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문학의 위기 진단과 

전자 택스트롤 활용하는 독문학 연구의 가능성 

오제명(충북대) 

1. 위기에 처한 묵문학 

96년액서 fJ1년에 걸친 1년 반 동안의 독일 체류는 나로 하여금 독일 내 

에서도 독어독문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옴을 판찰활 기회률 주었다. 이 

론 바 탈냉전시대， 정보화시대훌 맞이하여 독어독문학온 과거 어느 때보 

다도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학푼 훈야를 속에서 자신의 정당생율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율 맞고 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로부터 오는 “정당생 압력 Regi띠nationsdruck"이 많용 독문학자졸에게 

는 “정당성 강박중 Rechtfl뼈gungsneurose "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1). 이러환 

위기는 무엇보다도 독일 사회2)의 구조척 변화와 맞물려 발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연 갱부의 교육정책， 학생률의 전공선태과 직업척 전망， 

독문학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고， 그 결과 독문학온 학문 

적 정체성까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분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경우와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몇 년 천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작업과 학부제 도입 풍으로 위촉된 한국의 독품학이 처 

한 상황도 기본적으로는 통일한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이 글용 우리 

의 문제률 조금 더 넓온 지명에서 살펴보고 해결율 모색하는 데 작온 도 

1) V gl. Hartmut Böhme, Germanistik in der Herausforderung durch den 
technischen und ökoJ맹ischen Wandel, in: Ludwig J헤ger (hrsg.): G윈manistik in 
뼈 M뼈enge않Usch짧， München 1994, S. 64; Ulrich G뼈ner: Die Krise 뼈 
Germa띠stik， in: 마eZ잉t， Nr. 14, 28. März 1997, S. 46. 

2) Informationsgesellschaft 용어 이외에 %년대의 독일 사회톨 혹정짓는 표현으 
로서 R빼미뼈녔Je Q영l영빼 뻐빼sflq잊- Ri돼<<r， 뻐æt-， M어iengesellschaft 

란 발들이 빈번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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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려는 의도로 씌어진다. 

1‘1. 교육정책적 소외 

국민률에게 인기없는 “긴축재정정책 Sp:따때ket"올 용호하기 위해 헬무 

트 콜과 터l오 바이젤이 빈번하게 사용흠}는 “G<뼈i짧U홈”파 “Konkurrenzf때igkeit"라 

는 어휘률 ARD 방송에서 듣고 있노라면 KBS롤 통해 들어온 김영삼 대통 

령외 “새개화 “갱쟁력”이 자동척으로 연상되었고， 나로서는 그야말로 세 

계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작년부터 율해까지 ARD의 Tagesthemen 프로에 

서 가장 자주 동장한 정치적 주제는 복지비용의 대폭 축소률 통해 기업경 

쟁력 강화를 꾀하는 집권당의 “건축재정”을 물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었다. 

이러한 공방은 곧 전통적인 유럽식 “사회국가 Sozi허S없t" 모델올 유지하 

고 환경보호률 추진하려는 야당들과 독일올 미국식 자유경쟁체제로 전환 

시켜 첨단기술산업올 육성하고 이률 흥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연 

립여당의 전략이 충돌하는 현장이다. 이 긴축정책용 임금， 노동조건， 실업 

수당， 연금， 의료보험둥 일반적인 국민복지영역 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 

부문에도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즉 단기간에 경제척 가치로 현금화되지 않는 문화 

사업 및 교육활동애는 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예컨대 CDU가 

여당인 바덴-뷔르댐베르크 주의 경우 보조금(Subvention)이 대폭 줄어 여 

러개의 극장들이 문율 닫았고， 작년부터 대학의 경상운영비도 절반으로 

깎였다. 장학금이 하늘의 별처럼 따기 어렵게 되었을 뿔 아니라， 땐자의 

옴식값과 시내교통비 활인 이외에 학생들이 누리던 복지혜택온 거의 사 

라졌다. 퉁록금 징수가 시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기대학생 

(Langzeitsstudierende)올 대학에서 추방하기 위해 6학기 내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내야 하는 미국식 석사제도률 확대실시하려고 한다. 연구비 지원 

이 정보학(Infonna따) 퉁 소위 첨단학문에 집중휩으로써， 대학 내의 학문 

분야벌 차둥대우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었다. 칼스루에에서 발행 

되는 지방지 BNN의 1007년 6월 24일자 기사는 경쟁력이 약한 학문분야가 

당하는 설움을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3) 칼스루에 대학 내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정부의 교육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학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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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Hochsch띠stru.kt띠'kommision)가 이 륙폼학， 역사학， 사회학， 철학 

이 속해 있는 이 대학의 쟁신과학부의 실질척 폐지롤 팔자로 하는 권고안 

율 낸 것이다. 위원회의 권고훌 주정부가 실천에 옮기는 데는 여러가지 

저항에 부딪철 것이며， 향후 몇년 내에 학부가 정말 문울 닫을 것으로 예 

상하는 사랍옹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인훈학 붐야의 학과룹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온 본명하다. 물혼 이러한 극단척인 경우는 천신이 공과대 

학이며 공학 및 자연과학환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칼스후에 대학의 특 

성파 밀접한 판련이 있지만， 거기에는 독일에서 인문과학 일반과 독문학 

이 처한 일반적인 위기가 합쩨 반영되어 있다. 

1.2.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톡훈확 

신입생율 위한 문얘학 입문강좌훌 말온 교수률온 ‘요즘 학생물용 품학 

척 기초지식이 터무니 없이 부촉하고， 책읽기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개 

탄한다. 신입생의 80-90%가 파우스트훌 모혼다는 사실용 학생률의 독서량 

과 천공수학능력이 매우 낮아졌옴율 말혜주는 지표로 톨 수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 아비후어 합격훌이 뼈%로 훌라간 이후 입 

학한 대학생롤(“Abitu따'ol따ariat">의 자질이 이전에 비해 명균척으로 현저 

히 떨어졌고， 직업전망이 밝지 않온 독문학훌 야망있고 채농있는 학생롤 

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00년대 초에 나온 OECD외 보고셔에 따르면 독얼외 청우 지난 2-30년 

사이애 대학과 고용시장 사이의 판계에 근본쩍인 변화가 일어광용율 보 

여준다. 즉 1965년 흉계에 따르면 대졸자의 65%가 공칙에 취업하고 35%가 

사기업과 자유업에 일자리훌 얻온 반면， 00년애는 거꾸로 35%가 공칙율 

얻고 나머지는 사기업에 취업했다. 이 기간에 공직애 취업한 대졸자는 두 

배， 사기업에 취업한 숫자는 8배로 늘었다. 직종별 대졸자 취업비율의 이 

러한 변천은 생산칙이 빠룡 속도로 충가한 반면 판리칙온 상대척으로 늘 

어나지 않았옴올 보여주며， 나아가서 대학， 기업， 사회 사이의 상호의폰구 

조 및 학문분야벌 사회객 수요가 현저히 변화했융융 시사환다. 지난 20년 

3) Badische Neue Nachricht, 24. Juni 1때7. 



독문학의 위기 전단과 전자 텍스트훌 활용하는 묵운학 연구의 가능성 317 

이래로 점차 가중되고 있는 독문학의 어려움은 이러한 사회객 수요의 변 

화에 연결되어 었다. 현재 독문학율 천공하는 학생은 약 1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셰이다. 칼 

스루에 대학 박사과정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한 학생의 보고에 의하면 중 

동학교， 대학， 문화계 둥에서 일자리롤 구한 독문학 전공 졸업생은 100명 

중 4-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독문학을 주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눌어나고 있는 것온 직장이 없는 사랍도 굶게 하지는 않는 독일척 상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생존 경쟁이 지배하는 삶의 조건 속에 자기자신 

을 내맡기고 싶어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다른 전공보다는 상대척으로 요 

구조건이 적은 학문으로 여겨지는 독문학을 택한다. 예습량이 많이 펼요 

하고 시험이 잦은 법학， 의학， 경영학， 공학， 물리학， 수학 퉁에 비해 독문 

학은 “부드러운 학문 sanftere Wissenschaft"로 통하고， 거기서는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학문을 통해 그툴온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자신의 문제훌 주체척으로 다루고 삶의 지 

침을 끌어낼 수 있기률 기대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고답적인 강독이 이어 

지는 두어 학기가 지나면 실망으로 변한다. 모호한 기대률 일째우지만 막 

상 손에 쥐어주는 것온 없는 독문학얘 대한 활만으로 인해 많은 학생돌이 

전공올 바꾼다. 

낮은 직업 전망 이외에 이 전공이 요구하는 높은 독서량도 학생률의 

염충올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매체사회 속에서 성장한 학생 

들은 텔레비전， 비디오， 워커맨， PC 퉁 시청각 매체에 익숙해 있고， 그들에 

게 책은 이미 문화와 지식의 전달매체로서의 륙권척 지위훌 상실하였다. 

이제 부피 큰 소셜과 드라마 읽기에 재미률 느끼지 못하는 학생툴온 TV, 

영화， 인터넷을 다루는 “매체학(M때ienwissenschaft) 쪽으로 도망치는"(U. 

Greiner) 일이 빈번하다. 그리하여 독문학 전공학생 중 학업율 마치는 비 
율온 정%롤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문에 대한 흥미 상실이라는 이유 외 

에도 학위롤 가졌다고 취업전망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며， 박사학위훌 취 

득할 경우 오히려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할 기회는 더욱 척 

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독일대학의 독문학용 다수 학생의 욕구를 충촉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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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사회척 수요에 부용하지 못한 채， 장래의 칙업에 그다지 연연 

해 하지 않으며 글읽기애 재미롤 깨우친 소수의 학생출을 위한 학문으로 

남아었다는 결론올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감층에 걸리지 않 

온 독문학자라면 “정당성 강박중”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1.3.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 

1잃4년에 나온 저서 r독문학의 역사 Geschichte der G얹nanistikJ에서 요 

스트 혜르만트(Jost Hennand)는 %년대 독문학자들율 세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첫째 유형 - 학문의 사회적 연관을 도외시한 채 독문학의 옛 

상태률 유지하려고 애쓰며， 푼헌학적， 역사적·객관객 방법론에 의존하는 

학자; 둘채 유형 - 문학율 완전히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하여 사회척 연관 

뿔 아니라 역사적 지향도 포기하고 주관성의 영역으로 되몰아가는 학자; 

셋쩨 유형 - 참여는 현저히 쇠퇴했지만 여전히 이데율로기비판 및 사회비 

판의 요청올 고집하는 학자.4) 첫째 유형의 학자들은 중요한 역사-비판본 

들의 출판올 비롯하여 자료해독， 택스트 편집， 전기집필 둥 전통척인 문현 

학적 방법에 의해 많운 연구성과률 내었지만， 이러한 작업이 누구롤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작업인지가 불투명하며 독자 대중의 관심옳 끌지 못 

한다. 사적 개인의 관점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룰째 유형의 학자률온 80년 

대 이후 문학척 감수성 훈련과 거대담혼올 깨뜨리고 “반이데옳로기척 자 

유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뜰의 문학연구는 소외된 세계 속의 

학문척으로 특권화된 자아에 갖힌 채 보상적 예술향수의 범위훌 벗어나 

기 어렵다. 셋채 유형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률 통해 재통얼 이후의 

사회문제， 환경 소외집단 여성문제 퉁 현재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유토피아가 사라진 사회에서 그들의 비판옹 힘 

올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 

80년대의 방법론 다원주의는 결국 “방법론 마모 Methodenverschleiß"5)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훌 가져왔으며， 혜르만트의 분휴가 시사하는 바 

는 이제 어떤 연구방법도 지배적인 위치훌 점하지 못하는 연구상황이 도 

4) Jost H떼nar떠: Geschichte der Gennanistik, H때lburg 1994, S. 230. 
5) Jost Hennand: a.a.O., S.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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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화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체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문헌학으로서의 독문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었다는 사실이다.6) “구텐베르크 시대의 종말 Ende der 

gutenbergischen Ära"을 가져용 멀티미디어적 매체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전달매체로서 책파 문자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학문의 대상 

과 방법론에 걸쳐 중대한 변화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문 

현학의 연구대상인 텍스트 개념을 문자로부터 소리， 아이론， 영상에까지 

확장하고， 문자문화와 시각문화가 중첩되는 현재의 문화상황에서는 간매 

체적 연구방법이 요청되며， 독문학올 간학문척 ünterdisziplinär )으로 개방하 

자는 주장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경우 독문학이 해체되고 매체 

학과 문화학에 홉수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독문학자는 “언어에 대한 사랑 

Liebe zum Wort"과 “문학에의 즐거움 Freude an der Literatur"올 가장 본질 

적인 요소로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결은 결과적으로 기폰 

의 독문학이 지녔던 상대적으로 단단했던 정체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었 

다. 

2. 컴퓨터 시대의 독문학을 위한 째안 

2.1. 현실의 변화때 “동의”하는 독문학 

독문학이 당연한 위기는 현실의 거센 변화에서 파생된 복합적인 원인 

에서 비롯되었고， 그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이 선듯 발견될 수 없숨온 당 

연해 보인다. 또한 후기구조주의 이후에 만연한 무차별척 탈중심주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조망올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학문 영 

역에서의 각종 포스트주의의 난무는 방법론파 이론 자체에 대한 불신올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지적 유행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실 그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그 현실이 지닌 부정성을 극복 

하려는 (즉， 브레히트적 의미에서 “동의”하는) 자세일 것이다. 

6) 피셔 (Fischerl는 독문학의 정체성 논쟁을 문헌학자와 매체주의자의 대결로 

서 설 정 한다. V gl. Hubertius Fischer: 1st die G앙manistik zeitgenässisch? in: 
Ludwig Jäger: a.a.O., 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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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훌 견인하는 갱치가， 자본가， 청단기술자， 그리고 미래학자률 

이 그리는 장미빛 꿈올 같이 꾸는 것운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후기산업사 

회에 극소천자혁명율 통해 이후어진 매체기술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일 

상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온 현실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정보와 문화률 생산하고 가공하고 수용하는 방식율 완전혀 바꾸 

었기 때문이다. 이미 일상화된 각종 첨단매체돌은 대상에 대한 정보훌 천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율 셔용하는 사람의 지각방식애도 영향율 준 

다. 학문 또한 시대의 산물이며 당대의 지배적인 매체환경으로부터 영향 

율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독문학이 생겨났먼 18세기말과 19세기초 

의 지배척인 매체는 책이었고 학문의 주된 연구대상온 문헌이었다. 멀티 

미어가 지배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예술품 또는 문화상품은 말파 그림 그 

리고 소리가 결합된 북합체로 둥장하며，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윤 

블가피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확대가 푼헌학율 폐기시키는 것온 

결코 아니다. 복합쩍인 예술품 속에서 언어는 여전히 핵심척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되며， 다른 요소들의 구성방식도 언어적 체계률 모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독문학외 연구대상옳 문자택스트때 국환하고 챈흉쩍인 문 

헌학척 방법론에만 의존하는， 말하자면 기존외 학문척 정체성 고수에 집 

착하는 것은 위기훌 외면하는 것이지 극복의 방식이 되기 어려꿔 보인다‘ 

독문학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문 자체외 성격이 바 

뀌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수용자의 판심옳 불러일으키 

고 사회척 기여도훌 높임으로써 학문척 생산성율 제고할 다각척인 노력 

이 필요하다. 이훌 위해 독일학 매체학 문화학 풍의 주제률율 독문학에 

끌어돌이고， 학문의 방법론과 도구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2. 컴퓨터훌 이용하는 톡문학 

컴퓨터는 여태까지 자료훌 저장하거나 문서훌 작성하는 데 주로 사용 

되었다 하지만 이 전자매체훌 독문학 연구와 강의에 보다 척극척으로 활 

용하는 방법의 모잭이 필요하다. 영미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문과학 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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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컴퓨터훌 이용해왔으며， 독일에서도 “컴퓨터로 지원받는 분얘학 언 

어학 또는 갱신과학 Computerunterstützte Literatur- und Sprachwissensch하t 

oder Geisteswissenschaft"을 시도하고 있다.1) 컴퓨터는 문자， 소리， 그림올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멀티미디어적 자료훌 처리할 수 있게 하며， 데 

이터 처리률 전산화합으로써 돼스트의 모든 요소률 인돼스로 만롤 수 있 

으므로 문현학적 연구의 도구로 유용하다. 이러한 장점을 쌀린다면 독문 

화의 연구대상의 확장과 방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2.2.1. 멀티미디어용 자료의 이용과 게발 

카세트 레코더와 VTR올 이용하여 소리 및 그림 자료훌 학습자료로 이 

용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이러한 아날로그 기기 돌파 달리 디지 

혈 기술올 사용하는 컴퓨터는 자료를 필요한 부분으로 자르고 선택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의 이용가치훌 높혀 주었다. 

사운드 카드와 질높은 비디오 카드 그리고 용량이 큰 하드 디스크톨 장착 

하여 멀티미디어 작업을 지원하는 요즘의 웬만한 PC는 VTR이나 TV퉁 

전통적 소스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하고 각종 소스에서 나오는 소리 및 그 

림 자료롤 선택하거나 캡션 기능윷 이용하여 일부훌 마옴대로 잘라 이용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지훤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시판되고 었다. (예: 가산천자의 WinX P범양t V). 
한편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멀티미어용 독문학 자료풀도 이미 CD로 

제작되어 상업척으로 판매되고 있다. 예컨대 Re삐없n에서 나용 “Klassiker 
auf CD-ROM" 시리즈는 한장에 한 작품 씩 담고 있는데， 주석이 달린 달 

린 텍스트 및 작품낭독， 그리고 작가의 사진， 간단한 전기， 문헌목륙퉁이 

실려있다. 강의실에 컴퓨터와 모니터가 준비된다면 이러한 자료를온 필요 

시 작품 강의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율 것이다. 그리고 소리와 택스트와 사 

진을 결합시키는 프로그래밍 기술율 익히면 누구나 멀티미디어용 자료률 

만들 수도 있다. 

독일 체류 시 나는 브레히트의 r천챙교본 Kriegsfi뼈」과 r코카사스의 

7) 주경민: 컴퓨터 지원율 흥한 독문학 연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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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묵원」의 멀티미디어本율 유학생 주경민씨의 도옴으로 만돌어 본 척이 

었다. 원래 브레히트의 사진시집 r천쟁교본」 온 사진에 에피그랍올 철합 

시켜 책으로 묶은 것이었다멀티미디어 전쟁교본」라 이룡불인 이 시도 

는 사진시집을 한 혜이지씩 스캐너로 읽어서 컴퓨터 화일로 만들고 여기 

에다 아이슬러(Eisler)의 옵악율 멋불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윤 작년에 

환간된 브레히트 새 천집애 실련 택스트와 사진에 많온 오류가 있고， 그 

후 크노프교수가 발간한 단행본에도 오류가 있다는 소장 브레히트 연구 

자의 지적에 따라 정확한 택스트를 확정하여 담았다. 책으로 출판할 경우 

재판이 나올 때까지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읽고 쓸 수 있는 CD-ROM으로 

출판된다면 택스트의 교정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멀티미디어 백묵원」 

은 r백묵원」의 모든 주요 판본 (GW, GBA, Bühnenfassung퉁)올 모두 수록 

하고 1954년 브레히트가 직접 연출한 공연사진을 함께 담아서 택스트와 

사진을 동시에 불 수 있게 하였다. 이 작업은 출판된 공연사진자료와 각 

각의 판본을 스캐너훌 사용하여 입력한 후 옴악올 결합시킨 것인데， 책으 

로 보는 것과는 색다른 맛이 있었고 학푼적으로도 유용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2. 전자 택스트률 이용하는 컴퓨터 문힌학적 시도 

전자 텍스트(머앙tronischer Text)란 컴퓨터데이터로 처리된 택스트률 말 

한다. 전자 택스트는 책으로 된 택스트에 비해 사용자가 마옴대로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책과 전자택스트의 차이는 아나로그와 디지탤의 차 

이에 해당된다. 훤하는 크기로 쉽게 잘라 복사할 수 있고， 별도의 프로그 

래밍 없이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택스트는 약간의 프로그래밍율 

흥해 문현학척 연구률 위한 효과적인 자료로 전환시킬 수도 었다. 

위에서 언급한 CD-ROM 이외에 인터넷에는 여러가지 천자혜스트툴이 

융라와었다. “Projekt Gutenberg Deutschland"라는 웹사이트에는 고전척 인 

독일작가들의 작품이 수많이 들어있으며， 현재 활동하는 작가툴도 책의 

출판과 동시에 또는 좀 늦게 인터넷에 작품율 융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 

고 인터넷의 전자잡지(E-zines)에는 인터넷을 위한 문학작품(E -Literatur) 

과 논문들이 실려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손쉽게 PC의 하드디스크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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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받을 수 있다. 

한편 스캐너와 OC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돼스트률 전자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데， 약간만 숙련되면 1분에 1장 속도로 책을 입력 

시킬 수 있다. 입력된 자료는 맞춤법 프로그램으로 오자를 수정하고 인텍 

스작성 프로그램(예: WCVl에 맞게 프로그래멍한다. 프로그램 과정을 거 

친 전자텍스트로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완벽한 색인목록을 얻올 

수 있다. 옴소별， 단어별， 문장별， 작품별로 마옴대로 텍스트률 잘라서 그 

단위에 따른 알파뱃 순 총목록올 몇초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컴퓨 

터의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작업은 전통적인 성서문헌학이 그랫듯이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주의깊게 찾아서 손으로 색인해야 할 작업 

이며， 예컨대 브레히트의 전집의 경우라면 한세월이 걸릴 일이다. 컴퓨터 

를 통한 다양한 수준의 색인 작성이 갖는 의미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 

료를 정리하는 단계의 일을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처리한다는 데 있다. 이 

렇게 정리된 자료률 이용하여 작품올 분석， 평가하는 일은 사용자 자신의 

일이 될 것이다.l!l 

이상의 제안이 독문학이 당연한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률 극복하는 데 

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나， 소위 정보화시대롤 맞이하여 다양한 형태 

로 쏟아지는 학술정보자료들을 강의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인텍스화된 전자텍스 

트를 활용한다면 책읽는 속도가 독일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대량의 텍스트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독문학 연구자를에게 

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8) 그런데 http//computerphilologie. uni -muenchen.de/라는 사이트에 툴어가보면 
소설줄거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랩이 소개되어 있다. 컴퓨터문헌학이 초보적 
작품분석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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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쩨때 대한 토론 

사회: 오제명 선생님의 발표률 톨고 나니 독문학의 위기상황은 독일이나 

한국이나 다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선생님은 이훌 극복하기 위 

한 한 방안으로서 컴퓨터롤 이용한 독문학 연구훌 제시하셨슐니다. 독 

문화의 위기률 헤쳐나가기 확한 대책들과 노력틀에 대해 자유롭게 토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눌은 타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를 

도 여러분 오셨는데， 선생님툴께서 일하시는 대학의 독문파 사정도 궁 

금합니다. 

피종호: 저희 한양대학교에는 학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fJ7학년도 신입생 

들부터 학부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들온 이학년에 융라가면서 세 

부전공올 선택하게 됩니다. 인문학부에서 독문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져회는 내년도 교파과정올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독문학 위주의 

강좌는 줄이고， 학생돌의 다양한 관심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천대 전공강좌훌 교양강좌화하여 가능한한 많은 

학생의 호웅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용환: 그렇다면 강의내용이 독일과 관계가 없어도 됩니까? 

피총호: 독문과 강화이므로 당연히 독일율 중심으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 

다. 다만 굳이 독일척인 내용만율 고집하여 판심의 폭율 제환시킬 필 

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션미: 저는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소속입니다. 서율 캠패스에 계시는 

피종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학교의 기본 지침은 같지만 서울과 

안산의 대용방식은 다론 것 같습니다. 저회 안산의 교수률은 현 외국 

어문학부라는 범위 내에서 독문파 정원율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 

지가 확고합니다. 학생들이 학파정원폐지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 

중전공제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공필수학점이 42학점으로 낮 

아졌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전공학위훌 세 개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전공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다론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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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생만: 한양대학교에서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회 이화여자대 

학교에서도 독문과가 어려웅에 처해 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룡척 독문학외 위기는 인문과학 전반의 위기와 연판된 현상 

이라고 봅니다. 학부제 실시 2년째인 저회 인문대학의 외국어계열온 

영문과 편중지원현상에 대처하고자 입학시 영문학부와 쩨2외국어학부 

로 분할모집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년 시한 

부이고 그 뒤에 다시 합쳐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문과는 가시 

밭길올 걷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독문과는 독일말로 하자면 

Flucht nach vom, 즉 정 면돌파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 

선 어학강좌률 심화시키고 독일학 강화률 개셜하는 데 초점율 맞추고 

있습니다. 학부제 필수과목으로 “유럽속외 독일 문화”란 강확훌 열어 

보았는데 학생돌온 제3제국， 녹색당， 독일통일， 유럽연합 퉁 시의성이 

있는 주재에 관심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부용하는 것이 

독문파가 나아갈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물혼 독문과는 천흉쩍 인문과학 

으로서 앨리트 학자의 양성 역시 게율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 

부제 내의 학과 정원제 도입온 학생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습니 

다. 학부채가 교육소비자인 학생률율 위한 것인데 반해， 정훤채는 이 

에 배치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주갱식: 강롱대학에서는 인문학 및 독문학의 위기가 아직 껄박하게 인식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인문학이 처한 위기률 다루는 세미나가 열 

렸지만， 교수들온 별로 관심올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문파 학생툴 역 

시 전공에 전념하고 있을 뻗 현재 시행 중인 복수전공제톨 별로 활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호은: 저회 경성대에는 학부제가 일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문과 

는 아직 학부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회는 다른 학과돌이 시행하 

고 있는 학부제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 개혁에도 힘울 쏟고 있습니다. 커리률럽을 대폭 손질하여， 어 

학교육시간올 늘리고 문학전공수업은 줄였습니다. 또한 “독일학외 이 

해 “톡일 문화 산책”과 같은 독일학 강화를 신셜했습니다. 수업율 진 

행해 보니， 학생들은 예술적인 것온 지나치게 심오하고 역사척인 것온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했지만， 독일의 현황과 관계있는 주제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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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활발환 관심용 보였습니다. 

사회: 모든 대학에서 독문학의 위기롤 절감하고 새로훈 강좌 개발에 진력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중매체 혹은 컴퓨터훌 활용한 연구 및 

수업이 독문학의 위기률 극복하는 한 방안이 훨 수는 없올지에 대해 

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요제명: 독일어 작품들이 씨디룸에 담겨 전자펙스트로 출판되고 있는 추 

세입니다. 전자택스트돌은 인터넷 상에서도 쉽게 구할 있습니다. 그러 

나 스캐너률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전자택스트률 만들 수도 있습니 

다. 스캐너로 책을 스캐냥 한 후 문서 인식 프로그햄을 이용하여 그림 

데이터률 푼자데이터로 변환시컵니다. 다옴에 맞춤법 교갱 프로그랩 

올 풀려서 오자률 바로잡으면 연구자가 훤하는 전자돼스트가 생겁니 

다. 이 택스트훌 인텍스 프로그랩 풍과 연결시키면 그 활용가치는 무 

궁무진해집니다. 천자때스트 활용의 중요한 일혜톨 들자연， 훤하는 내 

용이 나오는 대목을 검색하여 집중척으로 읽어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으로서 독문확융 공부할 때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독서량 부촉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쌍환: 천자택스트훌 이용한 연구 방법도 독문학도들이 살아남아야 비로 

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션생님롤께서 하신 말씀 

을 플어보니， 톡문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일학이 중요한 역할올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슐니다. 독일의 문화·영화·옵악 퉁퉁에 

대한 강좌들을 개발하여 똑일에‘ 대한 관심올 고조시켜야 합니다. 유의 

할 정은 강좌제목에 반드시 “독일”이 틀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문화 

와 문학” “영화와 문학” “옴악과 문학” 이런 강화로는 독문학을 일으 

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문학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 

나 이롤 이겨내기 위혜 천력올 다 기울인다면 독문학에도 기회가 열 

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황용석: 독문학의 위기가 학부제 때문에 생겼다고 혼히 주장하는 데， 그 

반대척인 시각도 있습니다. 독문학 혹온 더 크게 인문학의 위기는 학 

부제와 상판없이 있어 왔고， 다만 학부재가 그 위기톨 더욱 두드러지 

게 인식시켜 주었율 뿔입니다. 더군다나 a뼈년애는 대학정원과 대학 

지원자의 숫자가 같아지재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의 군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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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독문과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학부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제롤 도입한 대학 

이건 도입하지 않은 대학이건 앞으로 더욱 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 

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박환덕: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쳐 자세 중의 하나는 쇼스로에 대한 비 

판능력입니다. 대학이 이를 소흘히했기에 교육부가 개업을 하고 있습 

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제 도입은 너무 이릅니다. 대학이 정원결 

정권을 얻은 다음에 학부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럽 대학정원 

이 정해진 상태에서 학부제가 실시되고 학생들이 모두 법대와 의대로 

몰리면， 나라와 대학에 미래가 있올 수 없습니다. 대학이 정원결정권 

올 획득한 후에 학부제가 정착되고 더불어 대학의 비판능력이 회복되 

면， 자연스레 학문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우수한 학생들이 원하는 전 

공올 선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학인구가 백오섭만 정도는 유지되리라 전망합니다. 

또한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정신적인 것의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입 

니다. 따라서 지금은 인문파학과 독문학이 위축되어 있지만 곧 발전 

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엄총대: 많은 학생들이 독일어롤 배우도록 하려면 독일과 독일어훌 매력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독일어가 선돼과목으로 포 

함된다 활지라도 학생들이 이를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세대의 취 

향에 맞는 재미있는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사립대학에서는 

경영의 측면에서 학부제률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독문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부용하는 강화들 

이 새로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기록: 황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