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독일어권연구’ 현황과 사례연구* 

최 운 영(서울대 

1. 독일어권연구1) 

~년대 이후 한국 독어독문학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면 이전의 순수 어 

문학 연구와 교육위주에서 벗어나 독일어권연구로 확장 내지는 전환한 것2) 

을 들 수 있다 3) 다른 대학교의 경우도 유사하지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 

* 이 논문은 2003년도 서울대학교 신인교수 연구정착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여기에서 독일어권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나 주로 지역학， 독 

일학， 독일문화학 및 유사명청으로 볼리우는 독어독문학과에서 제공되는 순수 어문학 
의 경계를 넘어서는 학제적 영역을 통칭하기로 하겠다 

2) 이러한 예로 제주대학교의 〈독일학과>나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국제문화대학 유럽 

언어 · 문화학부의 <독일어권 언어 · 문화전공〉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3) 이러한 독일어권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독문학， 독어학， 지역연구는 외국어 어문학교육의 3대 기둥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어어문학과는 1945년에 서울대학교에 처음으로 독어독문학과가 

설립될 때부터 독문학과 독어학의 연구에만 치중해왔다 이러한 커리률럼은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어문학 Nationalphilologie으로서의 독어독문학 연구 및 강의체제를 따 

라 이루어진 것이라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문학 Auslandsgennamstik으로서의 특수성 

과 시의성을 살리지 못하였다. 특히 학부과정에서 기반지식， 배경지식으로서 뿐만 아니 

라 독자적인 지식체제로도 중요한 지역연구와 문화강화는 오랫통안 등한시되어 왔었다 

둘째， 독어독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최근에는 독문학이나 독어학을 전공하여 전문 

학자가 되기보다는 독일어권의 지역연구자 혹은 문화연구자가 되려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더라도 독어독문학을 문화연구 및 지역연구로 확장하는 것은 펼연 

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문학을 전공하기보다는 독일어권연구를 통한 폭넓은 인문 
학적， 문화학적， 지역학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독어독문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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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독문학과의 경우 g)년대 후반에 신설된 일반교양 <독일어권의 사회와 문 

화>와 전공탐색 <독일문학과 독일문화>， 전공과목 〈독일학개설〉을 펼두로 

계속 관련과목이 확장되고 있다. 2003년의 강의교과목을 보면 전공교과목 25 

개 과목 중 <독일어권의 문학과 사상의 흐름>， <독문화텍스트강독>， <독일 

문화비평>， <독문학과 공연예술>， <영화로 보는 독일문화>， <게르만어권의 

신화와 민담〉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독문학과 독어학 강 

의들도 〈독일의 언어문화>， <독일시와 가곡> 등으로 전통적인 순수 어문학 

강의에서보다 강의의 내용과 폭이 넓어졌다. 특히 교양과목의 경우를 보면 

이전과 비교해볼 때 <독일어입문1> ， <독일어입문2>의 수강생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독일어권의 사회와 문화>가 다수 개설됨으로써 학생수의 격감 

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 있다 41 

업생들도 전문학자가 되기보다는 대부분 사회 각 방면의 다양한 직업에서 보편적 인문 

학 소양을 갖춘 교양인 Gencralist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을 준 

비하고 있는 법학대학원제도는 미국의 예를 볼 때 학부에서의 소위 인기학과 면중 현 

상을 완화시키고 다시 인문적 기초교양교육을 중시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해볼 수 

있다 이때 또한 염두에 둘 것이 학부와 대학원간의 연계과정이다 국내 및 국제 사회 

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지역연구자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학 및 국제 대 

학원이 속속 설치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때3년 기존의 국제지 

역원이 개편하여 국제대학원이 새로이 설립된 바 있다 이때 이러한 국제대학원과 해당 

어문학과 소속 연구소와의 역할분담 및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학적 독일어권연구가 주로 법， 정치， 사회， 경제 및 통상 등의 실용적인 연구에 집중한 

다면， 어문학과소속의 독일어권 연구는 한편으로는 심화된 문화학 중심의 독일어권연구 

를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에 있어서는 지역학이 제공할 수 없는 포괄적인 독 

일어권 국가들의 모습과 현실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제대학원이 교육과정 

에 있어서 대학원 이상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학부과정은 해당 어문학학과나 학부 

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자의 대학원 이상 과정은 기존의 문학이나 어학에 

덧붙여 • 문화학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부과정의 독일어권연 
구의 중심지가 해당어문학과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대상지역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의 차원을 뛰어 

념어서 특정 사회의 문화와 사고를 반영한 젓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감각이 없이는 그 언어권의 사회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서 지역학， 문화학 연구소가 많이 설립되지만 해당 언어문학 학과와의 긴밀한 협조 하 

에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이와 더불어 〈독일명작의 이해>， <서양연극의 이해>， <문학과 사회>， <여성과 문학〉 
등 독어독문학과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일반교양 및 핵심교양 강의틀은 적어도 교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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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어권연구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로의 학문적 자극 

이 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독일의 문화학， 매체학， 젠더연구， 외국어로서의 독 

일어 DaF 및 영미권의 문화연구 C버tur머 Studies와 문화인류학에서 왔고 점 

차 심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이와 달리 수업에서는 수용이나 

사례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다 각 대학에 현재 광 

범위하게 신속하게 확산되었지만 아직 체계적이라거나 특정 모댈을 지향한 

다기보다는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임기응변식으로 강의가 개설되는 실정이 

다 5) 때문에 성공한 외국 모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미국의 

모텔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예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연구와 교육이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벨로서 새로운 학문으로 정착되었고 둘째 

인문학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셋째 외국 독어독문학의 관심사와 시각 

을 반영하고 있으며 넷째 현대적 학문으로， 즉 시의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 

다는 데에 었다. 

11. 세계의 독일어권연구 동향 

독일어권 관련 연구는 독일과 독일이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독일 내에서의 독일어권연구라는 학제적인 연구는 역사와 전통이 깊지만 

특히 독어독문학의 초창기에 그러하였다. 17세기에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서부터이며 그림 형제가 독일어권의 민요 민담， 전설， 동화를 수집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9세기를 거치면서 독일어권연구는 점차 학문이 

분화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 다른 한편 19세기 말， 20세기 초 외국연구와 독일연구라는 통합적 학 

목 학생 수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있다. 

5) 최근 한국학숨진흥재단의 프로젝트 등으로 독일 내의 독어독문학이나 문화학의 최신연 
구경향 등은 우리나라에도 시차 없이 수용되고 국제적 조류와 맥을 같이 하며 연구도 
많은 부분 한국적 관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리나 강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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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61 그러다가가 바이마르 공회국 시기에는 문화 

학적 성향을 띤 독일어권연구가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어 ‘바르부르크 

학파 Warburger Sch버e’도 문헌학적 기반 위에서 내면양식을 연구했던 독일 

문화학의 일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학은 제3제국 시기에는 독일의 ‘본질 

Wesen’과 관련하여 정치 이데올로기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전후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밍년대에는 보수적인 민속학의 형태로 명맥을 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어독문학도 전후 작품내재적 연구로 그 외연이 축소 

되었다 %년대 이후부터는 독일학을 비판적인 문화학 관점에서 사회학 분야 

와 연계시커려는 시도가 행해지기도 하였고 선구자역할을 한 것은 뒤벙엔 

대학의 <경험적 문화학연구소〉이다. 또한 현재 독일의 독어독문학과들도 순 

수 어문학적인 연구일변도에서 벗어나 문화학적인 전향을 다각도로 시도하 

고 있는 데 실용적인 인문학으로 전환한 파사우 Passau대학의 문화학사 

K띠t따띠π 과정인 〈언어， 경제， 문화권연구 Sprachen, Wutschafts- und 

Kulturrawnstudien>이 대표적인 예이다 71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바이로이 

트 Beπeuth 대학의 문화교호적 독어독문학 Interkulturelle Genmnistik과 외 

국어로서의 독일어 DaF에서 보다시피 최근 인문학의 전반적인 조류는 객관 

적 사실， 사건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일상사 내지는 의식구조 쪽으로 관심 

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81 

그러나 우리가 참조해야 할 분야는 오히려 독일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61 이러한 논의의 정치 사회적 배경은 졸고 「독일학과 관련학문의 사례분석 j ， 실린 곳: 

=독일학연구= 제7집(19981 ‘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S. 8.')-101쪽 이하 참조 

71 이 모델에 관해서는 K Dirschcrl: Kulturrawnstudi l'll in [농utschland - das Passuer 

'\Iodcll des Diplom K띠tur끼 irts ， in: Refom1Cli skus시on und cuniculare En( Vvicklung in 

der Gemlanistik, Bonn EJ95, S. 39-5:2 혹은 http://v때rw.kupoge.de/iflιIstudium/ 

1ιmri~k\Lstud.pdf 참조 이 모델은 지역연구 방향에서 독일어권 연구를 진행할 때， 특히 

학부과정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81 즉 한 지역이나 사회 혹은 문화를 이해할 때 객관적 사건， 사실들만이 아니라 당대의 
혹은 해당지역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연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면서， 객관적 체험을 특수한 방식으로， 간주관적으로 전탈 

하는 예술(특히 문학)의 역할이 지역연구， 문화연구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억연구 

가 활성화된 역사학도 같은 흐름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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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권연구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독일에서의 문화연구는 각 학문분과로 

세분화되고 독일학이나 독일어권연구의 형태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참고하기 힘든 일반 문화학의 형태로 많이 연구되기 때문이다 9) 

또한 자신을 내부에서 관찰하는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외국에서의 

행해지는 연구와는 접근하는 기본 관심과 시각 자체가 다르다. 최근에는 각 

분과간의 학제적 연구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특정을 보이 

고 있어서 한국의 실정으로는 독일어권연구의 학과목들을 외국어문학과의 

정규 학과목의 교과내용으로 편입시키기가 쉽지 않다. 

외국에서의 독일어권연구 관련 연구사례로 프랑스의 독일연구소 Institut 

d’꾀lemand (P때s m대학)에 설치된 〈문화학 지향의 지역학 kulturwis 

senschaftlich orientierte 뎌ndeskunde)lO) 등을 들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독일어권연구 Genmn Studies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1 1. 미국의 독일어권연구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부터 ‘독일어문학 Germanis디k’에서 ‘독일어권연구 

Genmn Studies'로 대전환을 시도한 미국대학의 모델들의 배경 및 진행상황， 

성과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그 가능성과 한계를 비 

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고찰의 목적과 

성찰 결과가 갖는 한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즉 미국 대학은 자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냈다는 점에서， 즉 그 틀을 개발했다는 점 

에서 시사점을 주는 것이지 그 내용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편 

차가 있다. 미국 독어독문학의 발전사에는 미국과 독일의 역사， 정치사， 사회 

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문과학 내의 흐름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어독문학에는 독일에 대한 미국의 경험이 

CJ) 대표적인 경우가 베를린에 소재한 훔볼트 대학의 문화학과의 경우이다 

10) 졸고， 위의 글‘ 8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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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1]) 

우선 외적 관계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19세기 중반이후 4(X)여만 명의 독일 

인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주해 가서 미국의 중서부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대규모의 이민조상이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공공영역(독어학교， 독어 마을， 

독어 신문 등)에서 독일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미국 대학교에서 독일어와 

독일문학을 가르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21 또한 독일 대학과 이념은 많은 

미국대학의 정신적 모댈이 되었고 독일식 ‘교양 Bildung’은 미국 엘리트 교육 

의 주요내용이 되었다. 19세기 말에 존즈 홉킨스 대학(1876)이나 시카고 대 

학(lffil) 등 소위 미국식 ‘연구대학 res얹rch university’이 설립된 것은 미국 

에 독어독문학이 학문으로 정착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31 20세기 

초까지 독일어나 독어독문학과는 번창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독일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20년 

대 30년대에 다시 확장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시의 국제적 정세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30년대， 40년대 제3제국시기에 망명을 온 많은 독일이 

주민들과 유대인의 경험은 미국의 독어독문학에 강한 영향을 남겼다. 전후 

독일이 세계대전 당시의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일어에 대한 관 

심은 급격하게 줄지 않고 서서히 줄어들었고 거꾸로 소위 ‘스푸트닉 쇼크’로 

인하여 외국을 알아야 된다는 반성이 공론으로 대두되면서 외국어문학과가 

11) 미국의 독어독문학이나 독일어권연구에는 내부적 요인들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의 관계 
라는 외부적 관계 역시 큰 역할을 한다.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어와 독일문화는 미 

국 내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의 유럽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외국인 공포는 학교에서 독일어교육을 배제시카고 “HambLπger" 나 

‘Sauerkraut"라는 말을 “Iiberty sandwich". “liverty cabbage"로 바꾸어 부르게 만들었 
을 정도라고 한다 적국으로 직접 싸운 이차대전후에는 이 경향은 더 섬화되고 m년대 
부터 독어독문학은 고립의 길을 걷게 된다 R Clark et 머 1ne real guidc to grad 
schCXJI. ;"-ew York 1없7‘ S.2Eï 참조 

12) 자세한 것은 1'. C. Hohend머11: German Studies in the Cnited States‘ A Gencral 
Introduction. New York 2α)3， S. 4f 참조 

13) 미국대학은 소위 연구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나눌 수 있는 데 후자는 주로 독일 

어 교육에 전념하고 새로운 연구업적을 내기보다는 연구대학의 성과를 수용하는 데 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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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었고 독액문학과는 규모로 볼 때 1쨌년에서 1쨌년 사이에 절정기 

에 도탈하였다. 그러나 이후 독일어 학습자와 독어독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축소일로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현재 독일계 이민의 자손 

틀이 독일 언어와 문학에 느끼는 친숙함은 과거와 비교해보면 눈에 띠게 열 

어지기는 했어도 아직도 독일계 후손들이 독일어에 갖는 남다른 애착은 외 

국어 선정과 관련 교과목을 듣는 데 →비록 그 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요소는 미국의 독일 

어교육과 독어독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독어독문학 관련학문의 역사를 이제 학문 내부에서 살펴보자. 미국 

에서도 초기에는 독일의 독어독문학을 모방하여 ‘고전적 교양 klassische 

Bildung’을 교육목표로 삼고 ‘정전 Kanon’ 위주로 어문학 중심의 연구와 교 

육을 시행하였다 100여년 미국 독어독문학 연구사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축 

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한 축은 독일의 독어독문학이며 다른 한쪽은 미국 내 

부의 자국 문학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독일어권 연구는 독일의 

독어독문학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4) 이는 특히 70년대부터 새로 

운 방향의 학문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러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독일식 독어독문학과 독일민족어문 

학의 경전들이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시의성을 상실하고 독일로부터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한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 

이후와 냉전시대가 끝난 후에도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었으며 현실을 

설명해주는 이론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두번째로는 세대변화를 들 수 있다 세계대전 후 미국 독어독문학계가 상당 

기간 제3제국 시기에 독일을 떠나온 이민(문학연구)자들이 독일의 당시 

현실과 다른 독일적 인문주의적 가치와 교%별 미국에서라도 보존하려는 

14)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 독어독문학이 독일 독어독문학과 연계되다가 (특히 분헌학에서 

어문학으로 바뀐 초기 단계나 전후 독일의 작품 내재적 분석방법과 미국의 신비평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보다시피 가깝다가) 최근 m년대 이후 멀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는 P. L Hohcndahl ‘ From Phi]o]ogy to the Ncw Criticism, ltMJ-1970, in: dcrs (00.) ‘ 

Gcrman Studies in thc Lnit어 Statcs, New York 2003, S. 212 갱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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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망명 독문학’을 추구해왔다면 새로운 독문학자 세대들은 전 세대들과 

다른 독어독문학을 지헝한다.15 ) 신진 독어독문학자들은 70년대 중반부터 학 

과간 학문간의 경계를 트고 미국의 시각을 분명하게 반영한 독일어권 연구 

를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현재의 독일어권연구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문화연구 C버tural Studies의 이론적 툴을 상당히 수용했 

기 때문에 미국적 특색이 점차 강화되었다. 전통 독어독문학에 맞서는 새로 

운 독일어권연구의 이론적 토대로는 미국의 신역사주의， 식민주의와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 ](i) 젠더 연구， 정신분석학 등을 들 수 있다17)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을 휩쓸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론과 차이에 대한 관 

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많은 대학이 소위 ‘독일어권연구 

Gennan Studies’라는 연구와 교육 모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대학들이 학과의 명칭까지 ‘독어독문학’에서 ‘독일어권연구’로 바 

꾸었다 이러한 사례를 독어독문학과의 규모가 큰 대학을 중심으로 들면 다 

음과 같다. UC Davis, Univ. of Chicago, lndiana Univ., S떠nford Univ., 

Univ. of Texas at Austin 등이다， 학과의 명칭이 독어독문학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교과과정이나 연구의 내용은 상당히 변화하였다 

미국의 독일어권연구를 간단하게 정의내리가는 어렵지만 대체로 m년대 

이후 미국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존의 독어독문학을 학제적 interdisziplinär, 

문화교호적 interkulttπell으로 확장하고 내용적으로는 영화를 위시한 현대의 

대중문화를 대폭 수용하고 방법론적으로는 문화연구의 이론을 수용 접맥시 

킨 연구와 교육을 지 칭한다. 케스의 경우 독일어권연구의 범위를 “실제로 독 

일 지성사， 사회사， 정치사로부터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대중매체까지， 도시 

건축부터 독일 소도시의 일상의 구조까지”라고 광범위하게 서술한다 18) 독일 

Eil 이에 대해서는 A. Kaes 8.8.0., S. 3;J 참조 
lfì) 이 분야에서는 P. 1\1 Lützc!cr와 S. 7~ntop을 대표적 학자로 꼽을 수 있다 
17) 여기에 카칸데스는 해제이론과 퀴어이론을 더 첨가하고 있다 \'gl. 1. Kacandes: From 

Deconstruction to Postcolonialism. 1900 to Prcscnt. in: P. C. Hohend삶11 (ed.J 
Genmn Stuc!ics in the l'llitcd Statcs‘ '\e\\ York 긴Xl3. S. 243-25.5 

!i'l) ,\. Kacs: Is there a Gcm1an Stuc!ics Thm),\,‘)‘ in: (• erman Stuc!ies in thc CS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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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연구 커리쿨럼에 공통되는 대표적 주제들을 제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하고 있다 191 

‘새로운 주관성 Neue Su비ekti띠tät’의 문학 

• 독일 민족의 정체감이 형성된 역사 

이민자들에 의한 문화전수 

건축의 신역사주의 

•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새로운 독일사 

동질화문제. 반유태주의에서 (극우)공화주의자까지 

다문화의 담론: 여성운동에서 소수문학 

독일민족의 정체성이나 이민자 문화전수 동질화문제 등은 독일에서의 이 

민이 많았던 미국적 상황을 보여주는 주제이다 특히 다문화 담론은 독일에 

서보다 미국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문화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인종， 계급， 젠더는 미국의 독일어권연구가 독일의 독어독문학보다 더 활발하 

게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독일어권의 사회를 다 

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씨 이러한 다Od'한 내용을 포괄하는 독일어권연구 

의 상위이론 혹은 메타이론은 없다고 이야기되지만，2l)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 

스는 새로운 주요담론을 ‘문화 c띠ture’， ‘역사 histOlY’, ‘재현 representation'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문화’ 개념은 기어츠나 클리포드 

류의 해석인류학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 열린 문화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문화는 주로 사회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하위문화로 이루 

Critique of Germanistik, DAAD-Proc뼈ings， Scottsdale Arizona 1쨌， S. 35 
191 Vgl. H. C. Sccba: Gennan Studies in America. Ein interdisziplinäres und 

interkulturelles l\lodell der Kulturtheorie. in: Refonndiskussion und curriculare 
Ent\vicklung in dcr Gerrnanistik, Bonn 1쨌， S. 33 

20) 예를 들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터커계 이민자들의 문학작품이나 영화분석은 미국 

에서 대단히 활발하다 특히 D. Göktürk와 A Seyhahn 등이 그러하다 
21) Vgl. H. C. Seeba: a.a.o‘ S. 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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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으며 하나의 확실한 동질적 문화는 없다고 말한다. 같은 시대라 하더 

라도 시민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의 문화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문화는 여러 다OJ=한 영역(매스미디 

어， 패션， 광고 및 일상사 등)에서 상이한 하위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파악할 

수 았다. 두 번째로 ‘역새 개념은 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의 개념을 수 

용하여 19세기 역사주의의 역사개념과 객관성 개념에 반대하여 역사를 현재 

와 맺는 위상 가운데에서 재구성하려한다. 문학과 사회는 이때 역동적인 관 

계를 맺고 있으며 문학은 사회를 단순히 반영하지 않고 사회의 주도담론에 

의하여 형성되고 또한 그 특징적 허구성을 이용하여 사회의 담론을 만들어 

낸다. ‘재현’ 개념에서는 문화가 한 개인의 천재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상상의 역샤 감추어진 공공의 역사 희망과 분노의 역사를 표현하 

고 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었다. 

미국대학과 대학원은 매년 랭킹을 정하며 이 자료를 갱신하고 있는데 국 

립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J)의 서열이 가장 많이 인용된 

다 이 랭킹은 주로 대학원 박사과정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으 

며 독어독문학의 경우 1없3년 조사하고 1ffi5년 발표한 결과가 가장 최신의 

자료이다.건) 

1 University of Califomia-Berkeley 

2 Princeton University 

3 Comell University 

4 Harvard University 

5 Yale University 

6 Stanford University 

7 Washington University 

8 University of Virginia 

22) M. L. C;o1dberger et al.: Rescarch-doctorate programs in the Unitcd States, 

Washinglon 1995. National Academy Prcss. P 딩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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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hns Hopkins University 

10 University of Wìsconsin-Madison 

11 Universitv of Minnesota 

12 University of Washíngton 

13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4.5 fudiana University 

14.5 Universitv of California-Irvine 

16 University of Pennsylvania 

17 Ghío State Universitv 

18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19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20UJ미versity of lllinois at Urbana-Chan뼈19n 

1위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20위권 이내의 대학은 대체로 사립명문대 

학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독어독문학은 풍부한 재정과 엘리트 교육을 표 

방하는 사립대학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부에 

서 독일어나 독어독문학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에서와는 다른 동기도 작용하 

는데 이는 미국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버클리대학은 전공이나 부 

전공， 복수전공으로 독일어나 독일어권연구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는데 다음 

네 가지 장점을 열거한다. 첫째는 독일의 경제규모와 미국 및 독일의 다국적 

기업을 예로 틀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의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둘째는 

국제관계를 거론하며 유럽의 정세를 배울 수 있음을 내세운다. 셋째와 넷째 

는 미국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법학학원이나 전문대학원 체제를 고려하여 

법학대학원을 염두에 둔 학생이나 대학원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독일어를 외국어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호소한다.견) 

23) “O:msider a Double '\1ajor in German" 이라는 제명으로 인쇄， 배포되었다. 이러한 전략 
은 한댁에서는 원론적인 의미는 있어도 학생들이 독일어나 독어독문학을 선택하게 만 

드는 데에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 도입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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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에서의 독어독문학 연구는 특색이 다양한데 그 중 특히 활발 

한 성과를 보이는 몇 대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41 서부에서는 캘리포니 

아 대학의 버클리 분교(UC Berkeley, 이하 버클리 대학으로 약칭)가 진보적 

인 학문 성힘t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논의하겠다. 같 

은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정전연구와 동시대 연구 모두에 열려있는 

대학으로 평가된다. 중부의 시카고 대학의 독일어권연구는 영화， 심리분석 이 

론， 독일문화의 국외자 연구 등으로 유명하다， 샌더스 ]. Sanders교수는 유대 

인과 몽， 자기 혐오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보여 독일 문학연구와 문화 

학계에서 자주 인용된다. 위스컨신 대학은 베르크한 K Berghahn과 헤르만 

트 ]. Henmnd가 재직하고 있으며 영화와 바이마르 시기 연구에 특히 강하 

다. 미네소타 대학은 프랑크푸르트학파， 여 성문학， 페미니즘， 오스트리아 문 

학， 독일 유대인 문학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전통의 명문대학이 많은 동부 

에서는 지 성사 및 문학사 사회사 연구를 대표하는 호헨달 P. U. Hohendahl 

이 재직하는 코넬 대학에서 독문학연구가 활발하며 이 곳에서는 18세기， 19 

세기， 심리분석， 철학적 문학연구가 강세를 보인다. 이 외에도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은 정전위주의 전통 독어독문학이 행해졌으나 최근 신진 

교수들을 영입하면서 동시대 문학과 영화 연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콜롬비 

아 대학과 존즈 홉킨스 대학은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연구로 유명하 

다 

최근 미국의 독어독문학이 보여주는 경향 중 ‘미국화’ 경향은 주목할만한 

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독일어권 연구이론이 미국 이론을 많이 

수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독일 출신의 대학교수 비율이 줄어들고 

미국 내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대학교수가 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 

고 있는 경향에서도 나타난다 251 최근에는 정책적 고려에도 힘입어 여성교수 

및 소수민족 출신의 교수채용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술지들도 점차 독일어 

결정된 법학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제도는 이들 근거를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241 이에 대해서는 R. Clark ct 해 a.a.O. , S. 217쪽 이하 참조 
2:5 1 호헨달은 이를 동시에 “국제화” 경향이라고 부른다 P. u. Hohendahl: a‘a.O ‘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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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영어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미국독어독문학 교수들이 

주로 독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글을 실었다면 최근에는 미국에서 발간되 

는 학술지에 점차 더 많은 비중이 실리고 있다. 미국에도 여러 독어독문학 

관련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는 데 그 중 1974년 첫 발간된 q •ew Gennan 

Critique)이 주목할만한 대표적 독일어권연구 관련 잡지로 몹힌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대학을 교육상황의 예를 살펴보겠는데 캘리포 

니아 주립대학 중의 하나인 버클리 대학은 서부 및 주립대학의 대표적 사례 

로， 하버드 대학은 동부의 사립대학의 대표적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독일어권연구의 사례연구 

앞서 이야기 한 바처럼 -물론 이전의 전통적 어문학 위주의 독어독문학 

의 고수하는 대학도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독일어권 연구로 경계를 확장 

하고 연구와 수업의 주요 내용을 변화시켰다. 여기에서는 각 학과의 역사， 학 

부와 대학원 과정의 학과목과 연구중점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IV.1. 버클리 대학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mia Berkeley, 이하 

버클리 대학으로 약칭)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여러 주립대학 가운데 하나이 

다 26) 대개의 주립 대학이 그러하듯 대중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다. 

버클리 대학교는 1&39년에 세워졌고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연구 성향과 학풍 

을 가지고 었으며 특히 미국의 %운동의 본산이기도 하다 27) 

26) 홈페이지는 http://gem1<m.berkeley.edu이다 
27) 대체로 본 글의 자료는 기존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고 실제 상 

황을 살펴보기위하여 각 대학을 방문하였다 저자는 때3년 6월 버클리 대학을 방문하 
여 학과장인 케스 Anton Kaes교수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찌μ년 2월 하버드 대학의 렌 
휠러 Eric Rentschler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케스 교수의 경우 서울대학교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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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Department of Gerrnan>는 1884년에 두 명의 교수로 출발 

했고 그 역사와 부침은 위에서 서술한 미국 대학의 전반적인 대세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1~년대 중반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독어독문학과로서 

23명의 교수와 65-70명의 강의조교 3명의 행정요원을 두고 121명의 대학원 

생， 학부 하급과정에는 1893명， 학부 상급과정에는 엄8명이 독문학 강의를 들 

었다고 한다. 현재는 전체 신입생 예b여명 중 현재 1% 가량인 40여명이 독 

어독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20년 전의 20여명에 비하면 2배 

로 증가한 것이다. 이 학과는 이미 70년대부터 미국의 독일어권연구를 개척 

해왔다는 인정을 받고 있고 어학과정 및 학위과정(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부터 박사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서 보다시피 h맘C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독어독문학과 중 랭킹 1위이다. 

교수진은 2004년 9월 현재 12명의 교수와 7명의 강사 그리고 1명의 

DAAD 파견 전임강사를 포함한 3명의 초빙교수와 40여명의 대학원생이 

었다. 교수진은 문학 전공 교수가 10명 어학전공 교수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명은 독일어교수법을 전공하고 있다. 어학코스에서는 독일어뿐 

만 아니라 네떨란드어와 이디시어도 제공한다. 문화학에서는 제바 교수가 해 

석학， 민족주의， 문화정체성의 주제를 부각시켰으며 케스 교수의 경우 동대학 

의 인류학자 그린블래트 s. Grænblatt가 개척한 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을 문학 및 영화연구에 도입한 독창적 연구업적을 보여준다 그는 

독일의 이론을 수입만 하던 미국 독문학계가 거꾸로 미국 이론을 수출한 대 

표적 예로 간주되고 있다.갱) 또한 크람쉬 교수의 경우 외국어 교육학의 독보 

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학제적인 독일어권 연구의 특성상 다른 학과의 교 

수들과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데 이에 참여하는 23명이다. 이들의 전공과목도 

역사학， 수사학， 언어학， 법학， 철학， 비교문학， 음악， 건축학， 스칸디나비아학， 

공연예술학 등 다양하며 제이 Martin ]ay, 버툴러 ]udith Butler, 코헨 Da띠d 

연구원 산하 독일어문화권연구소의 초청으로 찌E년 4월말 강의가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28) 이러한 시도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는 1. Kacandes: a.a.O. , S. 장3-255쪽 참조 



미국의 ‘독일어권연구’ 현황과 사례연구 185 

Cohen 등 세계적인 학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버클리 대학의 경우 어학과정을 제외한 2004년 기을 학기 강의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9) 

〈히틀러 이전의 독일어권 유대인. 동화， 해방과 전통의 역할>， <나는 본 

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의 시각， 인지， 몸>， <우리와 

타자: 독일에서의 미국의 문화적 재현>.<개인성의 종말: 문학과 영화의 표 

현주의와 현상학>， <현대 독일문학과 영화에 나타난 가족 재난>， <자유의 

노정: 루터， 칸트， 헤겔， 유럽 맥락에서의 독일지성사>， <극단의 세기:20세기 

독일사와 문화>， <저자 이론: 탈민족적 감독>， <사실주의와 서사성>， <문화 

읽기 입문>， <독일과 프량스대혁명>， <비엔나/베를린: 문화지형도의 두 모 

댈>， <18-21세기 독일시: 자기， 경험， 출발>， <독어사>이다. 

대학원과목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생 세미나>， <독웰유대인 모더니즘의 변증법>， <문학이론과 방 

법론>， <클라이스트의 드라마: 현대성의 무대화>， <언어)이미지의 대립을 

넘어서· 이론과 실제>， <초기 현대 독일의 스펙터클과 자기 패션화>， <20세 

기의 분학. 이국적 만남들>， <독일←유대인 모더니즘>， <담화 분석>， <고고 

색슨어>， <형태론의 방법론과 이슈들>， <방언학>， <강의교수법 방법론> 등 

이다 

얘E년 봄 학기는 다음과 같다. 

<“보수 혁명”과 비판>， <시적 화법>， <용들에 관하여>， <독일 전통에서 

의 동방의 태동>， <미친 사랑>， <카프카와 모더니즘>， <언어， 세계와 정치 

학. 하이데거와 아렌트>， <파시즘과 프로파간다>， <중요한 타X뚫: 친밀한 

관계의 젠더화>， <현대 독일어의 음성학과 음운론>， <문화읽기>， <문화 비 

29) 버클리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어학과정은 단계별로 나누어 제공되며 두 대학 모두 

〈바즈니스 독일어>(버클리 대학)， <경제 독일어>(하버드 대학) 코스가 있다는 것이 색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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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이며 대학원의 경우 다음과 같다 

<18세기문학>， <이해의 이해: 문학과 철학의 해석학>， <문학이론의 문제 

점들· 니체와 프로이트>， <문학사와 문화사의 측면들· 독일 오리엔탈리즘>， 

〈고고 고지 독일어>， <형태론>， <언어교습법> 등이다. 

두 학기의 강의 과목에서 보다시피 전통 독어독문학의 과목은 소수이고 

문화 분석 관련과목들이 많다 〈문화읽기 입문>. <문화읽기> 통 일반적인 

초급 과목에서부터 고급 대학원 전공과목까지 제공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볼 때 <나는 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의 시각， 인지， 

몽>， <언어 이미지의 대립을 넘어서. 이론과 실제〉같은 매체학 계통의 과목 

들，<히툴러 이전의 독일어권 유대인: 동화， 해방과 전통의 역할>， <극단의 

세기:20세기 독일사와 문화>， <파시즘과 프로파간다>， <독일 유대인 모더 

니즘>과 같은 독일로부터 이주한 미국인의 관심을 살린 현대사 강좌들，<우 

리와 타자: 독일에서의 미국의 문화적 재현>， <20세기의 문학. 이국적 만남 

들>， <문학사와 문화사의 측면들: 독일 오리엔탈리즘>， <독일전통에서의 통 

방의 태동>과 같이 타자문제나 오리엔탈리즘 맥락에서 독일사회 내외적인 

문화경향을 분석한 과목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주제변에서는 〈초기 

현대독일의 스펙터클과 자기 패션화>. <개인성의 종말: 문학과 영화의 표현 

주의와 현상학>， <현대 독일문학과 영화에 나타난 가족 재난>， <독일/유대 

인 모더니즘의 변증법>， <카프카와 모더니즘>. <클라이스트의 드라마· 현대 

성의 무대화>과 같은 현대성과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크며 소재적으로는 

<개인성의 종말: 문학과 영화의 표현주의와 현상학>， <현대 독일문학과 영 

화에 나타난 가족 재난>， <저자이론· 탈민족적 감독〉과 같이 영화가 차지하 

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학부 교과과정의 경우 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단계별 독일어 교 

과목)과 독문학， 독문화샤 독일어학 등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독일 

지성사 Intellectual Histaπ’와 ‘정치와 문화 Politics and Culture’ 시리즈 강 

의가 이 학과의 간판 강의이자 가장 성공한 강의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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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포괄적인 교과목이자 주제로 외국독어독문학의 사례를 잘 보여주 

고 있으며 4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각기 한 과목을 담당하며 시대 순으로 캉 

의하는 데 특히 두 번째 강의는 수백 명이 듣는 대단위 강의이다. 독일지성 

사 A는 Luther, Kant, Hegel을， 독일지성사 B는 l때χ， NÏetzsche, Freud를， 

독일지성사 C는 Heidegger, Arendt, Gardener를 독일지성사 D는 Adomo, 

Benjamin, Habenrns를 주제로 다룬다.<정치와 문화>도 역시 4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학기마다 한 과목씩 제공된다 주제는 정치와 문화 A는 극단의 세 

기， B는 파시즘과 프로파간다， C는 냉전부터 담장이후까지의 동독， D는 다문 

화 독일이다. 이중 C가 가장 인기 있으며 역시 200-300명의 수강생이 몰리 

는 과목인데 현재 DAAD 파견 전임강사인 역사학 전공의 호덴베르크 박사 

가 강의를 맡고 있다. 미국은 독일 D때D가 파견해주는 전임강사의 전공을 

독문학이나 독어학에 한정시키지 않고 자국의 독일어권연구와 잘 호응되는 

학문을 전공한 교수를 요청하고 있다. 호덴베르크 박사 따르면 미국에서의 

독일에 대한 이미지는 2차세계대전시의 나치 독일이 가장 강력하며 이에 대 

한 호기심과 관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로 나치독일의 미디어에 대한 주제 

틀을 선별하여 캉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Ol 

그밖에도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미나인 프레시맨 세미나는 <니 

체: 선악을 넘어서>(2004 기을)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2005 봄)이 각기 

제공되고 있었다. 학과에서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로는 <M띠tic버tur머 

Gennany>가 있다. 주로 독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내지는 외국계 독일인 

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며 특히 터키계 독일인들의 문학과 문화를 주요대 

상으로 한다. D. Gö따ürk등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보다 미국에 

서 더 활발히 거론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학과의 특별행사로는 독일현대작가를 초빙하여 연설을 듣는 전통이 있 

30) 독일지성사나 니체와 프로이트에 대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버클리 대학의 사 

정 때문에 그러한데 첼학과의 교수진 대부분이 영미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독일철학 

을 전공한 교수는 1명밖에 없어서 독어독문학과가 독일철학이나 지성사를 강의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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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0년대부터 권터 그라스와 하인리히 벌， 페터 한트케， 하이너 윌러， 발터 

캠펜스커 등이 방문하여 강연했으며 %년대에는 마틴 발저가 설제 강의도 

담당했고 크리스타 볼프， 모니카 마론， 아돌프 무숙， 가브리엘레 보만 등이 

방문했다 최근에는 두르스 그뭔바인 체스 노태봄 외 많은 현대 유명작가가 

방문했다. 

IV.2.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 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이다:m 소 

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개의 동부의 사립명문대학들이 그러하듯 하버드 

대학도 소수정예의 교육을 내세우고 있고 학부과정은 차후의 전문 대학원 

교육의 전단계로서 혹은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해되며 전인교육， 교 

양교육을 표방한다. 대개의 수업은 10-15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진 

다. 또한 도서관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중앙도서관이라 할 수 있 

는 와이드너 Wìdener도서관은 동부 내지는 미국 대학 최대， 최고의 도서관 

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휴톤 Houghton도서관은 독문학 관련의 소규모 

고문서， 희귀자료 소장 도서관으로서 호프만스탈， 릴케， 브레히트， 하이네의 

유고， 글， 편지 등을 수집해놓고 있어서 자료에 있어서는 독일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가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있는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게르만어문학과 IR뼈tment of Gem뻐1Ìc La멍uages and 

Literatures>는 1897년에 설립되었다. 이미 역사가 100여년 이상이 되고 있으 

며 현재 교수는 9명이다.7명의 문학전공 교수와 2명의 어학전공 교수로 교 

수진이 짜여져 있다. 대개의 문학교수들이 독어독문학을 전공하였으나 문학 

과 시각예술이나 음악과 문학을 주요 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언급한 교수들 

도 있다. 해마다 12-15명의 학생들이 이 학과에 전공학생으로 등록하며 학부 

과정에서는 전공 2과목， 전공이외의 과목 2과목을 듣는 실정에 따라 실제 독 

311 홈페이 지는 http:/미'ww，fas ，harvard，c'C!ψ-germ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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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수업 참여 학생들의 과 소속은 매우 다양하다. 커리률럼은 최근까지도 

전통 독어독문학 위주로 짜여져 있으나 최근에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새로 부임한 현 학과장인 렌휠러 Eric Rentschler 교수의 경우 현대 

독문학， 문화이론， 영화사 등이 주요관심분야이며 영화학을 교과과정에 많이 

편입시켰다. 특이한 예외로는 코프 교수의 식민지 연구， 독일 다문화사회 연 

구를 들 수 있으며 터커계 독일작가 및 영화감독을 강의한다 32) 하버드 대학 

수업의 경우 특별한 점으로는 다른 대학들이 대체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 

는 반면 이 대학은 이미 학부파정 에서도 독일어로 수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것을들수 있다， 

:zcm년 가을학기의 경우 독일어 어학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학>， <바로크>， <독일 낭만주의: 현대성의 

상상>， <장벽 이후의 독일영화>， <중세독일어 입문>， <문학과 문화이론>， 

<클라이스트와 고전 휴머니즘의 해체>.<바이킹 시대와 중세 스칸디나비아 

문학과 문화> 등이 있다.2005년 봄 학기 학과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면성되 

어 있다. 

<20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학>，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 <중세문학 

과 문화>， <독일과 그리스인틀: 빙켈만에서 하이데거까지의 그리스애호주의>， 

〈홀로코스트의 재스크린화>， <괴테>， <독어사>， <독일 해석학 입문>， <브 

레히트， 뭘러， 연극의 아방가르드>， <최신 독어교수법> 등이다. 

대학원 강의는 위의 학부생들과 같이 듣는 과목도 있고 이 두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주로 대학원생들을 위한 <영화이론 읽기>， <쉴러 드라마>， 

<독일 해석학 입문>， <영화와 민족>， <계몽주의부터 자연주의까지의 독일 

32) 이 경우는 하벼드 대학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보기 힘들다 이 교수가 아직 정년보장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주제가 하버드의 연구학풍과 맞지 않아 다른 

대학으로의 전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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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비평> 강의 등이 번갈아가변 개설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버클리 대학과 비교해보면 전통 독어독문학에 속핸 강의도 많지만 <장 

벽 이후의 독일영화>， <영화와 이론>， <홀로코스트의 재스크린화>， <영화 

와 민족> 등과 같이 새로운 독일어권연구 경향을 수용했음이 보여주는 강의 

도 많다. 예를 들어 <영화와 민족>과 같은 과목은 영화와 같은 현대매체가 

정체성 형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와 현대 독일 영화가 나치 독일유산을 어 

떻게 작업해냈는가를 분석하고 있고 〈홀로코스트의 재스크린화>에서는 2차 

대전 당시의 홀로코스트를 어떤 시각에서 영화화했는가를 다룬다. 이러한 점 

에서 보면 나치 독일과 영화에 대한 관심은 미국 전역에서 높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학과 명칭에서 보다시피 게르만어문학과이기 때문에 네떨란드어와 

스칸디나비아어 교육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미나인 프레쉬맨 세미나는 <유년기와 글문화>.<괴태의 파우스트>를 제 

공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다른 학과들과 연합하여 학제적인 문학과 예술 특 

별강의가 있는데 <중세법정>. <독일 식민지 상상>， <오르페우스: 문학， 예 

술， 문화적 형상>， <억압과 표현: 세기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문학과 예술> 

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강의에서도 엿보이지만 특기할 만한 점은 초기부터 하버드 대학은 

독어독문학을 어문학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유럽 예술과 문화의 전체적 

틀 안에서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프랑케 교수 

는 19)3년에 이미 게르만 박물관(현 부쉬→라이징어 박물관)을 건립하였다，33) 

또한 독문과 바로 옆의 카펜터센터 C~nter Center에 자리 잡은 하버드 대 

학 영화기록소과 긴밀한 협조 해 영화 자료도 많이 入F용때 강의하고 있다 

33) 하버드 대학은 다수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포그 박물관(유럽 조형예술). 새커 

리 박물관(아시아 중동 예술). 부쉬 라이징어 박물관(독일어권 조형예술)은 미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고 일반인에게도 유료 개방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미국 동부의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미술작품을 중점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반면 포그 박물 

관은 거의 유일한 미국 동부 소재 독일어권 미술 전문 박물관이다 2CX)3년 겨울의 경우 

개관 HXl주년 기념으로 EJ세기 말.20세기 초의 현개미술의 걸작들을 전시한 바 있다 



미국의 ‘독일어권연구’ 현황과 사례연구 191 

v.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러한 미국의 독일어권 연구는 내국 독문학 I띠andsgenmnis따으로 행해 

지는 독일의 독어독문학과 달리， 자국의 관심과 시각에 따라 다른 모댈을 개 

척한 외국에서의 독어독문학 Auslandsgenmnistik으로서 우리의 시각을 찾 

고자 하는 최근 한국독어독문학의 노력에 반추해볼 때 시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미국식 독문학 모댈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웅직 

이는 것은 자국의 이론과 접맥시켜 새로운 학문과 교육의 독자적 모델을 개 

발하고 현대화시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독일어권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점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독일어권연구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끊임없이 원론적인 문제를 다시금 사고하게 만든다. 즉 독일어， 

독일문학이나 독일문화가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문제를 계속 성잘해야 한다 

는 것이다. 더불어서 똑같이 중요한 문제로 드러난 것은 한국의 인문과학， 정 

신과학과의 관계설정이다 미국은 자국의 동시대 학문인 문화연구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톡일사회와 문화에 적용시켜 새로운 연구 및 교육의 내용을 

찾아내고 방법론을 정착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학문 전통 

및 현재와 연계를 맺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독 

어독문학도 또한 한국의 인문과학의 전통이 무엇이고 어떤 인간관， 어떤 인 

문주의 정신을 추구해왔는가 또한 앞으로 추구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모벨을 구상해내고 실 

천에 옮길 때 독어독문학의 갈 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길이 곁코 하나 

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자가 서 있는 상황을 재고하고 

독일이라는 대상이 우리의 시각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어떤 의미를 줄 수 있 

을까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럴 때 우리 

만의 독어독문학， 독일관련연구가 성립되어 갈 것이고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춘 학문으로 거둡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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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Bestandsaufnahme und Fallstudie der German 

Studies in Amerika aus koreanischer Sicht 

Yun-Young Choi (Seoul National Univ.) 

1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en Uberblick über die 

sogenannte Gennan Studies in Amerika, besonders am Beispiel der 

University of C때fornia at Berkeley und der Harvard University 

Amerikanische Gennan Studies werden 비er als Modelle behandelt, die 

sich von der traditionellen, rein an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orientierten Gerrnanistik abwenden und gemäß den Interessen und der 

Aktualität des Landes neue Thernen und Methoden in Forschung und 

Lehre erfolgreich entwickelten. Die Betrachtung dieser interkulturellen 

und interdisziplinären Modelle ist für die koreanische Gerrnanistik 

insofem bedeutsarn, als dass sie clie spezielle Situation der 

Auslandsgerrnanistik berücksichtigt und sich als selbstänclige 

Wissenschaft modernisiert und etabliert haben. 1nsgesamt kann man 

sagen, dass sich clie amerikanischen Gennan Stuclies von der deutschen 

Gerrnanistik darin unterscheiden, dass sie inhaltlich und thematisch Film 

Studies und clie neueste Geschichte Deutschlands stπk integriert haben 

und rnethodisch mit den amerikanischen Cultural Stuclies verknüpft sind. 

Die Berkeley University ist seit den 70er Jahren in dieser amerikanischen 

Wende f뼈end. Als sogenannte ‘State University’ verkr띠pft sie 

Massenerziehung mit Qu따ität und ist von einer progressiven und 

liberalen Forschungsrichtung geprägt. Die Schwerpunkte sind dabei 

vielfältig: neuere sowie neueste deutsche Kulturgeschichte, Geschichte der 

deutschen 1ntellektuellen, New Historicism, Fílm Studies etc. 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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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spiel zeigt sich das Projckt 1\1띠ticultt때 Germany als eigenständige 

Leistung der German Studies, die die Impulse von C버tural Studies 

aufgenommen haben und mehrere Texte und Filrne von KÜl1stlem mit 

Immigrationshintergrund in das Zentrum der Forschung stellten. Dagegen 

ist die Harvard Univeristy eine private Eliteuniversität als eine der 

sogennanten Ivγ League Universitäten an der Ostküste, die die 

Erziehung einer kleinen Elite zum Ziel hat. Die Forschung und Lehre 

orientert sich zwar an Tradition und Kanon. aber zur Zeit versucht sie 

ihre Curricula zu 빠u때sieren. Bemerkenswert ist die Zeitschrift New 

German Critique, die die neueste Tendenz und llichtung der 

amerikanischen German Studies in englischer Sprache zeigt. Die 

koreanische Germanistik versucht zur Zeit, auf verschiedenen Wegen 

neue l\1odelle zu entwickeln. Die amerikanischen Modelle weisen darauf 

hin, \vie wichtig es ist, dass die koreanische Germanistik ebenfalls als 

Auslandsgermanistik einerseits ihre eigene Forschungstradition der 

Geistes\vissenschaft reflektiert und andererseits aktuelle und sinnvolle 

F orschungsthemen konstnù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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