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윤여탁* 

1. 머리말 

현대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라는 용어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 

으며， 이 용어는 우리의 생활 반경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로 해석 

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극변하는 세계의 정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 

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외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외국에 

널리 알려야 하는 상횡에 놓여 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말을 보급하거나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 

미 세계 각국에 많은 한국인이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 

하는 2， 3세의 재외 한국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신들의 필 

요에 의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봉착히여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 · 사회 ·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는 세계 여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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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널리 유포 또는 교육되고 었다. 따라 

서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하며， 그 교육 방법도 적극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즉 외국어로서의 

자￥f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던 다른 선진국의 교육 방법을 받 

아들여 실험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고유한 방 

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적 모색을 통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한편， 다른 나리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자랙 교 

육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이 이 

미 27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성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연구와 강의가 세계 ~여개국 :m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1) 

이런 상횡에서 그동안 실시되어온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 

분히 한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 

표가 다양화되면서， 초보적인 목표를 넘어서 한국학이나 한국 문학 학습과 

같은 고급스런 단계의 교육적 펄요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사 소통 능력 

을 기려 위해서도 서로 다래 이해되는 제쩍나 의사 소통 맥락과 같 

은 문화적 측면도 고려하는 교육 방법론이 요구된다21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문법 학습과 일상 생활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면서， 보다 

고급스런 문화 학습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문학 또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의 의의와 실제를 검토하Jl자 한다. 

1) 박갑수(998)， r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J，선청어문J26집， 서 

울대 국어교육과， 1쩌면. 
2) 박갑수， 위의 논문， 142-148변. 
권종분(998)， r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언어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 

의 관계 J，외국어교육연구』 창간호， 서울대 외국어교육연구소，1ll -137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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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뿐 

만 아니라， 본격적인 한국학이나 한국 문학 학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 

는 상위 단계의 한국어 학습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그l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방법적 모색의 필연성은 국어 교육학을 지배하는 원리 

가 ‘사용’으로서의 언어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로서의 언어 활동이라는 측 

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즉 자국어 교육에서 

초급 단계에서는 ‘사용’의 원리가 고급 단계에서는 ‘푼화’의 원리가 중점이 

되듯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사용’의 원리에서 ‘문화’의 원리 

를 적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학습 모텔을 생각뼈야 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의사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학습이 

나 문학 학습으후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구나 최 

근 들어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딩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 

라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한국 유학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학습의 필요 

성과 기대 수준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어 학 

습의 펼요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어 학습 방법론도 새 

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은 보다 고급스런 한국어 학 

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문학이 고급스 

런 언어 표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행위이자 

한국의 문화를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학습 방 

법론의 개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즉 문학을 통히여 한국어 

의 기초적인 의사 소통 능력은 붉론 고급스런 텍스트까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방법을 찾 

아보고자한다. 

3) 이용주 외 11003) ， r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기능J，사대논총~ 46집， 서울대 

사범대학， 11-1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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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이 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특히 한국 문학 

학습의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의 학습 방법론을 반성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과 그 실제 방법을 제안하그l자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재 구성이나 교육 내용의 교육적 위 

계의 문제 둥 한국어 교왜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I. 효댁어 교육에서 문학의 위상 

일반적으로 외국어의 학습은 의사 소통 능력 또는 사용으로서의 언어 

기능 신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도 효과적인 의사 소통 능력이나 사용으로서의 언어 기능 신장에 그 

일차적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외국어 

교육의 파행성은 일찍이부터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 

시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니는 현실에 대 

한 비판을 우선 들어보도록 하자. 

영어를 “습득”하기보다는 “배우기”가 강조되고， 영어의 “사용”보다는 영어 

의 용례에 대한 “지식”이 강요되고，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능동적 상호성보 

다는 수동성이 강요되고， 따라서 “영어”로 “의미"(meanings to be commu • 

띠cated)를 창출하기보다는 의미를 암기된 문형과 단어를 통해 모방/재생산 

하기가 강조되는， 협의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영어기능”을 습득하는 파행 

적인 영어 교육 문화를 양산해 낸다는 것이다. ( ... 중략…) 학생들의 어휘에 

대한 적정 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도 없이 수와 종류가 제한된 

어휘로 만들어진 교과서， 배우지 않아야 할 어휘를 내정했기에 어색한 

(awkward) 표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교과서， 문어 중심인지 구어 중심 

인지도 구별 안된 채 정해진 기본어휘로 꾸며지고 학생들의 홍미와 요구가 

배제된 무미건조한 내용의 교과서， 영미 문화적 관점이 결여된 채 문화적 일 

관성이 없는 교과서， 교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교과 활동과 교과 구성，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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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비실용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고안된"(contrived， non 

authenticl 묘사， 설명 일변도의 획일화된 문체와 문형으로 이루어진 교과서， 

감정이압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교과서， 언어의 문맥적(contextual) 이해 

가 불필요한 교과서， 문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여전히 획일화된 기능 중심 

의 연습으로 일관된 교과서， 논리적/문맥적 예측/분석/이해/응용/판단을 통 

한 독해를 허용하지 않는 교과서， 다 거기서 거기인 특성과 전문성을 잃은 

교과서， 양도 많지 않은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매력을 상실시키는 삽화， 끝 

을 내고도 간직하고 싶지 않은 교과서( ... 후략 ... )ι 

길게 인용한 위의 글은 우리 영어 교육의 파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의 실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교재로 널리 채택되 

고 있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교재 

는， 영어 교재처럼 문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기능 중심의 내용과 무미건 

조한 실용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1 서바이별(sur끼V머) 한국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교재가 그렇듯이 한국의 문화와 고급스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문학 작품이나 문학 현상은 학습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 

런 사정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지Bl플 양성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의 교과 과정에서도 쉽게 확인된 

다. 즉 이 과정에서는 한국어의 푼법이나 언어 학습이나 평가에 관련된 교 

과를 중심으로 총 64강좌 중에서 한국 문학 4강좌와 현F국 문화 2강좌가 

개설되어， 한국의 역사나 지리와 같이 지역 사정의 이해 차원에서 가'S쳐 

지고 있으며 :J) 그 내용 역시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함양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4) 어도션(1998) ， r영미문학과 영어교육J，증등 영어과 부전공 자격 연수~， 서울특 

별시 교원연수원， 153-155면‘ 
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1997, 1998, 1999학 
년도교과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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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문학은 한국 사정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뿐， 한국 

문학을 학습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기르거나 한국 문학이나 문햄1 

대한 말하기 또는 글쓰기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어 교육 지다 양성 기관의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서 

도 쉽게 확인된다. 실제로 한국 문학이나 문햄1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 

는 경우에도 지역 사정61에 대한 소개에 머물러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 

습의 자료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ïl 

그러나 문학~I은 언어를 학습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 

서 문학은 훌륭한 듣기와 읽기 자토￡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읽기와 

듣기라는 이해 과정을 통하여 상1와 말하기와 같은 표현 과정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이다. 즉 문학을 통하여 효과적인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 학습을 통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언어 교육에서 목표로 

삼는 제반 언어 활동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둥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었다. 

그리고 이같은 방법론을 택할 때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기초 

적인 단계에서의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 학습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인 언 

어 활동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 단계에는 문학 작품에서 일%에를 

바탕으로 풍부하게 구사되고 있는 구어적/관용적 표현 등을 학습할 수 있 

6) Gertraude Heyd, 이광숙 · 이성만 옮김(1쨌)， W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하 

우， 71-81면. 
7) 박갑수{l앉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J，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1 
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 14면. 

8) 여기서 문학은 한국 문학 작품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한국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을 지향하지만， 학습자에게 익숙한 자국의 문학을 학습 단계 

에 맞춘 한국어로 번역뼈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문학의 속성을 활용하는 

교수 · 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설체 중심의 구체적인 문화 작품에 한정되지 않 
는다. 

9) 윤여탁(1앉애) r문학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 

로J ， 중한인문과학연구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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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나아가서는 문학 언어의 특정인 심미적 언어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 

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수동적인 언어 무미건조한 언어가 아니라 능동적 

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한국어 학습 방법은 문학 작품이 인물들의 사상， 감정， 

관습， 소유물， 관계， 가치관， 태도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두려워하 

고 즐기고， 그들이 표현하고 숨기고 행동하는 것을 총체적으후 보여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나 효율적으로 학습의 목표 문화에 대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10) 이러한 경험이 문화와 연계된 의미를 이해하고 

비평적 사고를 갖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궁극적으로 언어 활동의 자료로서딴이 

아니라， 한국 문햄l 대한 학습P후 발전히여 보다 고급스런 언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은 한국 사정에 대한 이해룹 

넘어서， 보다 효과적인 언어 활동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가서는 

한국 문뼈 대한 학습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 

어 학습을 지향할 때， 한국어 학습은 문법이나 실용성 위주의 언어 학습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학습지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언어 학습쓸 

수행할수 있게 된다. 

III. 효댁어의 통합적 학습 방법과 문학 

이제 앞에서 논의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 학습을 통해 어떻게 한 

10) Gillan Lazar(J993), Literature αui LangL따'ge Teaching,’ A Guide fìx 
Tαu:hers αld Trainerτ， New York: Cambridge u.p" pp.l6~ J7(어도션， 위의 논 

문， 156변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서 이런 시각은 「문화와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로 발간된 이중언어학지 14호(]9!J7l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분 

야에 대한 땀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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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때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문학 지식이나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문학을 활용하 

여 언어 능력을 기르는 교육아 되어야 한다는 시실이다. 그래서 비교적 널 

리 알려진 문학 작품의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한국어의 표현 방법이나 한 

국인의 사유 방식을 학습하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김소월의 r진달래꽃」을 가르친다111면， 김소월이나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시적 표현의 효괴를 말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를 낭독하거나 읽 

는 활동을 통히여 시의 내용적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이상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즉 비유적 표현이나 강조의 표현 역설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의 실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문학 

의 속성을 배우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행11서 제시될 수 있는 교수 • 학습 내용은 우선적으후 

학습자의 언어 구사 능력에 맞는 제반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히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말 

하기， 글쓰기 중심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수 있다. 

1. 이 시에 사용된 어려운 어휘의 뜻올 알아보고， 이 어휘를 활용하여 짧 

은글을지어보자. 

2. 노래하기의 갈래로 이 시는 어떤 방식을 특징적으로 구사하고 있나? 
아울러 이런 표현의 효과를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 찾아보자. 

3.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표현의 효과를 말해보고， 이런 표 

11) r진달래꽃J파 같이 시적 언어가 구사된 시는 기초 단계에서는 학습 자료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상당한 한국어 능력을 소유한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나 문학을 

체험하는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제재보다는 반 

복적 표현이 두드러진 r봄 나들이」나 「학교종」과 같은 동요가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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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 찾아보자. 

4 만일 당신이 이 시의 시적 화자와 같은 처지라면， 어떤 행동과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를 글로 써보자. 

또는 만일 당신이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상대역이라면， 어떻게 대웅히여 

반응하겠는가를 이야기해 보자. 

5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에 대히여 나름대로 평가하여 밸” 

보자. 

이상과 같은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 

학적 표현이 지니는 심미적 정서의 세계를 이해하며， 한국인의 문빼 대 

한 직접적인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문학을 활용한 한국 

어 학습은 문학의 속성， 즉 노래로서의 시 또는 이야기로서의 소설을 활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노래와 이。비의 특성을 알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언어 활동으혹 발전시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통히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단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를 살펴보자. 특히 이 시는 12행의 비교적 

짧은 서정시이면서 나름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술시로1 노래와 

이야기의 특성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먼저 시를 읽고， 구체적 

인 학습 내용을 알아보자. 

여숭(女f曾)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느 산(山) 깊은 금텀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A)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Al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라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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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텀으로 갔다 

산(山)핑도 삶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띠)절의 마당귀에 여인(女A)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의 r여숭」 

우선 이 시를 읽는 활동이 끝나고 기초적인 어휘 학습이 끝나면 12) 시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고급 

단계에서는 문학을 학습하면서 기초적인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학습을 

하는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생활문 둥을 활용하여 언어 소통 

능력을 학습하는 기초 단계를 넘어서， 문학으로 표현되는 정서적이고 심미 

적인 언어 표현의 특성을 알아야 하교 나。}가서는 이런 특성에 대한 이해 

를 학습자들이 학습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시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작 

품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시의 내용에 대한 감상문을 

쓸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림이나 이야기， 또는 극본으로 바꾸어 표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표현 행위를 택했으며， 왜 그렇게 

표현했나를 각자 발표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를 넘 

어서 표현으로 대표되는 의사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이 시에 대 

하여 바랙l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한국어 학습은 사용의 원리를 넘어 문화 원리를 지향하는 것이 

며， 궁극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나 유용한 단순한 의사 소통 능력뿐만 아 

12) 기왕의 한국어 교재는 이 단계에서 교수 · 학습을 멈추고 있다， 예를 들변 고려 
대와 서울대의 한국어 교재는 보조 자료로 다양한 문학 작품올 활용하고 있으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의 한국어 교재에는 학습 활동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않 

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한국어 교재 4-6급의 경우에는 어휘 학습 

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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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문학 학습을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히는 교육”으로 니아갈 

수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의 고급스런 단계에서는 단순한 의사 소통 능력 

보다는 문화적 이해와 표현이나 해당 학문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표현을 

지향한다는 섬에서， 이런 한국어 학습의 방향은 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상의 학습 과정에서 문학은 다른 실용적인 텍스트、 예를 들면 팝플렛， 

만화， 광고， 서류， 신문 기샤 잡지에 실린 잡담 및 논평， 영화평， 여행 기록 

등과 같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런 고려를 통히여 실용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의 문 

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표현 매체나 문학적인 텍스트를 활용하 

는 한국어 교육은 실용 중심의 획일성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정서적， 심미적 표현에 대한 이해 학습을 통히여 창 

의적인 사고 능력을 함C함}여，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 글쓰기와 말하기로 

발전시킬 수있게 된다. 

N. 효백어 교육에서 위계화(位階化) 문제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 

육의 교육 과정이나 교재에 대한 재검토가 새롭게 요청된다. 앞에서도 논 

의한 바와 같이 기왕의 교육 과정이나 교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문법이 

나 실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 소개를 넘어서는 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l:IJ반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과정 설계와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교재의 내용 구성의 문제는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13) 김광해 외(1맛)8)， W초등용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 

구소 연구 보고서 

김대행(1앉)8)， r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셜계 J，국어교육연구~ 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중신(1gç핀)， r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J，문학교육→장(場)의 새로운 구성을 

위하여~， 한국문학교육학회 제14회 학술대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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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적 모색을 수용하면서， 한국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 

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왕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교재 구성의 문제점 

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41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어학연 

구소의 『한국어Jl l은 제재， 발음， 어휘와 표현， 연습1 ， 연습2로 교재가 구성 

되어 있으며， 제재의 내용은 전적으로 설용문 일변도15)로 편성되어 었다. 

그리고 이런 교재 구성의 원칙은 학습 단계가 올라갈 경우에도 그대로 답 

습되고 있으며， 다만 어휘의 양이 늘어나고 표현의 난이도가 어려워질 뿐 

이다. 이런 점은 자국어 교육이라는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어의 기 

초를 학습하는 초등학교 국어 학습과도 거리가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에서는 최근 들어 문학 작품을 활 

용하는 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16) 더구나 최근 인문학의 위 

14) 박갑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J ， 12~16변. 

노명완(998)， r 한국어 교육 자료의 체제 분적 단원 구성을 중심으로J，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의 제문제~， 1998년도 이중언어학회 전국학술 
대회1 잃 ~48변. 

15) 최근 한국어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 
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기존의 한국어 교과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 
과같다 

예비편， 1과 이것은 무엇입니까'1， 2과 이것은 시계입니다.， 3과 안녕하십니까'1， 4 

과 여기는 어디입니까'1， 5과 식당에 가십니까?， 6과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1， 

7과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8과 내 방은 3층에 있어요， 9과 어제 무엇을 했어 

요'1， 10과 어디에서 오셨어요'1. 11과 거기 김 선생님 댁입니까'1， 12과 이 사과는 

한 개에 얼마입니까'1， 13과 뭘 드릴까요?， 14과 어서 갑시다， 15과 버스를 탑니 
다， 16과 내엘 저녁에 바쁘세요.'1， 17과 가족이 몇 명이세요'1， 18과 야구를 좋아하 
세요'1， 19과 어제는 내 생일이었습니다， 20과 경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21과 옷 

을 한 별 사고 싶어요， 22과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23과 감기에 걸렸어요， 

24과 무엇플 드시겠습니까'1， 껑과 나는 일곱 사에 일어납니다.， 26과 오늘은 내가 

차값을 낼게요， 27과 겨울 방학에 무엇을 하시겠어요'1， 28과 책방에 가려고 합니 

다， 29과 한국톤으로 바꿔 주세요.， 30과 어떤 영화였어요'1， 찾아보기 
16) 어도선， 위의 논문 참조 

손동철(l앉꺼)， r읽기 연극을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J，영어 교수 • 학습 방법론~， 
한국문화λ}， 273~31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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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대학의 학부제 경향이라는 국면을 맞이하여， 외국어를 언어 구사 

능력의 차원에서 학습하는 방식보디는 외국 문학과 문햄1 대한 소개를 

지향하는 학습 내용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문적 

(入門的) 활동을 통하여 외국어 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의 선택은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다양화되는 경향과도 관련 

이 었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개발하는 한국어 교재 구성의 혁신이 절실히 요 

청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어 교재의 다양화와 위계화의 문제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먼저 꽤 개발 과정에서 문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편 

적인 기준171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제재를 통하여 제반의 언어 활동을 수 

행하는 방뺨11서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히여 학습X에게 

홍미 있고、 발전 기능성을 고려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언 

어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 

인 언어 능력 함햄1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뼈 절대적 의미만을 

반복하여 암기하는 어휘 학습보다는 문화적 배경 학습을 고려하면서 어휘 

사용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학습IH이 되어야 한다. 즉 한국어의 문맥 

적 활용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빙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문학 작품을 활 

용히여 정서적 차이를 이해하는 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 과정과 교재 구성에서 항상 고려할 사항의 학습 제재와 

학습 내용의 위계화 문제페 

17) 영문학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D 작품 내용의 문화적 측면， (2; 작품 
의 내용(흥미 있는 소재， 주제)과 학생들의 현실， 필요， 목적， 흥미와의 연관성， (3) 

작품에 쓰여진 언어의 수준과 종류，d) 다양한 교과/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 

과 자료(CD-rorn， videotapes, cassettes, pictures, charts, exer디ses ， etc.l, C5l 구 
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Aebersold, Jo Ann and M따y Lee Field, From Reader to Reading Tlαu:her， 

Cambridge: Cambridge u.P. , 1때， 157면.(어도선， 위의 논문， 157변에서 재인용) 

18) 박갑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참조 
19) 이 점에 대해서는 자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위계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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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일상 언어보다는 난해하고 심미적 활동 맥락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 

초적인 언어 학습 단계보다는 고급의 언어 학습 단계에서 주로 고려하여 

야 한다. 그래서 기초 단계의 경우셰는 반복적 표현이나 기본적인 표현 방 

식을 구사히는 동화나 민담， 동요나 노래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 문학의 정전(正典)적인 위상을 지니면서 풍부한 언어 활 

용의 예를 보이는 문학 작품을 자료로 선택하여야 한다.때) 

아울러 학습의 내용도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어휘 습득이나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고급 단계에서는 이런 어 

휘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감정이나 사상올 표현할 수 있는 활 

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보다는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 

하는 표현을， 일상 언어보다는 문학 언어를 상위 단계에서 배려하는 학습 

내용을 구성히여， 효과적이고 풍부한 언어 구사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이런 

단계별 학습 내용은 면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학 학습을 통해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를 실현하면 

서， 문학을 통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적 언어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 학습을 실천하는 방향에서 위계화 

의 문제를 고려히여야 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 

교재의 위계화 문제는 외국어 교육 이론과 교육 과정이나 교재는 물론 자 

국어 교육의 이론이나 교육 과정， 교재와의 관련성도 같이 고려하여 구성 

다음의 글들이 참고될 수 었다 

김중신O~)， r소셜 감상의 유형과 소설 교재의 위계화J，소셜감상방법론연 

구.n ， 서울대 출판부 
김대행(997)， r영국의 문학교육-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사 J，국어교육 

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44-45면. 

윤여탁(997) ， r현대시 제재의 교육적 위계({패皆)에 대한 연구J，국어교육.~ 95 

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 예를 들면 초급 단계에서는 동요인 「봄 나들이 J ， 중급 단계에서는 민요인 「아리 

랑J ， 고급 단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현대시가 제재로 선돼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시의 경우에는 다른 문학 갈래보다 시적인 정서적이고 문맥적인 언어 표현이 

특정적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위계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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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위상과 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학이 지역 사정 교육 

의 자료를 넘어， 통합적 의사 소통 능력인 언어 활동의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문해 대한 체험이나 고급스런 언어 학협l도 도웅이 됨 

을 날혜고자 했다. 아울러 문학을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할 교육 과정이나 교재 구성의 문제 특히 위계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 방향은 그동안 한국어 교육이 그 오랜 연원에도 불구하고 제 

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아울러 문제점 

은 앞에서 언급한 교육 방향이나 방법， 교재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 

인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하드왜어적인 요인 

들 모해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일관 

성 있게 추진하는 기관이 없는 점이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치 

고 연구히는 교육 기관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문회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한국어 교육을 남의 

일로 떠넘기거나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교육 • 연구 기관은 %볍성에 눈이 어두운 실정이다. 순수하게 한국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관심을 가 

진 일부 연구자들이 개인의 희생과 봉사 정선을 요구하는 부수적인 업무 

차원에서 일을 맡고 있다. 필요의 요구에 합당한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을 하루 속히 반성하여 하드워l어 j댄에서의 일관성이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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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지도자 양 

성을 시작송}였고， 일부 대학원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연구 논문들이 간행되 

고 있으며，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획 연구가 점차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어 교육이나 연 

구 수준 역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실제는 

앞으로 개선하고 합의할 점이 너무도 많이 산재(散在)히여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학부 또는 전공이나 대학원의 설립이 우선 

적으로 요청되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은 물론 재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전문화를 통히여 한 

국어 교육의 교수법， 교육 과정， 교재 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때， 지금 

처럼 획일적인 문법 중심， 실용 생활 적응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지양될 

수 있다. 즉 실용적인 의사 소통의 필요성， 한국 문화에 맞고 교양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사랍의 필요성， 한국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의 필요 

성 등과 같은 학습자의 다양한 요큐~l 맞추어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요궈1 부응히여 한국어의 학 

습 단계는 위계화의 문제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한국어 교해 대한 연구는 자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은 물론 외국어 교해서 연구된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히여야 한다 211 이런 점은 특히 최근 언어 교육에서 새롭 

게 제기되고 있는 문화 교육적 측면이나 매체 언어 교육의 관점에도 관심 

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다 

매체를 활용히는 언어 교육의 실제를 적극 수용하여 한국어 교육의 방법 

론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21) 이런 측면은 외국어 교육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교수법(문볍 · 번역법， 직접 
교수법， Audio-Ji명ual approach, Total physical response, 침묵법， Community 
langu맹e learning, 암시법， 자연법， Communitive approach, Perforrnance based 
instruction)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히여， 진정으로 한국어 교육에 맞는 교수 

법이나 방법론올 찾아야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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