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학 수업의 경험 

전영애(서옳대) 

천교생 대상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었는 〈독일어권외 사회와 분화> 1996 

년 제2학기 수업훌 담당했었다. 수강생용 26개 학과 총 π명이었다. 실제 

정협율 기륙함으로써 독일학 수업에 대한 얼마 안 되는 경험과 부족한 자 

료나마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수업의 구성과 혹징융 간확히 척온 

다융I 강의 계획이 실제로 매주 어떻재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쓰고자 한다. 

혹기할 사항(*표 부분) 혹용 장캠(+표 부붐)이 었었거나， 률이켜 보건데 아 

쉬웠거나 소훌한 첨(-표 부분)이 있으면 덧불이고 끝으로 총합쩍인 자명과 

반성으로 맺융하고자 한다. 

1. 수업의 구성 

수업시간온 주당 재 시간으로 두 시간I 한 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두 시간쩌리 강의는 대체로 계획된 주제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매주의 

주제는 전체 강의계획의 톨 안에서 독일의 역샤 사회， 문화， 그리고 그 근 

간율 폭넓게 접하도확 잡았다. 크게는 역사의 흐륨과 연철시면서도1 각 역 

사척 시기마다 조금씩 중챔을 달려하여 주제에 대한 조감도 되게끔 하였 

다. 역사척 흐롬은 전체 주쩨외 배열에서 개판되고， 또 각 분야외 재판애 

서 되풀이하여 점검되게끔 하였다. 

한 시간짜리 수업은 주로 그 주의 신문(rFocus .. )에 실련 기사 혹온 그 

주의 주제와 연판된 독문의 글율 원었는데， 기사는 정치， 시사 기사에 국 

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흥미훌 유발활 수 있는 것옳 선헥하여， 언어 습득 

보다는 내용천달에 치중하였다. 두 시간 짜리 수업에 연결되면서도 그 주 

의 주제에 시사성과 현재 연결성옳 부여한다는 원칙으로 그때그때 택스 

트률 선별하였고， 수업 자체의 가변성이 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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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업의 톡징 

첫째， 교재가 없었다. 그 대신 학기말에 모든 학생이 학기중애 자신이 

만든 T나의 독일학」 교재훌 채본하여 째출케하였다. 한 학기 수강온， 

handout올 수합하고， 자신의 보고서률 모으고， 또 어떤 내용이든 수업과 

연관된 글들올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의 책율 만롤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수업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주제에 따라 수업진행자가 수업율 

진행하기도 하괴강의， 강독， 토론， 초청강연， 0매를 이용한 수업， 슐라이 

드 시사회， 영화 관랍 퉁)， 학생들 자신이 미리 제훌한 보고서훌 읽고 논 

명받는 것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강의내용에 따라서는 천원이 

Protokoll올 작성하기도 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한독관계에 판심율 갖게 하였다. 강의 기간 동안 학생 

들이 스스로 그룹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신문에 실린 독일 판련 기사률율 

꾸준히 스크랩하여 학기말에 한 권으로 묶도록 하였다. 상세한 정보훌 바 

탕으로 독일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한 외국문 

화롤 수용해야할지톨 학생돌 스스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했다. 강의 진 

행자는 학기말에 학생들이 째훌한 스크랩북에서 중요 기사훌 발혜하여 

다시 한 권으로 묶었다(1'독일사회의 이해.1996년 하반기 독일관련 기사모 

음J참조). 

넷째， 학생들이 적극 수업에 참여하고 성취감을 갖게 하였다. 학생률이 

만드는 자신의 ”책”파는 별도로， 강의진행자는 학생롤이 학기중에 제출한 

보고서들을 학기말에 주제별로 묶어(1'나의 독일사J， l'내가 원온 독일 문 

학』I T성서 이야기」I 『그리스 로마 신화 .. ) 책으로 제본하였다. 회망자에게 

는 판매도 하였다. 디자인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이 맡았으며， 각권의 편 

집은 자원한 학생파 강의 진행자가 의논하여 함께 하였다. 학생툴온 자신 

의 T나의 독일학 .. 1), i'독일관련 기사 모옴」과 함께 보흥 작게는 2권 많게 

1) 제본한 “책”의 제목온 각자 성향애 따라 r독일어권의 사회와 문화」， r나의 
독일문화 이해』에서부터 r독일에 대해 한 학기 공~하면 000 만큼 안다」 
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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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권의 스스로 만든 책율 학기말에 갖게 되었다. 거기에 중요가사 선집 

1권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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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강의 내용 및 진행 

첫주: 강의 안내 

첫 주는 한 시간 뿔이어서 간략한 강의 안내훌 한 다음 구체시 konkrete 

Poesie 6면(Eugen Gomringer: rWindJ1 rSchweigenJI Uwe Timm: rOrdnungJI 

Helmut Heißenbüt얻1: r negative Dialektik IJ/ negative 마매ektikII J )과 아주 명 

이한 언어로 반복되는 시 2편(맘때 Fried:마.e Maßn메rnen， Hurnorlos)을 읽 

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독일어에 친숙하도록， 독일어가 생소한 학생툴도 

적어도 발융 정도는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옴 셜명 도중에 아 

주 자연스럽게 누구나 아는 생일 축하노래률 독일어로 한 차례 부르는 일 

이 있었다. 택스트에 반복이 많애，，zurn Ge빼r빼g für dichjZurn 

Geburtstag für dichjZurn Gebu야S떠g alles Gu얻j AUes Gute für 며c삐 금방 

외울 수 있을 뿔더러 발옴 연습에 좋았다. 

l 차릎 1: 따1빼f tl따i낀schely끼빼ol1k짧ttJ 뻐옮ie，j 

* rα바\UngJ같은 시는 독일어훌 전혀 모르는 학생률도 시률 통하여 의 
미를 알아내는 것을 불 수 있었다. r negative Dia1ektikJ은 억양을 많이 
넣어 낭독했다 rDie MaßnahmenJ같은 시는 중요한 단어 몇가지만 알 
려주고 되풀이해 읽어주니 해석이 되었고， 특히 내용올 아주 흥미로 

와했다. 

* 평생 처음으로 독일 시 작품을 어쨌든 8편이나 얽었다는 것이， 또 어 
수선한 학기초 첫 시간에 넘치도록 수업을 했다는 것이 학생틀도 기 

분좋은 눈치였다. 노래훌 흥얼거리며 강의실을 나가는 학생들도 있 

었다. 

제 1주: 독일의 지리와 언어 

〈두 시간 수업〉 

독일과 국경올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몇인지 묻는 것으로 강의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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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생돌이 모든 나라톨 떠율려 얼거하께 한 다융， 알려진 독일인들 

의 호천성이나 환경에 대한 각벌한 관심이 지정학객인 것이기도 합울 지 

척하고， 독일의 면척과 인구가 우리 나라의 대략 몇 배인지， 독일 간다면 

어떤 옷율 들고 가야 하는지훌 이야기하는 것으로 먼저 독일에 대한 학생 

률의 주의력율 집중시켰다날씨는 나쁘지만 기후는 좋올” 독일 생활도 

조금 껄명하였다. 

본론인 지리， 지형융 시작으로 교흉망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고 좋 

온 자료가 마침 INTER NA:πONES에셔 째작되어 있으므로 이것율 보면서 

셜명해 나갔다. 지리훌 썰명하면서 독일의 Territorialstaat로서의 혹성l 지 

역 문화， 주요도시의 소개률 곁들여 셜명해 나갔다. 기존 자료에 치리 뽕 

만 아니라， 정부의 구성， 선거 체계， 헌법， 대학의 구성 퉁도 챔부되어 있 

으며， 각각의 F이ie에 대하여 상세한 썰명도 청후되어 있어 편안혀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 언어 문제는 자료집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고2)(세 

계의 언어 분포， 독일어의 위치에 대한 것임) 독일어의 역사는 따로 간략 

히 설명하였다. 주요 도시만 기륙된 간략한 독일 지도훌 배부하였다. 

~.훌 t: 빠톨~fóliei1 vom INJ團 야;\11야애E5.: 

ro빼$뼈tëπJ 

짜효 Z~.handoûfr홉훨 쩌 뚱j 

~효 3:Fól뻐 r셰체 쩍 앤쩌」 

+ 좋온 기성 자료가 있어서 아주 명이하고도 효과있게， 학생돌이 홈미 

롭게 듣는 가훈데 수업옳 진행할 수 있었다. 

- 다양한 매체률 위한 자료가 포함된 교파서의 뭘요성용 철실히 느꼈 
다. 기기 자체가 상셜되어 있는 강의실도 아쉬웠다. 

- 도시간의 거리는 늄 기차로 몇 시간 거리로 썰명했는데， 예켠대 

Konstanz에서 Kiel까지의 거리도 서울과 부산 사이 거리와 비교하면 

더욱 효과척이었융 것이다. 

- 독일지도훌 그냥 배부하지 발고 도시명온 남겨두고 주의 이륨융 지 
운채 배부하여 각자 강의 후 다시 채우게 하여 강외 내용융 기억에 

2) 확사첨에서 1면당 뼈원 정도면 만들 수 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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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 것도 좋았옳 것이다. 

〈한 시간 수업〉 

독일어에 대한 짧옹 기사훌 원문으로 임고 독일의 주요 신문 잡지톨 

소개하였다. 

자;효1 : 뼈nφcit .. "Oie Spradiell 빼r 훨빼앓r:oi 

(홉~표와 I)f주 간훌훌훌햄 내용확 ;1)사짧) 

"Interilet Af용액 ‘굽훌삐 판환 훌1를표j 

Ä}료l:handQut r gerrn없1 histotYj 

* 독일어 기사에 두려용을 갖지 않도륙 아주 짧온 것옳 몰랐다. 
* 주요 독일 신문， 잡지를 소개했다 
- 인터넷으로 독일신문율 보는 방법옳 소개했더라면 좋었훌 것이다. 

계 2주: 독일의 역사 1 (게르만 이동 • 프랑스 혁명) 

〈두 시간 수업〉 

두 주일에 걸쳐 다률 택스트는 독일역사훌 500-1200년， 1200-1500년， 

1500-1789년， 1790-1899년， 1뼈'-1945년， 1945-1993년으로 단확올 나누어 6면 

으로 된 것이다. 아주 짤막한 개판과 유럽역사의 주요 사건들의 연표로 

간추려졌으며 사진도 덧불여져 있다. 본격적인 역사학 강의가 아니라 유 

럽사의 문맥에서 독일사의 흐름의 개요률 학생들의 머리에 납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핵심내용율 정독하고l 강의 진행자가 자유홉게 셜명을 

덧붙이기 위하여 의도척으로 아주 내용이 간결한 영문 택스트톨 택하였 

다. 수강생들이 독문 택스트는 부담스러율 것같고 원하는 붐량과 내용의 

한글 택스트는 구할 수 없었다. 미리 일어오도록 했으므로 자훤자로 하여 

금 번역하도록 하며 설명올 덧붙여 나갔다.6면 중 3면(1789년까지)율 얽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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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효: 져난쭈ØI 빼뿌환 ... 훌nnan bisfuryJ 

* 택스트는 통일이후 유럽 통합을 염두에 두고 독일 정부에서 영문파 
독문으로 제작한 달력에 실련 것이다. 

* 해석율 한 세 학생 중 한 명은 명문과 학생으로 유창하게 해석올 하 
였으며 또 한 명은 중간정도였고， 또 한 명온 몹시 서톨렀지만 강의 

진행이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 외국어롤 배우는 것이 내용훌 룡하여 풍부해지기 위한 것임을， 자자 

구구에 구애되어 부끄러워하거나 주져활 이유가 없옵을 강조하고 

격려하였다. 

+ 나중에 학생률이 써낸 r나의 독일사」률온 다옴에 또 수업율 한다면 

자료로 배부해도 좋율 좋온 내용률이 많았다. 

- 같은 내용의 독문 택스트훌 관심 있는 학생률에게 배부하였으면 좋았 

율 것이다. 

〈한 시간 수업〉 

쉬운 기사률 원었다. 

J'f효: 뼈n뼈utrltj앉 혐훈 11사 .2옳J 

{셰IJI혐량뽑체 훌1I표， 앓츠화QUJf.~훌쩨 g훌헬 

에스트로핸 요법옳의훌훌 iI.Ö흩rPDSHOm顧ge쩍 

폭탄JI •. Sf법 소째 가사i 

제 3주: 독일의 역사 2 (프랑스 혁명 • 현찌) 

〈두 시간 수업〉 

지난주에 뒤이어 배부된 자료 3면 (1789년-1993년)율 지난주와 같은 방 

법으로 읽었다. 이제 언어는 활로 문제되지 않아 같은 분량이지만 좀더 

빨리 진행하였다. 또 1945년 이후는 동시대사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의 진행자가 별도로 만든 비교척 상세한 한글 연표 

(동서독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배교되게 배열하고I 주요 세계사적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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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에 명 기하였으며 독얼의 영토 변화률 볼 수 있는 지도 6개(聊년， 

11()(}년， 1없8년， 1815년， 1914년， 1990년의 지도)를 보충적으로 살피며 껄명 

하였다. 동시대사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옴 주 수업과 연결이 되도록 하 

였다. 

i봐~:Ol 강쩍가 훌난 다음 r나외 혹휩샤」라용 쩨홀fa훌 

보고샤훌 쩌2Jf 

* 그 결과 각자 나륨으로 역사책률올 참조하여 정리환 독일사 개요 외 
에도 r독일의 천문학사」， r독일의 체육사J，독일의 홍일정왜사J，독일 

의 전쟁사」 풍 천공과 연관된 흥미로운 보고서풀이 수합되었다. 독 

일 역사훌 주제로 한 학생들의 보고서는 모두 수합되어 나중에 r나 

의 독일사』로 묶어 제본하였다. 

+ 동시대사이므로 학생률의 관심이 컸고， 강의진행자의 명소의 관심분 

야인터라 비교적 홈미홉게 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톨의 관심 

이 더욱 집중되었다. 

〈한 시간 수업〉 

로마네스크(1뼈-1200)， 고닥(1뻐-1500)， 르네상스(135O-ca.1뼈1)， 바로크 

(1600- 1750) 퉁 건축양식을 통하여， 두 주일 동안 더듬어 본 역사의 흐륨 

을 되새기게 할 수 있는 돼스트률 골랐다. 우선， 각 양식의 대표적 건물의 

사진과 각 양식에 대한 아주 간략한 독문 설명이 엇갈려 놓인 돼스트률 

학생돌이 스스로 일고 글과 그림을 맞추어 줄올 긋도록 하였다. 그 다옴 

으로 진행자가 역사의 흐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다옴에 여행올 

할 경우I 독일 어느 도시에서 어느 건물율 눈여겨 보아야 할지 안내하였 

다. 

또 하나는 고고학 관련 기사 (오스나브뤼크 근교， 토이토부르크 숲에서 

최근 발견된 로마인 게르만인의 전사자들의 집단무럽)훌 소개하여， 역사 

가 훌러 간 번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고 현재에도 작용하는 것임율 강조하 

였다. 마침 지금 생성중인 별의 모습을 담은 사진 기사도 합째 소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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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훌1! 빼빼짜 많훨l상Uif1 .EutøPa~ 
{확 견홉양핵빽 활명확 ̂ t휩훌 훌훌 엇JH 

~료2:ha뼈out .fRöm웰d‘eMasseiJgl훌berlI'Jl T~tt1burg，합 Wa뼈」 
rGeburtsfotos eill합 GålaXìe:. 

ehandout의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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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수업〉 

현재 독일에 대한 폭넓온 재판율 목표로 하였다. 문화에 치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역사적 발전， 통일과정， 통일이후의 상황， 

학술， 도서， 미술， 건축， 문학， 음악， 연극， 영화l 축제 둥에 대한 표제어들 

과 대표적 인명 둥을 모은 프린트률 배부하고 주로 예훌 돌면서 셜명해 

나갔다. 경제문제는 통일 후의 경제 호황， 실업， 유럽에서의 독일의 위치 

둥올 다룬 통계표를 자료로 설명했으며 통일이후의 교통사고률 예로 동 

독인들이 겪는 적용의 문제점도 이야기하였다. 

xl훌t:b따hlout r훈단 홉앓， 훌잃 똑앓책 운활j 

^f훌2:hai퍼out j"Ko~junkturinQst~und 

WestdeuÍ!.çhla.빼 

rArbeit않nangelín OstdëlJtsdllan<b 
fGefåfirl남ler Ost앙1 .1 

fArm und Rë혔1. iI1 Eur여빠J 

륙일학수업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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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주: 독얼의 사희 

• 뻐ndout의 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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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온 강의자가 만든 것으로 좀더 다듬어졌으면 좋았옳 것이다. 

* (다옴주 수업율 위한 그리스 로마 신화 보고서 제출 과제률 상기시 
킴) 

〈한 시간 수업〉 

시사생 있는 기사롤율 다후였다. 자유 베훌린 대학생률의 퉁륙금 인상 

반대시위 기사， 통일 기념일애 있은 시위 기사 풍을 다루어 현재 상황을 

알렸고， 1976년 디육신 유출 사고 지역에서 판찰된 신생아의 심한 성비(性 

.Lt) 불균형에 판한 기사롤 얽옴으로써 환경에 대한 독일인들의 높은 관심 

과 그 이유도 이야기하였다. 

J\f효: 뼈n做.t rKQi활enloserAnfaflgJ 

rGí빠흩빠 geg없 EinheitJ 
rOie 뻐앓뼈1홉1 von .. SevesO':' 

(보고서 수활} 

* 마청 이 주에 개천껄이 있었고， 갈온 날이 독일 흉일의 낱이기도 해 
서 r Gewalt gegen Einh잉t"품의 기사가 시사성이 높았다. 

제 5주 서구문화의 문액에셔의 독일문화 1 - 헬혜니츰의 세계 

〈두 시간 수업〉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가 야 강의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신화의 복잡 

한 인명부터 좀 익숙해지도륙 올림포스의 14 신의 특성이 그려진 삽화l 

주요 신들의 족보률 작성한 프린트물을 통하여， 그들의 회랍 로마 명칭에 

부터 친숙하게 하였다. 신화와 연판된 지명， 개념， 보통명사 문학작품를 

뽑만 아니라 주변의 상품툴(사과 넥타， 바커스 드링크， 헬꽤나 화장품， 타 

이탄 트럭， 씨리얼 퉁퉁) 까지 상기시켜 각 신의 윤곽이 머리에 남게끔 그 

현재와의 연관성이 인식되게 하였다. 

다옴으로 학생들이 써온 각종 신화， 혹온 신화에 대한 견해， 혹용 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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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두고 쓴 소논문 퉁율 원었다. 우선 주요 신률의 일화벌로 불휴하여 읽 
고 주제별로 된 것온 나중애 얽었다. 천원이 풍글재 률러앉아 본인의 보 
고서률 돌아가며 읽었다. 보고서훌 읽온 다융 간략한 논명울 해나가며 신 
화척 개념들， 문학에 그려진 예툴율 알려주었고， ’Hybris’ 갈온 개념도 일 
화롤 통하여 인식되게끔 하였다. 보고서툴온 일화의 전달에 그친 글도 있 
었지만 본격적인 신화론도 있을 정도로 다양했으며， 놀랍도록 김이 있는 
글도 있었다. 

자훌: 확웰훌돼 보표써 r벌lE 월툴 갚웹흥 쭉〈빡 확훌i펴 

* 다양한 학과에 소속하는 많은 인원이 다 함께 훌리앉아 그리스 로마 
신들의 캐릭터와 족보훌 보아가며 그률의 재미있고 다양한 행척에 

대한 친구를의 보고서 낭독율 듣는 것온 학생들애게 흥미진진한 사 

건이었다 

* 다융 시감에도 보고서 낭독율 계속하기로 했다. 

ehandout의 혜 

Zeus Hera Athene Ares Herrnes Pluton PO훨idon 

Hephaistos Demeter Heslia Artemis Aphrodite 대oysos Apo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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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iJersten Cater 뼈 CriedIen. Zum Teil kannst du an ihren 빼'rlcmalen 뼈'en，뼈1， 
빼'dIe8e뼈JtUf핑 sie hatten. Zeus, 아!f C，αtervater， sd1따tÆ뼈，t und OrdnUf쟁: Hera, seine 
Cemahlin, btilα'et Ehe und Fo때1ilie; sie WI:여 vor allem KJI1 뼈1 Frauen ~I빼π Die 

Lieblingsl;따lter des Zeus heifl Pallas Athene, die Kriegsgatin und Schut빼깨 von Alhen. 
Als Bote zwisd1en den C，αtem und Men.빼'en dient 뻐m1e5. Er geleitet auch die 앓len 때r 

Ver.st(뼈enen in d농n Ha양'5， in die Unte깨relt， wo Pluton 뼈rr.scht 

〈한 시간 수업〉 

보고서 낭독이 계속되었다. 시간이 한 시간 뻗인 것이 못내 아쉬웠다. 

짜료: 학생윷의 보고서 r야가 읽륨 그렉효 로빠 산화;1 1 

* 이 보고서들은 F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제목으로 묶어 제본하였다. 

계 6주 셔구푼확의 푼백에셔의 톰일문확 2 (슬라이드 시사희) 

〈두 시간 수업〉 

헬래니즘과 혜브라이즘이 어떻게 서구문화의 근간율 이루어가며 그 궤 

객을 현채 어디에서 느껴훌 수 있졌는가 하는 판갱에서 수합된 많온 슐라 

이드률 보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기계란 눌 고장날 수 있다고 하고， 불 

을 끈 후 조금 시간을 끌며 누가 어둠 속에서 120여년 전에 열심히 땅을 

폈는데 그것온 슐리만이라는 독일인라고 하고， 옛이야기로만 여겨지던 

r알리아드」， T오닷세이」를 역사적 사실로 본 집념의 생애률 간략히 소개 

한 다옴 환풍기롤 켰다.) 

짜료:훌라어E 

I혜훌빼 훨~Qr~ 1t짧* 아가염활활표， 훌혐:;훌， 합홈 

꽤f뭘EI환 환: 없X따멍뚫h뺑a없뼈1홉os웰짱/ 

öHIt4 여산/옳랴보 
쿄환트 흰: .acroplis!:윌praj흉장/박휴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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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황와 DI훌: 쪼2t •. ~ξ~지훌멸 씬확 포;티프 
(포Al 91혼lIJlet혼댁 소땐/소월확떼bfJ\l~ 훌훌홉) 

로마 훤 : 산화 2El끊 

r천찌창쪼i，r훨후와 성판J:JI훌교척 째JI훨/르t4I상스 

훌짧 똑잃;또시 편:~빼tktøl훌tz;Ra1h훌us.Må뼈 

도사의 ￥상 편: 함빽I베니쇼，왜 핸체 

베토록사에유 편:바휠표/홀코궐/훌황스 책명 

혈f획 류협파 포AI뚫: 

{런던 하미드파크젝 5Peakers •. comeι 찍카필려 
땀커스쩍 군상， 다우뀔가 해번저， 활짧 힐 훌I헌의 

풍향쪼각. 벼롬써장， 낙사그렴， 담햄쪼르표， 활홉. 

헤톨리 톨엌 거리합 삐슐찌몰，21'쯤 촉쩨창면 용》 

고f쩨 r성청」옳 m고 보고Ai 쩨훌헬기 (얄화 훌상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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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케네 편: 첫 슬라이드는 그리스 미케네의 아가맹논왕의 무덤 현실(玄 

혈) 내부. 뒤이어 쏟아져 나온 황금 부장품들올 보여주어 신화와 현실의 

엄힘을 이야기하고 뒤이어 발굴된 트로이의 보물이 독일통일 이후 구 소 

련과 독일의 정치적 현안의 하나가 되게 된 사연까지 이야기하였다. 미케 

네 성 입구의 사자문(獅子門)을 보여주며 크리스타 볼프의 『카산드라」의 

서술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려주어 신화 다양한 현재성， 시사성을 이야 

기하였다. 이어진 다음 슬라이드들에서도 유럽 문명의 원류로서의 회랍문 

명과 그 자취을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히살리크에서의 트로이 발 

굴， 현재 크레타에서 미노스왕의 미궁으로 주장되는 궁터들의 발굴도 연 

결시켰다. 

파르테논 편: 그리스 인졸의 생활의 양축，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롤 중 

심으로 살펴 보았다.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와 에테네 시에 대한 여 

신의 선물이라는 올리브나무률 중심으로 신화의 세계와 생활의 엄힘을， 

Hybris가 아니면 누구나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아고라의 연단 

(speakers comer)올 예로 민주주의의 발상 둥에 중점올 두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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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테논 기숨의 디오니소스 극장융 중심으로， 에피다우로스 극장 퉁으로 

확대하여 연극I 문학， 옵악 풍의 발생과 현재연판생율 이야기했다. 

그리스 혜슐 편: 초각률(포세이돈/ 마라혼의 소년/ 소크라테스/ 사포 

퉁)， 도자기들에 나타난 신화 모티프와 그 역사척 문화사척 중요성에 중첨 

을두었다. 

로마 편: 그리스 세계의 잔째(트레비 분수의 조각， 아네아스 이야기)， 역 

사성(마르쿠스 아우렐해우스 기마상)， 신화 및 기독교적 세계관의 르네상 

스적 재해석의 혼적(율리우스2세의 무텀) 퉁에 중점을 두었다. 

시스티나 소성당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J，최후의 심판」의 상세한 

슬라이드틀율 흉하여 기독교척 써계판을 조감하였다. 르네상스식 표현에 

주목하게도 하였다. 

중세 독일 도시 편: Rothenburg o. T., Goslar률 예로 Marktp1atz, Rathaus, 

Mauer의 구성에 중점을 두었고 닮lzburg의 Festung으로 보완하였다. 

도시의 부상 편: 뤼빽， 베니스l 피렌체룰 예로 시민충의 부상， 신 중심 

예술로부터 인간 권력자률 위한 예술로의 하강에 중점율 두었다. 

베르사이유 편: 절대왕정의 장식예술올 중심으로 바로크/ 로코코의 전 

형적인 양식올 부각시키고 프랑스혁명올 다룬 회화로 마무리하였다. 

현대 유럽도시 편: 다양한 슬라이드률 통하여， 헬레니즘의 세계관파 기 

독교적 세계관의 현재의 잔존l 합리성파 개인의 독립성， 독창성， 자발성을 

존중하는 서구적 세계관의 면린올 엿볼 수 있는 것들로 모았다. 

* 이 수업은 신화와 다옴 주의 성서 수업을 연절하는 고리라는데 전반 
적인 중접을 두었다. 

* + 슬라이드들이 모두 강의 진행자가 직접 찍거나 현지에서 구한 사 

진들이어서 학생률이 더욱 관심 있게 보았다. 

* + 지나치게 광범위한 탓에 막연하고 산만할 것 갈던 신확 수업이 몹 

시 성공적이었으므로 내쳐 생서에도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다용주 

중간고사 대신 성서톨， 신화와 같온 방법으로 전체가 힘을 합쳐 부 

분 부분 읽어내기로 하였다 



〈한 시간 수업〉 

강의 없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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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주 서구문화의 푼액에서외 독일 푼화 3 • 기독교척 세계환 

〈두 시간 수업〉 

중세문화와 기독교/종교개혁 - 성서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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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족의 기독교화에서 시작하여 〈충세문화와 기독교>， 그리고 〈종 

교개혁〉까지률 강의 진행자가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서 학생들이 제출한 

성서이야기들을 창세기부터 대략 성서의 순서에 따라 원었다. 

자효: 화챙훌훌의 보고서 r내카 맑온 성경 j 

* 강의진행자가 학생들의 리포트롤 미리 얽고 낭독 순서훌 정해두었 
다. 

* 리포트의 주제가 창셰기에 많야 몰려 있었으나， 각기 다른 시각(예: 
신학적 시각， 천문학적 시각， 물리척 시각 동)에서 조사한 것이어서 

대단히 흥미로왔다. 

* 역시 둘러앉아 수업을 했는데 몇몇 신앙심이 깊온 학생률에게 수업 
보조훌 부탁하고 가까이 앉혀， 때때로 자문을 구하였다. 

〈한 시간 수업〉 

슬라이드 시사회: 문학과 미술에 자주 퉁장하는 성화(聖話)톨 담온 그림 

툴을 중심으로 신구약 성서의 개요가 조감되재끔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보고서률 이것저것 읽 기는 했으나 치우친 곳도 있고， 많이 이 

야기되는 부분 중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방대한 성서에 대한 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혜화돌을 중심으로 슬라이드률 구성하는 대답한 시 

도톨 해보았다. 지난주에 본 미켈란젤로의 r천지창조」lr최후의 심판」의 

많은 솔라이드돌 중에서도 두 세 개씩을 다시 넣어 연결이 되재 했다. 

마침 성서톨 소껄로 쓴 흥미로훈 신간서척에 대한 기사가 다양한 환보 

훌 곁드려 Focus지에 실렸기애 도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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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효1: 청확 훌210'듯 

구약환: 현져창조.01브와 창조， 쌀략원t ~l한과 Ol황， 

업}훌합， 흥수;;~.ot쩔2f 쭉옥， Ol뭘혁 현^'쩍확 빠훌， 

01집릎의 요없 모짜 상홉 따월 빠갔터， 훌훌 ~나. 유디토 

씬약훤: 수태고^J. 빠프홀， 사Df려하여인， 끓고다， 피빼EJ. 

부활， 토따， 앓환， 최후의 심판 

자활2: h빠뼈ut 쩨11 Anfgang 생lUf Gott Himimlllod Etdel 
자료3: handôut F(;Qttes tragìsche K，때뼈ieJ 

(01국 확자 l훌:kMi홈의 소철 rQJ야. 댐훌 B뺑빼l빠빼 

대한 JI At) 

* + 이번 주 수업온 지난 주 수업과 함쩨 (예상치 않게) 이번 학기 수엽의 컬 

쟁이 되었다 만용에 가까운 시도룰 학생들이 따라와 주었기 때문이다. 

* 학생돌 가운떼 독실한 신자돌이 있다는 것을 줄곧 염두에 두었다. 
{기독교도가 아닌 강의 진행자가 독신척(빼빼的)인 발언융 활 수 있 

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고， 신자인 학생물에게는 간격융 가지고 총교 

률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율 첩하고 수용하는 기회로 삼융 것율 권고 

하였다J 

* 학생돌의 보고서는 모두 수합하여 내가 읽은 r성서 이야기』라는 제 
목으로 묶었다. 

찌 8주: 톡얼의 융악 • 바로크 시대훌 중심으로 

〈두 시간 수업> (연사 초청) 

바로크 시대상율 간략히 이야기한 다용， 둘러앉아 이 시대에 한 철갱율 

이루었던 독일 옴악율 듣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바로크 용악에서 12옴계 

융악에 이르기까지 독일 융악의 효롬이 일목요연하게 개판되도록 한 전 

문가의 안내롤 돌으며 실째로 옴악율 감상하였다. 매우 조칙척이면서도 

생의 있고 차분한 안내를 듣는 드문 정험율 하였다. 조금 늦게 풀어온 학 

생들은 추운 강의실에서 울려나오는 아롭다운 옴악에 불라며 가만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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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앉았다. 

중심이 된 옴악의 하나인 r미용의 노래」롤 들을 차례에는 강의 진행자 

가 끼어들어서 준비한 원문택스트와 번역올 보도록 하고 간략한 해셜올 

해주었다. 그밖에도 CD초작 퉁， 각종 보조자 역할을 하고 간간이 질문도 

했다. 

짜효1: C뼈， CD띤làY'없 

Äf효2~ 뼈뼈ótJt'()t훌훌쩍 노~J: 2훤 

과 제 : 잔훤 Protokófl 철성 

난로와 차가 없었던 것만이 홈이었다. 

*+ 더할나위 없이 성의껏 수업올 해준 강사훌 찾온 것용 행운이었다. 
힘겹게 옴대 교원을 모시는 대산， 독일융악율 각벌히 사랑하는 공부 

하고 있는 사랍을 택하였다. 덕환에 전에 모셔본 바뻗 융대 교원들 

의 성의 없는 강의에 비할 수 없는 좋온 강의훌 률윷 수 있었다. 그 

러나 그런 행훈이 늘 있올 수는 없으므로 ”독일 옵악”이라는 주제는 

어려용이 있을 것갈다. 학생들이 쓴 회의록율 읽으면서 이런 것율 

좀 정리하고 예로 를온 몇 가지 옴반율 확보활 수 었다면 성의훌 기 

울일 수 있는 용대 상급학년 학생이나 비전문가(강의진행자)의 강의 

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한 시간 수업〉 

수엽의 틀로 돌아갈 겸， 음악을 듣고 학생들이 몹시 좋아하던 일과 연 

관시켜 웃음l 행복에 관한 기사를 모아 원었다. 영국 노동당 후보자 토니 

블레이어가 수상이 될 경우 비좁게 될 다우닝가 10번지에 대한 웃음 나오 

는 기사도 읽었다. 

rû빼tkl넙ldùr야rGe없i 

'Oîe v홉liÐ 않옹펴빼 아찔 I짧빼lS.J 

rFûr FilmÎlie .11삐ltvorge썼i얹':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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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ndout의 혜 

톨삐l밀훌‘삐톨톨톨l톨·ιl빼I 

* 기사에 얼굴이 익은 슈퍼모댈 클라우디아 쉐퍼， 영화배우 줄리아 로 
버츠 둥이 었어서 학생들이 반가와했다. 룰 수상부인 한네로레 롤같 

온 경우논 낯썰어서 셜명했고 그녀의 .‘Pepsαient 미소”에서 P없od안lt 

가 치약 이롬임도 알려주었다. 수상후부의 요리취미， 요리핵 발간， 

부활절 휴가의 정기척인 단식， 롤이 보낸 2000여통의 러브레터 둥도 

언급하면서 콜의 업척， 장기집권， FDP 겐셔의 장기간의 외부부장관 
직 수행 둥으로 이야기롤 이어가 독일의 정당정책， 정치구조， 현대사 

의 흐름도 간략히 조감해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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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주 독일의 철학 - 계몽주의 시대훌 중심으로 

〈두 시간 수업> (연사 초청) 

지난 시간에 이어 연사률 초청하여 독일철학외 개판올 들었다. 학생들 

만 들었으며， 역시 전원이 Protokoll을 써서 흐홈이 기억에 남도록 하였다. 

화~; 챙활 포홉훌훌 ?$f창 

* 역시 공부롤 금방 끝내고 돌아온， 성의껏 강의훌 해줄 강사훌 연사로 
모셨다. 

- 초청 연사가 부담율 가질까봐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양해톨 구 

하여 강의훌 학생률과 함께 청강하면서 철학 강연의 “어려용‘을 현 

장에서 척절히 완화시키는 조종올 했어도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나 

중에 했다. 이 수업 역시 강사 확보가 문제로 남융 것이다. 

〈한 시간 수업〉 

앞의 철학 강연을 조금 어려워 한 것 같。L 철학과도 연관 있는 쉽고 

짧은 택스트훌 몇 개 골라 읽으며 철학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계기를 가졌다. 

짜료: haodout rprokrustes협 협Cl J 

r냐혜쩍 ?-1<Beeebøøo4 
f짜꽉3폼스릎량 함 구철j 

f슐i원하우썩왜 Die SúiChe1'sC뺑êil월 

* 알고 있는 일화의 전용 가능성， 아는 이야기훌 한 구철이라도 독일어 
로 읽는 것올 학생들이 률거워했다. 



226 전영예 

• 뻐ndout의 예 

F빼 .... 톨삐.， griech. Mythos: ein Riese, der aIle, 
die ihm in die Hände fielen, auf ein lan양s oder 
kurzes Bett 1명te: waren sie zu kurz, s뾰ckte er sie 
(mit dem Hammer), war，뼈 sie zu lang, 
verstümmelte er sie gew때tsam; er wurde von 
뻐eseus überwältigt. - P.-빠t， im 디bertragenen 
Sinn eine Zwangslage, in die jemand gebracht, 
oder ein Schema, in das etwas gewaltsam 
비neingezwängt 뼈퍼. 

Ecce homo 

Ja, ich weiß. woher ich stamme! 
Ungesättigt gleich der Flamme 
GIOhe und verzehr ich mich. 
Licht wird alles, was ich fasse, 
Kohle alles, was ich lasse: 
Flamme bin ich sicherlich! 

Ach. wo in 뼈 WeJt gesch빼en grtI8ere 
T(셔leiten， als b입 뼈1 Mitk뼈gen? UI피 was in 
der Wclt stiftete rr뻐If Leid, 허s die T，쩌삐삐 & 
Mitleidigen? 

Webe allcn Li뼈:nden. 이e nicht noch 밍ne 
Hooeh빠n. w빼:hc über ih때I Mi뼈양n ist! 

Als() sprach der Teufe! einst zu mir: .. auch 
G삐 삐 잎ine HöUe’ das ist seine üebe zu den 
Mcn“c뼈1.‘ 

Und jiingsl hörte ich ihn 이es Wort sagen: 
.. Golt ist lot; 뻐 뼈I빼1 Mitleiden 뻐t 뼈1 

MensdK.'II ist G‘’U gestorben.‘ 

Aus: AISO sprach Zarathustra 

Dle Stacbelscbwelne 
nacb Artbur Scbopenbauer 

Eine GeseDschaft Stachelschweine dr하19te s1ch an einem 빼aten 
Wintertage recht n와le zusammen: s1e wollten slch durch 며e 

gegense1tlge Wänne vor dem E짜leren schützen. Alle empfi없lden 
jedoch bald unangenehm 며e gegenseltigen Stacheln. Dles entfemte 
sie w1eder vonein없lder. Das Bedürfnis der Erwännung brachte sie 
aber bald w1eder zusammen. So밍.elch w1ederholte s1ch Jenes 짜e1te 

Übel. Sie wurden nun so 떠nge zwischen be1den Lelden 매n- und 
herfanden. in der sle es 따n besten aushlelten. - Dlese Entfemung 
n없m야n sie Hötlichkeit und S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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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0주: 독일의 문학 1 - 고천， 냥만주의를 중심으로 

중세부터 동시대까지 독일문학의 흐륨율 주요 사조， 주요 작가， 주요 

작품의 개관으로 훌어 주었다. 별도 배부한 추천도서 목륙올 보며 한 작 

품만 골라 원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자료l:h휠wöut."폭휩{쩍 훈합j 

^l효2:. handåut .. r혹월훌합 a흙철도셔 훌훌」 
i훌훌11: 전챔 Protokot! 작성 
i광Äf2: 톱옐훌학 짝폼 보고서 r내가 뭘폰 훨뿔뿔훌훌J 

* 자료 1은 문학사의 호륨율 표채어， 주요작가， 주요 착홈명율 표제어 

로 간추린 것이다. 

* 추억으로 독일 문학율 한 작품만 꼭 얽자고 강조하다 보니 푼학율 
한 주 더 늘여 재훌된 보고서옳융 합쩨 읽기로 하였다. 

+ 자료 1의 어수선함융 정리한 Protokoll률이 많이 나왔다. 

〈한 시간 수업〉 

Goethe의 글을 하나라도 얽고 유명한 T파우스트」가 어떤 작품인지 몇 

몇 핵심 구절률이라라도 접해보자는 취지로， 우선 r들장미」훌 3연까지 원 

고 함께 노래도 불렀다. 즉석에서 「훌레의 임금님」올 낭송혜 주기도 했다. 

『파우스트」의 주요 구절들올 원문으로 보았다. ‘ 

X￥훌훌:hanφut 'Gòêthès 

* 대작가 Goethe률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r률장미」에서 

시작하였다. 다 아는 노래훌 원분으로 노래부톨 수 있다논 것올 학 

생들이 기분 좋아했고 그 간단한 노래가 남녀 판계의 원행율 그려보 

여준 시라는 점도 인상깊어 했다. 

- 괴테의 생애에 대한 슐라이드롤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보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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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주: 독얼의 품확 2 

M내가 읽온 독얼푼학" 보고셔 읽기 

〈두 시간 수업〉 

둘랴앉아 학생들이 보고서롤 낭독했다. 국문과 학생의 r데미안J ， 법대 

생의 r성」 둥 뛰어난 보고서률이 있었다. 

* 보고서톨 미리 받아 읽어보고 낭독 순서를 잡아 두었다. 
* 같은 수강생롤의 다양한 글율 읽는 마지막 기회라며 학생률이 열중 
하여 돌었다. 

〈한 시간 수업〉 

Kafka와 Brecht의 짧온 글훌율 읽 었다. 

~훌l:.b없없n 

r.t(åf'ü:K빼Jef%빼~1，Oer 뻐뼈쩌dt; 휩홉I ßaüme:î 
Fß빼it: 않짧‘뼈廠{Vöml용ri'n ~u，훌rï 체 휩 

);J효 2: 빼敵itJK;뼈b: .. Vöt 빼n 싫엎tl:，，(홉뽑쨌활j 

I￥료 3.han없ItfRi훌훌 '̂ 두 환」 
* Rilke의 시 (r가융J，가을날J)는 날씨가 아주 좋온 늦가율날 척당한 

시간에 원어주기 위하여 복사하여 톨고 다니먼 것이다. 

- 어웰게 느껴지는 작가 Kafka톨 친숙하게 해주기 위한 카프카의 생얘 

와 프라하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훌 정리해 놓았으나 시간이 안 되 

어 못 보았다. 

찌12주: 독일의 미슐 • 표현주외훌 중심으로 

〈두 시간 수업〉 

독일 표현주의 미술의 륙성율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표현주의에 이르기 

까지의 서양 미술사의 효룡， 표현주의 이후 동시대 미술까지 개관하는 슬 

라야드 모옴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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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회화애서 인상파 회화까지는 미의식의 변화훌 중심으로 그림율 골 

랐으며 (예: 중세의 핫세바， 햄브란트의 핫셰바， 마티스의 누드， 키르히너 

의 누드 퉁)， 회화의 중점이 충실한 묘사에서 작가의 자기 표현로 바뀌어 

가는 과정의 기법 변화훌 주목할 수 있는 그림들(마네의 흙은 조끼의 소 

년， 세잔느 정물화， 자화상， 쇠라의 그림돌)， 결국 인상파 회화에 농축되어 

들어가는 19세기말의 새로훈 생명력의 통경(A. 루소， 고갱， 고호)， 세기말 

의 불안감 (뭉크) 퉁에 중점이 두어 표현주의와 연결시켜 나갔다. 

Jugendstil은 클림트의 회화와， Worpswede Gruppe를 중심으로 하여 Rilke 

의 이야기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가장 큰 중점용 표현주의의 강한 표현 

욕구(놀데 중심)， 환상의 복구(샤갈，클레) 추상회화의 발생(칸딘스키)， 그것 

의 문학과의 연판에 두어졌다. 표현주의 말기 회화가 극단화 해가는 것 

올 예로 문학 역사와 연판시켜 다다이즘l 사회주의 얘슐도 언급할 수 있 

었다. 히툴러에 의한 ”퇴폐미술전" 1934도 언급하였다. 상식율 위하여 이 

후 흐름인 Neue Sachlichkeit, Surrealismus의 그림도 몇 개 살펴보고 대비롤 

위하여 Symbolismus의 그림도 몇 편 보았으며 Pop-Art도 개판하였다. 

장숫:^I협 MR월혈6MC) 

짜효: 슐라01드 

훌셰뼈홉 • 밍1;창화 혈혈 (QI의쐐협짧 옳홉) 

Ju.없얘Sl:il. E~p，볕S$iαniStl'ius(훌훌정 훌삽 ;합힐스'I~ 
훌훌크， 놓데， 훌훌~. 화를융I t:I 톨빼 생I훌윷 훌i 

표현~.~예 01후 사때 Pl옳 (QI외식뿔훌훌 풍혔I 

과lI: 현 월 Prot앙kòlt~형 

* 대체로 좋은 명이었으나 다소 훈량이 많았다. 
* 전날 미리 시청각실로 가서 기기 실험율 하여 착오 없이 강의가 진 
행될 수 있게끔 하였다. 환둥기 조작에는 늘 뭇밖의 사소한 장애가 

따라 당황한 적이 많었기 빼문이다. 또 슐라이드 수가 많아 두 대의 

Projek떼률 사용하려다보니 능숙한 기기 초작이 필수척 이 기도 했다. 

- 장소 이동으로 하여 수업의 변화는 있었으나 다소의 번거로용이 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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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진행자가 마침 미슐얘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버교적 

잘 해낼 수 있었먼 수업이다. 그렇지 않율 경우라도， 표현주약-회화 

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한 시간 수업〉 

첫눈이 용시 많이 왔기 때문에 Trakl의 시집올 들고 가서 r겨울 져녁」 

올 포함한 여러 면올 읽어 주었다. 

쩨효: TI쩌Jd 써업 

* 풍생한 첫눈으로 인한 흥분빼다， 강의실에서 거의 한 시간 동딴 예기 
치 않던 시낭독율 듣는 놀라융과 률거용을 학생돌의 표정애셔1i 읽율 

수있었다. 

* 다융 시간에 독일통일에 관한 독일어 영화롤 보기로 했기 빼폴뼈、 이 
해훌 톱기 위하여 1945년 이후의 분단과 흉일， 그리고 흉일 이후 상 

황에 대한 이야기톨 조금 하고 

* 째책(製冊)이라는 큰 파채가 남아 있융율 상기시킴으로써 상궤톨 벗 
어난 수업을 수습하였다. 

제 13주: 톡옐외 폼단과 홈웰 - 1945년 이후훌 중심으로 

〈두 시간 수업〉 

베률린 장벽이 무너진 당일을 중심으로 한 영화률 감상했다. 명화훌륭 미 

리 다시 한번 보면서 대사의 핵심척인 대목만 대강 메모해 두었다，;:상연 

당일에는 독일어 영화라는데 구얘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시작했으뻗주요 

부분들율 통역해 주었다. 변사 투로 극적으로 통역하여 부분 통얼의 홈올 

메웠다. 

영화률 본 소감이든， 흉일에 대한 견해튼， 무엇이든 써오게 하였다. 우 

리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활 주려는 목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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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쇼:IMC 

자훌 v생없-Filllt "E in Volksprengtseine Mauem .. 
과~l: 영확빼 대환 소강01나 흉앓빼 대항 천혜 청리 

과제2: 다음 추까자 자신쩍 “첼” 완성. 

* 학생들이 열중하여 보았다. 
* 실질적 종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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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k이l들은 대체로 우리의 통일에 대한 숙고가 주된 내용이었다. 

체14주: 친구들의 책 구정하기 (총강 행사) 

둘러 앉아서 각자가 제본해 온 책올 돌려 보았다. 그사이 제책이 완료 

된 T나의 독일사』， T내가 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 T성서 이야기.8， i'내가 

읽은 독일 문학』도 구경하기도 하고 사기도 했다. 

훈켄Il: 책차 Xf씬 01 쩨홉한 핵 환 투홈 휩 

춘012: 격자 옆서합훌 위 항 융료수 하나싹 

션챙폰 과자롤 조금 

* 주제별로 보고서롤 모은 네 권의 “책”은 학생의 디자인으로 비교적 
아름답게 제본되었다. 

* 각자의 “책”은 한껏 개성이 발휘되고， 몹시 다양하여 한 바퀴 돌리며 
구경하는데 두 시간이 넘게 걸혔다. 

* 한 학기동안 그룹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해 온 기사 스크랩온 사랍에 
따라 따로 한 권으로 묶기도 하고， 자신의 “책” 속에 넣기도 하였다. 

* 시험을 과감히 생략하였다. 평가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맺음말 

무모함이 특색인 수업이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야 강의의 목표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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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선명해졌다. 1) 독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가능한 한 많온 청보롤 학 

생들에게 제공하되， 기 그것을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그 뼈리에서부터 이해 

하게끔 톱고 싶다는 것， 그리고 3)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왜， 어떻게 외국 

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지훌 전해주어 학생들의 마옴과 정신 가운데 열렴 

과 관용올 섬어주고 싶다는 것， 4) 무엇보다 무엇인가훌 감행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갔다. 

좀더 체계적인 계획이 있었거나r 좋온 기흔 텍스트가 있었더라면l 조금 

덜 힘율 률이고도 좀더 큰 효파훌 낼 수 있었율 것이다. (학생들과 강의진 

행자가 조금씩 가감할 여지가 있는) 좋온 택스트의 개발이 무엇보다 아쉬 

웠다. 강의실 시설이 좀더 나았더라면， OHP， 환풍기 풍옳 벌려오고 나르 

느라 고생하는 일이 줄었을 것이다. handout도 부분적으로 졸속의 표가 

난다. 시간도 늘 부족했다. 

그러나 벅찬 수업옳 힘겹게， 그래도 힘껏 쫓아와 주고 풍부하게 해 준 

학생들을 보면서 교육학의 기본율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온 무엇 

보다 중요한 경험이었다. 또 학생툴 각자가 만든 T나의 독일학」온 학생재 

개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l 또 소중한 독일학 강의 자료로 남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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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대한 토론 

안삼환: 놀라웅을 금치 못할 만한 방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선생 

님 강의를 들으면 모두가 독문학에 대해 호감올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강의만 듣는게 아닐텐데 그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도 좀 

생각올 해야할 것 같군요. 

한우근· 이 강의가 첫 번째 강의였나요? 

전영에: 예. 경원대에서도 비슷한 강의가 있긴 했지만 내용이 많이 달랐 

습니다. 그리고 처옴 부임하자마자 맡게 되어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 

았습니다. 

한우근: 이 강의의 명성이 널리 퍼져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지 않 

을까 걱정인데요. 

안삼환: 배정회 선생님과 전영얘 선생님이 서로 보완올 하면 좋지 않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배선생님은 너무 고생하시면서 엄숙하시고‘ .. 약 

간 보완을 하면 더욱 좋은 강의가 되지 않올까 싶습니다. 어쨌든 두 분 

은 이렇게 우리 독문화계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수) 

강창우: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 지역학 유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배정희 선생님은 한 분야에 대해， 즉 독일의 문화예술에 대해 깊이있게 

다루는 방식이고， 전영애 선생님은 다양한 테마를 한 강의에서 소화하 

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처음에 백화점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산 

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발제를 듣고 보니 충분히 가 

능성이 보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많은 테마률 한 강의에서 다루는 

것이 독일에 대한 상올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정희: 이번 학기에논 제가 이 과목올 맡았습니다. 지난 학기와는 달리 

이번 학기에는 강의 시간이 주당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줄었습니 

다 전선생님의 강의자료들올 참조하여 강의계획올 세웠지만， 전선생님 

께서 만드신 많은 자료를 다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수많은 슬라이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어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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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용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슬라이드에 대한 셀명자료가 보완되 

어야 다옴 강의에서도 활용훨 수 있으리라 생각휩니다. 

사실 이번 학기에 출석부훌 처옴 받아들었울 때 빼상과 달리 학생들 

이 많이 몰려오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수강신청 시기률 신입생파 재학 

생으로 구분하는 수강신청절차에 있었습니다. 신입생이 먼저 수강신청 

올 하고， 재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하도록 해놓온 것입니다. 

따라서 처옴에는 신청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60여명 

으로 늘어녔습니다. 그 결과 처옴 두 주정도는 동일한 내용올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수업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제도는 개선 

되어야 하리라고 홉니다. 

강의 초반에 학생롤에게 자신돌이 발표하고 싶온 주제나 관심사항， 

독일어 해독능력 퉁에 대해 조사훌 해보았습니다. 학생롤의 판심사로는 

현대 독일의 모습파 배낭여행을 위한 정보가 단연 우세했습니다. 그렇 

지만 이에 대한 것만 하다보면 강의가 독일 여행가이드로 변질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독일 역사 및 정치， 통일문제훌 포합시켰슐니다. 

종강 시간에는 간단한 강의평가서훌 작성케하여 학생돌의 의견율 모 

아보았습니다. 학생률이 원하는 것으로는 백화첨식 강의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주제훌 흥해 독일상율 알고 싶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상자료의 대폭척인 활용율 요구하였는데， 문제점 충외 하나는 

활용가능한 영상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디오자료가 주로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대안으로 각 TV방송국의 영상사업단 

에서 독일에 판한 비디오훌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율 학교에 

서 구입했으연 합니다. 혜훌 들면 가업으로 소시지훌 재조하는 집안율 

통해 독일의 장인정신율 보여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약 20여 편이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자료는 독일학 과목 뿔만 아니라 독어 1 강의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홉니다. 또한 대다수 학생툴온 강의시간 

이 주당 2시간보다는 주당 3시간이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당 

2시간으로는 많은 주제툴 다루기 어려율 뽕만 아니라， 영상자료의 활용 

에도 많온 지장융 주고 있슐니다. 제도상 주당 2시간이 고정되어 있다 

면.<독일어권의 사회와 문화〉라는 너무 포괄적인 강의 하나만율 개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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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강의훌 한 학기에 두세 개 더 개얼하는 

것도 좋율 것 같습니다. 

최윤영: 저는 이번 학기에 〈독일학 개셜〉이라는 파목율 맡아서 강의했습 

니다. 이 과목은 독문과 4학년생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학생률이 실용적 

인 독일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독일어로 된 교재훌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선생님의 교재률 많이 활용했 

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은 현대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훌 들자면 통 

일문제나 환경， 여성， 혹은 현대 건축， 촉제 동에 판한 것률이었는데， 강 

의의 절반 정도률 이련 주제롤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생훌외 반용 

온 우선 독문과 학생으로서 독문학이 아닌 강의률 풀율 수 었어서 좋았 

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학기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강 

의롤 두 학기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즉 한 학 

기는 역사에 대해， 다론 학기는 현대 독일외 여러 주제률에 대해 다후 

는 식으로 말이지요. 

저는 또 〈독일어권의 사회와 문화〉도 말아서 해본 척이 있는데， 지 

역학율 다루는 강의는 학생들의 분포와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목표톨 

정해 그때그때 다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킬용: 다옴 세미나에서는 독일학의 범위률 크게 독일 역사， 문화， 일상 

생활로 나누어 구체척인 독일학 강의 모델율 발표할 빼쟁으로 되어 었 

습니다. 

〔정리: 윤순식， 이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