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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목표 및 강의개요 (Course Objectives & Description)

1) 교수목표

독일의 역사와 사회의 이해

독일의 문학사 이해

2) 강의개요

문학사의 단계마다 시대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를 강의하고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이 시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찰한다.

독일의 근대시민정신의 형성의 이해가 강의의 중심에 온다.

학생들은 중세문학부터 종교개혁시기, 바로크와 계몽주의 시기, 질풍노도와 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를 거쳐 세기

말 모더니즘 문학을 읽고 조별로 발표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습지원센터와 강의 및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2. 주교재 (Required TextBook)

김성곤: 개정판 독일문학사. 글로벌콘텐츠 2011년

3. 평가방법 (Requirements & Grading)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조별발표 및 수업 적극성 30%, 출석 10%.

 *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필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4. 주별 강의계획 (Schedule)

주별 강의 및 실험실기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표절 등 학술적 부정행위 예방교육실시] 독일문학사 개요, 역사와 문

학
 세계, 인간, 언어

제2주
[표절 등 학술적 부정행위 예방교육실시] 독일문학의 형성: 중세문학

신분사회, 의례 문학
"니벨룽엔의 노래"

제3주
바로크 시학, 시, 알레고리

바하 고전음악

오피츠 "독일시학서" 그리피우스 "소네트

",

안겔루스 질레지우스의  "방랑하는 천사"

오피츠 "독일 시학서"

제4주
시민계급의 성장

질풍노도 시와 담시, 상징, 색채론
괴테 "신과 무희"

제5주 질풍노도 소설과 드라마 괴테 "베르터의 슬픔", 실러 "군도"

제6주
칸트 "3개의 비판서". 헤겔 "역사철학", "미학"

낭만주의적 독일고전주의 드리마

괴테 "파우스트"1부

내용이 비어있는 그러나 노력해야 하는 주

체의 형식

제7주
프랑스 혁명, 민족주의, 민주주의

고전주의 드리마

실러 "인간의 심미적 교육론"

괴테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

제8주 중간고사

제9주 낭만주의 이론, 소설, 시, 음악

슐레겔, 노발리스

E.T.A. 호프만 "모래남자"

근대성의 자의식, 해방과 자유의 결과, 소

외

제10주
비더마이어 드라마

아이헨도르프 "달밤"

네스트로이 "찢겨진 남자"

제11주 청년독일파 시와 드라마 하이네 "독일동화" "직조공"



뷔히너 "보이체크"

제12주
시적 사실주의 소설

루카치: 교양소설, 외부의 시간과 내면의 시간
라베 "포겔장의 서류들"

제13주 시적 사실주의 소설 폰타네 "에피 브리스트"

제14주 모더니즘
카프카 "문 앞에서"

릴케 "표범"

제15주 기말고사

제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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