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축제와 명절 

최윤영 외· r 

1. 률어가는 말 

다융의 강의 계획 시안은 독일의 축재와 명절이라는 독일학 판련 수업: 

애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에 관한 갯이다. 이 주제는 독일 전통문화률 

소재한다는 점에서뿔만 아니라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옴융 주는 문화이혜、 

롤 매개혜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시안의 목표는 각 명절률과 촉짧

률율 소개， 훈석하며 더 나아가 이훌 봐탕으로 하여 독얼문화의 륙수성과4 

보편성융 이해시키는데 었다. 이때 단순히 명절과 촉제얘 대한 쟁보훌 째 

공한다는 인지척인 수업목표뿔만 아니라 DaF의 최근의 연구에서 자주 언 

급되는 의사소통척， 문화교류척 목표도 고려하도록 노력하였다. 즉， 주쩨 

얘 관한 세부 지식의 천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일사회와 문화라는 

보다 큰 맥락 안애서 학생률이 각 현상률융 융바르게 해석하도확 하며 더 

나아가 우리문확와의 비교분석도 시도하여 우리의 시각융 넓히고 이혜훌 

깊게 하는 강의훌 계획해 보려는 것이다. 내용의 폭융 넓혀 일반 교양파 

목뿔만 아니라 전공선택과목 및 인문학과 문화학 풍의 높온 수준의 대빼1 

강의에서도 동시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몇몇 현상용 그 역사 

와 기능올 비판적인 시각에서 심화해서 소개하였다. 

11. 강의 내용 

1. 독일의 명절 

독일의 가장 일반척이며 대표적인 명철 내지는 공휴일로는 다융을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강의 채획시안온 품화불과의 공풍작업결과임 (김누리， 김영곡， 이재황， 갱; 
창우， 구명철， 최윤명， 이째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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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섣달 그음날 Silvester: 폭죽놀이 
-1월 1일: 신년 Neujahr 
-5월 l일. 노동절 Maifeiertag 
-5월: 어머니날: 오월의 둘째주 일요일 

-10월 3일: 독일 통일 기념일 (이천에는 6월 17일: 보불천쟁 숭리 기념 
일) 

-10월: 추수감사절: 10월의 첫째 일요일 

Das Kalendersyst멘11) 

1) j. Küs떼， Wörterbuch der Peste und Bräuche im Jah앤slauf， Preiburg 1985, 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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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명쩔온 아니지만 개인의 중요한 사건툴율 축하하거나 기리는 

행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축제(잔치)외 범주애 틀어간다. 한 개인의 일 

생이라는 시간척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세혜식， 주보 성인의 생일 

N때lens때g， 입학 Einschulung, 첫 영성체식 Erstkommunion, 견진성사， 결혼 

식， 장혜식을 들 수 있다.2) 

그 다옴으로 종교척 명절율 중요한 명절로 꼽을 수 있으며 각 주의 총 

파(구교， 신교)에 따라 공휴일 또한 각기 다르게 청뼈친다. 이률은 부활쩔 

율 중심으로 정해지며 부활절온 훈분(3월 20일)이후 첫 만월 후의 일요일 

이다. 그 명절의 유래와 풍속， 지내는 지방 퉁율 중심으로 도표를 사용하 

여 재판하자면 다옵의 표와 같다. 실제 수업에는 몇몇 명철율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각 명절과 연판된 행사돌， 풍습들을 자세히 다훌 수 있율 것이 

다. 

w쩔빽 ￥￥빼 훨 훌협훌향앓N‘ 휩활 ~q룹 .~ 

아기 때수가 

!H배i쩔 빼훌i 동방박사훌 1 월 6일 바덴 뷔르댐 

뼈(3생꺼i뽕왕!활， 흥하여 자신 o안은 명젊이 빼르크， 

01 매시아임 비고정적일때 바이어론， 

공현절} 옳 드러낸 사 1997년의 경우 작센 안힐트 

건 기념 

%(성am 긍re요뼈잃g* 때수의 예루 
부훨젊 전주 

그라스도 수 
살햄에서의 

의 금요잃 (3 전 혹일 

난쩍 날)과 
수난과 죽음 

월 28잃) 

그 주짧 
올 기억 

부활젊 토끼 

Ut후s빼훌mt짧m)mi엑뼈g 그리스도의 와 닮갈， 부 
(3월 ~잃 

부훨율 축하 훨질 음식， 전 혹잃 

!<>s야rmon빼 하는 날. 부활철 나무 
3월 31 잃) 

장삭 

앓짧w빼 그리스도가 부활절로부 

부활하여 하 승천일 화흰 터 40번째의 
전 묵얼 

{그리스훌 훌 놀에 오룰 것 만률기 닐 

천잃) 율 기넘 (5월 8월) 

2) 각각의 행사에 대한 자세한 검용 N. u. B. Kimer, Famili윈lfeste v，α1 A-Z, 
Freiburg 1잊12와 ).K디ster， a. a. 0.,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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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마리아 송천일(8.15)， 않. Martin의 날(11.11) 둥이 었다. 

2. 독일의 축제 

촉체가 모든 인간 삶의 총합 및 절정으로서의 의미롤 갖던 고빼훌는 

달리 근대의 축제는 시민사회의 발전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괴따의 

“Tages Arb앙t， abends Gäste! Saure Wochen, frohe Feste!’의 시구처럽， 쭉제 

는， 반복되고 단조로운， 노동하는 웰상과 대비되는 행사이다. 다시 ι 말해 

서， 현대 시민사회의 노동 및 그와 관련된 일상과의 대립되는 판체속에 

서 일상에서 탈피하는 행사라는 첼에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이 정해전다. 

이쩨까지 이성ra디o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의 흐륨에서 벗어나 억제되웠던 

감정이 분출되는 장소인 것이다. 

축제의 행사와 모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얘 빡라 

변모한다. 독일 축제의 특정은 무엇보다도 지방색이 매우 푸렷하다흔1점 

인데， 지방분권척으로 발전해 온 독일역사훌 고려해보면 이는 필연쩍인 

현상이라 할 수 었다. 역사적으로 활 때， 신교보다는 구교지역에서 축째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구교가 보다 민중의 삶과 환련을 많이 맺었다는}첨외 

에도， 무엇보다 신교에서 개인주의훌 토대로 하는 신흥중산충이 청교도척 

인 금욕주의의 생활윤리훌 앞세워 전통적인 축제 및 오락문화률 낳벼객 

이고 비생산척인 것으로 낙인찍고 거부한데에서 기인한다.3) 그러나 19세 

기에는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축제의 기능이 긍정척으훌 명 

가되면서 신교지역에도 라인강지역율 중심으로 축제가 급속도로 확신되 

는 양상을 보인다. 

축제의 현대적 변모와 판련해서 중요한 것온 축채가 이제까지확‘용동 

체 의식올 함양시키는 각 고장의 자발척， 자체척 행사에서 벗어나 철문화， 

상업화의 경향을 면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보통 농촌에서는 마올의 챙년 

향우회， 도시얘서는 손기술자조합에 축제의 행사와 진행융 담당하혔홉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도시나 시골의 축째협회나 각 축제단체가 맡옴으로써 

매스미디어나 판광객올 우선척으로 고려하는 행사로 바뀌었다. 

3) Vgl. 박재환 외，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율 1997, 서울대학교출판부， 훌쪽이 
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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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독일의 촉채롤 유래 및 성격에 따라 분류하자연，4) 

- 기독교개종 이전의 게르만 시대의 영향을 받은 축제: 예로는 봄의 

축제가 있으며 대표척인 행사로는 Furth의 용 무찌르기Drachenstich 행사 

를 들 수 있다. 

- 농촌의 축제: 농촌의 축제는 대재 농사절기에 따라 정해지며， 대표적 

인 행사로는 힘든 노동의 결실이 맺어지는 수확기의 추수제롤 툴 수 있고 

추수맥주Erntebier， 추수닭Erntehahn， 추수혼인Aust-Hochzeit 퉁의 풍속파 

특히 포도주 생산지에서 열리는 포도주축제Winzerfest률 들 수 있다. 

- 도시의 축제: 도시의 손기술자조합에서는 독자적 관습에 따라 축제롤 

행하였다. 또한 각 도시의 시민들도 자신들의 사수대Schüαer률 동원하는 

행사를 펼쳐 지배자에 대한 자신들의 자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도시축제의 

의미가 정치구도 안에서 정해진다. 

- 궁정문화: 근대이전의 궁정문화의 유산을 보여주는 행사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Kiefersfelden의 기사들의 마상무술경기와 뼈ndshut의 제후결혼 

식을 들 수 있다. 

- 종교: 종교적 축제들온 보통 가톨릭의 성자일이내 교회헌당식 

(찌rchweih， Kinnes}을 기점으로 행해지는 것이 많다. Oberammergau의 수 

난극(수난의 금요일)은 페스트가 창궐했던 과거를 기리기 위해 10년에 한 

번씩 행해진다. 

- 민중축제: 다음의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사육제행사훌 톨 수 있 

으며， 이외에도 5월의 나무 세우기Maibaumfest 행사를 들 수 있는대， 이 

는 고장이나 연인을 위한 나무를 세우는 행사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 

해지는 것도 었다. 

- 다음으로는 고장전통의 축제와 연례장터를 돌 수 있는데， 제후의 결 

혼식 축하행사에서 유래한 München의 시월제Oktoberfest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라인지방의 포도주축제Winzerfest， Hameln의 피리부는 사나이 

4) 자세한 것은 N. u. B. Kimer, a.a.O./J. Küster, a.a.O.IL. Petzoldt, Ein Führer zu 
Volksfesten, Märkten und Messen in Deutschland, München 1983./1. 
Weber-‘ Kellerrnann, Volksfeste in Deutschland, Stuttgart 1981의 각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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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tenf:빼ger(중채의 쥐잡이행사에서 유래)， Bad Harzburg의 발푸르기스촉 

제W머purgisfeier(임산부훌 마녀로부터 지격주는 성 발푸르기스 수녀훌 기 

렴)가 대표적이다. 스포츠 축제로는 u1m의 어부툴의 배싸옴Fischerstechen 

(작은 배톨 타고 긴 막대기로 서로 밀쳐 멀어뜨리는 민중눌이)이나 북독 

일의 공던지 기80ß밍n u. Klootschießen 둥이 있다. 

3. 축제예 대한 력스트 

축제훌 다룸에 있어 문학의 풍부하고 다양한 보고훌 이용할 수 있율 

것이다. 이때 문학이 문화롤 설명하는 단순한 정보자료가 아닌， 미척 예술 

적 특질로 생성된 생생한 삶의 보고라는 점율 잘 살려서 학생들의 상상력 

과 이해력을 자극하는 좋온 자료로 쏠 수 있다. 예훌 돌어 A. Auerbach, 

fSchwarzwälder DorfgeschichteJ 의 H때mεltanz와 Arztspi밍장면 이 나 

Goethe의 fFaustJ 중 Osterspazíerg때g 장연 퉁율 돌 수 있으며 축제 자 

체률 주제로 삼은 간단한 시나 택스트도 있는데， 예톨 물어 St. 냐acock의 

r우리의 어머니날Wie wír den Muttertag feíertenJ ,5) K Immennann의 

r펼른의 카니발Der Kölner KarnevalJ 나~) K Tuch이sky의 r뻐롤린의 사 

육제Berliner Fasc바19J 7), ]. R Röler의 r뀐뺀의 시월제M때떼mer Oktoberfes 

tJ ,11) K Tucholsky의 r대도시의 크리스마스Groß-S떠dt-Weihnach따lJ ,9) 

A Schnitzler의 r섣달 그음날. 대화Sylvestem때lt. Ein 미허DgJ ,10) P, Bramm 

의 r섣 달 그뭄날의 명 상Meditationen in der Nacht des heiligen Sylveste 

rJ 11) 퉁이 었다. 

5) Vg l., Feste feiem, hrsg. v. 1. Kleinau, Stuttgart 1잊*i， S. 144-148. 
6) Vg l., ebd., S. 118-120. 
7) Vgl., ebd., S. 120-121. 
8) Vg l., ebd., S. 152-155. 
9) Vg l., ebd., S. 170-171. 
10) Vgl., e벼 , S. 171-181. 
11) V gl., ebd., S. 18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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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제의 예 

실제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여러 명절이나 축제 중 몇몇올 골라 집중척 

• 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육제톨 혜로 롤겠다.12) 

사육제는 지역에 따라 Fastnacht, Fasnet, Fasent(슈바뺀， 알레만지방)， 

Fasching(빈이나 뭔핸의 궁정)， K따nev떠(중부 라인지방)이라 다르게 불리 

며 지방에 따라 구체적 행사， 행사의 성격 및 그 의미도 다르다. 사육제는 

고난의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며철 동안 마옴껏 률기고 노는 행 

사이다. 어원상 차니발없mev머온 단식과 참회기간동안 고기률 멀리해야 

한다는 이태리 말인 “came v머e(Fleisch， lebe wo삐!)"에서 유래했으며 종교 

상으로는 주로 신교지역에서 치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뀔른의 카니발에 

서는 중심인물이 광대Narr(뀔른 방언으로는 Jecke)이며 이 때 광대는 신랄 

한 비판， 풍자률 할 수 있는 팡대의 자유Narrenfreiheit， 질책의 권리 

Rügerecht롤 누린다. 카니발은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며 이러한 전통 

적인 광대행사롤 통하여 사회비판적인 역할율 한다. 휠른， 마인쪼 퉁지의 

노래， 춤， 풍자척인 연셀로 이루어지는 사육제 회합Prunksitzung에서 이률 

잘 볼 수 있다!:l) 관련된 행사로는 Bonn-Beuel 지방의 여자들의 사육제 

Weiberfastnacht와 광란의 월요일Rosenmon때 행사가 있다. Ros밍unontag은 

(97년의 경우 2월 10일) 팡란의 월요일(“미쳐 날 뛰다 rasen"에서 유래)이 

라는 뜻이며， 고장마다 크고 작게 제각기 치루어지지만 훨론， 뒤셀도르프， 

마인쪼에서는 탤헤비천으로 중계되는 대규모 축제의 행렬이 었다. 카니벌 

이 끝이 나면 재의 수요일Aschennittwoch{97년의 경우 2월 12일)율 펼두로 

고난의 사순껄이 이어진다.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율 하며 머리에 재훌 얹 

거나 뿌리며 이날부터 사십일 간 단식과 금욕과 참회훌 하며 부활절율 준 

비하게 된다. 사순절은 고행과 반성과 금기의 시간이지만 현대에는 어려 

운 고행은 하지 않는다. 

Fastnacht(97년의 경우 2월 11일)의 경우는 바덴 뷔르댐빼르크주에서 주 

로 행해지는 사육제이며， 구교지방약 행사이다. 마율별로， 단위별로 소규 

12) 자세한 것온 L. Petzoldt, a. a. 0., S. 18-00/ E. u H. Schwedt, Diathek zur 
Deutschlan빼unde， Stuttgaπ 1쨌， S. 1-13 참조. 

13) E. U H. Schwedt, a. a. 0., S.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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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치루어지며 특이한 가면 가장 행렬이 특색이다. 각 지방마다 다혼 

가면올 쓰고 이루어지며 지방색이 강하며 도시마다 거리마다 축제가 행 

해진다. 

사육제는 주제의 성격상 강의에 시청각 자료를 많이 요하는데， 이에 대한* 

활용가능한 기존의 시청각 자료로는 슬라이드 자료로는 'Fastnachtsbr칭따l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J 가 있으며，14) 비디오자료로는 Intér 

Nationes의 rWie feiert der Deutsche? J 시리즈가 었다.15) 

이러한 축제에 대한 소개가 일단 끝나연 축제롤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 

가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축제의 이해와 수용에 중요한 몇 가지 측 

면올 축제의 기능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111. 축제얘 대한 비판적 고찰 

1. 축제의 기능 

축제는 참여자툴과 구경꾼률의 공동 행위 및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훌 주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축채획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노동 및 일상파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농 

촌의 축제든， 도시의 축제든， 일상의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률 

경험한다는 것이 축제의 가장 큰 특색이다. 평범한 시민이 귀족이나 혹용 

팡대로 분할 수 있고 새로운 역할 내에서 일상 통용되는 것을 조롱， 풍자， 

비판하거나， 금지되었던 것 둥을 시험해 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률 통하여 참여하는 사람돌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천활훈 

화가 계송되고 종교적 의식이 심화된다는 점도 를 수 있을 것이다. 상엽 

적 측면파 연관시켜 보자연 19세기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주민들의 여행 

이 가능해지면서 각 고장 축제로의 관광여행이 가농해졌다든지， 아나벌 

14) Vgl. E. u. H Schwl빼 Diathek zur 않따떼a때kunde， Stuttgart 1鷹. 이외에훌‘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에 I. Web안-Kellem때m의 Volksti짧 m 밟ltsc비빼 
Stuttgart 1981의 중요장면올 슬라이드로 만든 자료집이 있다. 

15) 이 연속자료집 중， 없meval-Hochz잉t편온 Köln 지방의 카니발을， Fronleich때n 
-Einschulung은 성체축제일행사롤， W einachten-Meisterschaft편온 크리스마스 
행사롤 다루고 있다. Vgl. Wie f，잉ert der Deutsche? Bonn 1!Ð3, Inter Nation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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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의 카니발에서 보다시피 축째가 대중매책외 척극쩍인 개업으로 웰래 

비션의 스빽터클로 변모했다든지 풍융 거론할 수 있율 것이다. 이러한 축 

제의 기능올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 본다면 다용과 갈다. 

잃상쩍 혹면 

- 비일 상성 A뼈g해l엉월li<Hæit: 

잃상적 가처와 규범이 전도된 빼채 

- 카타르시스적 혹면 

통의채승|\\ 

정쳐쩍 흑연 

- 시민의 독자성 상실， 

왕정질서에의 순응 

- 지배자훌 위한 장식 

적 기능 

(에: 횡쩨탄생축하쩨) 

역사쩍 혹면 

- 유래: 게르만의 축제 + 로마적 

색채+르네상스의 가면극+바로크 

의 궁정풍속 + 종교개혁시기의 규 

율화 (엄숙 장엄한 륙징) 

-19세기. "역사적 축제행헐 역 

사주의. 민족주의， 시민해방과 민 

족적 자존심 

〈촉째의 기능〉 

홍교쩍 흑연 

- 종교적 의식 

상엽쩍 혹면 

- 19셰기 Ei엉벼nfe앙 

관광 

- 시민들의 소비성향 

마포 

사회쩍 혹면 

- 공동째의식 강화 

- 축째의 기농: 

사회의 기존휠서톨 

강화시키는가， 변화시 

킨눌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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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화된 토론쭈체의 예 

축제롤 소개한 후에 이애 관한 톡일문화의 담론률율 소개할 수 있다. 

즉 명절이나 촉제훌 소개함으로써 흥미로운 수업을 제공한다던가， 특정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지식율 전달해 준다는 인지적 관점 이외에도， 학생 

들에게 이에 판한 독일인들의 시각 및 논의도 제공한다. 그렴으로써 우리 

는 축제률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률도 그러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가， 

또한 우리 나라의 축제에도 그러한 시각을 척용시켜 볼 수 있는가 퉁에 

대한 생산척이고 비판척인 토론의 장올 제공하고 보다 수준높용 수업， 상 

호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올 인식시키는 수업올 구성해 훌 수 있을 것이다. 

축제의 정치적， 사회척 측면에 대한 중요한 물융의 한 예로 축제의 사 

회척 기능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는데， 다시 말하여 축제가 사회톨 고정 

하는 기능올 행하는가， 아니연 변화시키는 기능을 맡는가에 대한 토론율 

유도할 수 있율 것이다. 축재가 사육제 퉁율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고취 

된다던가， “(일상파) 뒤바뀐 세계verkehrte Welt"훌 기획함으로써 기존 사 

회의 표본들이나 질서， 조직물을 파로디화하고 비판하며 변화시키기도 한 

다는 점이 긍정척인 기농으로 얘기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사회의 예률 

보자면， 신교지역에서 종교개혁 이래로 축제가 금지되어 오다가， 언론 및 

집회의 자유와 연판되어 19세기에 휠른의 개선된 카니발이 확산된 배경이 

나)(j) ， 축제가 전통적으로 시민의 자유훌 위한 후쟁의 장으로 기능했었다 

는 점을 를 수 있율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사회척 긴장 상황에 하나의 숨 

통을 퇴어줌으로써 오히려 “보룡의 일상척인 사회질서훌 고정시키는 기 

능을 했다는 역기능율 주장하는 반론도 있고17) ， 독일 사회의 예훌 보더라 

도 현실의 모방이나 재구성보다는 이활 상징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18) 

즉 독일의 시민껴l급은 그들이 한 번도 주인공으로 퉁장하지 못했던 역사 

때문에 축제에서도 자신들의 이상이나 가치관， 이념을 주장하거나 현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이나(혜르만 기념비Hennannsd윈lkmal， 게르 

16) Vgl., E. u. H. Schwedt, a. a. 0., S. 2. 
17) M. Hettling, Bürgerliche Feste als symbolische Politik im 19. Jahrhundert, 
다lttingen 1없3， S. 16. 

18) V gl.. ebd., 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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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숭배Germanenkult)， 미래의 모습(노동제M려feierl을 보여줌으로써 현실 

을 상정화하는 방식올 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폰 사회의 위계질서률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지도충은 축제의 주최자가 되고 낮은 계총은 단순 

한 참여자가 되고 여자와 아이들은 구경꾼에 머문다든지 하는 예에서도 

기존 질서가 변하지 않고 촉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온 분명히 

드러난다. 결국 독일의 19세기의 시민계급은 축제에서도 자신들의 역사롤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3. 비교문화적 혹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현상올 해석하는 것뿔만 아니라 현상 자체 

를 비교함으로써도 문화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앞 단원의 축제의 기능과 

관련하여 우리의 촉제와의 비교도 가능하다. 예률 들어， 독일의 광대와 우 

리의 말뚝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문화교류적인 측면을 명시적 

인 교육목표로 삼는 교재인 rZwischen den KulturenJ 에서는 독일명절율 

간단히 소개한 후에 학생롤에게 자기 나라의 축제와 명절을 빈 달력에 기 

입하여 비교하며 이야기하게 하고 있다，19) 다른 예로 rTypisch deutschJ 

에서는 1945년의 성탄절을 묘사한 Kempowski의 간단한 텍스트률 주고 전 

후라는 당시의 상황과 연관시켜 본래 가족축제로서의 성탄절과 그 의미 

률 토론하도록 유도한다.2()) 더 나아가 가족중심의 조용한 휴일이라는 점 

에서 우리의 성탄절 풍경과 의미롤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V. 문화분야의 대 만 주쩨 

문화분파에서는 이상의 토론올 마치면서 “독일의 명절파 촉제” 이외의 

여러 독일학 주제를 토의했고 다옴의 주제들율 제안했다. 

- 예술사조사: 고전주의， 낭만주의， 표현주의， 인상주의 퉁 

19) Vgl., Hanzerv'Zuber, Zwischen den Kulturen, Be비in 1~， S. 92-94. 
때) Vgl., Behal-Tomsen Heinke et a\., Typisch deutsch? Berlin 1900, S. 66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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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술장르별 

음악: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에서 현대까지/ 예술가곡과 민요 

미술: 표현주의톨 정정으로 

영확: New g얹man cinema 

연극: 서사극을 중심으로 

건축: Bauhaus룰 정점으로/ 교회 혹온 성당건축 

- 독일시민문화: 독일 시민 사회의 특수성 

- 정치문화: 지방자치， 정당과 선거풍속도， 시위문화 

- 분단과 통일: 언어의 이질화와 째통일과정 

- 시민의 문화 활동: 다양하고 폭넓은 여가활용， 국민체육， 문화활풍까-

- 문화이론: 비판이른 

V. 나오는 말 

이제까지 독일학 수업의 한 시안으로 독일의 명절과 촉쩨롤 다루아보 

았다. 이는 많은 시각애서 우리에게 흥미있는 주제임에 툴림없다. 다혼 폭 

일학 관련주제를도 그러하지만 기존의 독일학 관련 택스트들은 명철이나 

축제라는 주제로 독일학 강의교재로 바로 쓰이기에는 양적으로도 빈약하‘ 

고 질척으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학문분야의 교채툴온 지1후쳐 

게 전문척이며 세분화된 측면에서 주제훌 다루어서 마찬가지로 바로 촬 

의에 사용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료들을 모아 한 시안올반 

들어 보았으나 여러 변에서 아직 많은 미비점과 개선점이 드러나고 있다t 

원래는 데이타뱅크식의 강의시안올 계획하였으나 준비가 미홉하여 여후 

어지지 못하였다. 이 강의 시안을 그대로 강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자 혔 

올 것이다 혜률 톨어 집중소개할 테마가 우리의 제안과 다활 경우 좌 차 

료룰 찾아 편집해야하는 동의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이 강의 시안이 치풍j 

각 대학에 많이 셜치되는 독일학 판련 강좌에서 앞 주제와 판련하여 하1후， 

의 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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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때 대한 토론 

안삼환: ‘독일의 축제와 명절’이라는 주제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한 

것은 좋은데， 과연 실제 강의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훌 수 있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접근하자면 이 발제문에서처럼 상세하 

게 다룰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예컨대 발 

제문 2쪽의 그림에 들어 있는 하나 하나의 내용까지 모두 보여줄 수 있 

을까요? 

척융영: 발제문에 실린 내용온 저회 분과의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강의가 가능하다는 것올 염두에 두고 강사 선생님들께서 취사선택해서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훌 제시해 본 것입니 

다. 제가 맡았던 지난 학기의 독일학 강화에서의 주제는 주로 슬라이드 

를 보여주고 셜명하는 식으로 다루어졌는데， 한 학기 강의룰 마치고 나 

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 보충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학기에는 

강의 내용 정하고 슬라이드 만들고 하느라 학술적， 체계척 분석이 모자 

랐던 것 같아 오늘 발표 원고에는 분석적 시각도 보충하고， 축제나 명 

절올 체계적인 도표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강의에서는 4번의 예에서처 

럼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게 되겠지요. 

안삼환: 물론 다른 분이 독일학 강의톨 맡을 경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가령 윈헨의 ‘10월 축제 

Oktoberfest’라든가 콸른의 ‘광란의 월요일 Rosenmontag’ 같은 촉제률 독 

일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그 구체척 내용을 좀더 

상세히 소개해 주는 방식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굳이 ‘독 

일의 축제와 명절’올 다루어야 하는지 초점이 효려지기 쉽지요. ‘독일학’ 

의 일환으로서 축제와 명절이 문제되는 맥락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축제 혹은 명절에 초점올 맞추어 상세 

히 설명해 주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이를테면 뀔른의 ‘광란의 월요 

일’ 축제는 하인리히 펼 H. Böll의 r카타리나 불름의 잃어버린 명예 Die 

ver\orene Ehre der Katharina Blurn (피er: Wie GewaJt entst하1en und wo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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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führen 없nnJ (974) 같은 작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었으니 

까， 그런 문학작품의 얘기훌 껄돌여서 보완해도 좋율 듯합니다. 

황윤석: 안삼환 선생 지척대로 ‘축제’률 주제로 설정했다면 발제문 6， 7쪽 

에 서술되어 있는 포괄적이고도 기본적인 정의롤 강의 서두에서 미리 

주지시켜 주고， 그런 바탕 위에서 대표적인 축제에 대하여 그 구체적 

내용올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요.7쪽올 보면 축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 

과 부정적 시각올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양분된 시각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구분온 사회변화훌 전제로 한 것일 터인데， 촉제라고 하면 

역시 카타르시스적 기능과 공동체척 의의가 예로부터 중시되어 왔다고 

봐야 하지 않올까요? 축제에 대한 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전 

통적， 역사적인 의의률 먼저 제시해 주면서， 그 의의에 걸맞는 사례률 

보완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요. 

안잠환: 역시 발재문 6， 7쪽의 내용율 앞으로 끌어내고，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올 뒤로 툴리는 것이 좋겠군요. 

임종대: 그렇습니다， 기본척인 개념 규정율 먼저 소개하고， 연역척으로 풀 

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융앵: 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삼환: 혜컨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부활절 퉁율 중심애 두고 그 밖의 

경우들을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요. 뀔른 축제만 해도 그 역사척 

연원올 살펴보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주교(主敎)도 이 날만큼용 

축제 참여자들이 무슨 말올 해도 다 용인합니다. 훌 수상도 풍자의 대 

상이 될 뿔 아니라 합쩨 참여해서 농담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전룡의 

맥락 하에서 이혜훨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변에서 축제의 사회비판척 

기능이 좀더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게르만 시대부 

터 내려오는 ‘하지제’(횡至쳤， Sonnenwendfeier) 퉁도 또 하나의 계통으 

로 분류해볼 수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초점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독일학파의 연관성이 분명해지 

지 않올까 합니다. 

황윤석: 어떻든 독일학의 톨 안에서 축제라는 주제률 선정한 것온 좋온 

시도라 생각됩니다. 



독일의 축제와 명절 253 

임종대: 아마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 어째서 독일의 납부 및 서부 지 

역에서 북동 지역보다 축제가 더 발달했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을 법한 

데 ... 

최융영: 제 생각에는 신교 쪽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축제훌 금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중세 이후 점점 문란해지는 축제 풍속을 반종교적이라 

고 본 신교는 당연히 축제률 금했고， 보다 생활에 깊숙이 파고 돌었던 

구교 쪽에서는 축제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지요. 흥미로운 것은 19세기 

초반 이후에는 뀔론 카니발이 조직을 정비한 후로 신교 지역에서 축제 

문화가 급속히 퍼져 나갔던 점입니다. 

천영얘: 신교와 구교의 차이로 보자연 예컨대 다른 시간에 다루어졌을 건 

축 양식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신교 지역에서는 건축도 검소합니 

다. 사치스런 장식을 배제하지요. 촉체든， 건축이든， 어떤 작은 주제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정신사의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 현상임을 

학생들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일도 충요하다고 봅니다. 

이째황: 그럼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 다옴 발표률 듣기로 하겠 

습니다. 

〔기록: 임흥배， 천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