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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敎育파 文學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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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1. 序 論

근래 중고등학교 국어과에서 文學敎育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가고 있다. 현

역 시인 • 작가들이 이런 움직임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각 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하

는 學校新聞이나 校註、에는 일선학교에서의 이 방면에 대한 노력의 흔적과 성과가 차츰 나

타나고 있는 것 같다.

文擔 쪽에서도 문학교육에 관하여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 몇몇 文藝雜誌社

에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 그 특칩호를 낸 바도 있다(1)

그러나， 문학교육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혐오감을 가지거나 휴은 의구심을 까지고 보는

이가 의외로 국어과 교사들 사이에 없지 않다. 대학에서 語學 쪽을 전공한 이들에 이런 경

향이 있는데， 국어교육을 言語生活 및 語學에만 비끌어 애려 한다. 한편， 문학교육론자들

중에는 문학을 중시하는 나머지 國語敎育의 테두리플 벗어 나 현실성이 없는 발언틀을 하고

있는 예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로 보아， 국어교육의 발전이나 운학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도 문학

교육의 개념의 정립 및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듯하다.

1I • 文學敎育의 織念과 全體像

‘文學敎育(文藝敎育)’이라 하면， 擊術高等學校나 體育高校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寶技

위주의 특수교육이나， 휴은 文藝部의 特活班 활동을 연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른닥. 질제혹

論者들 중에는 白 日場 같은 데서 入選한 관록이 있는 학생들에게 ‘文藝技能章制’ 같은 제

도흘 적용해서 太學入試 때 특혜릎 주자거 나， 흑은 文藝讀本 같은 檢認定교과서블 출판하

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 日本의 경우 한걸읍 나아가， 그 성격우로 보나 휴

은 효율성 ξL로 보아 국어과와는 별도로 문예과블 설치하자는 敎育課程 개펀안까지 나오고

있다(다음 도표 참조) (3)

(1) r心象」 誌， ‘國語敎科書에 수휴펀 詩의 셨析과.그 問짧點’ 1974,4. : r詩文章」誌， ‘좁少年 文

藝敎育 現場 該斷’ • 1976、 多.

(~) 裵錫南 ; ‘「文藝技能章制」 寶施블 提P昌합’ • r詩文章」誌. 1976. 多 p.87.
(3) 橫짝輝外 ; 文學敎育P構想ε展開1 ~양隆閒， 1969.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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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學數育

數育譯程~-，-敎科敎育-

어린이의 숲面發逢율 念願하는 敬育譯程과 ‘文學’科의 內部構造

-言語敎育--國 語 敎 育-1 -國語科歡育，日本語의 指導

j I I (文字 • 發音 • 語法 •文法 • 文體)
1-外國語敎育 1-他敎科敎育-[-읽 기 指響

(生活全般) 1 ,
-社會科敎育 I (文學的인 散文敎材를， 他장르의

數材와 더불어 다루는 일이 있

어도 상관없다. 다만 ‘읽기’ 보

다는 ‘맛봄’을 生命으로 여기는

詩敎材는 다루지 않는다.

-말하기 ·듣기 指導

-짓기 指導

-文學敎育--，-文學科敎育，鍵賞指導

-音樂敎育 I I (文學的 그링책 • 詩 • 散文-童話
{ 小說이냐 년픽션， 敵曲둥 文學 全

[ 장르의 홈I]作을 敎材로 상는다.

-讓書指響(授業의 發展的 讀書)

-創作指違

-作品作家!iff究 •評論陽究·文學理論

文學史學習 • 文뾰修蘇鼎究의 指뿔

(課外活動) 1-이 야기로 들려 주기 • 읽 어
l 들려 주기

-文學의 讀雷指훨-I
1-그룹 · 學級讀書용

-特5J1j敎育活動 ‘ ,•••… ~ 1-父母 •子女讀書會’ (家底에서의)

-기다

이와 같은 의견이나 주장들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묘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펼자

의 의견인 즉， 극단론은 펴하고， 현실감각에 과히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으로 생각한다.

文學敎育은 어떤 職業的인 文土나 文筆家 양성을 옥적으로 해서도 안 되며 촉은 문학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될 것이다. 文學敎育의 根樓는 敎

育法이나 현행 敎育課程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이 언어생활과， 이를 이흔적￡로 뒷받침해 주는 語學 쪽에 치우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문학교육이 전적ι로 소외된 것은 아니다. 차령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題材選定의 基準 o 로 다음과 같은 項目이 제시되어 있다 (4)

-自然科學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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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合技術敎育

CD 바른 思考力과 정확한 判斷力， 풍부한 想像力과 의욕적 創造力융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 情績를 醒化하고 풍부히 함에 도움이 되는 것.

@ 미래에/대한 꿈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愛情을 기르고， {I固性을 발휘시킴에 도움이 되는 것.

@ 主體性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 動願 誠實性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4) 李應百外 ; 國語科敎育， 能力開發社， 1975, pp.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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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같은 요구 조건은 言語技能(skill)의 향상이 나 語學的 왜識 혹은 文學史的 지식으로

는 감당할 수 없다. 오직 文學敎育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文學敎育이 란 文學의 鍵賞과 創作의 지도를 통하여 兒童이 나 學生들의 A間形成에 1 이 바

지하자는 것이 그 主眼點이다. 偉大한 文學作品이 그 내부에 탁월한 교육적 정능을 지니고

있음은 고대로부터 잔 알려지고 있거니와， 이와 강은 성능을 敎흡的 측면에서 십분 활용하

자는 것이 문학교육론자의 입장인 것이다.

n. 文學敎育論 대두의 원인

1. 外國의 경우

文學敎育論이 얼어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도 아니다.

英國에서는 이미 1920"'30년대 에 LA.리랴즈、 같은 문학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무렵에

활약했떤 T.S. 옐리어트나 T.E.흉 동 시인이나 비평가들이 모두 그러했지만， 리랴즈는 20

세기의 物質文明 속에서 A間精神이 위축되고， 또 저속한 大聚藝術--예컨대 映畵가 인간

의 心性을 타락케 하며 , 大댔媒體가 언간의 創意性과 個性을 말살하고 획 일화를 초래하는

릉 사태에 대해 일종의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병폐출 치유

하고 상실했던 A間性을 회복하려면 詩를 일으키고 文藝敎育을 하는 이외에 별 도리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慶業훨命 이래로 利潤追求에만 골몰했던 非情的

管理社會의 洛惡性에 반발하여， A文主義的 敎養을 중시해 온 英國의 敎育 傳統에도 합치

되는 일로 해석된다.

근자에는 H. 리이드가 擊術敎育(美術敎育)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에 의하면， 금세기의

각국의 지도자들이 소년 시철에 美術敎育을 제대로 받았먼들， 世界大戰과 같은 끔찍한 慘

福를 빚지는 않았을 것이라 한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냐 創造的 충동이 있으며， 특히 유

년기와 소년기에는 그러한데， 이 충동이 자연스러이 발산 해소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억압

당하면 그 스트레스가 누척되어 攻擊性으로 폭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히툴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 전쟁 도발자를 지목한 발언인데， 다음 인용문은 그의 ‘美術을 통한 λ、間敎育

(Educatioη through Art. 1945)의 티語 벤역 판에 덧붙인 序文의 일철이 다 ( 5 )

敎育의 기초플 靈術에 둠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zp.和的 세계의 廳石을 놓고 있다는 것을 확언한다.

우리의 사회적 질병의 근원은 개언이 지니고 있는 自發的 創造態力의 억압에 었다. 敎育 및 社會組

織에 었어서의 자발성의 견여는 人格의 分解에 유래하는데， 그것은 르네상스 이래의 經濟的 꿇業的

및 文化的 발전의 불행한 컬과였다. (中略) 敎育은 生命。l 완전혀 그 본래의 창조적 자발생， 그 감

정적 및 知能的 充實性을 실현할 것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5) 植村廳"f代 • 水澤孝策 共譯 : 藝術lζ J:7.>敎育， 美術出版社.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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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序文의 끝에 ‘藝術은 매를 대 지 않고 /、間을 교육하는 유일의 수단이 다’ 라는 버

너드 쇼오의 警句를 첨부하여 藝術을 敎育의 기초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좁少年의 A

間形成을 위한 文學과 敎育과의 提擺와 協力 관계， 이것이 文學敎育의 實相이어야 한다.

文學敎育論은， 歐美 각국에서도 논의되는 것이겠지만， 日本의 경우 그 熱度는 극성스러

운 감마저 든다. 國語敎育學者와 일선 敎師블로 조직된 學會와 서어클 (6)이 있어서， 수십

권의 저서와 논문칩을 간행하는 외에， 그 섣천척 활동도 하고 있다.

日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5년의 敗戰의 傷浪을 안고 있다. 美軍政을 거쳐 自治權을

회복하였고，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유래 없는 物質的 풍요를 누리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 특히 知識人의 意識의 밑바닥에는， 참담했먼 戰時의 기역이 彈追騙念으로 달라붙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들의 ‘文學敎育論1을 읽어 보면， 人間의 生命까지도 홉略戰爭의 도구

로 동원되어야만 했던 軍國主義 시대의 惡夢을 반추하면서， 文學敎育에 전쟁 억제력까지

도 기대하고 있는 듯 처절한 인상마저 받게 된다.

이들의 서어클의 성격은 左碩的 색채가 있는 것， 保守的 입장을 취하는 것 등 政治色은

다를지언정 한결같이 인간의 尊嚴性과 인류의 zp:和 幸福을 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교육론은 人格修養이나， 情錯縣化， 흑은 趣味生活과 같은 個A問題보다는 社會나 制度

면에 눈을 돌려 人間性을 억누르는 不條理한 것， 暴力的인 것에 대한 批判意識 같은 것에

力點을 두며， 어떻게 살아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칩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英國이나 日本에서 文學敎育을 文明批評에 결부시키고 혹은 얼어날지도 모를 戰爭의 制

動力으로서의 A間精神이 나 良識의 함양에 그 목표놓 두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그

논의는 지극히 비근한，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물론 우리 나라라 해서 현대 사회가 안

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에 변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경우， 문학교육론의 대두는 @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등 실용적 言語技能 향

상 위주의 교육에 대한 염증과 @ 國語교과서에 교재로 실려 있는 文學作品을 문학작품으

로 다루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에서 연유한다.

(1) 國語科의 獨自的 영 역으로서의 文學敎育

우리 나라에서 근대 적 인 학교교육이 Bl롯된 것은 舊韓末의 이 른바 開化期였다. 그무렵 이

래로 우려의 국어교육은 文章讀本 치l 재의 敎科뿔를 가지고， 敎師의 訓話註釋式 講5헐 형 식

(6) 日 本文學敎育連盟， 文學歡育昭究者集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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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었다 {7 ) 우리나라 사람치고 우리말에 불펀을 느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단정

아래 文흡退治를 當面課題로 삼은 탓이라 생각되는데， 여하튼 홉聲言語面의 지도가 소홀히

된 것만은 사실이다.

日帝의 식만지로 전/락하면서， 우리 국어인 ‘朝解語’ 공부는 隨意科目ξ로 빌려나고 日本

語가 國語로 代置되면서 그 학습아 깅·요되 었고， 朝解語는 그나마 폐지되고 만다.

티本語 학습은， 국민학교에서는 제볍 口述發表力 • 聽、取力 퉁이 讀解力 • 文章力과 아윷려

철저히 학습되 었다. 그러 나 中學校 이 상이 되 면， 13本 本土의 敎育課程에 따르는 탓인지

調解力 위주의 講讀式 수엽이 되었다.

해방 후의 우리 국어교육은， 미국식 寶用主義 교육 이론을 받아들여， 그 목표를 H 常生

活에 서 의 言語能力의 향상에 두었고， 또 經驗主義에 입 각하여 言語生活의 多樣한 場을←설

정하고 풍부한 경험을 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敎科書의 敎材도 單元別로 조직화

되었다.

그러나，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 짓기가 어디 국어과에만 국한된 학숨활동안가? 더

구나 교과서에 교재로 질린 文章인즉， 형식상으로는 說明文·論說文·紀行文 등이지만 그

내용이나 題材로 보면 地理 • 歷史에 관한 것， 科學에 관한 것， 美術 • 룹樂에 관한 것 응

온갖 영역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묘로 國語科는 數學科가 自然、科學 분야에서 基짧敎科이듯

모든 敎科의 기초교과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걷으로는 國語科의 比重을

크게 보는 듯하면서도 그 無性格性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질제로 601건 전후에， 국어

과의 독자적 존재이유를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국어과의 기능이 社會科같은데에 이양

될 수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곤 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가 너우나 쉬운 반면 歷史 교과서

에 어려운 어휘나 까다로운 한자등이 많아， 역사 시간에 단어나 語句 풀이를 하고 大意 파

악을 시키는 등 진풍경이 벨어진 때도 있었다.

國語科의 存廢論이 나도는 마당에서 國語科 내부에서도 자체 방어에 나서게 펀다. 언어

활동쓸 이폰척으로 청리하고， 그 이치를 학문적 측면에서 뒷받침해 주는 國語學 부문이 학

숨단원으로 펀성되기도 했다. 文學敎育論의 대두 역시 國語科의 독자적 영역의 확보라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2) 文學的 敎材를 文學作品으로서 다루려는 견해

國語 교과서에는 觀材로서 상당한 분량의 文學作品이， 그것도 장:르별로 다양하게 질려

있 다. 그러 나 이 와 같은 文學作品은 序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예 작품으로서가 아니 라

(7) 隆熙 3년 (1909) 7월 8일 공포완 高等學校令 施行規則 참조.

국어는 현대의 文章을 講讀시키고 國語 및 漢文은 보통의 언어 문장을 알고 정확하고 거침없

이 思想을 드러낼 能力을 얻게 하고， 겸하여 知德을 여는 데 힘쓰게 함으로써 흥§릅를 삼는다.

또 實用 簡易한 문장을 짓게 하고 文法의 大훨와 習字를 가르쳐 야 한다. 한문은 보통 文章을

講讀시키고 句意， 章意를 명확히 1하며 아을러 文理 짜임에 주의 시켜야 한다.



6 師 大 論 護 (19)

독해 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료나 文章力 수련을 위한 본보기 글 정도로밖엔 간주되 지 않았

다. 따라서 수펄이 되었든 소설이 되었든 학습지도의 형태는 보통의 설명운 논설문 등과

한가지로 內容觀顧--文段區分--文意、把握--大意抽出--新出單語 • 難解語句 解釋-

新出單語· 熟語를 이용한 短文짓기 등 흐름으로， 敎師의 힘1\話註釋 식으로 될 밖에 없다.

文學作品은， 그 內容이나 本質的 가치를 무시한 채， 단순한 독해 자료로만 간주된다. 文

字作·品을 文學作品으로 다루자는 것이 文字敎育論의 제일차적 염원인 것이다.

1lI. 文學敎좁의 可能性

문학이 지난 바 敎育的 性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언 孔子의 시대에도 찰 알려져

있던 것 같다. r論語」에는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이 란 문구가 보이 는데 詩가 A格修養

의 바탕이 요 출발접 임을 주장하는 말이 다.

「論語」에는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질려 있다. 陳元이란 이가 孔子의 아들인 伯魚에케

물었다，당신은 아버념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칩을 들은 적은 없는지요.’ 伯魚는 대답하였

다. ‘아직 없읍니다.’ ‘하긴 이런 일이 있었지요. 아버넘께서 혼자 서 계시는데， 제가 달

음질로 마당을 지나가자니까 말씀하시기를 詩經을 배웠느냐 하시더군요， 아직 옷 배웠읍니

다 하고 대랍했더냐， 詩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느니라 하셨읍니다. 그래 저

는 물러가 詩를 배웠지요’ (陳元 問於伯魚日， 子亦有異聞乎. 對日 未也. 협獨立， 醒趣而過

處. 日學詩乎. 對日 未也. 不學詩， 無以言. 廳退而學詩. )

이 글귀를 통해 짐작건대， 孔子는 詩라는 것을 인간의 섬청의 機微를 알고 또 맛봄으로

써 자기의 λ‘間性을 풍요하게 만들며， 자신을 高揚하는 것￡로 보았음에 플렴이 없다. r詩

經」은 바로 世洛A心의 순화를 통한 社會敎化의 의도 아래 펀잔된 것이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詩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詩와 文章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것

으로 인식되며， 짜n識A의 文學에의 ι 참여 가， 그것도 作者로서 寄與할 것이 요청되게 된다.

中國에 科學制度가 싹튼 것은 漢나라 때 였고， 宋에 이 르러 틀이 잡혔는데， 근대 에 이 르

기까지 근 2，000년 동안 科學에는 政治論 • 哲學論과 아울러 詩가 出題됨이 원칙이었다. 이

사실은， 백 성을 지도하고 정 치를 담당할 사람이 라면 모름지 기 文學을 통하여 용口性과 敎養

。1 갖추어 진 사람， 人間味가 풍부한 사람이 어 야 한다는 그들나름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詩 내지 文學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만 政治에 참여할 자격이 안정되었던 것이

鍵의 文帝안 費죠는， ‘文章은 經國之大業이 요， 不析之盛事’ 라 하였거 니 와， 文)、이 면서

동시에 政府의 高랍이었던 사람은白居易·韓愈·歐陽修·王安石·蘇輸 등을 비릇하여 그

(8) 吉川 幸次郞 : 中國詩史(上)， 짧摩뿔房， 1967. p.lO.



7國語敎育과 文學數育

수를 헤아릴 수 없다.

世界의 역사를 보건대， 어느 나라 어느 만족이건 대체로 武A들이 힘으로 백성들을 지배

해 온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유독 中國과 우리나라에서만은(高麗朝--朝蘇햄) 文土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r韓國書誌學」의 저자인 꾸랑은 그 序文에서， 文人政治

는 곧 理想國家 건설을 위한 일종의 賢A政治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9)

불론， 文士들이 政權을 담당함으로써 ~理空論을 일삼고， 黨派 싸움을 하는 등 폐 단이 없

던 것은 아니 다. 그러 나 힘子胡亂 • 王辰慶亂과 같은 미증유의 國難을 치 르떤서도 王團가

500년 간을 지탱했고， 결국 外勢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亡하긴 하였으나， 反亂이나 單命에

의한 內部로부터의 붕괴가 아니 었음은 우리 나라의 文A政治의 彈點을 증명하고 있다.

文學에 대한 존중은 유럽 에 서도 마찬가지 다. 호에로스의 「얼 리 아드J， 단태 의 「神曲J， 밀

턴의 「失樂園」이 古典으로 읽히고 있으며， 英國人이 셰익스피어를， 佛蘭西 사람이 라신느

와 보들레르를， 獨速A이 괴테플 자랑오로 여기며 멘마크 사람이 안데르센을 사랑하는 청

도를 보면 이를 넉넉히 알 수 있다.

文學은 그 나라 文化의 精購요， 그 時·代精神을 集約한 것이다. 文學은 A間의 청신을 숭

고하게 만들며 지혜를 북돋워 준다.

西洋에서는 고래로 문학의 機能을 놓고 快樂說과 敎밟II說이 대럽되어 왔는데 근대에는 그

것이 藝術至上主義와 λ、生至上主義와의 대 립으로 변모해 왔다. 촌 • 러스킨은 ‘위대 한 문학

작품은 예외 없이 엄격한 道德律의 주장이다1라‘ 갈파한다 ( IQ )

한펀， 오스차 와일드 같은 사람은 ‘無道德說’ 을 주장했고 보들레르 역 시 ‘敎힘I[說’ 과 ‘有

用說’을 배격한다(11) 그러나 後者인 唯美派·至上派들 역시 文學이 지넌 바 인간의 德性

함양이 나 社會敎化와 같은 敎育的 性能을 부인한 것은 아니 다. 다만 文學이 청 치 적 이 데올

로기 선전이나 교훈을 위한 倚女로 전락될 것을 염려하여， 예술 쪽의 ‘독럽선언’을 했을

뽑이 다. 藝術 창작에 몰입펀 상태의 生의 充足感， 또 위 대한 作品을 감상하는 동안 돈벨이

에 악착했고， 잇속을 찾아 허덕이던 속세의 굴레에서 놓여나 어떤 숭고한 것， 철대척인 것

영원한 세계와 맞부닥쳐 엄숙한 심정이 되며， 흑은 감격해 마지 않는 일은 곧 하나의 변화

를 뜻한다. 敎育을 人間의 價f直的 變化를 도모하는 것이 라 규청 한다면， 문학 盤賞의 효용은

폼 敎育의 효용과 동퉁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9) Courant , Bibliographie Coreenne, trans, by RoYds, W. Massy , Transactioηs of the Korea Braη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36.
(10) .Every Great piece of literature, without any exception , is an assertion of moral law, as strict

as the Eumenides or the Divina Commedia‘

(11) Baudelaire, Notices sur Edgar P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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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文學敎育의 意義

文學敎育의 意義는 文學의 本質에서 抽出되어야 할 것 같다.

1. 文學은 A生을 題材로 한다.

師 大 論 護 (19)

文學은 詩는 小說아든 敵曲이든 人生을 題材로 삼는다. 詩는 언뜻 보아 A生問題와는 관

계가 없고， 다만 個人의 情感의 洗露에 불과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 나 詩 역시 인생 체

험의 기록이다. 아놀드는 詩를 ‘A生의 批評(A criticism of life) ’ 이 라 규정짓는다.

小說과 敵曲에 있어서는 A生問題는 더육 緊-追뾰을 띠고 다루어진다. 어떤 狀況 속에서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軟歐을 추적한다. 따라서 독자는 그

등장인물의 선택하는 바， 여러가지 삶의 양식 중의 한 방식을 놓고， 혹은 共感하고 흑은 反

撥해 가며 읽게 되며， 돌이켜 자기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

日 本의 文學敎育學者인 西尾實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12)

文學敎育에 있어서의 人間形成이라 말하연， 일반적으로 文學作品이 주는 感動이 A間의 根源的인

훨、識융 일깨우고， 그 思考感動을 純化하며， 인간적 變옳을 가져오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나아가 鍵賞者 자신의 主體的인 問題意諸을 煥起시켜 어떤 삶의 方式을 창조한다. 그리하

여 그것이 自覺的인 活動이 되어 自己批判을 성립시키는 데 깊은 A間數育이 행하여진다.

그밖에 文學作品에 전개되어 있는 사건이나 정면은 물론이요. 그곳에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人

間像용 반드시 道德的 美的 批判의 대 상야 된 다. 그러 한 理解나 批判에 관한 報告를 교환하며， 討議

를 하는 일은 文學數育 이면서 동시에 A間敎育도 포함하고 있다.

훌흉한 文學作品은 藝術性과 아울러 思、想性을 지 니고 있는데 , 藝術性은 美意識을 일깨우

며 思想性은 問題意識과 결부된다. 露西亞의 短篇作家안 체호프는 科學은 문제를 해결하지

만 文學은 문제를 제시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作家는 作品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동시에 독자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다.

독자인 학생은 작중 인물과 더불어 그의 A生體驗을 나누어 가지면서 삶에 있어서의 知

慧를 려득하여 현질의 자기 삶을 가치 있는 것￡로 꾸려 가게 될 것이다.

2. 文學作品은 想像力의 所훌이 다.

文學은 설사 리얼리즘의 수볍￡로， 세상을 있는 바그대로그린다 하더라도 그 背後에 마

땅히 있어야 할 바의 當혔的 세계를 암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詩를 歷史보다 더 哲學的

이 라 한 말은， 詩λ、이 現象界의 검모양만 보고 模寫하지 않고 그 둬 에 있는 이 데 아的인 것，

본질적 의미를 파악해서 제시한다는 뜻이었다.

(12) 橫용輝 • 짧各淸視 共編 ; 文學敎育@構造ε展開， 행隆聞， 1969, p.l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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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像力에 의

그러므로 想像

행 위로서 ， ID覺作用 (perce-

力이

일。

다음￡로，

따라서 독자인 학생들은， 登場人緣의 삶을 통하여 A生體驗을 풍부허 한다는 뜻 이 외 에 ,

그 A物이 설정된 狀況 속에서 당연히 선택했어야 할 最善의 삶의 方式을 생각하게 되며，

社會플 깨닫게 된다.있어야 할 바의

여기서 또 하나 쟁각할 일은 想像力의 機能 문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人間의 意識世界는 思堆의 서로 대럽되는

ption)과 想像力(imagination)에 의해 크게 兩分된다. 지각작용은 눈앞의 현실세계를 志向

하지만， 상상력은 현실을 뛰어넘어 非現寶， 非存在의 세계를 지향하는 휴성을 지닌다. 훌훌

術이란 공- 이 非存在의 세계에 형성되는 價{直다. 作家의 創造行寫란 곧 그의

하여 이 架空의 세계에 가치 있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일을 뜻한다.

풍부하다는 것은 곧 創造力이 풍부함을 뜻한다. 學生들에게 文學作品을 많이 읽히는

그들에게 創造性을 ;길러 주는 일이 된다.

文學의 類型中에는 판타시(fantasie)라 불리워지는 것이 많다. 짧實原理가 지

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魔術이 지배하는 幻想的 세계가 그 속에 펼쳐진다. 베르니는， 想像

目的을

想像力이세계를 만들어 내어 이 세계에서

가지지

力을 ‘知性에 대한 平衝鍾’ 라 규정하며， 짜口性의 分解力과 투쟁하는 것이며， 실제적

않는 것이라 말한다. 어른들의 權威에 눌려， 모든 것이 禁止된 상태에서， 어린이들

이 없出할 수 있는 세계는 遊敵와 童話이다. 遊敵와 童話가 전개되는 세계는 虛構이며， 어

른들이 支配하는 現實과는 別個의 非現實的인

報價과 解放의 구실을 한다(13)

일은 兒童이나 좁少年들의 生命에서 우러나

A生을 풍요하게 해 주는 것이며， 創造力을

文學作品을 많이 얽히는

주는 일일뿐 아니라，

따라서 어련 시섣에

는 本能的 欲求를 채워

길러 주는 일이 될 것이다.

3. 文學은 言語를 媒體로 한다.

自負心을 깊러대한愛情과

특히 詩는 言語藝術(verbel art) 이 라 일컬어지는 바 학생들의 言語에 대한 감수성을 세련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母國語 및 母國語로 된 文學作品에

줄 것이다.

오늘날 文敎政策오로는 투철한 國家麗과 民族的 主體性 함양을 표방하고 있다. 알풍스

제 나라도오데의 「마지막 授業」의 이야기와， 그 마지막께 아멜 先生이 들려 주는 敎힘II은

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에 족하다‘ 센키비치의 「등대지기(英譯名， The Lamplighter)J<4l

역시 母國語의 정다움을 실감케‘ 하는 文學敎材가 될 것이다.

作家， H. Sienkiewicz의 단펀소설 •

호기심과 모험성으로 故鄭을 떠난 主/\公 스카밴스키는 世波에 시달리며 世界 각

(13) Bemis; L’[magiηation (Collection Que Sais-Je? No; 649.).
1954. 제2부

(14) Quo Vadis의

어린 시절，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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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語科 內部의 反對勢力

V. 文學敎育의 問題點

師 大 論 羅 (19)

文學敎育論이 점치-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블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진부

한 敎힘II을 앞세운 德目主義 修身敎科로 잔락될지 모른다거나 흑은 文學少年 少女的 感傷%￥

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등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國語科를 言語生活의 능

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大學애서 文學보다는 語學을 專攻한 敎師냐 휴은 國語學

쪽 敎授들이 그와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인 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

지는 여러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i 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국어과의 교재로 많아 다

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科學論文보다 語훌量이 많고， 文章表現의 樣相이 다채롭다는 조건

뿐이다. 文學이 국어교육의 핵심은 될 수 없다. 국어교육은어디까지나言語敎育이다라 주

장한다 ( 1 5 ) 짐 지 어 는， 文學fir品은 英語로도 씌 어 질 수 있고 獨語로도 할 수 있으니 文學敎

育을 國語科에서 할 필요가 없다. 英語 敎科書에도 詩나 小說이나 |짧筆이 질려 있지 않으

냐고 말한다- 그러나 中 • 高校의 英語科나 獨語科에서 文學을 가르치라는 딸은 억지이며，

國語科의 敎育課程에 명 시 된 國語文化를 소중히 알고 그 계승자로서의 자각을 가지 게 한다

는 정신에도 위배된다. 모처럼의 文學作品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隔治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言語의 本質을

用具的 ‘ 提報的인 것.E...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그러 나 하이데 거는， 言語의 原初的 存在樣式에 관하여， 詩란 萬物이 存在와 本質을 건설

하여 그것에 이픔을 부여하는 것오로 •.•.•’言語가 미리 創作材料로서 그곳에 발견되어 그것

을 詩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히려 詩 그것이 비로소 言語블 可能케 한다. 詩는 民族의

根源的 言語다. 그러므로 거꾸로 言語의 本質이 詩의 本質에서 理解되지 않"면 안 된다고

한다 ( 16 ) 말라르메 역 시 言語블 報導文과 詩語로 區分하고， 詩의 言語야말로 本質的 言語라

했다. 象徵(symbol)으로서 의 詩的 言語가 洛化되어 第二次的￡로 記號(sign)로 轉落된 것이

국을 쩌몰아다닌다. 老훌한 옴으로 떠돌이 생활에 진력이 난 그는， 우연한 기회에 ‘아스핀월’

이라는 細海의 바위섬에 健훌지기의 앨자라플 얻게 된다. 그의 餘生은 美國政府에 의해 보장되

어 있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 補給船이 모래 .10、場에 실어다 놓고 간 日用品/꾸러미 속에 母國

짧의 詩集을 발견한다. 떨리는 音聲으로 그는 몇 줄을 읽자마자 그는 흐느껴 을기 시작한다.주

마동같이 눈앞을 스치는 故鄭의 風景과 마을 사람들， 幸福했던 少年時節， 새벽이 밝아 올 때까

지 幻想에 짐겨 있던 그는， j앓훌에 點火하는 일을 잊은 탓으로 일자려를 놓게 된다. 며칠후 뉴

우욕으로 가는 배 위에 그의 모습이 보인다. 며칠 사이에 둥이 굽고 몽은 쇠약했으나， 벚나는

눈빚으로 그는 詩集을 가숨에 꼭 껴안고 있었다는 출거리.

(15) 李應百외 : op. cit. . p.40 참조.

(16) Heidegger: Eriiiuterunger zu H，δlderlins Dichtung 牛援富雄外共譯 : -r-.. )ν 칫、 ”ν@ 詩@解IJJj ， 理

想社， 1966,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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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輝通을 위한 B常用語요 후R훨文이 라 하였는데 (7) 이 말은 갚 하이 데 거 의 詩語觀의 선

펀을 잡은 밸언인 것이 다. 에 머슨 역 시 이 런 뜻-으로 ‘言語는 詩의 化石이다(Language is

fossil poetry) ’ 라 하였다 ( 18 )

이 야71 는 다소 빗 나가는지 모르나， 플로텔은 locomotive(機關車)라는 單語의 緣字에서 煙

倚괴 事輪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9)言語의 本質과 起源에 대한 이와 갈은 洞察力j 單語의

繼字에서도 實體의 心像을 떠 올리 는 상상릭 과 語의 表情性까지 感뻐하는 感受性 같은 것을

우시하고 言語를 그저 論理的 文法的부로만 다루려는 태도는 참된 言語敎育을 위해서도 바

람직하지 못하다.

LA. 리랴즈는 詩가 表面의 意味 이외의 言外의 含홉的 의미와 그 밖의 미묘한感、情的 뉘

앙스까지 전달하는 작용이 있음을 지적하여 보통의 散文보다도 훨씬 高것元的인 ‘傳達’이

라 지적하였거니와， 오늘날 어느 나라든 上級學校 入試에 詩가 出題되는 까닭을 찰 음미해

볼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文學敎育픈 語學敎育과 相不容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語學敎育

을 補彈해 준다는 풋이 다.

따라서 國語科블 칩語敎育에만 비끌어 매고， 語學 쪽에서 獨러해 버리려는 생각이나， 文

學敎育을 異端視하고 應子 취급을 히려는 텃세， 그리고 特活班에서나 하라는 논리 같은 것

은 금풍이다. 言語敎育과 아울러 文學敎育이 相補的」ζ로 均衝 있게 실시될 째， 國語敎育은

펀벽됨이 없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敎師들의 文學에 대한 素養 문제

文學敎育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무엇을(內容 • 軟材)， 어떻게(學習指導의 類型이나 方案)

왜〔目的) 하느냐 하는 문제룹 확인할 필요가 있다.

文學敎育의 성격은 文學을 통한， 문학에 대한， 문학적인 교육으로 파악할 수 있겠는데，

모든 敎科에 공통되는- 문제가 되겠오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敎師의 資質일 것

이다.

/ 그러데， 국어과의 경우，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교사의 質的 수준이 고르지 옷하고， 교사

로 임용되기까지의 경력 또한 다양한 것 같다. 大學에서 國語나 國文學을\正規課程에 의해

이수하지 않은 분도 너무나 많다. 각종 강숨회에 강사로 출강하면서 변담이 나 혹은 레스트를

통해 조사한 바료는 교사들은 文學敎材， 그 중에서도 詩指導에 자신이 없다는 대탑이 많

았다. 또 詩 지도에 입해서는 參考書에 의존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말도 틀려오기도 한다 ( 20 )

(17) Mallarme; Aνant-Dire au Traite d，μ Vιrbe ， (1 857년에 Rene Ghil의 語홉옮， Traite du Verbe에 ·
부친 序文 중에서)

(18) Emerson; The Poet, (NormanEd. Poets 0η Poety , The Free Press. 1966. p.260)
(19) Ullmann; Seηzaηtics: An Introdμ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 Basil Blackwell & Mott Ltd.,

1962, Chap. 4.
(20) 金源浩 : r고뚱국어 」敎科좁 ‘現代詩’에 問題 있다， r詩文章」誌， HJ76 l 多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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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평소에 이 방면에그러나 일선교사들 사이에는 원래 자질이 흘륭할 뿐 아니라，

있어， 文學敎育의 효율적 方案을 제시하기도 하며， 또는 敎材플 정밀하게 분석하여 작품￡

로서의 가지나 감동의 원천을 밝혀내어 많은 시사를 주는 분도 있다.

가령 「詩文章」誌 창간호 (76 쪽)에 실린 金源浩의 「고등국어 敎科書 現代詩에 問題 있다」

물음으로 시

라는 표제 하의 素月의 「진달래꽃」 해설은 그러한 일례가 된다.

素月의 「진달래꽃」은 흔히 버럼받은 女人의 恨을 純情的으로 노래한 시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金 교사는 그 제목이 왜 꼭 ‘진달래여야 하는가’라는

착하여 이 시에 사랑과 慣惡의 感情이 엇갈라고 있a며， 佛敎의 行事인 ‘散花功德、의 祝福’

뿔 아니라 民護 ‘아리랑’에 나오는 ‘십 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라는 誼況가 깃들이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또 ‘가시는 걸음 걸음/놓인 그 꽃을/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에

서 女性 특유의 心理 현상인 被r흩的 快感을 밝혀 내기도 한다.

일선에서 학습 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들이 유념할 것은， 저명한 學者의 所論이나 일

반적 通說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스로도 主見을 가지고 敎材를 갚이 있게 읽

오며， 흑은 同好A 같은 서어클 활동을 통하여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나 정보 교환을 통하

여 스스로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自信 있고 플렴없는 學習指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교사 자신이 문학의 애호자라야 할 것이다. 문학을 싫어하거나 얄잡아보

는 사람이 학썽들헤체 문학을 사랑하과고 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학쿄재의 학윤의 결

과는 쾌 락￡로 끝나야만 한다.

3. 敎材의 選定 문제

엄선되어이: 한다. 가

들추어내고 이릅 과장

敎育的 측면에서

령 , 文學的으로는 비록 흘륭한 작품이 라 하더 라도 어른둡의 땀;善을

文學敎育을 충실히 하려면， 敎科書에 질린 文學作品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敎科뿔에 수

록된 作品들이 최션의 것일 수도 없다. 따라서 평소에， 學生들의 心身의 발달 정도를 고려

하여 일련의 作品 目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文學敎育의 敎材로서의 fir品은 藝術性과 아울러

童心王義·心하여 냉소하거나 機智的유로 풍자를 가하는 이른바 ‘惡童爛1，이와는 반대로

情主義라는 이픔 아래 現實을 美化하여 얼버우리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敎材 선정에 있어， 作品에 대한 敎師들의 정확한 鍵識眼이 절대적￡로 요청된다. 敎材로

서 갖추어야 할 작품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 人生에 대 한 問題意識을 함축하고 있되 人生을 肯定的으로 보는 작품.

問題意識이 란 主題와 관계 된 다. 主題는 素材 옷지 않게 참신해 야 하고 獨創的이 어 야 한다. 그래 야

읽을 홍미도 있거니와， 그와 같은 모순이 많은 상황 속에서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自己의 삶을 變혹을하게 펀다. 동시에 他人의 삶의 방식을 체험함으로써 自E中心的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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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 벗어나 넓은 視野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다보게 되며， 他人의 삶의 方式을 이해짜고 웰容의 마음

을 가지게 될 것이다.

@ 學生을의 現寶生活과 결부되어 있으며， 知的 身體的 發達 단계로 보아 알맞는 것.

학생플은 成長期어l 놓여 있으므로 心身의 발달 변화가 걷잡을 수 없는 빠른 탬포로 진행된다. 짜

라서 그들의 발달 과정에 알맞는 정도의 작품들이 요구되되， 장래 생활의 대바라기보다는 현재의 그

들의 생활에 바추어 의미 있는 것， 그을의 內的 生命이 갈구하는 바 욕구나 흥미를 채워 주는 것아

라야한다.

@ 우라 민족의 文學的 遺塵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우리 민족의 문학적 전통에 맞닿아 있으며， 우리 만족의 理想이나 氣質이냐 생활 감정이 집약되에

있는 작품이 바람직하다.

@ 文章面에서도 完뿔한 것.

觀察力·想像力·構想力이나 形象化뿐 아니라 웠述과 表現面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좋다.

우려 문학사에서 대표적 작가로 손꽁히는 作家들의 글에도 語學者들의 r눈으로 보아서는 불완전한 글

모호한 달 등이 많이 있어서 惡文의 본보기로 지적휘기도 한다 (21 1

@ 그 자체로서 完結펀 것.

敎科書에 수록하기 위하여 일부를 改作하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외국의 문학 작품을 다폴 수도 있컸￡나， 이 때엔 λ‘類的 共感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라야 할

것이다.

4. 其他의 問題

文學敎育의 寶錢에는 여러가지 面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文學敎育에서의 學習

指導(授業)의 형태나 흐름은 여하히 할 것인지， 文學敎育과 讀書指훨， 文學敎育과 it文指

導는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다. 같은 ‘읽기’지도라도 文學敎材와 言語敎材

와는 그 양상이 달라이: 한다 (22)

文學敎育에 있어서 의 學習指導의 類型은， s本에서 는 ‘三趙主義’ 니 우어 니 하여 類型化

흉 하려는 경향이 많지만 ( 23 ) 美國 같은 나라에서는틀에 묶어 놓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 24 1

(21) r大學作文J ， 서 울大出版部， 1979, p. 8: 10
(22) 李應百외 : Op. Cit. , p.145. 참조
(23) ‘三讀主義?란 읽 기 지 도에 었어서 의 ‘通讀 • 精讀 • 味讀’ 등 三段階說을 뜻함. 文學數材의 學習

指導의 類型에 관하여는 橫各輝 ; Op. Cit‘ ，의 第3節 ‘文學8授業(敎授-學習)過程@定式化납可

能ψ’ 를 참조할 것. 이 곳에 서 引用된 바 類型의 例블 을연 다융과 같다.

@ 構造分析의 讀解(/J、說의 경 우)

第1次讀 ; 場面을 읽는 段階

CD 全篇을 通讀하면서 形象을 추려내는 指導를 행한다.

@ 讀後의 印象을 메모하여， 그 속에서 問題意識을 끌어낸다.

@ 作品의 全體f象을 대 강 파악하여 그 種職를 훨約한다.

@ 各掉話마다 웠述에 密著하여 展開過程을 추적 한다.

@ 몇 개의 場面을 設定학여 각각 標題를 붙인다.

第2次讀 ; 構成을 읽는 段階

@ 登場A物을 全部 을추어 내 어 읽 기 의 視點을 確認、한다.

@ 場面의 連結 상태 를 點檢하여 그 각각의 相互關係를 밍]確히 한마.

@ 作中A物과 그를 울러싼 狀況과를 圖式化한다.

@ 특히 主人公의 心理와 行動과를 抽出하여 그 必然性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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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를 파악하여 그 훌훌面에 흐르는 作品의 思

想 • 觀念 • 情調 등의 方向性을 追求한다.

散 文

eD 揚칩됩構않파 事件올 짚어 줄‘거리플 파악한다. 、

@ 狀況과 A物，A物과 A物 풍의 관계 를 파악하

여 A物의 感情을 탐색 한다.

@A物의 感情·行웹·會話·拖寫 동을 근거로

하여 人物의 性格을 파악한다.

또， 학생 각자가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良書를 선택해서 읽는 讀書指導와는 달리， 文

學敎育에서는 作品을 敎室로 끌어들여， 學生들과 관계를 지어 줌에 있어， 學生들이 集團으

로 그 ff品을 消化할 수 있도록 學級을 組識化시 켜 주어 야 하는 문제 등， 敎師의 能力에

따라 文學敎育의 成敗가 결청이 된다.

@ 全編의 絡頂을 찾아내 어 그 內面的 짜임 을 分析한다.

第3次讀 ; 典型을 읽는 段階

eD 感情을 移入한 全篇의 읽 기

@ 作品의 主題흘 파악하여 그 方向이 나 性格지움을 밝힌 다.

@ 主人公의 이미지의 典型化와 主體化를 도묘한다.

@ 類似한 作品이나 正反對의 作品， 내지 共通點이 있는 作品과를 比較하며 읽는다.

@ 各自에게 感想文을 씌우고， 特色 있는 것을 읽고 批評을 교환한다.

三技康高 : 構造分析의 讀解， 明治圖홈

@ 感動體驗組織의 文學敎育(散文과 詩)

第1次 學習意欲煥起의 段階

eD 題 텀 (作者 • 時代둥도)에 대 하여 이 야기를 교환한다.

@ 作品을 읽는다. (쉬운 作品은 혼자서 읽고， 읽기에 趣抗이 있을 作品은 들려 주는 읽기임. 짜라서

低學年에서는 들려 주는 읽기(敎師의 範讀--筆者)가 조며， 學年이 높아짐에 짜라 훈자 읽기가 많

아질 것임)

@ 印象이나 感想 교환

@ 學習의 展望， 計劃j을 세 움

第2次 形象의 表象化:=:懶念化의 段階

詩

!eD 이미지化블 톱기 위한 좁讀이나 視형를- 한다.

@ 構成(聯)을 짚어， 우엇을 호題로 삼고 있는가

를 파악한다.

·形象의 核이 될 語句를 파악하여， 무엇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블 文體냐 寂述面에

서 接近한다.

• 作品이 호소하고 있는 情調나 思想 • 觀念
웅의 方I句性을 追求한다.

※ 詩에서는 특히 分析的 취급을 피할 필요가 있

jζ으로 (2)는 混뼈된 상태로 행해진다.

※ 第2次 段階의 곳곳에서 指名讀이 나 音讀 • 默讀 등을 행 한다.

第3次 感動體驗組織의 段階

eD 典型的인 狀況이나 λ、物을 現代의 狀況이나 j eD 對象(題材)의 파악 방법이 어떻게 個性的이며，

g 己의 ， 휴은 周團의 A物과 對比시키거나 I 想據力의 飛翊性이 있으며， 美的인가 하는 것

關連시켜 서로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하는 j 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對象의 파악 방법

중에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意、識化시 l 의 鏡敏한 感受性의 중요성 좋은 정동을 意識

킨다(感想文을 쓴다). 化시 킨다.

.® 感情을 넣어 音讀한다 I ® 感情을 넣어 期讀 • 體調이나 群讀등을 한다.
第4次 學習活動轉移 • 發展의 段階

@ 劇化나 學級演劇을 하거 나 想像畵블 그리 거 l eD 朋讀會를 열 거 나 詩畵集을 만들거 나 한다.

나한다.

@ 共通題材·主題， 모티브의 作品이나 同一作

者의 作品이나 同一 思懶의 作品 둥을 읽거

나 讀별會를 열거나 한다.

日本千葉縣文學敎育會 : r國語@數育」誌 3號， 國土社

(24) 가령 , 美國의 Incorporated Association of. Assistant Ma,sters in Secondary Schools에 서 刊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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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結 論

현재 , 우리 나라 初 • 中 • 高校에서 國語敎育은 言語生活의 能力 向上에 치우쳐 文學觀育아

소훌하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國語科의 敎科로서의 獨自性은語學敎育과 아

울러 文學敎育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國語科에서 學習敎材로 文學作品이 主로 다루어지

면서도 그것이 文學作品오로서 다루어지지 않고， 文章의 한 類型으로서 提示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敎育은 쩌 • 情 • 意의 均衝이 2삽한 全人敬育을 이 상적 인 것 o로 내 결고 있는데 ,

文學敎育은 곧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唯-의 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요늘날은 科學文明， 物質文明의 時代다. 또 拜金主義 思想이 풍비해서 A間의 生命도 돈

우로 환산될 수 있으며， 세속적인 出世主義 때문에 자거의 榮達을 위해서는 남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어렸을 때부터 강요당하고 있다.

이 시 대를 휩쓸고 있는 非理와 非情的 狀況속에서도 )、間精神을 부르짖고， λ、間의 尊嚴

性을 수호하려는 것이 文學精神이 다.

文學敎育의 의미와 효용은 비단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데서만 찾을 것은 아니다. 소비문

화의 물결을 다고 市井에 범람하는 週刊誌· 月刊誌 등에는 新聞에 질린 엽기적인 사건이나

춤바람에 놀아난 女A들의 탈선 행위 등을 재탕 삼탕하는 외에 역시 저속한 소설과 읽을

거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

라디오·렐리비천의 연속극이략는 것 역시 청소년들의 精神生活에 유억할 것이 없다. 이

러한 蘇雜하고 有毒한 환경 속에서 國語敎育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사명은 보통의 언어교육만A로는 감당할 수 없고 文學敎育이나 讀書指導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 그리고 원만한 국어교육은 語學觀育과 文學敎育과의 均衝과 調和를 바탕무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 T J;e T eaching,，:gηgZi~h’의 ‘'reaching Poetry’章에 는， ‘九九셈 표’ 나 ‘모르스信號’와는 달라， 詩

를 가르친다는 말은 語不成說이며 , (Is it really permissible to speak of teaching poetry? The
multiplication tables, the Morse code-they can be taught, but not poetry.Poems :exist; , boys
exist; the teacher can bringthem together'" .•.)란 말에 이어 ‘Method and Examples’ 項에서
는 詩數材를 指響하는 데 어떤 신통한 公式은 없다(There is .' rio magic formula. noset of
qu~stipns' ,acting ,a,s.amaster key.)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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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Teaching and Teaching: of Literature

Kim, Eun·Jon

It is widely known that one of the ;functions of a work of literature is to cultivate

one’s virtues and purify his emotions.

There are two concepts embodied in the term "teaching 1iterature." the Oneis educ

ation through literature, and the other is teaching literature as a work of art.

Here it means that literature and education are used together to develop a student's

character.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us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contain many

works of literature, including poetry, novels, plays, and essays. But these works of

literature areused only to illustrate sentence patterns, or as teaching materials in·

rhetoric, because the improvement of language skill is given first priority in teaching

Korean. Therefore a work of art must be treated not as an example of a good sentence

but as a work of art in itself. A work of art is regarded only as a material

for developing comprehension ability , so its original function tends to be neglected

even to the point of uselessness. It is a record of human experiences. In many ways , a

character’s actions andhis life can be an object of which a reader can estimate the

moral and aesthetic values. and gives him a design for living purposefully or experiencing

life more understandably. And it cultiv:ates in the reader acritical view that finds many

concealed conflicts, absurdities, and inhuman violence toward a good person.

Especially for the young it shows the nature of reality and helps them to :find himself.

The discovery of a favorite auther is thought to be like the reincarnation of the same

soul.

Butsome people do not agree with teaching literature with an educational ‘ objective

Most of them are those who majored in linguistics at college. They worry that it would

lower the Korean language class to the level of .commonplace moral education one.

From their point of view, works of literature are included in the Korean language

te~thook닝 beta~~e more~ocabularya~d agr~~t~r v~riety Of ~entent~s are found in

tilemthaninsdentific papers;

On the contrary teaching literature is desirable for de"velopinga linguistic. competence

and itagrees with the curriculum of 싸lOre-perSon ·'educatl6R,Also, ltd6깅snot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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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general objectives of education. In the past by moral education a student was

compelled to accept an established moral and to become a typical person to obey his

surroundings regardless of his own will.

Therefore, if we realize that literary spirit of creativity can cultivate a spirit of criti

cism, and enables the adolescents to comment upon, criticize and judge in whatever way

he feels he must. all the objections against teaching literature will proγe to be futile.

In order to teach literature successfully, a serious study of textbooks should be made

and one must numbered among that company of literary men to be a teacher of literature

and the organization of students. And to obtain good results it is desirable for teachers to

conduct extra-circle activities that incorporate a spirit of experimentation. wecan expect

that a well-managed program of teaching literature will prevent students from poll

utinK themselves with vulgar printed materials easily accessible. And by teaching literature

we may expect our complex and technological society would become more comfortable

and more promising for the good and weak-a society in which mammonism or violence

toward the weak is never worship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