솔율 

탓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어독문학이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우리 독문학도를도 반성올 하고， 우리의 어려운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보다 척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흥성광， 황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