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및 독어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미국 대학의 교과과정 연구*
구 명 철 (서울대 )

Ⅰ. 머리말

최근 2, 3년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사실 인문
학자 및 인문학도들에게는 인문학의 위기가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오
래 전부터 느껴져 왔던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가 화두에 오른 것은 이러한 위
기의식이 절정에 달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른 것
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인문학이 오래 전부터 위기에 놓여있었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데에는 물질 중심 사고방식과 연구 및 교육 분
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경영마인드 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 구성원의 안일한
자세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독어독문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독어독문학 연구 및 교육이 시작된 50년대 후반 이후로 위기가
서서히 시작되던 90년대 초까지 30여년 이상동안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에 별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1)
독어독문학 특히 독일어 및 독어학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학부제 도입에 따른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위축이 가시
화되기 시작하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및 지역학적인 요소가 특히 강조되었고, 인터넷과 멀티
미디어를 활용한 독일어 교수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구명철 2002 참조).
* 이 연구는 2010년도 서울대학교 인문ㆍ사회계 교수 해외연수 지원금을 통해 연구되었음.
1) 이에 대해서는 고영석(2007), 구명철(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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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및 독어학 교육 분야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경영마인드 및 자본의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대학의 경우 독일어 및 독어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II장에서 미국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명칭
분석을 통해 관심영역 및 관심대상을 파악하여 각 관심영역과 관심대상에 따
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III장에서 각 유형별로 한 대학씩을 선정하여
이 대학들의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특성과 독일어 및 독어학 교과과정의 특성
을 분석하고 비교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II, III장을 통해서 파
악된 미국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유형과 그 교과과정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Ⅱ. 미국 독어독문학 관련학과들의 관심영역 및 관심대상2)

우리나라 독일어 및 독어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
대학의 교과과정 연구는 독어독문학 및 독일학 관련 학과가 있는 미국의 대
학을 찾아 이들의 교과과정을 수집하고 그 구성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S, http://www.nap.edu/rd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독어독문
학 및 독일학 관련 학과를 조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대학들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3)

2) 미국 대학교의 독어독문학 및 독일학 관련 자료 및 정보는 Washington대학교의 Manfred Bansleben교수님의 도움으로 수집할 수 있었음.
3) 이 논문에서는 번역 및 한글 표기에 따른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및 학과명 그리
고 교과목명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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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MICHIGAN-ANN Dept. of Germanic Languages and
ARBOR
Literatures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Dept. of Germanic Studie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ept. of Germanic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t. of Germanic Studies

UNIVERSITY OF VIRGINIA

Dep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Dept. of Germanic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t. of Germa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Dept. of Germanic Languages and
Literature

YALE UNIVERSITY

Dept. of Germanic Languages &
Literatures

미국의 독어독문학 및 독일학 관련 학과는 그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몇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각 대학의 해당 학과는 교육 및 연구의 대상
언어에 따라 두 가지 유형(a) German, b). Germanics)으로, 관심영역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German(ic) Lang. & Lit., B) German(ic) Lang., C)

German(ics), D) German(ic) Studies)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위 대학들을 다시 정렬하면 아래와 같다.

A) Dept. of German(ic) Lang. & Lit.
a) Dept. of German Lang. & Lit.
UNIVERSITY OF VIRGINIA
b) Dept. of Germanic Lang. & 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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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MAIN CAMPUS
UNIVERSITY OF KANSA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YALE UNIVERSITY
B) Dept. of German(ic) Lang.
a) Dept. of German Lang.: 해당사항 없음
b) Dept. of Germanic Lang.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C) Dept. of German(ics)
a) Dept. of German
GEORGETOWN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PENN STATE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 Dept. of Germanics
UNIVERSITY OF WASHINGTON
D) Dept. of German(ic) Studies
a) Dept. of Germ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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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b) Dept. of Germanic Studies
CORNELL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의 수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관심영역＼대상언어

a

b

German

Germanic(s)

계

A

German(ic) Lang. & Lit.

1

8

9

B

German(ic) Lang.

0

2

2

C

German(ics)

9

1

10

D

German(ic) Studies

2

6

8

12

17

29

계

미국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를 교육 및 연구의 대상언어에 따라 구분했을
때에는 독일어 German에 제한된 경우보다는 게르만어 Germanics까지 포함된
경우가 더 많다(German : Germanics = 12 : 17). 한편, 관심영역에 따라 구분
했을 때에는 German(ic) Lang.(2)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German(ic) Lang. & Lit., : German(ics) : German(ic) Studies

= 9 : 10 : 8). 단일 유형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과명은 Dept. of
German이고(9개), Dept. of Germanic Lang. & Lit.(8개)와 Dept. of German
Studies(6개)가 각각 그 뒤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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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분석

여기서는 미국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
과 유형별로 대학을 하나씩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한다. 조사대상 대학은

NSA 자료를 참고하여 각 유형에서 (대학원)신입생들의 GRE 평균점수가 가
장 높은 대학으로 선정하였다.4) 각 유형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아래
와 같다.
Aa) Dept. of German Lang. & Lit. : UNIVERSITY OF VIRGINIA
Ab) Dept. of Germanic Lang. & Lit. : HARVARD UNIVERSITY
Ba) Dept. of German Lang. : 해당사항 없음
Bb) Dept. of Germanic Lang. :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Ca) Dept. of German : PRINCETON UNIVERSITY
Cb) Dept. of Germanics : UNIVERSITY OF WASHINGTON
Da) Dept. of German Studies : STANFORD UNIVERSITY
Db) Dept. of Germanic Studies : CORNELL UNIVERSITY

이제 각 유형별로 선정된 대학교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해보고 그 전반적인 특성과 언어 및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과정의 구성 및 강조점을 찾아보기 용이하도록 각
교과목을 대상언어(독일어 vs. 게르만어, 기타)와 교육 및 연구영역(언어, 어
학, 문학, 문화 및 지역학)에 따라 구분하여 표에 제시한다.5)

4) NSA의 자료에는 Program Name, 신입생 장학금 수혜비율, 아시아계 학생비율, 연간 박
사학위배출 수, 교수수, 학생수, GRE 평균점수(2004-2006) 등이 들어있는데, 이 중 조사
대상대학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삼을 수 있는 항목인 GRE 점수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
았다.
5) 두 가지 영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처럼 이러한 분류방식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교과목은 두 영역 중에 비중이 더 높은 곳에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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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Dept. of German Lang. & Lit. : UNIVERSITY OF VIRGINIA
1) 교과과정과 그 전반적인 특성6)
독일어

게르만어, 기타

언어

German for Reading Knowledge
Intensive German
Elementary Yiddish Language
Composition & Conversation
and Culture7)
German House Conversation

문학

Introduction to Literature
Survey of Literature I/II
Thomas Mann’s Stories
German Drama & Film
Stylistics
Early Modern Literature
(Ästhetik barocker Bildlichkeit)*
Postwar Literature*
The German Novel*

문화/지역학

Introduction to German Studies
Intellectual History

기타

Praktikum

Virginia대학교 German Lang. & Lit.학과는 우리나라의 독어독문학과에 해
당하나 독어학 교과목은 부재하고 문학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독일어권에서 유대인이 사용했던 Yiddish와 그 문화에 대한 과목이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독일어권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독일어를
수용하여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6) 자료출처: http://www.virginia.edu/german(Fall 2011) 참조. 표에서 *는 대학원과정 graduate
course의 교과목을 표시함.
7) Yiddish는 유대인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독자적인 언어로서 게르만어에 속하는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Störig 2009: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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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계과목(GETR이나 CPLT로 시작하는 코드명)으로 Introduction to German

Studies, Intellectual History, Media History, Literature and the Bible, Literature and the Culture of Surveillance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 및 지역학적인
요소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언어 및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Virginia대학교의 언어교육 관련 교과목에는 German for Reading Knowledge
(GERM 1015), Intensive German (GERM 1110), Intensive Grammar (GERM
3000), Composition & Conversation (GERM 3230), German House Convertsation (GERM 3290) 등이 있는데, 읽기(German for Reading Knowledge), 쓰
기와 말하기(Composition & Conversation), 문법(Intensive Grammar) 등이 들
어있는 전통적인 언어교육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Ab) Dept. of Germanic Lang. & Lit. : HARVARD UNIVERSITY 8)
1) 교과과정과 그 전반적인 특성
독일어

언어

게르만어, 기타

Elementary German
Elementary German (Intensive)
Intermediate German: Speaking,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and Writing
Intermediate German (Intensive):
Speaking,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and Writing
German for Reading Knowledge

8) 자료출처: http://isites.harvard.edu/icb/icb.do?keyword=k4326&pageid=icb.page18587
(Fall 2010, Spring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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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Advanced Grammar and Reading
Advanced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Wirtschaftsdeutsch

문학

German Literature from Goethe
to Nietzsche
German Literature from Kafka to
Jelinek
Love and Betrayal in German
Literature
Baroque
Theories of Literature: Proseminar
Colonial Theory and German
Colonial Literature

Ethnopoetics and Authenticity in
Northern Europe
Introduction to Swedish Language
and Literature
Beginning Swed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ecial Topics in Swedish Literature
and Culture: Crime in Swedish
Fiction and Film

German Drama and Theater
Deutschland und Europa
문화/
Introduction to Cultural Studies
지역학
German Music in Culture and
Politics

Intermediate Swedish Culture and
Belief Performance, Tradition and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to Folklore and Mythology
Nordic Cinema

Harvard대학교의 경우, 학과명(Dept. of Germanic Language and Literature)
이 반영하고 있듯이 독일어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북유럽국
가의 언어와 문학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Ethnopoetics and Authenticity

in Northern Europe, Introduction to Swedish Language and Literature, Beginning Swedish Language and Literature 등). 이 경우에도 Virginia대학교와 마
찬가지로 문학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과명은 어문학
중심이지만 게르만어권의 지역 및 문화와 관련된 교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Deutschland und Europa, Introduction to Cultural Studies, German Music in
Culture and Politics, Nordic Cinem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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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및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Harvard대학교의 언어교육 관련 교과목에는 Elementary German, Intermediate
German: Speaking,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and Writing, Intermediate
German (Intensive): Speaking,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and Writing,
German for Reading Knowledge, Advanced Grammar and Reading, Advanced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Wirtschaftsdeutsch 등이 있다. 대부분이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네 가지 언어기능을 모두 강조하는 통합적인 언어교
육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독일어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과목으로서
경제독일어 Wirtschaftsdeutsch가 제공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아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어와 노르웨이어 등 북게르만어를 대상언어로 하
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Ba) Dept. of German Lang. : 해당 없음
Bb) Dept. of Germanic Lang. :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9)
1) 교과과정과 그 전반적인 특성

언어

독일어

게르만어, 기타10)

Elementary German Reading I/II
Elementary German Language
Course I/II
Intermediate German Language
Course I/II
Accelerated Intermediate German
Language Course
Intermediate Conversation I/II

Elementary Dutch I/II
Intermediate Dutch I/II
Advanced Dutch I/II
Elementary Swedish I/II
Intermediate Swedish I/II
Elementary Finnish I/II
Intermediate Finnish I/II
Advanced Readings in Finnish I/II

9) 자료출처: http://www.columbia.edu/cu/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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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German Language Elementary Yiddish I
Course I/II
Intermediate Yiddish I/II
Major German Poets
Senior Essay
Survey of German Literature:
18th Century
Readings in Yiddish Literature
Senior Seminar: Benn/Brecht
Rise of Fairy Tale In German
Literature
Theories of Modernity

문화/ Aesthetics & Philosophy of
Scandinavia in Drama and Film
지역학 History
기타

Theory/Practice-Translation

Columbia대학교 Germanic Lang.학과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독문학과 문화 및 지역학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비중이 높다. 또한 학과명의 “Germanic”을 반영하듯이 독일어와 독
문학 교과목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어와 스웨덴어도 대상언어로 다루고 있다.
핀란드어의 경우에는 게르만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학과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Columbia대학교의 교과과정에도 Yiddish가 들
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Virginia대학교에 대한 논의 때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어권 유대인의 문화와 독일어 및 독일문화 사이의 긴
밀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언어 및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Columbia대학교의 언어교육 관련 교과목인 Elementary German Reading,
Elementary German Language Course I/II, Intermediate German Language
Course I/II, Accelerated Intermediate German Language Course, Intermediate
10) 게르만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Finnish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탤
릭으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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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I/II, Advanced German Language Course I/II 중에서, Elementary
German Reading(읽기)과 Intermediate Conversation I/II(말하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목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네 가지 언어기능을 통합적
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초급에서 시작하여 중급과 고급 교과목을 각각
두 단계씩 개설하여 언어교육의 비중과 체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게르만어에 속하는 네덜란드어와 스웨덴어 그리고 기타 핀란드어에
대한 언어교육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모두 네 가지 언어기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Elementary Dutch I/II, Intermediate Dutch I/II, Advanced Dutch

I/II, Elementary Finnish I/II, Intermediate Finnish I/II, Advanced Readings in
Finnish I/II, Elementary Swedish I/II, Intermediate Swedish I/II 등).
Ca) Dept. of German : PRINCETON UNIVERSITY 11)
1) 교과과정과 그 전반적인 특성
독일어
언어

어학

문학

게르만어, 기타

Beginner’s German I/II
Intermediate German
Advanced German
History of the German Languag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Pedagogy*
Intro to German Literature after 1700
Topics in Prose Fiction
Topics in Germanic Literatures12)
Topics in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Fore*

11) 자료출처: http://www.princeton.edu/german/courses.
12) 제목은 Topics in Germanic Literatures이지만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독일문학에 국한된 교과목으로 판단됨: “Goethe once defined the novella (lat. no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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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in German Literature*
GDR Literature*
Readings in Critical Theory*
German Literature in the 17th Century*

Society, Pol & Culture in Germany
1890-1945
문화/
German Intellectual History
지역학
Topics in German Culture and Society
Murder and the Media Fore
Dept. of German이라는 학과명을 가지고 있는 Princeton대학교 교과과정의
경우, 독일어를 대상언어로 하는 교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문화 및 지역학과 관련된 교과목이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다(Society, Pol. &

Culture in Germany 1890-1945, German Intellectual History, Topics in German Culture and Society, Murder and the Media Fore).
2) 언어 및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Princeton대학교 German학과는 Beginner’s German I/II, Intermediate German,
Advanced German처럼 언어기능이 통합된 독일어 교과목을 수준에 따라 제
공하고 있다. 한편, 대학원 과정에 제2언어 습득 및 교육에 관한 교과목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Pedagogy)이 개설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new) as a genre in which the un-heard of happens. This course will start from the idea
of a prose form built around the unprecedented event in order to pose questions about
what it means to tell the (hi)story (Geschichte) of the radically new. [...] Sample reading list: Heinrich von Kleist, Michael Kohlhaas / Joseph von Eichendorff, Das Marmorbild / Johann Wolfgang von Goethe, Novelle / Gottfried Keller, Romeo und Julia
auf dem Dorfe / Arthur Schnitzler, Traumnovelle / Robert Musil, Tonka”
(http://www.princeton.edu/german/courses/undergraduate/course_details.xml?courseid=003169
&term=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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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Dept. of Germanics : UNIVERSITY OF WASHINGTON 13)
1) 교과과정과 그 전반적인 특성
독일어

언어

First-Year German (German 101/102/103)
Second-year German (German 201/202/203)
Conversation & Writing (German 301/302/303)
Advanced Writing & Conversations (German
401)
German Express Second-Year
Basic German Review
Conversation of German thru Film

어학

Linguistic Analysis of German
History of the German Language
Special Topics i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Studies in the German Language
Foreig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Seminar in Germanic Philology and Linguistics*
Old / Middle High German*
Old Saxon*
Modern Dialects*
Modern Methods and Materials in Teaching
German*
Principl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문학

Approaches to Literature
Studies in the 18th C Literature & Culture
Studies in the German Literature
Middle High German Literature*
Seminar in the German Literature*

게르만어, 기타14)

13) 자료출처: http://depts.washington.edu/uwgerman(Autumn 2011) 참조.

Go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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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Studies-English
문화/
Cinema: Crime Scenes
지역학
Studies in the German Culture*
기타

Internship

Dept. of Germanics라는 학과명을 가지고 있는 Washington대학교는 독일어,
독어학 및 독일어교육, 독문학 등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영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독일문화에 관한 교과목(German

Studies-English, Cinema: Crime Scenes, Studies in the German Culture 등)도
개설되어 있어 최근 미국대학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들의 전반적인 관심사 또
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Washington대학교의 교과과정에 독일어를 제외한 게르만어 계통의
다른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게르만어를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교과목들
이 다수 들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Gothic, Old Saxon 등), 학과명의

Germanic은 공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시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Washington대학교의 언어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15) 즉 네 가지 언어기능이 통합된 독일어 교과목
을 그 수준에 따라 제공함으로써,16) 의사소통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를 위해 특히 유럽참조기준의 등급과 연관시켜 각 교과목의 수준 및 내용을
표준화하고 있다.

14) 역사적으로 게르만어에 속했던 Gothic을 포함하고 있음.
15) 독일어 관련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는 Washington대학교의 Klaus Brandl 교수가 제공하
였음.
16) 의사소통 행위 중심의 외국어 교수법에 대해서는 Brandl (2002,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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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및 내용

First-Year German
(German 101)

A1.1

novice high

Kompakte
Ch. A/B-3

First-Year German
(German 102)

A1.2

intermediate low

Kompakte
Ch. 4-7

First-Year German
(German 103)

A2

intermediate low/mid

Kompakte
Ch. 8-12

Second-year German
(German 201)

A2

intermediate high

Stationen
Ch. 1-7

Second-year German
(German 202)

B1

intermediate
high/advanced low

Stationen
Ch. 8-12

Second-year German
(German 203)

B1

advanced low

workbook

Conversation &
Writing(German 301)

B2

advanced mid

Erkundigungen
B2 Ch. 1-5

Conversation &
Writing(German 302)

B2

advanced mid

Erkundigungen
B2 Ch. 6-8

Conversation &
Writing(German 303)

B2(C1)

advanced mid/high

Erkundigungen
C2 Ch. 1-4

Advanced Writing &
Conversations
(German 401)

C1

advanced mid/high

workbook

한편, 학부 고급과정 및 대학원 과정에는 어학 이론과목(Linguistic Analysis

of German, Studies in the German Language, Seminar in Germanic Philology
and Linguistics) 및 독일어교육이론과 관련된 과목(Special Topics i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Foreig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Modern Methods and Materials in Teaching German, Principl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뿐만 아니라, 게르만어를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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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the German Language, History of Germanic Philology, Gothic,
Seminar in Germanic Philology and Linguistics, Old High German, Old
Saxon, Middle High German)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다른 대학에
비해 독어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a) Dept. of German Studies : STANFORD UNIVERSITY 17)
1) 교과과정과 그 전반적인 특성
독일어

언어

Beginning German
First-Year German#
Intensive First-Year German#
Elementary German for Seniors and Graduate
Students#
Individually Programmed Beginning German#
Beginning German Conversation#
Intermediate German Conversation#
Advanced German Conversation#
Teaching German Conversation#
Intermediate German I/II#
Advanced Business German#
German Newspapers#

어학

Middle High German
Old High German
German Dialects

게르만어, 기타

I/II/III#18)

17) 자료출처: http://www.stanford.edu/dept/DLCL/cgi-bin/web/dept/german.
18) #표시는 교양과정에 별도로 제공된 어학과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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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German Poetry
The German Ballad
Eighteenth-Century German Literature
Nineteenth-Century German Literature
Twentieth-Century German Literature
Outsiders and Outcasts: introduction to German
Prose Fiction
Love, Marriage and Passion in German
Literature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ostwar German Culture and Thought: 1945
to the Present
Readings in 19th-Century German Literature
German Capstone: Goethe’s Faust
German Utopias and Dystopias in the 20th
Century
German Romanticism and Its Repercussions
Readings in 19th-Century German Literature

German Language and Culture
문화/
Deutsche Geistesgeschichte I: German Aesthetic
지역학
Thought, 1790-1872
Stanford대학교는 문화 및 지역학보다는 독문학에 훨씬 더 중점을 둠으로써
German Studies라는 학과명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지역학에
국한된 교과목으로는 German Language and Culture, Deutsche Geistesgeschichte I:

German Aesthetic Thought, 1790-1872 German Underworlds 정도가 해당하고 나머
지 거의 대부분은 문학과 관련된 교과목이다.

2) 언어 및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Stanford대학교 German Studies학과의 교과과정은 크게 독문학, 문화 및 지
역학, 독어학으로 구분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어 독어교육 및 독어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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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German Dialects, Middle High German, Old High German). 언어교
육은 교양과정에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교양교육으로서의 외국어교육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교양과정에서는 회화 중점 교과목과(Beginning German

Conversation, Intermediate German Conversation, Advanced German Conversation,
Teaching German Conversation 등), 국제관계 및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교과목(Intermediate German I: German for Busines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mediate German II: German for Busines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dvanced Business German 등) 등이 주류를 차지한다.
Db) Dept. of Germanic Studies : CORNELL UNIVERSITY 19)
1) 교과과정과 그 전반적인 특성
게르만어, 기타

독일어

언어

Exploring German Contexts I/II
Expanding the German Dossier
Germany: Intercultural Context
Working with Texts
German in Business Culture

Continuing Dutch
Intermediate Dutch I/II
Continuing Swedish

어학

문학

Robots, Cyborgs, and Automata in Literature
and Film
From Fairy Tales to the uncanny exploring
the romantic Consciousness
Goethe, Schiller, and their Contemporaries
Literary Contexts and Texts
Scenes of the Crime: German Mystery
and detective Fiction
The Age of Goethe

19) 자료출처: http://german.cornell.edu에서 Spring/Fall,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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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nderstand Understanding? Paul
Celan’s Poetry and Interpretation
Senior Seminar: New German Literature
since 1989
Faust: Close Reading

Metropolis, Modernity, and Mass Culture:
The Roaring Twenties, German-Style
문화/
German Life Style
지역학
Belin: Fast forward
Weimar Cinema
기타

Marx, Nietzsche, Freud
19th-and 20th-Century European Philosophy

Germanic Studies라는 학과명을 가지고 있는 Cornell대학교는 관심분야로
서 문화 및 지역학에 상당히 비중을 부여하고 있으며(‘Metropolis, Modernity,

and Mass Culture: The Roaring Twenties, German-Style’, Exploring German
Contexts I/II, Expanding the German Dossier, Germany: Intercultural Context,
German in Business Culture, German Life Style, Belin: Fast forward 등), 대
상언어도 독일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어와 스웨덴어 등 게르만어 계통 언어들
에까지 포함하고 있다(Continuing Dutch, Intermediate Dutch I/II, Continuing

Swedish 등).
2) 언어 및 어학교육 교과과정의 특성
Cornell대학교 Germanic Studies학과의 교과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문학과 문화 및 지역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어학에 관한 교과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어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는 Exploring German

Contexts I/II, Expanding the German Dossier, Working with Texts, German
in Business Cultur를 개설하여, 초급단계(Level I)에서는 Exploring German
Contexts I/II를, 중급단계(Level II)에서는 Germany: Intercul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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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with Texts, German in Business Culture와 문학 교과목에 해당하는
Literary Contexts and Texts를 수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고급단계
(Level III)를 위해서는 별도의 독일어 과목을 제공하지 않고 문학 및 문화 관
련 교과목(Scenes of the Crime: German Mystery and detective Fiction과

German Life Style)을 수강하도록 권하고 있다. 즉 Cornell대학교의 독일어교
육 관련 교과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네 기능에 주안점을 두
기 보다는 문화 및 지역학적인 내용을 매개로 해서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대학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정리하
는 의미에서 각 대학의 교과과정이 문화 및 지역학 교과목과 독어학 교과목
을 포함하는가, 독일어 이외의 타 게르만어를 대상언어로 다루고 있는가, 그
리고 언어교육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네 가지 언어기능을 통합하
여 교과목을 수준별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분석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와 같다.

유
형

학과명

대학교

언어교육
문화 및
어학
운영 실태
기타
지역학 교과목
게르만어 언어 수
교과목
포함
포함 여부 4기능 준
포함 여부 여부
통합 별

Dept. of
UNIVERSITY
Aa German
OF VIRGINIA
Lang. & Lit.

+

-

-

-

-

Dept. of
HARVARD
Ab G e r m a n i c
UNIVERSITY
Lang. & Lit.

+

-

+
(Swe.,
Norw.)

+

+

+
(2과목
내외)

-

+
(Neth.,
Swe.)

+

+

COLUMBIA
Dept. of
UNIVERSITY
Bb G e r m a n i c
IN THE CITY
Lang.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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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Dept. of
German

PRINCETON
UNIVERSITY

Cb

Dept. of
Germanics

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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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과목
내외)

+

-/+
(diachron)

+

+

Dept. of
Da German
Studies

STANFORD
UNIVERSITY

+

+

-

+

+

Dept. of
Db Germanic
Studies

CORNELL
UNIVERSITY

+

-

+
(Neth,
Swe)

-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화 및 지역학 교과목은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20) 학과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21) 한편, 독어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PRINCETON UNIVERSITY (Dept. of Ger-

man), UNIVERSITY OF WASHINGTON (Dept. of Germanics) STANFORD UNIVERSITY (Dept. of German Studies) 등이다. 이처럼 이 3개의 대학교를 제외
한 나머지 과반수이상의 대학교에서 독어학 관련 교과목이 들어있지 않은 것
은, 언어학과 Dept. of Linguistics가 개설되어 있는 미국 대학의 경우 주로 이
곳에서 언어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2)
대상언어로 독일어 이외의 타 게르만어를 포함하고 있는가는 학과의 유형
즉 학과명에 Germanics가 사용되고 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3) 마지막으로 독일어교육 교과과정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Virginia
대학교와 Cornell대학교만이 언어의 네 기능을 통합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지
20) COLUMBIA UNIVERSITY와 UNIVERSITY OF WASHINGTON은 문화 및 지역학 교
과목을 2개 정도만 포함하고 있음.
21) 미국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에서 문화 및 지역학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서는 최윤영(2005) 참조..
22) 실제로 독어학 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4개의 대학교 모두에 언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23)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경우, Germanics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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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으며, 이 중 Virginia대학교는 수준별 교과과정 편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모든 대학교는 언어의 네 기능의 통합한
수준별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Ⅳ. 미국의 독일어 및 독어학 관련 교과과정의 시사점

이 논문에서는 미국 대학 독일어 및 독어학 관련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
해 우선 NSA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독어독문학 및 독일학과
관련된 29개의 학과를 그 명칭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 때 이 학과들
의 교육 및 연구의 대상언어는 ‘German’과 ‘Germanics’로, 주요 관심영역은

‘Lang. & Lit.’, ‘Lang.’, ‘German(ics)’, ‘German(ic) Studies’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되므로 총 여덟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Aa) Dept. of German

Lang. & Lit., Ab) Dept. of Germanic Lang. & Lit., Ba) Dept. of German
Lang., Bb) Dept. of Germanic Lang., Ca) Dept. of German, Cb) Dept. of
Germanics, Da) Dept. of German Studies, Db) Dept. of Germanic Studies. 이
중에서 Dept. of German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9개), Dept. of Germanic

Lang. & Lit.(8개)와 Dept. of German Studies(6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 논문은 미국 대학의 독일어 및 독어학 관련 교과과정의 실태를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유형에 속하는 대학들을 하나씩 선정하여
독일어와 독어독문학 관련 전공의 교과과정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들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학과명에 제시된 관심분야인 Lang. (& Lit.)나

Studies 등에 관계없이 독문학 교과목이 주류를 차지하고, 독일(어권)의 문화
및 지역에 관한 교과목들이 －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 거의 예외 없이 개
설되어 있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대상언어 영역을 나타내는 German과

Germanic의 구분은 독일어 이외에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등 게르만
어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Washington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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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처럼 게르만어의 역사를 다루는 경우에도 Germanic(s)이라는 개념을 통시
적으로 이해하고 학과명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들이 문화 및 지역학적인 요소는 교과
과정에 이미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보다는 외연 즉 관심
대상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대학의
사정에 따라 게르만어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
어 등을 그 중 일부나마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게 되면,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
를 반영하는 외국어교육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 대학교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에서 독어학 교과목의 비중이 대체
로 작은데, 이는 미국에서 언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언어에 대한 전반적
인 연구를 언어학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적으로 언어학과의 개수가 적고 각 해당 학과가 개별언어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별언어학
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미국 대학의 독어독문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을 조명해 보면, 상당수 대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의 네 기능이
통합된 의사소통 중심 독일어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대
부분의 대학들이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구분하는 수준별 교과과정을 체계화
하고 있으며, 특히 Washington대학교의 경우에는 유럽참조기준을 참고하여 독
일어교육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Harvard대학교와 Stan-

ford대학교처럼 ‘경제독일어’, ‘비즈니스 독일어’, ‘국제관계 독일어’와 같은 교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독일어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독일어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들도 네 기능이 통합된 의사
소통 중심교육을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준별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독일어의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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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zu den Curricula
für deutsche Sprache und deutsche Linguistik
an amerikanischen Universitäten
Koo, Myung-Chul (SNU)

Dieser Aufsatz hat das Ziel, die Curricula für deutsche Sprache und deutsche Linguistik an amerikanischen Universitäten zu analysieren und Anwendungsmöglichkeiten ihrer Vorteile an koreanische Universitäten zu finden.
Um dieses Ziel zu erreichen, werden zuerst 29 germanistische Abteilungen in
den USA, die von der NSA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ntersucht
worden sind, in 8 Gruppen aufgeteilt: Aa) Dept. of German Lang. & Lit.,
Ab) Dept. of Germanic Lang. & Lit., Ba) Dept. of German Lang., Bb) Dept.
of Germanic Lang., Ca) Dept. of German, Cb) Dept. of Germanics, Da)
Dept. of German Studies, Db) Dept. of Germanic Studies. Bei der Aufteilung
der germanistischen Abteilungen wurden ihre Schwerpunkte und Bildungsbzw. Forschungsgegenstände berücksichtigt.
Zur Analyse der Curricula wird aus jeder Gruppe jeweils eine Universität
ausgewählt und ihre Curricula analysiert. Mithilfe dieser Analyse lassen sich
folgende Punkte feststellen:
a) Unabhängig davon, ob der Abteilungsname „Lang. (& Lit.)“ oder „Studies“ enthält, sind in allen Gruppen Veranstaltungen über deutsche bzw. germanistische Kultur enthalten.
b) Die Aufteilung in „German“ und „Germanic“ hat damit zu tun, ob die
entsprechende Abteilung außer Deutsch auch andere germanische Spr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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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 Niederländisch, Schwedisch, Norwegisch usw. als Bildungs- bzw. Forschungsgegenstände behandelt oder nicht. Die „Germanic“ Abteilung könnte
ein gutes Modell für die Extensionserweiterung der germanistischen Abteilungen in Korea darstellen.
c) Die kleine Anzahl der Veranstaltungen für deutsche bzw. germanistische
Linguistik beruht darauf, dass es an den meisten amerikanischen Universitäten
eine linguistische Abteilung gibt und dort Deutsch als Bildungs- bzw. Forschungsgegenstand behandelt wird.
d) In Bezug auf den Sprachunterricht bieten die meisten amerikanischen
Universitäten Sprachkurse, in denen die vier Kommunikationsfunktionen,
nämlich Hören, Sprechen, Lesen und Schreiben integriert sind, an. Dabei sind
die Sprachkurse nach Niveau bzw. Anspruch organisiert. Das Konzept der
Deutschkurse der amerikanischen Universitäten, in denen die vier Kommunikationsfunktionen integriert sind, sind auch auf koreanische Deutschkurse anwendbar.

주제어: 독일어 교과과정, 독어학 교과과정, 미국의 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게르만어학과

Schlüsselbegriffe: Curricula für deutsche Sprache, Curricula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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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Abteilung, germanistische Abtei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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