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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외국문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

-<생산적 독서>의 관점에서 -*

한기상·권오현

(독어교육과)

1. 들어가는 말

문학교육은 <삶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학이 취하고 있는 길은 그다

지 효과적이지 않다. 여기에는 우리를 삶으로 유도하는 직접적인 안내도 힘도 강요

도 없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전달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학은 뚜렷한 결과

를 안겨다 주는 유익한 매체가 결코 아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애용되고 있는

<의도-기획-실현>의 구도를 문학에 적용하기에는 문학의 활동력이 너무 비규칙적

이고 원리가 가변적임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문학은 이제 한물갔다’ 혹은 ‘문학은

그져 심심풀이용일 뿐이다’라고 성급하게 진단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물론 이들의

진단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특히 문학이 교육의 범주로 들어 올 때는 항상

구체적인 교육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효과의 확인이 문학의

경우에는 참 어렵다. 이제 문학은 <Input-Output>의 구도 속에 갖혀 있기에는 기

능과 역할이 너무나 다층적이고 가변적이다. 한때 문학은 시대의 지배적 이념을 실

천하거나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에게서 그 이념의 충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가

장 안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기능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詩文을 통

해 관료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던 옛 과거제도에서 찾아 볼 수 었다. 반면 현대

에서의 문학은 그러한 역할과 반대편에서서 사회의 한 부분을 지탱해 준다.

그러변 현대사회에서 문학， 좁게 말하면 문학교육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문학

은 우리에게 작가와 그의 시대를 말해주는 거울인가? 아니면 작가가 그리는 이상

적인 인간상을 독자에게 중개해주는 매개인가? 아니면 독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과제를 실천하는 장소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지 문학 내적 원리에

대한 끝없는 실험일 뿐인가? 하나하나를 짚어 가다 어느 한 곳에 멈춰 그렇다고

대답하려 하니 팬지 문학을 배반하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도 문학은 우리가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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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보다. 하

아스<Gerhard Haas)는 문학텍스트의 독서를 “복합관점적/상황연관적 과정

mehrperspektivisch•situationsbezogener ProzeB"I)으로 규정하며 문학이 우리에 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의사소통능력， 비판능력， 문학능력， 해방능력， 창조

능력， 투사능력， 정서능력， 행위능력 등 8가지를 언급하였다.2) 이러한 능력들의 집

합은 어느정도 문학의 역할에 대한 근사치로 볼 수 있다. 사실 문학 속에는 세상사

의 모든 것이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읽음은 곧 삶의 교육에 참여함을

의미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과 관련을 맺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적 활동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 문학의 움직임이 위

축되는 현상은 왜 나타날까? 그것은 문학적 담론이 다른 담론들에 비해 표현방식

에 있어서 느리고(상징의 사용) 간접적이기(허구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문학의 이

러한 특성은 사회의 전면에 있는 신속성， 직접성， 정확성 추구와는 분명히 상반되

는 것이다. 문학은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서 세상을 바라 보기를 좋아한다. 다른 모

든 담론이 전면에서 대상과 예정된 수순에 따라 대화를 나눌 때 문학은 홀로 뒤에

서서 대상을 다르게 관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은 종종 세상의 수순과 기대와

형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면만 바라보았던 사람은 문학의 졸깃한 맛을 이해하

지 못한다. 앞에서는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구분되지만 뒤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문학은 우리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뒤에 서서> 자유롭게 꿈틀거리는 담

론이다. 그러기에 문학에서는 지배가 피지배로 역전되기도 하고 오늘이 내일로 유

예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문학에서는 작가나 독자나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필자는 문학에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자유>라고 부르고 싶다.

문학은 <자유>를 떠나 존재하지 못한다. 문학텍스트는 작가의 자유와 독자의 자

유가 어우러지는 보기드문 마당이다. 이에 대해 싸트트르(]. P. Sartre)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작가는 독자의 자유와 접하기 위하여 글을 쓴다. 말하자면 자

기 작품을 존재시켜 달라고 독자의 자유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

신이 독자에게 신뢰를 준 만큼 독자도 응분의 보답을 하라고 요구한다. 작가는 자

신의 창조적 자유<schOpferische Freiheit)를 독자가 인정해 주며 독자 스스로도 상

응하는 호소를 통해 그러한 자유를 요구하기를 희망한다 "3)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문학작품은 인간의 자유를 신뢰하려 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텍스트가 독

자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면， 그리하여 독자의 수용텍스트에 역동적 심미성 <dyna-

1) Gerhard Haas : Einleitung. Lesen 떠s mehrperspektivisch-situationsbezogener ProzeB. In : Literatur im

Unterricht, hrsg. v. G. Haas , 1982, S. 9.
2) Vgl. ebda. S. 10-13
3) Jean Paul Sartre Autor und Leser. In ‘ Sozialgeschichte und Wirkungsasthetik, hrsg. v. Peter U.

HohendahL S.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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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he Asthetizitat)이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훌륭한 문학작품이라 할 수 없

다.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 존재하게 하는 생명줄이다. 작품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의 자유를 인식하는 것이며 목서를 하는 것도 책을 펼친다는 사실만으

로 벌써 작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자의 창조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텍스트

의 객관적 사실을 개인적 체험으로 高揚시켜 그의 의식세계에 최대한의 심미성이

발현되도록 도와 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전체에 이러한 창조적 자유를 불어

넣어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적/자연적 현상들을 심미적 정서로 調律하는 것이 문학

이 해야 할 역할이며 과제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의 문학교육을 한번 돌아 보려고 한다. 우리가 주변

에서 흔히 보는 문학수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필자가 제도

권 교육에서 지금까지 얻은 개인 경험이기도 하다.

- 학습목표 실현에 대한 교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학생의 문학수용에 교육

적 결정인자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입장이

큰 힘을 발휘한다.

문학수엽은 주로 작품내용을 인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 문학작품 속에는 불변의 가치가 실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작품내재적 해석

을 행하거나 텍스트의 발생사적 조건을 교사의 설명과 더붙어 분석하는 것이

수엽의 주종을 이룬다.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수용에 따르는 수

통적 입장에 선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학생 개개인의 문학

해석은 교육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통해 볼 때 기존의 문학교육은 표준화된 수용상황으로

학생들을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개입할 여지를 차단함이 드러난

다. 물론 이러한 수업방식은 적합한 구체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한 한 많

은 학생들이 작품의 가치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

나 여기에는 문학작품의 섬미성을 정형화함으로써 문학이 지닌 창조적 활동공간을

축소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문학을 통한 자유>를 다시 환기시켜 보

려는 작은 시도이다. 이때 여기에 담긴 중심되는 논지는， 학생들이 행하는 문학텍

스트의 독서는 소비가 아니라 작가의 활동에 버금가는 <생산>이며 이러한 생산활

동은 포괄적인 <삶의 교육>에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외국문학을



28 師 大 論 罷 (54)

연구하는 사람으로써 우리의 국어교과서에 담겨있는 외국 작품들이 이러한 <생산

으로서의 독서>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또 그러지 못하다면 대안

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국어교육의 바탕이 되는 지식을 소지하지 못하여 필

자가 이러한 테마를 다루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이러한 연구가 문학에

대한 이해지평을 넓히고 국문학자와 외국문학자의 관심이 접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II. 생산적 독서의 관점

1‘ 문학이론적 배경

독서를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행위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접하는

기존의 방식들 [예를 들어 분석， 해석， 독서 등] 외에 <수용 Rezeption>이 라는 새

로운 차원을 도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은 ‘독자를 통한 문학텍스트의 받

아들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받아들임은 단순히 텍스트로부터 어떤 정보를

인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를 자신의 지평에 맞게 해석함’을 의미한다.

즉 <수용>이라는 단어가 같는 수동적 소극적 뜻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텍스트본

질주의 혹은 텍스트내재적 해석방법을 극복하면서 독자를 <제2의 생산자>로 인정

하는 계기점이 마련되어 있다. 누가 뭐래도 독서는 일차적으로는 <수용>의 몫이

다. 그리고 문학교육은 문학 자체에 앞서 <문학의 수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문

학의 수용이 왜 교육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인가를 밝히기 앞서， 지금 이야

기하고 있는 수용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해석>과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여기서 필자는， 해석(Interpretation)은 <있는 것>을 밝혀 낸다는 분석 (Analyse)

의 차원으로서， 수용(Rezeption)은 <있는 것>을 새롭게 활용한다는 생산(Produktion)

의 차원으로서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석은 통일된 심미규범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문학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반면에， 수용은 인지하는 者의 의

식 속에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주관적으로 완성시킨다. 물론 현대문예학에서는 해

석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지면서 해석과 수용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이 間주관성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문학

텍스트와 더불어 항해를 즐기는 반변에 해석은 어떤 지향점을 찾아 그곳에서 타당

성을 확보하려 하는 조심스런 행보를 보인다. 이와 같이 해석에게서 주관성의 흔적

을 제거해 버리고 독자의 자유를 제어하는 역할을 부여하면 이제 해석과 수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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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를 독서하는 주체에게 작용하는 상반된 두 가지 험으로서 모습을 드러

낸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G. Grimm)은 작품의 적법성 (Werkadaquanz)을 요구하느

냐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용과 해석을 구분하였다.4) 즉， 수용에는 임의성이 인정되

기에 개인의 구체화가 작품의 적법성과 일치할 필요가 없지만， 해석은 구체화를 넘

어 작품속에 내재하는 불변의 의미구조흘 밝혀 적법성에 도달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구분을 수업현장에서 활용할 때에는 보다 실천적인 문제

에 봉착하게 된다. 그동안 문학수엽의 터춧대감 노릇을 해온 텍스트해석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석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달하려는 바 어떤 지향점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지향점을 과연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해석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목표점으로의 수렴을 지향하고 또한 이

러한 지향성이 없는 해석은 타당성의 추궁을 받게 되기 때문에，<해석의 지향점이

무엇인가>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규명되어야할 사안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문예

학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작가의향

이나 텍스트의향과의 만남을 해석의 목표로 삼는 것도 비록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제 효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의미론의 차원에서 그러하다.

허르쉬(E. D. Hirsch)는 작가가 의도한 것을 밝혀내려는 생각에서 해석학의 의미

론적 지향점을 <작가의미 authorial meaning>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언어를 초월

하여 존재하는 작가의미는 순전히 방법론적 기대치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 해석작

엽을 통해 그기에 접근하는 것은 작가가 스스로 메타소통(Metakommunikation ) 차

원에서 자신의 의도를 밝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가의미는 그것이 텍스

트영역을 초월하여 경험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근본적으로 비언어적이

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석의 지향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작가 자신의 뜻

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언어라는 보편적 도구를 사용하여 작가의향(Autorintention)

을 언어圖式을 통해 객관화한 <언어적 의미 verbal meaning>도 해석의 목표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의미>은 “그 자체와만 동일하고 그 자

체로서 시대와 독립되어 있으며 일체의 영향사적 선입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중립적인 의미 (neutrale Bedeutung)"5)를 지칭하는 데， 여기에는 완결성과 객관성을

뛰어넘는 의미의 역동적 실현이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 <언어적 의미 verbal

meaning>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텍스트 내재적 해석학파에

의해 유일한 해석의 지향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

학텍스트에 있어서는 해석의 타당성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없다.

4) Vgl. Gunter Grimm ; Rezeptionsgeschichte, 1977, S. 51.
5) Manfred Frank: Textauslegung. In : Erkenntnis der Literatur, hrg. v. D. H따th u.a., 1982, 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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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언어적 해석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해석의 중요한 토대인 것

만은 사실이지만 그자체로서 의미실현은 아니며 또한 여기에는 문학텍스트가 지향

하는 다가성 (Polyvalenz)으로서의 심미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히르쉬는

언어 적 의 미와 <의 미실현 significance=Bedeutsamkeit>을 구분하였는데 , 이 때 <의

미실현>은 언어적 의미가 다른 요인(예， 해석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담론적 변형

이나 해석자 자신의 체험구조 등)에 의해 구체화된 것을 뜻한다. 즉 <의미실현>은

수용자의 지평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구조로서 의미의 최종적 실현을 지칭한다. 이

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의 내면적 의미 언어적 의미 의미실현

authorial meaning verbal meaning significance

언어적 도식 구 체 화

〈해석의 영역〉 〈수용의 영역〉

〈도표〉 해석과 수용의 영역

의미실현으로서의 수용은 <지향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해석과는 달리 <다양

성>을 추구한다. 수용에는 객관화된 사실로 수렴하기 (konvergieren) 보다는 창조적

이탈을 포용하기 위해 의미론적으로 발산하는(divergieren)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수용의 영역에서 보면 <더욱 더 잘 이해한다 besser verstehen>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한다 eigentlicher oder richtiger verstehen>는 뜻이 아니라 <다르게

그리고 보다 풍부하게 이해한다 anders und reicher verstehen>는 것을 의미한

다.6) 따라서 수용에는 검증가능성(Uberpri.ifbarkeit)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여

기서는 주체가 자신의 先지식이나 기대지평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텍스트를 이해

하기 때문에 작가의향(Autorintention)이 객관적으로 재구성될 수도 없고 그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작품의 의미는 오로지 독서과정을 통해서만 생성된다"7)는

6) Ebda.. S. 130.
7) Wolfgang Iser : Die Appellstruktur der Texte. In : Rezeptionsasthetik hrg. v. R. Warning, 1979(2), S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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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W‘ Iser)의 명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은 텍스트와 기대지평의 교류를 통

해 텍스트의미에 심미가치를 부여하는 수용자의 개인 체험이며 그의 권리이기도

하다.

수용의 다양성이 문학의 영역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문학성

(Literarizitat)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문학현상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용 수많은 논쟁들은 문학성의 인식문제를 바

탕에 깔고 있다. 문학성을 작품의 카테고리 (Werkkategorie)로 보느냐 영향의 카테

고려 (Wirkungskategorie)로 보느냐에 따라 문학연구는 상반된 길을 걷는다. 작품의

불변적 진술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를 절대화하는 기존의 문학연구방법은 심미성

을 텍스트 속에 <郞自的으로 존재하는 an sich seiend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태도는 고전적 예술철학의 토대 위에서 일체의 문학현상을 텍스트내적 언어구조로

이해한 형식주의적 방법론이나 문학작품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유대관계를

파악하는 유물론적 방법론에서 모두 극복되지 않고 있다. 야우스(H. R. ]auβ)는 두

방향 모두 심미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의 간격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면서

심미적 차원을 포괄하는 독자라는 새로운 차원을 창출하였다. 수용이론은 심미성

(Asthetizitat)의 개념， 본질， 기능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즉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심미성은 문학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나라 <수용텍스트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심미성발현을 위해서는 <인식되는 객체 erkanntes Objekt>뿐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 erkennendes Subjekt>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와 문학

의 영향과 가치는 텍스트와 그것의 구조， 독자와 그의 교양이라는 이중적 요소집합

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다”는8) 클휩퍼(R. Kloepfer)의 말에서 보듯， 수용자의 인지

(Wahmehmung)를 통해 구체화되는 텍스트의 섬미성은 두 가지 연관성[=텍스트상

태에 대한 의존과 인지자에 대한 의존]을 지닌다. 고전미학에서 멀n 自 的으로 존재하

는 美는 논리적으로 -價的인 데 비해 텍스트인지의 차원에서 말하는 심미성은 =
價的이기 때문에 문학의 본질은 텍스트라는 대상과 그의 수용자에 동시에 종속되

어 있다. 이에 대해 슈미트(S . ]. Schmid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전제조

건에서 볼 때 심미적인 것 (das Asthetische) 이 란 소통과정에 있는 특정한 대상의

구조특성을 지난 記意로 추측된다. 이때 구조특성을 인지하고 의미론적으로 해석하

는 것은 독자측의 특수한 연관점이나 해독방식에 좌우된다 "9) 어떤 정보를 예술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가 채택하고 있는 일련의 구조 특성들은 그 자체 속에

심미성을 함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통해 그것이 발현되도록 계기점을 제공할

8) Rolf Kl oepfer ‘ Poetik und Linguistik, 1975, S. 16.
9) Siegfried]. Schmidt: asthetizitat, 1971,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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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이다. 이러한 계기점은 문학텍스트의 수용이 심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조

종하며 이러한 수용의 중심에 있는 수용자는 모든 기대지평을 여기에 동조시킨다.

이와 같이 수용미학에서는 심미성이 텍스트 속에 이데(Idee)가 감각적으로 현상화

되어 있는 靜態的 가치가 아니라 소통의 범주에서 파악됨으로써 美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참다움>과의 유대보다는 수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가변적 가

치로 인식된다.

심 미 성 (Asthetizitat)을 소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적 범주(Prozeβkategorie)로

파악하면 독자에게는 지향점을 지닌 해석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독

자는 어떤 문학작품을 대할 때 더이상 해석의 올가미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문학

작품의 심미성은 오로지 작가와 독자 자신의 변증법적 상관관계 하에서만 존재한

다는 사실을 독자 스스로도 항상 인식해야한다. 애초에 작가가 <의도된 독자>의

지평에 따라 코드화한 심미구조는 그것의 실현을 전적으로 <실제 독자>의 기대지

평에 맡겨야지 특정한 해석으로 수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심미성 구현을 위

한 독자의 적극적인 수용노력 없이는 어떠한 문학작품도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문학을 극단적으로 상대화함으로써 문학자체가 지닌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과연 문학이란 독자의 자유 이전에 존재하는 완결

된 실체이냐 아니면 독자의 자유를 나타나게 하는 계기점일 뿐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필자는 섣불리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다. 다만 문학텍스트가 소통의

맥락 속에 들어가면 <독자의 창조적 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한다. 문학적 담론은 우리 사회의 다른 담론과는 달리 자유 속에 노출된 기

호운영을 즐기고 독자도 덩달아 그러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작가 엔첸스베르거 (Hans M. Enzensberger)가 한 말을 들어보

자. “독자는 언제나 옳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용하는 자유를 그

에게서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책장을 마음대로 넘기고， 단락을 건너

뛰고， 문장에 줄을 그으며 읽고， 문장을 오해하고， 문장을 변형하고， 문장을 풀어

나가고， 문장을 가능한 모든 연상들과 연결시키고， 텍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결

론을 도출하고， 텍스트에 화를 내고， 텍스트에 기뻐하고， 텍스트를 잊고， 텍스트를

표절하고， 텍스트를 잠시 구석에 처밖아 두는 것 모두 독자의 자유에 속한다. 독서

는 무정부적 행위이다. 해석， 특히 유일하게 옳은 해석은 이러한 자유행위를 좌절

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10) 분명히 엔젠스베르거는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경험적으

로 보장된 독서행위의 자유 뿐만 아니라 해석의 자유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의

10) Hans M. Enzensberger : Bescheidener Vorschlag ZUll Schutze der Jugend vor den Erzeugnissen der

Poesie. In : Mittelmail und Wahn. Gesammelte Zerstreuungen, Suhrkamp 1988, 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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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작가도 창작을 통해 어떤 지향점[예를 들어 작가의향이든지 언어적 의미든지]

을 독자에게 강요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해 준다. 문학작품을 독서하기에 앞서 하나

의 기준이 설정되고 이 기준에 맞추어 독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문학작품이 지난

무한한 의미생산력을 위축시키는 것이 된다. 문학은 자유의 샘이며 문학텍스트는 자

유의 담론이다. 이곳은 독자가 언제나 자신의 기대지평과 유희를 별릴 수 있는 마당

이다. 우리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자유가 발현되는 계기점을 본다.

이와 같이 독서를 해석의 적법성으로부터 해방된 채 자유롭게 텍스트를 구체화

하는 수용으로 규정하면， 모든 학생은 스스로의 경험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에 독자

적 인 의미를 부여하며 나름대로 <私的 텍스트 Privattext>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

나 공적 영역인 학교에서 형성되는 사적 텍스트도 엔젠스베르거의 말처럼 과연 ‘무

정부적인 행위 ein anarchischer Akt’와 같아서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학생

의 수용이 문예학의 영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상호주관성

(Intersubjektivitat)을 지닌 공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수용의 발산이

해석의 수렴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여기서 다시 해석의 지향성

이 언급되는데， 이때 수용을 조종하는 해석의 지향성은 두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용이 아무리 자유롭지만 수용도 결국 텍스트의 지시에 의한 것이

라는 생각， 즉 독자에 의해 수용이 이루어질 때 텍스트가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수

용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것， 둘째， 학교에서의 문학수용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통해

先지식이 중개되어 수용의 편차가 줄어들거나， 혹은 학생들의 수용이 어떤 형태로

든지 교육목표에 의해 정제된다는 것，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자유로운 수용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적합성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적합한 구체화 adaquate Konkretisation>의 문제는 문학수업에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에 의해 언제나 학생들에게 환기된다.

학교에서의 문학수엽이 일반적인 문학독서보다 더욱 <해석> 쪽에 힘이 살리는

것은 교사가 근본적으로 <수용조정 Rezeptionslenkung>을 행하기 때문이다. 문학

수엽은 방치된 행위가 아니라 계획적인 실천이라는 변에서 보면 어떤 경우라도 수

엽성공을 위해서는 지식， 경험， 판단력이 풍부한 교사라는 조정자가 필요하다. 수업

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하여 설정된 교육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학

습과정을 창출하는 것이 교사의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의사소통적 독서방

식에 의거하여 주관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텍스트이해의 출발점에 대

하여 교사는 타당한 모든 선지식을 동원하여 이해의 적합성을 대비시킨다. 교사는

대화적으로 구조화된 독서의 선봉에 서서， 텍스트에 가담하며 텍스트를 대변하고

학생의 창의적 개입에 대하여 텍스트가 제시하는 것을 근거로 호응하기도 하고 수

정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독서를 방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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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기호운용과 선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의 수용에 의의를 제기할 마

음의 준비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독서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힘겨루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힘겨루기에서 교사는 항상 학생의 창조적 수용을 조장하면서

도 텍스트 편에서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된 위치가 문학수엽

의 효과를 더욱 높혀 준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문학이 갖는 근본적 창조성과 학습

목표라는 지향성의 만남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문학수업은 근본적으로 과정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수

업의 질적 기준은 궁극적으로 도달된 텍스트이해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과정이 지닌 특수한 해석학적 質에 있다. 교사가 주는 도움과 수업조정은 이러

한 과정에 연관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과정적 행위를 선도하고 촉진하고 개선

해야 한다 " 11 ) 이러한 과정을 특정지우는 것은 독백과 전진이 아니라 대화와 순환

이다. 텍스트의 일차적 수용에서는 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우리는 이 단계를

독자가 텍스트를 지배하는 <top-down 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12) 그러나 대화적

으로 조직화된 다음 단계에서는 텍스트가 보다 중심에 서서 독자의 의미실현을 통

제한다. 이 단계는 텍스트가 독자를 지배하는 <bottom-up 과정>이다. 후자의 과

정은 독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수용을 양보하고 텍스트의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문학텍스트 속에 형성되어 있는 언어구조물은 마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혼자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일회성>을 생명

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텍스트는 또 다른 위치에서 각자 자기의 <일회성>을 대변

하는 독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서

는 <일회성>을 지닌 그리하여 그 자체로 존엄성을 지닌 두 실체[=문학텍스트와

독자] 간의 어우러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임의로 자신을 작품 속에 투사시키거나

경솔하게 빈자를 채우는 것을 자제하고 작품 속에 들어 있는 그 자체를 인지하려

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반대로 문학텍스트도 처음부터 의미를 확정해 놓고 이것

을 독자들에게 마치 숭겨진 보물처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있는 수용진폭

(Rezeptionsarnplitude) 내에서 독자들이 창조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문학수업에서 작품을 통해 얻는 학생들의 개인적 체험이 그 작

품에 대한 분석과는 무관한 일종의 오류라는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체험은 지금까지 언급한 수용과 해석의 순환에서 보면 문학의 진정한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작품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은 해부가

아니라 대화이다.

11) Gerd Frank u.a. : Der SchUler als Leser, 1979, S. 63
12) Vgl. Reinhold Viehoff : Literarisches Verstehen. In : IASL 13.Bd., 1988, S. 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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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법적 배경

최근 10여 년 간， 독일의 문학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학수용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현재 <행위 및 생산지향

문학교수법 handlungs- und produktionsorientierte Literaturdidaktik>이 라는 이름

으로 제도권 학교의 문학수업을 지배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주로 텍스트분석과 텍

스트해석을 행하던 기존의 방식에 더하여 이제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의 변경， 다른

매체로의 전환 등과 같이 텍스트를 재생산하거나 변화된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

하거나 주어진 견본에 따라 자신의 텍스트를 만들거나 텍스트와 더불어 그림을 그

리고 유희를 즐기는 비분석적 방식도 수행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기존의 문학수엽

에서는 주로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뿐 텍스트와 더불어 어떤 행위를 수행

하지는 않았는데， 행위 및 생산지향 문학교수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문학텍스트와 더불어 <생산>과 <행위>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학수업에 참여하

는 기회를 더욱 넓혀 준다. 최근 독일의 교과서나 수엽 자료들은 대부분 이러한 수

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생산지향>과 <행위지향>이라는 이중 개념부터 살펴 보아야 하겠

다.l3) 이 개념은 학생이 수업에서 수행하는 <생산 produktiv>과 <행위 aktiv>라

는 두 기본 행동방식을 지칭하는데， 두 방식은 수엽에서 서로서로를 보완하는 위치

에 있다.<생산>은 학생이 자신의 지평에 의거하여 문학텍스트의 전체나 부분에

창조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행위>는 학생이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문학

텍스트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지향>이란 학

습자가 인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자유를 누림을

말하며，<행위지향>이란 학습자가 문학텍스트와 더불어 서술적， 시각적， 음악적，

유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생산과 행위는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생산을 자유로운 독

서과정에만 제한하거나 행위를 독서 이후에 수행하는 여러 가지 작업에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두 개념은 다같이 독자가 텍스트와 창조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자유

롭게 변경하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개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미생산자의 입장에

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지칭한다. 즉 두 개념은 동전의 앞/뒤면처럼 동일한

부피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떠받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산은 동일한

13) 이 문학교수법은 〈생산 및 행위지향 교수법> 같이 이중으로 표현하는 것이 열반적이기는 하지만 간혹

이들을 분리하여 하나로만 표현하기도 한다[생산지향 문학 수업 등] 혹은 <학생지향 schiilerorientiert>

이나 <소통지향 kommunikationsorientiert>라는 수식어를 독자적으로나 다른 수식어와 이중으로 사용하

기도 한다‘



36 師 大 論 옳 (54)

현상을 보다 내면적으로 표현하는 데 비해 행위는 외부에서 그것에 접근하는 차이

가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학자들에 따라서는 두 개념 중 하나를 가지고 양자를 모

두 포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카스트(E. Kast)는 <학생 및 행위지향 문학수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행위>를 “텍스트와 창조적으로 만나고 텍스트와 자신

의 상상력을 연결하여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고"14) 하였다. 수용이론가들이 문학의 이해를 독자가 행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규

정하고 독자를 공동저자의 위치에 올려 놓았던데 비해 행위교수법 학자들은 한걸

음 더 나아가 문학의 이해는 텍스트와 더불어 행하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의하면 문학텍스트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은 쿄사의

해석학적 독백에서 벗어나 텍스트 속으로 창조적으로 개입하고 그것을 근거로 필

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생산적 독서 produktives Lesen>를

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문학수엽에서 이러한 인식이 대두한 것은 기존의 <분석적 해석적 수업방식>이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상황판단에서 기인한다. 많은 학생

들이 텍스트를 취급하는 전통적 방식을 텍스트가 <지나치게 찌껄이는 것 Zerreden>

으로 느끼며 15) 그것은 텍스트를 읽고 싶은 욕구를 빼앗아 버린다고 생각하였다. 특

히 인지적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학교에서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절

하되는 학습지진 아동들과， 지적인 재능보다는 실용적 재능이 뛰어났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담론형태들에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다. 그들은 사회의 훌륭한 독서언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문학작품에 반감을 갖고

교문을 나선다. 물론 현대인들이 문학작품의 독서를 기피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이

유들이 있다. 컴퓨터 등 매체의 다원화나 TV를 통한 오락기능의 강화 혹은 바쁜

직무수행사회에서 문학의 기능에 대한 懷疑 등이 문학텍스트가 우리에게서 멀어지

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 우리가 학교에서 자신의 감각， 느

낌， 환상력， 활동력에 부합되지 않는 텍스트를 지나치게 분석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접함으로써 성장기에 이미 문학작품에 물려버리는 것도 흥미를 잃은 큰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문학수업에서 학생의 생산적 독서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교육결과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분석적 접근방식의 강도가 학습아동의 정신적 감정적 수준에

맞지 않고 아동들 스스로 그러한 것을 수행할 능력이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인지적 방식의 옷을 입히려는 것은 잘못되었다. 행위 및 생산지향 교수법은

14) Bernd Kast : Literatur im AnHingerunterricht. In : Fremdsprache Deutsch 1994/2 S. 8.
15) Vg l. Gerhard Haas u.a. Handlungs- und produktionsorientierter Li teraturunterr icht. In Praxis

Deutsch, H.123(l994),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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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감각기관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 텍스트에 접근함으로써 문학수엽의 비효

율성과 지루함을 극복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거나 세상

을 보는 안목이 깊은 학습자틀에게도 더 나은 교육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지금까

지 학교에서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당연시 되어왔던 분석적(혹은 성찰적) 방식

의 장막이 걷히면서 이제 문학수엽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수업방식에서 학생의 생산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려는 경향은 문학수업에 한정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수법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20세기 후반의 교육을 특징지

운다. 소위 독일의 개혁교수법(Refonnpadagogik)은 기존의 질문중심 수엽 (Frageun

terricht)에 대해 교육적 합법성을 의문시 하였다. 여기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

루어지는 상호행위에 불균형이 있음을 전제한다. 즉 교사는 언제나 알고 있고 문제

를 제기하며 학생은 항상 모르고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학생이 질문을 하

면 여기에는 학생의 <모름>이 전제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의 문학수엽은 아직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수엽의 권

위자로서 교사 -人이 다수의 무지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수

업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수업방식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관

심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며 더 나아가 재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교사의 질문에(혹은 평가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 재능 중

하나의 특수한 재능에 불과할 뿐 결코 그가 일반적으로 재능있는 사람이라는 평가

와 동일시 될 수 없다. 또한 수업에 잘 적응한다고 하여 그가 수업에 큰 흥미를 가

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시간적으로

늦는 사람도 있고 또 교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

다. 이런 것을 학생의 사회화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절하해 버리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재능이 없고 산만하고， 수업에 흥미가 적다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

들을 그렇게 만든 데에는 학교의 책임도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학습자의 능력과 조건을 떠나 그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구상이 기획되었는데 <생산적 독서> 관점

도 그 중의 하나이다. 현대의 대량소비사회는 청소년들의 수동적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는 비판적이며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적극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사회의 공동생활과 삶의 가치를 높혀주는 환경보존은 사람들이

규범에만 따르는 행동방식을 보인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개인은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적 활동능력， 감수

성 높은 행동방식， 환상이 풍부한 구성능력， 낯선 체험을 수용하는 능력은 교육이

앞장서 학생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범주들이다.

생산적 독서 관점의 문학교육은 문학작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러한 교육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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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문학교육 방법이 독일에서 붐을 일어키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 보다도 이것이 학생들의 창조적 글쓰기 구

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법은 <실용적 학습 das prak‘

tische Lemen>의 개념하에 교육개혁의 이념을 추진하려는 당대의 교육풍토를 배

경으로 등장하였기에 교육현장에서 많은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실용

적 학습이란 무엇 보다도 남아 가르쳐 주고 전달해 주는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체

험한 지식에 이르거나 자신의 손으로 얻고 자신의 감각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활동

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체험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 16) 즉 실용적 학

습은 지식의 영역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항상 자기의 것

으로 실천하도록 도움과 자극을 준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사고， 행위， 지식이 서로

연관을 맺은 채 학습자의 창조적 생산성을 부추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교육에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수업형태가 등장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차원

의 인식 변화를 토대로 한다.

첫째， 교양CBildung)을 지식 (Wissen)으로서가 아니라 능력 (Konnen)으로서 이해

하는 교육관의 등장이다. 능력으로서의 교양은 정선적 모벨을 이해하고 그 모벨 속

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견본에 따라 스스로 경험을 구조화하고 생산적으로 종

합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교양은 수량화에 의존하는 학습소재 중

심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장려한다. 이것은 고전적

개념에서 말하는 <자율적으로 행하는 활동 SelbsWitigkeit>과 일치한다. 이러한 교

양 개념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포괄적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문학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부여한

다.

둘째， 문학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문학교양이란 이러한 교양개념이 문학의 영역

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문학지식 보다는 문학능력Oiterarisches Konnen)

이 중요시 된다. 생산 능력으로서의 이러한 문학교양은 문학이 지식의 영역에 머무

는 존재론적인 것 혹은 사실로서 주어진 것 (faktische Gegebenes)이 아니라 능동적

생산적 행위를 선도하는 매체로 간주될 때에 비로소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문학

관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을

존재 (Sein)가 아니라 생성 (Werden)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모든 예술작품은 과정적

성격 (Prozelkhar하<.ter)을 지니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그 자체로

합법적이라 생각하였다17)

16) Andreas Filtner Lemen mit Kopf, Herz und Hand. In Lemen , Ereignis und Routine, Friedrich

Jahresheft N , 1986, S. 9.
17) Vgl. Theodor Adorno : Asthetische Theorie. Gesammelte Schriften, Bd. 7. Frankfu r1JM. 1970, S. 26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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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독서 관점의 문학수엽은 학습자들을 통일된 교육결과로 이끌려 하지 않

는다. 이 방식은 규범화된 사실에 맞추기 보다는 이탈이나 편차까지도 교육적으로

포용한다. 그리하여 문학텍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보이는 색다른 - 그리하여 교사의

기대에 벗어나는- 반응들도 배제되지 않고 수용가능성으로 검토된다. 아마도 이러

한 수엽은 미리 짜여진 교안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수업형태보다 교사에 더 큰 긴

장을 요구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잘 다듬어진 수로를 따라 헤험치도록 요구하

는 수업방식에서는 교사의 활동은 안정되어 있고 그만큼 위험부담도 적다. 그러나

복잡하게 늘려있는 수로에 학생들을 풀어 놓고 마음껏 놀게 한다면 교사는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들이 보여주는 창조적 다양성은 교사의 예

상을 벗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언제나 수많은 가능성의 조정자로 나설 마

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문학교수법은 전위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독자적 활동을 가

능한 한 인정하기 때문에 수엽의 개인화를 가져온다. 여기서는 일단의 학생들이 문

학작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은 텍스트를 정독할 수도

있고， 일련의 집단이 테스트에 대해 역할놀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부류들은 개인

적으로 동장인물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를 잘 조직하여 효과를 극

대화하는 것이 문학수엽의 현장에 선 교사의 역할이다.

ill. 국어교과서의 외국문학 수용 실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외국문학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필

자의 짐작은 속단이었다. 그러나 5학년까지는 촉소된 위인전기(예를 블어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 주는” 사랑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4학년 1

학기에 소개되어 있다) 몇 편이 전부이고 6학년 1학기 <읽기> 제7과(pp‘ 65-76)

「어린 왕자」가 살려 있다(여기에도 외국문학은 아니지만 pp. 137-146에 ‘슈바이처’

전기가 간단하게 소개되 어 있다).

“「어린왕자」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할 정도로 이미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는 이 작품

소개의 서두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을 짐작해 가며” 읽어 보

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아름다운 어린 왕자의 모습을 비롯하여 시종일관

의미 있는 그림들이 군데군데 아기자기하게 채색되어 있어 일견 동화 속의 그림처

럼 쉽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갚이 들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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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될 수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시작부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닫혀진 그럼’과 ‘열려진 그림’의 비

유라든지，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등등의 내용은 이 생물의 외적인

모습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아름답고 신기하기만 한 ‘메르헨’(동화)의 세

계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어린왕자」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

화라고만 생각해서는 안완다는 뜻이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유익한 점이 한두 가

지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작품은 원작자인 썽펙쥐빼리 (Saint-Exupery) 스스로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타당

할 것이다.

6학년 2학기 읽기에는 외국 문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단한 ‘타고르 전기’

한편 (pp . 107-116)과 「크리스마스 송가J (pp. 118-128)가 드라마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r크리스마스 송가」는 오래 전부터 어린이들이 6학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세계 위인 전기’라든지 만화 또는 만화영화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우리 기성 세대들도 국민학교 시절에 학예회를 위한

단막극으로 무대 위에 자주 올랐던 기억이 있으며 「크리스마스 송가」보다는 오히

려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로 더 잘 알려진 작품이다.

중학교에서는 아득한 먼 옛날과 마찬가지로 1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 두 권을 사

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의 D고교의

경우 국어(상/하) , 문학， 문법， 작문으로 나뉘어진 5권의 교재를 1학년 입학할 때에

모두 나누어 받고 국어(상)은 1학년에서 ， 그리고 (하)는 2, 3학년에서 배우며 문학

과 문법은 받아만 두고 2, 3학년에 가서 사용하고， 작문은 1, 2, 3학년에 걸쳐 배우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많은 책들의 내용 중에 외국문학과 직접

연관된 작품이 한편도 게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제화 시대가 무색하게 - 물

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 실망감으로 의욕 상실된 필자의 마음을 달래 준

것은 중학교 교과서였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pp. 103-112에 빌라드(원저자의 영문 소개

나 연도 소개도 일체 없이 ‘유영 옮김’이라고만 되어 있음)의 r이해의 선물」과 pp.

198-206에 루쓰칭(朱自淸) 18)의 「아버지의 뒷모습J， 이렇게 딱 2편의 외국 문학이

소개되어 있다. 전자인 「이해의 선물」은 6，7세 때의 어린 시절을 어른이 된 후 회

상하는 내용으로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어느 가게 주인의 아름다움 마음씨를 본받아 훗날 스스로도 실행에 옮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18) 루쓰칭(주자청) : 1898-1948, 중국 저장 사람， 수필가



국어교육과 외국문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 41

중1년생이 작가가 의도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인지는 심사 숙고해 볼만한

일이다. 그리고 후자 아버지의 뒷모습은 비교적 자세히 소개를 하고는 있으나 내용

상 20살이나 된， 이미 성언이 된 아들의 연로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효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 이 또한 우리의 중학교 1학년에 게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

다.

1학년 2학기 에는 pp ‘ 69-80 , 그리고 pp. 204-212에 걸쳐 역시 두 편의 외국 문학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전자는 필자의 눈을 빛나게 한 헤르만 헤세 (Hennann Hesse

1877-1962)의 단편소설(Novelle 노벨레) r나비 SchmetterlingeJ이 며 후자는 폴란드

태생의 여류 과학자이며 훗날 라륨을 발견한 퀴리 부인 (Ma디a Sklodowska 1867

1934) 이 쓴 r폴란드의 소녀」이다 r폴란드의 소녀」는 우려의 암울했던 옛 한일 역

사 관계를 회상케 하는 작품으로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착실한 여학생이 지배 민족의 장교의 어려운 질문 시

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소녀의 눈물겨운 내면 세계 그리고 그것을 이심전심으로 갚

이 이해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폴란드인들의 민족 정서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세계사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이 작품의 내용이 과연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것도 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경제적 도약과 통일을 목전에 둔 그리고

환경문제가 금세기 최고의 위험으로 둔갑한 오늘의 시점에 와 있는 우리의 14살짜

리 청소년에게 적합한 내용인지는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이다. 전자인 「나비」는 여타

작품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연령(실제로 독일에서도 김나지움 5학년에서 배운다)

에 비교적 가까운 나이에 해당한다. 이미 성인이 된 주인공이 어릴 적 (8， 9세 때)의

나비 채집을 불러싼 친구와의 우정과 갈등을 심리적 차원에서 회상의 형태로 서술

한 이 작품은 헤세의 주 모티브인 순진무구 또는 어린이다움(Kindheit)을 잘 묘사

하고 있다. 스스로도 나비를 무척 사랑하는 주인공이 친구가 채집한 희귀한 나비가

탐이 나 몰래 훔치려다 나비는 물론 동시에 자신의 양심도 망치고 말지만 어머니

의 설득으로 모든 것을 친구에게 고백한다. 그러나 담담한 친구의 태도에서 이미

한 번 엎지른 일은 다시 되돌려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 터득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게다가 점박이며 푸른 나비，

갈색 비로드 날개， 빛나는 커다란 무늬 등등의 화려한 형형색색의 섬세하고도 아름

다운 묘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감동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1교과서에 게재된 것은 그야말로 작품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듯 희미하게

인쇄된 나비 몇마리의 사진 뿐이다.

중학교에서 이 작품이 실리게 된다면 이어서 고등학교에서는 우리의 대입 현황

과 연관된 헤세의 또 하나의 청소년을 위한 명작 「수레바퀴 밑에서」를 권장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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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에는 pp. 237-257에 실러(이것도 ‘쉴러’로 기록해야 옳은 발음이다)의

「빌헬름 텔 Wilhelm TellJ과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의 「큰바위 얼

굴J (피천득 옮김) 두 편이 실려 있다. 후자인 「큰바위 열굴」은 필자도 아주 어렸을

적 인 1960년 초에 배운 적 이 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 작품의

문학성는 어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

니즘이 운위되는 오늘날의 한국 중학 2학년에 게 잘 부합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

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고전적 (klassisch)’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전자인 「빌헬름 텔 J (강두식 역)은 괴테와 더불어 독일 문학을 세계 문학으로 끌어

올린 세계적인 문호 프리드리히 쉴러 (Friedrich Schiller)의 유명한 드라마로서 이미

‘사과쏘기’ 전설의 내용을 통해 잘 알려진 작품이다. 이 드라마의 원본은 보통 번역

본 크기의 책 100여 페이지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피이지만 교과서에는 상당히 축

약시켜 게재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우선 이 드라마

의 줄거리와 내용설명을 간단하게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이 드라마는 오스트리아의 포악한 압제적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꾀하는

스위스 발트슈테텐의 3州 ， 즉 우-리(Uri)， 슈비츠(Schwyz) 그리고 운터발벤(Unter

walden)의 주민들과 주인공 텔 (Tell)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자유를 위한 투

쟁의 이야기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텔은 스위스인의 자유로운 민족성과 민족 해방

이라는 일차적 목표 -투쟁-만을 위한 인물이 아니라 쉴러가 뜻하는 <미적 인간의

실현 Realisation des asthetischen Menschen>이 다. 다시 말해서 텔은 완전무결한

실존의 자유와 죄와 고통이 가득한 현실 세계의 조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상적 전

형(Idealtypus)이다. 따라서 텔의 내면 세계는 윤리적인 문제를 초월한 실존적인 자

유의 문제로 고심한다.

내용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발트슈테텐 지역은 곧 로마 시대

이래 다양한 민족들이 유입해 들어와 정착한 곳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스위스인들이었고 이들은 본국에서 큰 흉년을 맞는 바람에 기아로 고생하다가 마

침내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남쪽으로 이

주하던 도중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으며 피신처를 알프스 산중의 어느 호수 근방으

로 택하게 되었다. 산과 숲 하천 등 주위의 풍경이 그들의 고향과 비슷한 점이 그

곳을 그들의 정착지로 결정케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지역이 바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랜 발트슈테텐의 3州 인 우-리 슈비츠 운터발벤이다. 이렇게 형성된 주민들

의 군주는 오직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뿐이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배자의 통치도

받아 본 적이 없었으며 나아가서 황제로부터는 그들의 정착지를 자유인의 거주 지

역으로 승인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특혜와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일은 그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며 오로지 형사상의 몇몇 사



국어교육과 외국문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 43

건들만이 예외로 황제의 대리자가 그곳에 파견되어 재판을 주관했을 뿐이다. 비록

한때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적도 있었으나 대개는 자유롭고 평온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알베르트 공작은 3州를 자기의 왕가에

직속시키려는 음모를 꾸였고 이에 대항해서 자유 지역 주민들은 대표자들을 파견

하여 공작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항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작은 이를 완전히 무

시하는 한편 총독관을 대행자로 행사토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합스부

르크 일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치우쳐 있었다. 즉 3주의 제국에 대한 독컵적인

관계를 점차 합스부르크 일가에 예속된 사적인 신하의 직위로 전락시키는 일에 전

력을 다했다.

마침내 알베르트 공작은 1304년 자신의 음모를 수행하도록 지령을 받은 두 총독

즉， 게슬러 (Geβler)와 라덴부르크(Ladenburg)를 임지로 보낸다. 게슬러는 오-리와

슈비츠를 지배하고 라멘부르크는 운터발텐을 통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게슬러

는 슈비츠의 퀴쓰나히트(K디βnacht)와 우-리의 알트도르프(Altdorf)에 성을 건축케

하였으며 라벤부르크는 자르넨(Samen)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대리인 볼펜쉬센(Wolf

enschieBen)을 로쓰베르크(Roβberg)로 파견근무케 했다. 이 세 총독관은 하나같이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 작품에서 쉴러는 주인공 텔을 선두로 스위스의 자유민들이 이들 세 총독관의

폭력에 맞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며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대항하고 있는가를 잘 묘

사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러는 자신의 최고개념(Hochstbegriff)인 <자유

Freiheit>를 위한 인간적 투쟁을 이 작품에서 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간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내용상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싣기에는 수

준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므로 차라리 고등학교 고학년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더욱이 독일에서도 쉴러 강의는 주로 그의 철학적 저서들인 r소박문학과 감

상문학에 대하여 디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나 「인간의 미 적 교

육에 대하여 Uber die a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등과 함께 상급세미

나(Obersemin않)에서 다루어지기 때푼에 아무리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하더라도

(필자도 작년에 이 작품음 번역 출간하여 해설을 첨가한 경험이 있다) 제대로 이해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3학년 1학기 에는 외국 문학 소개가 전혀 없으며 2학기 에 만 pp. 31-43에 프랑스

문학 한 편과 pp. 157-174에 영국 문학 한 편이 실려 있다. 도데(이릉도 원어 표시

및 생 애 연도가 전혀 없다)의 「별 j (김붕구 옮김)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는 전자는 한

국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수십 년 된 단골 작품이다. “그때 내 나이 스무

살아었다"라고 회상하는 이 작품에는 성스럽고 순결한 두 젊은 남녀 스테파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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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와 목동의 모닥불 정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된 그야말로 순결무구 그대

로의 ‘한편의 시’이다. 그리고 후자인 오 헨리의 「마지막 한잎 J (이진섭 각색) - 우리

가 배울 때는 「마지막 잎새」였다고 기억된다- 또한 우리의 귀에 익은 명작이다.

그러나 이 두 명작을 다시 한 번 감상하면서 중3 교과서(이땐 모두 14/5세 이다)

에 실려야 되는지 한창 발랄하고도 창조성과 민감성이 미래 희망적이어야 할 나이

에 죽음을 앞둔 소녀와 주정뱅이 화가의 마지막 작품인 ‘마지막 한잎’이 그렇게도

의미가 있다면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감상은 어떨까? ‘적

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해당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마지막 한잎」을 감상케 하는 텍스트 구성에서 흑백으로 된 잎이 무성한

담쟁이 녕쿨 사진 한 장을 게재한 몰상식은 원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질을 수렁으

로 떨어지게 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렇듯 무수한 세월이 흘렀는 데도

유독 이 두 작품만이 계속 만수무강해야 할 무슨 문학적 근거가 없다면 그리고 다

른 흘륭한 작품들이 모두 금서에 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작품의 선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중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몇 편의 외국 문

학 소개가 아무런 기준(국가나 학생들의 연령에 관계없이)도 또 적절한 객관적 해

설 (kritische Ausgabe)도 없이 명작 순례 처럼 나열되어 있다. 법이나 원칙은 사실

상 많을수록 잘 안 지켜지는 것이지만 교육이란 것이 있는 그대로를 이끌어 낸다

는 뜻의 <Erziehung/erziehen>이 며 문학교육은 더구나 뜬구름 잡는 일처럼 여겨져

서 비록 허공에 선을 긋듯 없는 기준을 애써 마련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몇 가지 문학 교육의 지침을 도마 위에 올려 놓아야 할 것

같다. 어른들도 독서를 기피하는 현실(전자 오락， TV, 만화， 비디오 등등 흥미진진

한 프로그램들이 수두룩하고 삶의 형식은 점점 더 복잡하다)이지만 그럴수록 학생

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훌륭한 문학작품과

그 선정 기준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야만 훗날 학생들이 자신의 정

서와 적성에 맞는 직업의 소명감을 십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지 않는 님을 애타게 그리는 것이 시인의 마음이듯， 문학의 본질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M. Proust :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헤매거나 오지도 않

는 “고도를 기다리며 (S . Beckett : Warten auf Gada)" 존재하지도 않는 “초인 (Fr.

Nietzsche Ubermensch. In Also sprach Zarathustra)"을 염 원하는 것 이라고 비

난할 수도 있을 깃이다. 어차피 인생 자체의 본질이 나그네 길이요 타타타의 한 모

습임을 쉽게 깨닫지는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후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은 남기는 것이 삶의 의미를 갚게 해 준다.

필자가 독일 및 스웨덴의 문학(특히 아동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마다 서두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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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문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소개 하면서 허공에 선을 긋듯 문학 작품도 언제

나 만족스럽게 재미있는 것만으로 충족되어 있지는 않다. 하나의 작품이 한 인간의

생로병사 희로애락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거쳐 탄생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결코 읽기에 즐러움만을 줄 수는 없는 것이요 또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흘륭한

작품일수록 그 내용 속에는 인생 자체처럼 약간은 지루하더라도 깊은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법이다. 작가의 풍부한 체험을 통한 상상력은 독자로 하여금 인생이란

생각했던 것보다는 풍요로은 거로구나 라고 기대를 걸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가능

하면 자유로이 그리고 보다 넓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말하자면 보편적 타당성을 문학교육에 적용하자는 뜻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문화는 “그 특수성 못지않게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꺼9)

IV. 비판적 고찰

1. 일반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외국문학 접촉은 TV, 비디오， 컴퓨터， 만화， 동화책， 만화영화

등등의 대중매체에 의해 이미 필요이상으로 많은 호기심을 자극받고 있는 실정이

라， 외국문학이 아닌 우리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는 일견

초등학교에서의 외국문학 소개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걸음 나아가

자라나는 새싹들의 깨끗한 심성보존과 풍부한 상상력의 개발을 미래지향적으로 전

망해 볼 때， 5/6학년에서 의 외국문학 입문(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의 세계라든지 아

름다운 메르헨 Marchen 소개)은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들로 하여금 별별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즐비한 이 세상을 조금이

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시

[노래(Lied)의 가사를 포함하여]를 읽게 한다든지 이미 전세계적으로(특히 독일에

서) 사랑받는 여류 아동문학가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의 주옥같은 아동문학을

선별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발훼하여 소개하면 한창 다른 세계에 호기심이 많은 어

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안겨 줄 것이라 확신한다.

중학교 과정 3년 전체 그리고 고등학교 3년과정 전체를 위한 2권의 외국문학 소

개를 권하고 싶다. 중학교에서는 중학교의 연령과 섬리에 적합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똑같은 동화소개라도 오늘의 사회적 실태를 감안할 때， 성교육을

어느 정도 내포하는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여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공자

19) 참조 : 다니엘 키스터산부 1994. 10. 3일자 조선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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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맹자왈>의 구태의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한창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할 사춘기 시절의 학생에게는 동화 차원을 넘어 성적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의 해설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해설 및 해

석의 차원을 높허거나 낮춤으로써 방법론적 견해를 달리하는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내용 자체를 연령과 심리에 걸맞게 규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

다. 이런 경우에 대개 작품 자체가 주인공의 연령이나 환경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헤세의 r수레바퀴 아래서」는 어려운 시험을 목전에 둔 오늘날

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3 정도의 연령수준에서는 프란쪼 카프카(Franz Kafka)

의 「변신」이나 「심판」같은 작품을 미리 읽히는 것도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

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독일에서처럼 우선 ‘흑백교과서 철폐’ 등등

교과서 집필과 선정에서 일대 획신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은 주마다 조금씩 특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출판사에 상주하는 전문요원이

각급학교 및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

히 집필/작성하여 교육부(Kultusministerium)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각 학교

에서 자유로이 채택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 뿐만

아니라 김나지움(=인문계 고등학교) 상급반에서는 대학과 유사하게 특정 교재가

없이 다양한 여러 교재를 임의로 선정하여 세미나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의미가 우리와는 무척 다르다. 우리처럼 산간 벽지， 오지와 해변에서부터 서울 강

남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지식과 환경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교재

를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자

리를 빌어 정말로 과감하게 모든 문학교육의 개혁을 요구한다.

외국문학의 작품선정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여태까지는 이 세상 모든 것

이 거의 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히 선진국에서 평가하는 작품

선정의 기준이 그대로 답습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이런 점들을 모

두 탈피해서 어느 나라 문학이든 훌륭한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되면

과감히 소개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외국문학 소개가 제대로 시행될 때 국문학과의

상호보완적 교호작용은 전반적인 문학교육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생산적 독서의 관점에서

기존의 문학교육이 지닌 교사중심의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독서의 관점

에서 학생들의 창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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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 문학수용에 작용하는 학생의 연관영역 (Bezugsfeld) 중 교육적 결정인자의 개

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문학수엽의 학습목표는 특정한 방향

으로 문학수용을 유도하는 적극적 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비정상적인 수용

을 제어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입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의 기

대지평에 따라 문학수용을 스스로 행하도록(selbennachen) 도와주는 것이 20)

문학담당교사가 할 일이다.

一 문학수엽의 효과가 작품의 심미성을 통해 지적 정신적 변화를 유발하는 데 그

쳐서는 안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심미적 인식을 넘어 문학의 사회 내적 기능이

나 효용가치에 대해 통찰토록 함으로써 사회현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문학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문학교육의 목적이다.

一 문학수엽은 서술미학적 (darstellungasthetisch)차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생산미학적 (produktionsasthetisch) 차원에서 작가의 전기와 발생사적 조건들

을 검토함과 아울러 수용미 학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문학수업

의 대상은 <사회 현실-작가-텍스트-독자-사회 현실>로 연결되는 문학의 포

괄적 영역이다.

一 학생들은 문학텍스트를 읽을 때 자신에게 창조적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해야 한다. 독자로서의 학생은 텍스트에 의미 (Sinn)를 부여하는 적

극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순이 텍스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혀낸다

는 해명의 차원이 아니라 작가의 생산에 동참한다(mitschaffen)는 창조의 차

원에서 행동해야 한다. 수용의 관점에서 보면 독자는 언제나 옳을 수 있다.

자신에 적합하도록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독자의 창조적 자유를 뺏을 수 있

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기존의 교수법은 적합한 구체화(adaquate Konkretisation)를 이루려는 노력

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작품내적 가치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포괄적 연관을 무시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리고 한 작품의 섬미성을 정형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타당성을 얻지 못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미성>은 독자의 수용텍스트(der rezipierte Text)에 서 발

현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예술작품에는 의미구성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용에 참여할 의지를 지녀야 하며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의 연관

20) Vgl. Rolf Kl oepfer : Poetik und Linguistik ,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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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투사하여 독창적인 수용을 행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 생산적 독서 관점

의 문학수엽은 학생이 텍스트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창조적으로 문학수용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엽방법이다. 하지만 독서가 학생의 무분별한 생산이 될

때까지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독서가 자유를 제한한다면 범위는 무

엇이며 통제의 수단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간단히 말하면 독서의 자유

는 텍스트의 지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원칙 속

에는 복잡한 문학이론적/교수법이론적 논제들이 침전되어 있다. 독자가 누리는 자

유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언어적 지침과 수용자의 기대지평 사이에서 실현되기 때

문에 생산적 독서 관점의 문학수업에도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der hermeneutische

Zirkel)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수용의 순환구조는 학생들의 창조적

자유도 무제한적이 아니라 항상 객관적이며 책임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문학수

용은 정태적인 텍스트질서와 독자의 자유의지가 만난 결과라는 시설에서 보면 독

자의 창조력은 변증법적 순환운동을 객관적이며 책임감있게 진행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문학텍스트의 선정도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학텍스트의 선정기준은 한마디로 <대표성 원칙 reprasentative Relevanz>

이라 부를 수 있다.21) 이 원칙은 그 시대， 그 나라， 그 문화를 대표하는 문학텍스트

를 우선적으로 교과서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표성을 지닌 텍스트는 이미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검증되었거나 다년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

문에 <가장 위험이 렬한> 텍스트로 간주펼 수 있다. 그러나 대표성과 교육적 가치

사이에 안정된 상관성이 있느냐 하는데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교육현장에서는 대표

성이 뚜렷한 저명한 문학작품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지루함만을 안겨 줌으로써 의

도했던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텍스

트는 교실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학생들의 생산적 수용이 가담할 여지가 상당부분 차단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텍스트는 그 문화를 대변하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적

합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교육이 포괄적인 <삶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보면， 문학

텍스트의 선정을 위해서는 <대표성 원칙> 외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미생

산을 보장하는 또 다른 선정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텍스트선정에 있어

서 후자의 원칙을 필자는 <교수법적 원칙 didaktische Relevanz>이 라 부르고 싶

다. 이것은 비록 대표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마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독자의 생산적

21) Franz Hebel Zur Bestimmung von Kriterien der Textauswahl im fremdsprachlichen Literaturun

terrich t. In : J삶lrbuch Deutsch a1s Fremdsprache, Bd. 6, hrsg. v. A. Wierlacher, 1980, S.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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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보장하여 수업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법적 원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텍스트의 언어와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 테마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충분히

자극을 주어야 한다.

- 텍스트가 주관적 해석과 창조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테마가 학생들에게 동일화(Identifikation) 혹은 투사(Pr이라야ion)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동 시에 비판적 거리 (kritische Distanz)를 허용해야 한다.

텍스트가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가 지나치게 교훈적이어서는 안된다.

- 테마가 진부하지 않고 학생들의 삶의 세계와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심미적 기능을 텍스트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정원칙에 부합하는 독일어권의 텍스트로는 프란쓰 카프카(Franz Kafka)

의 「작은 우화 kleine FabelJ 나 「포기해 Gibs aufJ,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코

이 너民 이야기 Geschichte von Herrn KeunerJ, 흘러 (Franz Hohler)의 「 비 행 기 이 야

기 FlugzeuggeschichteJ , 빅셀(Peter Bichsel)의 「책상은 책상이다 Ein Tisch ist ein

TischJ 등을 들 수 있겠다.

v. 맺는 말

문학교육은 자유로운 상상력의 훈련을 통해 <삶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문

학텍스트가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독자의 전

인격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실현이다. 만약 의미론적으로 독자를 굴복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술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수업에 있어

서 학생의 창조적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이나 집단의식 혹은 교사나

교육목표에 의해 통제를 받는 자유이다. 달리 말하면 문학수엽은 수용과 해석의 순

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수업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지닌 상상력， 환상， 생산성， 창조성을 자극하기 위

해서는 그들이 문학텍스트와 더불어 스스로 어떤 것을 <체험 Erfahrung>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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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문학과 생산적으로 만나는 <생산적 독서>에서는 무

엇 보다도 개개인의 다양한 체험들을 모두 교육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독서는 단순히 쓰여진 것을 읽고 取하는 차원을 념어 독자 스스로도 그 독서에 삽

입하고 가담하고 전달할 부분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상호행위이다. 한마디로 독서

는 텍스트의 독백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대화이다.

그리하여 외국 문학텍스트를 교과서에 선택할 때에도 단순히 <대표성 원칙>만

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교수법적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교수법적 원

칙은 작품의 명성이나 심미가치 보다는 <교육효과>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선

정원칙을 말한다. 생산적 독서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그들의 언

어능력에 부합되며 독서를 통해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되어 교실에서 활발한 토론

이 이루어지게 하는 텍스트가 이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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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Rezeption der fremdsprachlichen Literatur in

koreanische Lehrbiicher
- in Bezug auf produktives Lesen -

Han , Ki- Sang . Kwon , Oh-Hyun

Bei dieser Arbeit analysieren wir die Rezeption der fremdsprachlichen Literatur

in koreanische Lehrbucher in bezug auf produktives Lesen. In den 80er ]ahren

hat sich in der deutschen Literaturdidaktik ein neues Paradigma gebildet: die

handlungs- und produktionsorientierte Literaturdidaktik. 1m Zentrum dieser

Literaturdidkatik steht der produktive kreative Leseakt, der im Unterricht die

verschiedenen Konkretisierungen eines literarischen Textes durch Sch i.iler

ermoglicht.

Diese Literaturdidaktik geht von der Tatsache aus , daB die Sinnkonstitution

eines literarischen Textes lediglich yom Lesevorgang der lesenden Sch i.iler

vol1endet werden kann, weil die Asthetizitat im rezipierten Text des Lesers

realisiert wird. Dem produktiven Lesen liegt die Feststellung zugrunde, daB

jeder Sch i.iler als Leser die sinnkonstituierende Freiheit hat. 1m Literaturun

terricht, wo es sich urn den produktiven Umgang mit Literatur handelt, liegt die

RoUe des Lehrers nicht darin , seinen Schulern die richtige Interpretation zu

vermitteln, sondern die Schuler zur freien Rezeption des Textes zu veranlassen

und ihre potentieUen Sch6pferkrafte zu wecken.

Zwar rezipiert der Leser produktiv den Text auf Grund seines Erwartungs

horizontes, aber sein Rezeptionsakt wird im Unterricht von zwei Instanzen

kontroUiert: einerseits von den Textmerkmalen, die als Rezeptionsvorgabe gelten

konnen, andererseits von dem Lemziel , das yom Lehrer reprasentiert wird.

Solche Kontro l1e HiBt die Rezeption in einen Zielpunkt konvergieren, der sich als

adaquate Konkretsation(=Interpretation) bezeichnen laβt. Deshalb ist es schlieB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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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zustel1en, daβ die Literaturrezeption eigent1ich zwischen der divergierenden

Kraft der Rezeption und der konγergierenden der Interpretation erfolg t.

Nun zeigt es sieh , daB sich auch das Kriterium der Textauswahl fur den

Literaturunterricht andem muβ， damit die Schuler ihrererseits handelnd und

produzierend auf den literarischen Text reagieren k6nnen. Besonders ver1iert das

Kriterium <reprasentative Relevanz> seine Legitimation, das besagt, Texte

danach auszuwahlen, daB die Eigenart der zentralen Kultur hervortritt, auf die

sie bezogen werden. Stattdessen muBten die lesenden Schiller selbst das

Kriterium sein , von dem aus Entscheidungen getroffen werden, wobei vor al1em

folgende Aspekte berueksichtigt 、;verden mussen.

- Der Text ermogIicht filr Lemende ohne Dominanz der Lehrer subjektive

kreative Deutungen.

- Der Text regt zum Nachdenken und zur Diskussion uber das dargestellte

Thema an.

一 Das Thema ist aktuell und hat einen Bezug zur Lebenswelt der Schuler.

- Das Thema bietet ausreichend Identifikations- und Projektionsansatze, laBt

aber auch kritische Distanz zu.

- Der Text wird von den Lemenden als spannend, attraktiv, unterhaltsam,
kurz : als lesenswert erfah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