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學敎育 成果 測定*

金大幸 •• 

1. 測定의 .111와 背景

1. 敎育과成果 

어떤 일이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결과’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원 

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이고1 철학적으로는 ‘내부적 

의지나 동작의 표현이 되는 외부적 의지와 동작 및 그곳에서 생기는 영향 

이나 변화’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도된 행위는 그 결과가 긍정적이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도된 행위의 긍정적 결과를 

‘성과’라고 승}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위의 의도 또는 성격과 과정에 따라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도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과는 긍정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성과’라는 

말을 ‘보람’으로 순화할 것을 제안하는 국어사전1)이 있음은 이를 입증한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1)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J ， 두산동아 19!갯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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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의 의미를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 

랑스러움이나 지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일의 가치’로 풀이하고 았음을 보면 

‘성과’에 함축된 긍정적 지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교육에서 성과를 문제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의도된 행 

위는 궁극적으로 성과를 지향히는 것이며， 교육처럼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 

로 정착된 행위는 그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기대가 

과연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교육답고 보람 있는 교육을 위해서 

꼭 펼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행위가 지니고 있는 기대는 교육의 ‘목적’이 랩 줄 수 있 

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을 살피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 자체가 지닌 본질이며 내용 또는 기제 둥과 

깊은 관계를 가질 뿐더러 교육의 여러 측면을 결정하는 사회 제도， 역샤 

욕구， 관점 등 환경적 요인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이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의 두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점이나， 

교육의 목적이 내포하는 요소로 마음， 幸福 ￥|處 鋼했， 正義 德 A格 등 

참으로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는21 점을 보더라도 교육의 목적을 한 자리 

에서 살피끄} 하는 일은 만해 가째진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교육을 한다.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교육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교육을 택하는 것은 본능의 문제라기보다 

관습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욕구와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그 목적을 생각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기는 해도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것을 헤아려서 교육의 성과를 

논의하는 일은 능력 밖의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 자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2) 이상 교육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은 김정래교육의 목적J ，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대백과사전~， 1008, 689-695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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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하고자 효}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무런 의문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문학교육이 어떤 기대를 앞세우고 있으며 그 성과가 어떠한가를 헤 

01려 보-^t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지만 초점을 정하 

여 제한된 관점올 가진다면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까닭 

은 기대와 결과의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文學敎育·成果·測定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이 기대하는 H까 무엇인가는 교수 • 학습의 준거가 

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교육의 틀을 

세우고 또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교육 

과정은 그에 근거히여 편찬되는 교과서와 더불어 교수 • 학습의 목표 및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기대 

는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상의 문학교육 목표와 교수 • 학습의 결과를 대비하면 

성과의 측정이 기능하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 

행되는 일을 교육 평가라 하며 이론적으로는 교육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하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을 심판하거나 단정하기 

위함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인의 쩨를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31 

이론적으로 이러하므로 교육 평가는 교육과정이 의도한 대로 학생들에 

게 바람직한 교육적 성취를 가져 왔는가 õ}는 타당성의 평7까지를 겨냥 

할 때 진정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말해 주듯 실제 

로 학교의 교육 평가는 학생 개인의 학습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왔고 그 

결과도 학생 개개인의 쩨를 분별히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3) 김상원교육 평가J ，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교육학대백과사전에 

19!힘， 791-7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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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상의 문학교육 목표가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이 

루어 낸 성과가 무엇인지를 개인이 아닌 집단의 기준에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해진다. 이는 마땅하지만 새삼스러운 일이기까지 하다. 우리의 문학 

교육과정이 학자들의 논란 가운데서 그 타당성과 효율성이 논의되기는 하 

였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핀 일은 그리 혼하지 않 

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을 하그l자 한다.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문학교 

육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해 

봄으로써 목표와 성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따 

라서 이는 일종의 문학 교육과정 평가라고 할 수 있다. 

II. 成果 測定을 위한 옐!쩔텀樓 再認홉훌 

l. 學習目標分類

학습 목표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일찍이 그리고 폭넓게 영향을 끼친 이 

론서로는 블룸(B. S. Bloor피 둥이 저술한 『교육목표분류학'.JI (Taxmany cf 
EdJ.JCati’αrJ1 얘;ectives)을 꼽을 수 었다. 認細얀 領歐l 원저는 1됐년에， 

情範얀 鋼빼 원저는 1004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나리셰는 100'맨에 번역 

소개된 이 책은 이 방면의 가장 체계적인 분류 이론서로 꼽힌다41 

4) 황정규정의적 특성의 평가J ，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교육연구소 면교육학대 

백과사전~， 하우동설， 1997, 2329면. 인지적 영역은 Be띠때lin S. m∞m이， 정의적 
영역은 David R Krathwohl, Be띠뻐피n S. Bloom, Bertram B. Masia 셰 사람이 
펴냈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임의도 · 고종열 · 신셰호 공역교육목표분류학(1) 
지적 영역』과 임의도 · 진위교 · 고종열 · 신세호 공역으로 출간(1967， 배영사)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 번역본이 19&3년 교육과학사에서 재출판된 것올 참고하되 

용어가 근래에 바뀐 것은 그에 따라 수정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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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술의 특징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인지적 · 

정의적 영역의 특성에 따라 목표를 분류한 점인데， 인지적 영역은 단순성

복잡성의 기준팩l 따라 목표를 여섯 가지로 위계화하였고， 정의적 영역은 

정의가 어느 정도 개인의 심충 구조로 내면화하는가 하는 내면화의 원리 

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 認知的領域

교육의 목표를 위계적 판점에서 분류하고 있는 이 책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히여 제시한다. 

1.00 知識Omowl어ge) 

1.10 特珠事象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specifics) 

1.11 용어에 관한 지식(knowl어ge of 따minology) 

1.12 특수 사실에 관한 지식(knowl어ge of specific facts) 

1.20 特珠事象을 다루는 방법과 수뺀1 관한 지식(때owl어ge of ways 

and means of d얹ling with s야x:ifics) 

1.21 형식에 관한 지식 (knowl어ge of conventions) 

1.22 경 향과 순서에 관한 지식 (knowl때ge of trends and sequences) 

1.23 分類와 類텀 에 관한 지식 (knowl어ge of classifications and 

categories) 

1.24 準據에 관한 지식(knowl어ge of criteria) 

1.25 방법론에 관한 지식(때owl어ge of methodolc땅y) 

1.30 보편적 • 추상적 事象에 관한 지식(knowl어ge of the universals 

and abstrac디ons in a field) 

1.31 원리와 통칙에 관한 지식(knowl어ge of principles and general

ization) 

1.32 학젤과 구조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theories and structure) 

2.00 理解(comprehension)

2.10 번역( translation) 

2.20 해석(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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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추정(앉trapolation) 

3.00 適用(application)

추상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 용법이 없이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 

선택된 추상 개엽(원리， 이론， 아이디어， 방법)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녁
 
염
 4.00 分析(없뻐lysis) 

4.10 요소의 분석(analysis of elements) 

4.20 관계의 분석(analysis of relationships) 

4.30 조직 원리의 분석(ana1ysis of org뻐iza디ona1 principles) 

5.00 *示合(synthesis)

5.10 독특한 의사전달 자료의 창조(production of a unique communi 

ca디on) 

5.20 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pr얘uc디on of a plan, or proposed 

set of 0야rations) 

5.30 추상 관계의 도출(derivation of a set of abstract relations) 

6.00 評價(eva1uation)

6.10 내척 증거에 의한 판단(judgement in terms of intema1 evidence) 

6.20 외적 준거 에 의 한 판단(judgement in terms of ex않ma1 cri따ia) 

이처럼 블룸 등은 인지적 영역의 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 

가의 여섯 단계로 분류한다. 교육 목표를 삼각형으로 가정할 때 지식은 그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것으로 가장 넓으며 기초적이면서 나머지 다섯 가지 

목표의 기반어 되는 것이다. 반면에 평기는 꼭지점에 가까운 가장 높은 부 

분으로서 최종적이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단계적으로 위치하게 된다. 말하 

자면 평가에 이르는 인지적 능력은 최종적이고 고치원적인 목표가 된다. 

이 책이 제시한 교육 목표의 분류에서 주목해야 합 부분은 지식과 나머 

지 다섯 가지 목표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지식은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자 성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 책은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예 · 기능+지 

식=능력’이라는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랩면 지식이 바탕을 이루 

면서 그것이 기능 또는 기예로 발전할 때 이를 ‘능력’이라고 부른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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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 목표 분류를 기준으혹 삼는다면 교수 • 학습 목표에 나오는 

‘안다’ ‘이해한다’ 동은 대체로 지식에 속하교 ‘할 줄 안다’나 ‘할 수 있다’는 

나머지 다섯 개1 목표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핸 기능에 해당하게 된다. 

q. ↑홉意的 領域

정의적 영역은 태도 흥미， 재깨념， 동기 동을 포함핸 영역이다. 인 

지적 영역이 주로 지적 측면을 말하는 데 비하여 정의적 영역은 감정이나 

정서에 관련되는 것으로 비인지적이다. 예컨대 국어를 잘동}는 것과 국어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특성으로서 전자는 인지적이고 후자는 정의적이다. 말 

하자면 정의적 영역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영역이다. 

문학은 그 향유가 곧 경험이자 그 최종척 귀착점이 감동이고 감화라는 

점만을 보더라도 문학의 학습은 정의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 

서 정의적 목표의 분류가 설문의 설명항 작성에 참고되었다. 블룸 둥이 분 

류해 보인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61 

1.0. 感受(receiving)

1.1. 感知(awareness)

1.2. 자진 감수(willingness to receive) 

1.3. 선택척 관심 (contIηHed or selec뼈 a없ntion) 

2.0. 反應(responding)

2.1 묵종 반응(acquiescence in responding) 

5) 이 용어의 사용을 통해 우리는 국어교육을 ‘기능’ 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 
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용어 사용임을 반성해l에 이른다. 기능은 기술과 동의어 

가 되기 쉬운데 그 까닭은 지식이 바탕을 이루지 못할 때 단순한 훈련으로 나아 
가는 병폐 때문이다. 주방장 훈련과 영양사 교육， 사병 훈련과 장교 교육의 차이 
로 비유될 수 있는 기능과 농력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여기서 재확인 

된다. 

6) D. R. Krathwohl & B. B. BI∞m & B. B. Masia, TaxlαIαny cf E닝U∞tiαr:d 

얘ieαives， HandbαJk 2. Atfective Dαmin. NY : Mckay.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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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진 반응(willingness to respondl 

2.3. 만족(satisfication in response) 

3.0. 價{直化(v외띠ng) 

3.1. 가치 수용(accep떠nce of a va1uel 

3.2 가치 채태(preference for a va1ue) 

3.3 확.{l (commitment) 

4.0. 組織化(아g때zation) 

4.1. 가치의 개념화(conceptu메zation of a v외ue) 

4.2 가치 체계 조직 (organization of a va1ue system) 

5.0. ^格化(characterization by a va1ue or va1ue complex) 

5.1. 일반화된 행동 태세(genera1ized set) 

5.2. 인격화(charact앙ization) 

이러한 위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맨 마지막의 인격화 

를 위해서는 첫단계의 감수를 출발점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 

의적 영역의 구체적 요소로서 정의적 특성을 구성하는 것은 홍미， 태도 

지아개념， 동기， 인성， 가치(관)로 재분류하기도 한다71 

2. 成果 測定을 위한 學習目標 分析

성과 측정의 비교 기준은 학습 목표와의 관련에서 찾는다고 하였다. 따 

라서 학습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 구조를 분명하게 인식효}는 일 

이 필요하다.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문학 작품을 교수 • 학습하는 단원은 교육 

괴정의 취지에 따라 그 내용을 설정한 대단원이 있어 여기에 ‘단원 학습 

목표’가 제시된다. 이어 단원의 교수 • 학습 요소를 벌r히는 ‘단원의 길잡이’ 

가 있고 여기에 다시 ‘학습 목표’라는 것이 제시된다. 또 그 아래 소단원에 

해딩히는 문학 작품이 제재로 실려 있는데 그 작품들을 뭉뚱그려 ‘제재별 

7) 황정규， 앞의 글， 껑30-잃J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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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 다시 3-5개의 항목에 달하는 학습 목표가 

제시된다. 

따라서 교과서에 실린 작품 한 편을 교수 · 희습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학 

습 목표는 단원， 길집어， 제재의 세 차례에 걸친 학습 목표를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효가 10여 개를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단원의 길잡어와 

제재별의 학습 목표는 대체로 단원의 명칭이 시사하는 교육과정상의 목표 

와 홉사하며 동어반복인 경우가 상딩하다. 

그 한 예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 ‘시의 운율’에 실려 있는 r엄마 

야 누나야」에 대한 학습 목표를 살펴본다. 

대단원의 학습 목표로는， 

(1) 시와 산문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2) 시의 운율에 대하여 알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한다. 

(3) 시의 운율과 분위기를 살려 낭송할 수 있다. 

(4) 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5) 사를 즐겨 읽고，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상 다섯 가지가 설정되어 있고1 단원의 길집이에서는， 

(1) 시와 산문이 운율상 어떻게 다른지 안다， 

(2) 시의 운율에 대하여 알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한다91 

의 두 가지가 설정되어 었다. 또 시조 두 편을 포함하여 전체 일곱 편의 

시를 지도하는 제재별 학습 목표로는 

(1) 시의 운울과 분위기를 살려 낭송할 수 있다 

(2) 시의 운율에 대히여 알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한다. 

8) 교육부중학교 1-1 교사용 지도서J ， 1900, 26면. 
9) 위의 책，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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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4) 시를 즐겨 읽고，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태도를 가진다 10’ 

의 네 가지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학습 목표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목표 가운데 단원 

학습 목표가 가장 포괄적이며， 길접어 목표는 지식을 주로 강조하고 제재 

별 목표는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를 선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학습 목표는 ‘단원 학습 목표’에 제시된 

다고할수있다. 

단원 학습 목표는 대체로 4-6개 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 

1-2 또는 1-3항은 주로 지식 영역의 교수 • 학습을 겨냥하는 것이고 3-

4 또는 4항 하나 정도가 기능 영역에 해당송}거나 때로는 기능 영역이 없 

는 경우조차 있다. 그리고 각 단원의 마지막 항은 대체로 ‘α〕하는 태도 

를 가진다’라는 정의적 영역의 목표로 되어 있다. 

이 중 특기할 것은 학습 목표에 ‘이해한다는 표현이 있어 이를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에서 다룬 이해(corr뼈냥let1sÍon)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이해가 아니라 지식에 해당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시의 운율에 

대하여 알고 어떤 기능을 히는지 이해한다고 진술된 목표는 블룸이 이 

해 활동이라고 말한 번역(없n영ation)， 해석(irr뼈pretation)， 추정(extra 

lX)lation) 셋 중 어디에 속한다기보다는 보편적 • 추상적 사상에 관한 지식 

가운데 원리와 통칙에 관한 지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 

면 r엄마야 누나야」의 학습 목표 가운데 1-2항은 지식， 3-4항은 기능， 5 

항은 정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여타 단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기 

능보다는 지식에 더 많은 중점이 놓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점여 특이하다. 

예를 들어나그네」가 실려 있는 ‘시의 언어’라는 단원의 학습 목표는， 

10) 위의 책， 28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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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를 시 작품올 통하여 이해한다. 

(2) 시와 산문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시어의 특정올 이해한다. 

(3) 한 편의 시에서 시어가 어떤 의미와 역할올 하는가를 안다， 

(4) 시어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5) 시를 즐겨 읽고， 참다운 삶의 모습과 아릅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기 
른다 111 

로 되어 있다. 앞서 살펀 바와 같이 1-3항은 지식， 4항이 기능'， 5항이 정 

의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처럼 단원에 따라 다소의 들쭉날쭉은 있으되 

전체적으로 보아 지식 영역에 3)0/0, 기능 영역에 Z)%, 정의 영역에 Z)% 

정도의 비중이 놓여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학습 목표의 설정이 이러하므로 그러한 학습 목표의 성취도가 어떠한가 

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학습 목표는 대단원의 그것으로 삽으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에 포함된 세 영역을 구체적 행동으로 

묘사한 설명향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반웅을 측정한 것이다. 

N. 成果 뼈IJ定의 經過

l. 設問 問項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준 물음은 다음과 같다. 

〈선택형〉 

1. r엄마야 누나야」를 배우고 나서， 

@ 운율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 파도소리를 듣고 운율올 떠올리게 되었다. 

@ 운율적으로 말하는 법과 리듬감 있게 노래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11) 교육부 r중학교 2-1 교사용 지도서~， 1996, 83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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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도웅이 되지 않았다. 

2. r나그네」를 배우고 갖게 된 생각은? 

@ 보통 쓰는 말과 다르다. 

@ 나그네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 박목월의 다른 작품을 읽고 싶어졌다. 

@ 잘모르겠다. 

3. r청포도」를 배우고 나서 갖게 된 생각은? 

@ 이육사라는 시인의 생애를 알게 되었다. 

@ 차분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사랍의 모습을 떠올혈 수 있었다. 

@ 한 편의 그림을 생각하며 사를 써 보고 싶어졌다. 

@ 별 느낌이 없었다. 

4. r성탄제」를 읽고 배운 점은 무엇인가? 

CD 산에 갈 때 산수유 열매를 찾아보게 되었다 
@ 눈보라치는 겨울밤 귀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생Zf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잘모르겠다. 

5. 이황의 시조 r청산은 어찌하여」를 배우고 나서， 
CD3장 6구라는 시조의 형식과 특성을 알게 되었다. 

@ 청산을 통해 삶의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깨닫게 되었다. 

@ 작품을 통해서 옛 선비들의 학문하는 자세를 생각하게 되었다. 

@ 나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6. r소나기」를 배우고 나서， 

@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 이성간의 만남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묘사된 시골 풍경의 아늑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 잘모르겠다， 

7. r큰 바위 얼굴」을 읽고 얻게 된 이로운 점이 었다면 무엇인가? 

CD 이야기를 짜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 어니스트의 삶이 나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 

@ 호오돈의 작품을 더 찾아 읽게 되었다. 

@ 잘모르겠다. 

8. r토끼전」올 배우고 나서， 

CD 고전소셜의 특정과 판소리 수궁가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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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처럽 영리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올 알게 되었다. 

@ 아무 생각이 없다. 

9. r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 어머니의 말로 이야기했다면 글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 어른들의 심리는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 사랑의 복잡한 심리를 조금 알게 되었다. 

@ 별 느낌이 없었다. 

10. r방망이 깎던 노인」올 배우고 나서， 

CD 수필의 형식이 ‘무형식의 형식’임을 알게 되었다. 
@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인간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노인의 장 · 단점과 장인 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아무 생각이 없다. 

11. r메모광」을 읽고 난 후 

@ 지은이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남올 알게 되었다. 

@ 메모를 생활화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 주변의 사소한 소재도 글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12. r원술랑」을 읽고 

CD 영화와 연극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 사람들 사이의 갈둥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주인공의 태도를 통해 조국애를 느끼게 되었다. 

@잘모르겠다. 

〈서술형> 

13. r상록수」에 나오는 교실의 풍경을 fi)자 이상으로 써 보라. 

대상 작품의 선정에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었고， 응답자가 부담을 느끼 

않도록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작품 가운데 현대시 4편， 고시조 l편， 현대 

소설 4편， 고전소설 1편， 수필 2편， 희곡 1편 등， 모두 13편의 작품을 대상 

으로 하였다. 각 학년별 균형도 고려는 하였으나 각 학년 동수보다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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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습한 바를 기억하기 용이한 2학년 교과서에 실린 작휩1서 절반 정 

도를뽑았다. 

선택지의 배열은 @번에 지식(뼈떼어ge) ， (2)번에 기능빼11)， @번에 

정의(짧6::tion)에 해당흩}는 반응을 나타내는 구체적 묘사로 된 설명항으로 

하였다.@는 특이하게 아무런 반응이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상태를 지 

청하는 설명항이다. ‘모르겠다든가 ‘별 생각 없다’ 풍의 설명은 문학 작품 

의 학습이 인지적으로도 정의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행동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유일한 선택이 

요구되는 선택지에서 이러한 항목을 선택하는 일이 그다지 혼치 않을 것 

으로 예싱송}였다. 

이러한 네 가지 선택항 가운데서 하나만을 고르게 함으호써 최우천적인 

반응이 어디에 어떤 분포로 집중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교육어 겨냥한 목표가 어떤 생파에 이르는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가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집단적 분포는 개인의 성취나 차이를 넘 

어서서 전체적인 동향을 말해 줄 것이므로 이를 통히여 문학교육의 성과 

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 調캡 調훌對象 

설문 조사는 100J년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10 

개 중학교의 3학년 한 학급씩 10개 학급 총 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 가 여자중학교-경기도 부천시 역곡통 소재 

@ 나 중학교-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 다 중학교-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 라 중학교-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 마 여자중학교-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소재 



@ 바 여자중학교-서울시 관악구 신립동 소재 

@ 사 중학교-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 아 중학교 서울시 영풍포구 대림동 소재 

@ 자 중학교-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소재 

@ 차 중학교-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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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가 문학교육에 대한 일반적 반웅을 아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 

에 교육 환경이나 교사의 수업 진행이 상이한 데 따라 학교별로 나타날 

수 있는 섬세한 차이는 애당초 고려에 두지 않았으며， 실제로 학교간에 두 

드러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섬세한 차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 

지만 특정 학교에서는 색다른 반웅을 보이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환경이나 교사의 특성에 따라 교수 •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 

는 문학교육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것이 획연하 

게 두드러지거나 일반적이라고도 하기 어렵고1 또 이 조사는 전체적인 경 

향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차이는 무시하기로 한 

것이다. 

1II. 調훌 結果의 順向 分析

1.-搬성順向 

가. 無意味 쪽에 높은 반응 

중학교 3학년생 총 346명을 대상으혹 설문 조사된 선택형의 모든 항목 

을 종합한 전체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CD 19.4% c2l 26.7% CID 32.1%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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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답이 보여준 이러한 분포는 예상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중 가 

장 충격적인 것이 @번항에 21.89염} 높은 응답을 보였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항은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나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 

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고 보면 중학교에서 학습한 문학교육의 결과가 

많의 학생에게는 교육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뜻이 된 

다. 지금 설정된 문학교육의 목표가 타당했는가 하는 점과 함께 깊이 음미 

해야할현상이다. 

다음은 @번에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2.1%의 학생이 웅답을 함으혹써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번이 a3.7%로 V~ 학생 

이 반응했고， CD번이 가장 적어 19.4%의 학생이 반웅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포는 이 반웅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점 

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앞에서 살핀 바 있듯이 @번은 지식에 해당하는 성취를 구체화한 반웅 

이고 @번은 인지적 영역 가운데서도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개뜯 기 

능 관련 반응이다. 그리고 @번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반응아다. 이 

모두를 아울러 생각하면 문학 작품을 학습한 학생들의 성과는 주로 정의 

적 반응을 비롯하여 인지 영역에서도 상위인 기능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기는 후술한다. 

나. 왔述形 應答의 공허함 

「상록수」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고，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교실 

풍경을 m자 이상으로 써 보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학생들의 주된 반 

응은 대체로 ‘잘 모르겠다’로 요약될 수 있다. 또 밍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 

했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10자 이내의 응답을 보였다. 최근 수행 평가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서술형에 대해 그리 낯설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이는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쓰는 일 자체를 성가신 

일로 여기고 였다는 인상적 느낌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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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길게 서술을 한 학생조차도 “그 때의 학생들은 참 재미있었겠 

다라든가 “선생님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동 질문이 요구한 것과는 전 

혀 방향이 다른 인상이나 느낌을 서술한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화 

제와 상관없이 생각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자기 자신이 하고픈 말을 하 

고 마는 데 관심이 주어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서술형의 설문에 대한 반응은 매우 공허한 것이었다. 문학교육만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국어교육 전반이 그러한지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 

는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장면과 화제 등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상딩히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B까 무엇인가를 새삼 재질문하게 만든다. 

2. 作品別反應의 順向

가엄마야 누나야」 

이 작웹l 대한 학습 목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러한 목표를 설 

정하고 학습한 결과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은 디음과 같다. 

* r엄마야 누나야」를 배우고 나서， 

@ 운율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20.5%) 

(2) 파도소리를 듣고 운율을 떠올리게 되었다. (8.4%) 

@ 운율적으로 말하고 리듬감 있게 노래하게 되었다. (46%) 

@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1%) 

이 작휩l 대한 반용11서 일반적 경향과 관련하여 @햄l 높은 반응 보 

인 점이 주목된다.@항은 진술이 내포하는 영역적 특성이 명쾌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 설문은 기능 영역의 ‘적용’과도 관계가 깊으면서 ‘태도’가 

운데서도 일반화된 태세로 굳어졌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던 설문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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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은 특이하다. 

더구나 이 작품의 학습 목표와 관련한 진술 어디에도 이러한 학습 목표 

는 없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또 교사용 지도서의 어디에도 이런 결과와 

연결되는 진술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학습 목표나 학습 지도 내용 모두 어 

디서도 의도하지 않았던12) 반응이 나타난 것은 주목을 요한다. 

나나그네」 

이 작품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 5단원 ‘시의 언어’에 실린 여섯 

작품 가운데 하나고 앞에서 이미 살핀 바 있듯이 단원 학습 목표가 강조 

하고 있는 것은 단원의 명칭에서 짐작되듯이 시의 ‘언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1-3항은 지식， 4는 기능， 5는 정의 영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 내용도 이와 홉사한데 그나마도 (5)향을 구체화한 지도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다.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r나그네」를 배우고 갖게 된 생각은? 

@ 보통 쓰는 말과 다르다. (9%) 

@ 나그네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43.4%) 

@ 박목월의 다른 작품을 읽고 싶어졌다. (13%) 

@ 잘 모르겠다. (34.6%) 

반염1셔 주목할 만한 특이성은 기능에 해당하는 그것도 종합력에 해 

당하는 항랙1 반웅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표나 지도 내용이 마 

련되지 없다는 점과 학생들의 반응이 여기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특히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집중적으로 시의 언어에 대한 학습을 겨냥 

12) 교육부중학교 l • 1 교사 지도서 .1. 1앉~. 26-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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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헤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했어야 할 지식 영역의 웅답률은 아 

주 낮을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마지막 항에 높은 반웅을 한 것도 

새겨 볼만하다. 

다성탄제」 

이 작품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시의 주제’라는 단원에 실린 여섯 작품 

기운데 한 편으로서 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운율과 분위기를 살려 시를 낭송할 수 있다. 

(2) 시의 중심 사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한다. 

(3) 시의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4) 시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다 131 

첫째 항목이 앞서 학습한 것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머지 

세 항목이 모두 주제에 대한 지식 또는 기능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반 

응은다음과같다. 

* r성탄제」를 원고 배운 점은 무엇인가? 

@ 산에 갈 때 산수유 열매를 찾아보게 되었다. (3.2%) 

@ 눈보라치는 겨울밤 귀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21.1%) 

@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55.2%) 

@ 잘 모르겠다. (20.5%) 

교사용 지도서는 이 시의 주제를 ‘아버지로 회상되는 어련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밝혀 적고 있다.에 그런데도 학생들은 ‘7똑간의 사랑’에 높 

은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우리는 적어도 이 시에 대한 학습의 성과가 

13) 교육부 r중학교 2-2 교사용 지도서~， l!Ð:ì, 161연. 
14) 위의 책， 16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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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지표인 주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가정한 

목표와 성과의 거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라청포도」 

이 작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8단원 ‘시의 심상’에 실린 여섯 작품 가 

운데 하나다. 그리고 단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심상의 의미와 종류를 시 작품을 통하여 이해한다. 

(2) 시에서 심상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를 이해한다. 

(3) 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4) 시를 즐겨 읽고， 삶의 진솔한 모습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기 
른다 15， 

학습 목표에 대한 점검이 여기에 이르면 학습 목표 설정의 대체적인 경 

향이 드러난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네 항목뿐이지만 대체로 다섯 개 

정도의 목표가 설정된다. 그 중에서 앞의 셋은 그 단원에서 교수 · 학습할 

지식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씩이 기능과 정의에 

해당하는데， 그것도 그 단원의 지식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문학 작품을 대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진술로 되어 있음을 확인따l 

된다. 

목표의 마지막 항이 단원의 목표보다는 일반회된 태도의 문제로 설정되 

는 것은 ‘태도를 갖는다’가 강조되는 교육적 권장 사항의 이행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으로 습득되고 기능으로 터득된 것은 내면화 

라는 태도 또는 인격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느슨 

하고 일반화된 목표가 교육과정 전체로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단원의 목 

표로 설정되는 것은 효과가 의심된다. 

15) 교육부중학교 3-1 교사용 지도서~， 1996,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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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이 단원의 주안점은 심상이고， 그것도 주로 지식에 관련되 

는 목표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반응은 다음과 같다. 

* r청포도」를 배우고 냐서 갖게 된 생각은? 

@ 이육사라는 시인의 생애를 알게 되었다. (13%) 

@ 차분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45.4%) 

@ 한 편의 그림을 생각하며 시를 써보고 싶어졌다. (15%) 

@ 별 느낌이 없었다. (26.6%) 

이 작휩l 대한 반웅은 ‘심상’을 학습하는 목표가 비교적 높게 달성됨으 

로써 기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모습을 떠올린디는 

것은 심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한 항목 가운데서 학습 목표와 성취된 

반응이 부합함으로써 행복한 결괴를 보여 주는 드문 예에 속한다. 

마 r청산은 어찌하여」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4단원 ‘시의 표현’에 현대시 여섯 편과 함 

께 실린 시조 세 편 가운데 하나다. ‘표현’이라는 단원명이 시사하듯 학습 

목표는 이 쪽에 집중되어 있다. 

(1) 시의 분위기를 살려서 시를 낭송할 수 있다. 

(2) 시에 쓰인 독특한 표현법을 이해한다. 

(3) 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었다. 

(4) 시에 쓰인 아름다운 표현들올 음미하고， 이러한 아륨다운 언어 표현을 

생활 속에 살려 쓰는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단원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의 결과를 표출한 반옹은 다음과 같다. 

16) 교육부중학교 3-2 교사용 지도서J ， 1900,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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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의 시조 r청산은 어찌하여」를 배우고 나서， 
(1) 3장 6구라는 시조의 형식과 특성올 알게 되었다~ (11.6%) 

@ 청산을 통해 삶의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깨닫게 되었다 (20.8%) 

@ 작품을 통해서 옛 선비들의 학문하는 자세를 생각하게 되었다. (32.4%) 

@ 나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5.2%) 

학습의 결과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반웅이 가장 높은 것도 눈길을 끌 

지만， 시조의 표현 특성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 첫째 항목에 반 

응이 가장 낮은 것도 역시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목표와 학생들에 

게 성취된 반응과의 사이에 먼 거리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바소나기」 

이 작품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다섯째 단원인 ‘소설의 인물’에 있는 작 

품으로 r심청전」의 한 대목을 뽑은 ‘공양미 삼백 석’과 함께 실려 있다. 그 

리고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소설의 인물을 우리 주변의 인물과 비교해 보고， 소설의 인물은 상상 

의 인물임을 안다. 

(2)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3)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4) 소설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5) 고전 소셜과 현대 소셜의 차이점을 안다. 

(6)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를 가진다 1 7J 

단원명대로 ‘인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작품의 학습 목표와 

지도 내용셰 비하면 다음 반웅은 놀라울 정도로 엉뚱하기까지 하다. 

17) 교육부중학교 1-2 교사용 지도서~， 1900,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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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소나기」를 배우고 나서， 

@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7.8%) 
@ 이성간의 만남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0.2%) 

@ 묘사된 시골 풍경의 아늑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60.2%) 

@ 잘 모르겠다. (11.8%) 

인물의 이해라면 소년과 소녀의 성격이나 생각 그리고 그 결과인 행동 

과 같은 것을 학습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고 지도 내용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는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누라든가 외모가 대조 

적인 대목을 찾으라든가 하는 지도 내용까지도 마련되어 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작품을 학습하고 나서 엉뚱하게 시콜 풍경의 아늑 

함을 생각종l는 반응이 절반을 넘는 분포가 나타난다. 이만큼의 경향 분석 

에서 우리는 문학 작품을 두고 설정한 학습 목표와 그 성과는 상당한 거 

리를 보이고 있음을 점차 확언하게 된다. 

사큰 바위 얼굴」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과서의 5단원 ‘소설의 배경’에 「토끼전」과 함께 

실린 이 작휩1 대한 반응은 다음 설문에 나오는 「토끼전」의 학습 결과에 

대한 반응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준다. 두 작 

품의 단원 학습 목표는 동일함에도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 점은 목표와 결과 써에 상관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소설을 내용과 분위기를 살려 낭독할 수 있다. 

(2) 소설에서 배경의 의미와 구실을 안다. 

(3) 소설 속에 나타난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안다. 

(4) 소설에서 배경을 찾고， 그 구실과 의미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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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설을 읽고 주제를 찾을 수 있다. 

(6) 소설올 읽고， 배경이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안다，’” 

이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반응은 디음과 같다. 

* r큰 바위 얼굴」을 읽고 얻게 된 이로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이야기를 짜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9.8%) 

@ 어니스트의 삶이 나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 (53.2%) 

@ 호오돈의 작품을 더 찾아 읽게 되었다. (4.3%) 

@ 잘 모르겠다. (32.7%) 

이 응답의 특색은 소설의 배경을 학습 목표로 삼은 단원에서 인물에 대 

한 관심이 반 이상의 반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색을 통 

해서도 학습 목표와 성취도의 상관성이 그다지 긴밀하지는 못하다는 점을 

점차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은 동일한 단원에 실려 있는 

r토끼전」에 대한 반응에 견주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아토끼전」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작품은 r큰 바위 얼굴」과 같은 단원에 있어서 

통일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 r토끼전」을 배우고 나서， 

@ 고전소설의 특정과 판소리 수궁가를 알게 되었다. (34.1%) 

@ 토끼처럼 영리하게 살아。F겠다는 생각을 했다. (23.1%) 

@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8%) 

@ 아무 생각이 없다. (14.8%) 

18) 교육부중학교 2-2 교사용 지도서~， 1996, 8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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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별 학습 목표에서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치이점을 아는 것이 셜 

정되었으므로 이 점에 기준하여 반웅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큰 바위 

얼굴」에서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에 비하면 이 작품은 그러한 

경향과거리가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학습 목표보다 작품의 특성에 따라 그 성취의 방향 

이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는 잠정적 가정을 갖게 만든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큰 바위 얼굴」은 삶의 태도에 관계되는 것이고토끼전」에서 교과 

서에 실련 부분은 토끼의 꾀에 관계되는 대목이어서 본받을 태도와는 거 

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가정이 기능해진다. 

자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 작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4단원 ‘소셜의 시점’에 실린 것이다. 이 

단원은 단원명 그대로 소설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점을 혁습하 

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 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시점과 서술자의 개념을 안다. 

(2) 시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기능 

파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안다. 

(3) 소설을 읽고 어떤 시점이 활용되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설명 

할수있다. 

(4) 소설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19)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놀라울 만치 지식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옹은 대체로 이런 목표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 

* r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19) 교육부중학교 3-1 교사용 지도서~， 1996,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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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말로 이야기했다면 글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 

다. (50.3%) 

@ 어른들의 심리는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13.3%) 

@ 사랑의 복잡한 심리를 조금 알게 되었다. (24%) 

@ 별 느낌이 없었다 (12.4%) 

절반 이상의 학생이 시점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비교적 높은 성취도를 보인 작품이다. 이런 수준의 성취 

라면 학습 목표와 그 성취도의 긴밀성을 논의해도 좋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차방망이 깎던 노인」 

이 작품은 수필로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과서의 첫 단원인 ‘수펼과 개 

성’이라는 단원에 r메모광」과 함께 설려 있다. 그리고 단원 학습의 목표는 

일반적 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었다. 

(1) 수필의 문학적 특성으로 지은이의 개성이 중요함을 안다. 

(2) 수필에서 지은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안다. 

(3) 수필 작품에서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말할 수 있다. 

(4) 좋은 수필을 즐겨 읽고， 사물과 현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이해하는 태 

도를 가진다'"， 

이처럼 지식 중심의 학습 목표에 대하여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 r방망이 깎던 노인」을 배우고 나서， 

@ 수펼의 형식이 ‘무형식의 형식’임을 알게 되었다. (11%) 

3 어떻게 살아야 히는지와 인간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36.7%) 

20) 교육부중학교 2-2 교사용 지도서~， 199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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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장 • 단점과 장인 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o. (40.8%) 

@ 아무 생각이 없다. (11.5%)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이 기능과 정의의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학 

습 목표가 수필의 개성을 강조하고 있음셰 비해 학생들은 그 학습을 수필 

의 양식적 특색보다는 그 작품이 지닌 주제척 의미에 주로 반웅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 이 작훔11 대해 보인 반응은 같은 단원에 실린， 즉 

같은 목표를 지닌 작품인 「메모광」에 대한 반용과 견주어 볼 때 이 점이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된다. 

카 r머|모광」 

동일한 목표 아래 편성되어 학습한 작훔’l 대해서도 그 성취의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이 작품의 학습 성과에서는 수필의 특생이 주로 강조된 감 

이 있다. 그것을 다음 반응 분포가 잘 보여 준다. 

* r메모광」올 원고 난 후 

@ 지은이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남올 알게 되었다. (39.6%) 

@ 메모를 생활화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11.6%) 

@ 주변의 사소한 소재도 글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39.3%) 

@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9.5%) 

같은 학습 목표 아래서도 반웅이 이처럼 상이하다는 것은 결국 학습 목 

표와 그 성취의 방향이 꼭 일치동}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에 더욱 믿음을 

갖게 한다. 이 점은 문학교육의 성취와 그 제재의 선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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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술랑」 

이 작품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14단원 ‘회곡과 연극’에 실려 있고， 단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셜정되어 있다. 

(1) 희곡과 연극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다. 

(2) 희곡에서 대사와 지시분의 구실을 안다. 

(3) 희곡을 인물의 성격， 장면과 분위기 둥에 어올리게 낭독할 수 있다. 

(4) 희곡을 연극으로 실연할 수 있다. 

(5) 회곡을 소설이나 수필 둥과 비교해 보고， 그 특정을 이해할 수 있다21) 

이 진술이 보여 주듯이 이 단원의 목표는 회곡과 연극의 관계， 그리고 

회곡의 낭독， 회곡의 구조 둥에 집중되어 있어 심하게는 지식 중심 단원이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 r원술랑」을 원고1 

@ 영화와 연극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22.3%) 

@ 사람들 사이의 갈동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웅이 되었다. (23.4%) 

@ 주인공의 태도를 통해 조국애를 느끼게 되었다. (26.9%) 

@ 잘 모르겠다. (27.4%) 

‘영화와 연극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아예 이 단원의 목표와 무관한 것이 

고 갈동이나 주제 또한 학습 목표와 거리가 있음헤도 불구하고 세 항목에 

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더더욱 학습 목표와 성취 사이 

의 관련이 회박함을 강조해 주는 증거로 보고자 한다. 

파 웠述形 設問 r상록수」 

이 작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4단원 ‘소설의 시점’에 r사랑 손님과 어 

21) 교육부중학교 1-1 교사용 지도서~， 1앉Xì，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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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라는 작품과 함께 실려 있다. 단원의 학습 목표가 시점에 집중되어 

있음은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 그 반옹도 시점의 문제로 집약한 

것임을본바있다. 

다만 이 작품에 대해서는 선택형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 작휩l 나타 

니는 교실 풍경을 서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까닭은 시점을 학습하는 단 

원에서 소셜의 시점에서 시야를 확대하여 그것을 자신의 시각과 관련시키 

는 태도로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중학 

생 정도의 나이에서는 작품에 대한 감동이 매우 오래 간다는 점도 염두에 

둔설문이다. 

물론 교과서에는 작품의 일부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적 

인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공부를 히려는 학생들과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과의 안타 

까운 모습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r상록수」에 나오는 교실의 풍경을 tX)자 이상으로 써 보라. 

(지면이 부족하면 뒷면 이용) 

그러나 반응은 의외였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이 대목이 기억 

에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반응이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느낌만이 농담적 

인 어조로 표현되어 있었다. 

서술형에 대하여 보여 준 이러한 반응은 다음과 같은 추정도 기능하게 

해 준다. 네 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은 귀찮지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인기를 생각하고 글로 쓰는 일은 성7씨다. 고로 아무렇 

게나 해 치워 버린다만약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 

다면 선택형 설문 조사까지도 신뢰도에 의심이 갈 수 있다. 

또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 교실에서 그러한 질문을 한 번도 받아 본 일 

이 없으므로 그런 일은 일찍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일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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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것을 생각해 내기도 어렵고， 그러니 표현할 내용은 더더욱 없다 

만약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그것이 그러하다면 문학 작품의 경험이 전개 

되는 장이라 할 수 있는 교실의 교수 • 혁습 행태에 대하여 새로운 반성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어떤 판단도 유보한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근거 

도 없이 이 하나의 사례만으로 속핸}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 

만 이것이 문학교육의 성과를 살피는 데도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F이 

라는 점만을 지적하고 강조해 두고자 한다. 

v. 成果 껴IJ定 結果의 反省

l. 目標와 反應의 거리 

성과라는 말의 함의가 그러승1듯이 목표가 내세운 l:ll를 충분하게 성취하 

는 것이 교육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러기 위하여 목표를 내걸고 교 

수 · 학습。1 01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의 결과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단원 학습 

목표가 내세운 바와 그것을 학습한 학생들의 반응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 

을보여 준다. 

선택형 설문 127~ 항목 가운데서 시 작품으로 r엄마야 누나。1=J가 ‘운율 

적으로 말하는 법과 리듬감 있게 노래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에 46%의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단원 목표가 의도하는 운율의 원리라는 지식을 

터득케 하였음을 보여 준다청포도」도 심상을 겨냥한 학습 목표에 부합 

하게 ‘차분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에 

45.4%가 반응함으후써 비교적 높은 성취도를 보여 준다. 

소설 작품 가운데서 r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시점을 목표로 내세우고 

‘어머니의 말로 이야기했다면 글의 내용이 달라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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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3%가 반웅함으로써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수필 작품으로 「메모광』이 ‘지은이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남 

을 알게 되었다’에 :Il.6%가 반웅올 함으로써 ‘주변의 사소한 소재도 글감 

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지식에 대하여 :Il.3%의 반응을 보인 것 

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여넓 개의 선택형 설문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단원 목표 

가 내세운 것과 학생들이 반응한 것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여 나타내 본다. 

작품명 목표 주된반응 

r나그네」 십상 나그네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43.4%) 
r성탄제」 주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55.2<1/0) 

r 청산은」 표현 나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5.2% 

r소나기」 인물 묘사된 시골 풍경의 아늑함을 생각하게 되 

었다. (00.2<1/0) 

r큰 바위 얼굴」 배경 어니스트의 삶이 나의 인생 셜계에 도움이 

되었다 (53.2%) 

r토끼전」 배경 고전소설의 특정과 판소리 r수궁가」를 알게 

되었다. (34.1%) 

r방망이 깎던 노인」 개성 노인의 장 · 단점과 장인 정신에 대해 생각 
하게 되었다. (40.8%) 

r원술랑」 특성 주인공의 태도를 통해 조국애를 느끼게 되 

었다. (26.9%) 

이 표가 보여 주듯이 단원의 편성부터가 문학의 속성에 관한 지식을 앞 

세우면서 그 목표를 속생에 관한 지식에 주로 겨냥하고 있는 데 반해 결과 

는 엉뚱하게도 정의적 영역에 해당히는 태도 가치화， 인격화로 반응꺼 볼 

리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문학 작웹l 관한 학습이 목표 

와 성과 사이에 불합치를 보이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어 낼 수 있다. 

더구나 같은 학습 목표를 내세우고 같은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큰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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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토끼전」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르고 r방망이 깎던 노인」과 r메 

모광」에 대한 반웅의 경향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표와 성과의 

거리는 더욱더 확연해진다. 더구나 그 작품들이 장르상으로도 통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2. 情意的 成果에 대한 期待感 表明

앞의 표에 나타난 반웅어 실제로 학생 개개인에게 형성된 학습의 효과 

를 질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어라 단언 

하기 어렵다. 과연 그러한 성과가 얻어져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술형 문항에 대한 반웅을 보면 이 

것이 질적으로도 그만한 수준에 이른 반응이라고 방l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의 질에 관한 판단은 논의의 단서가 없으므로 덮어 

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놓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도의 추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응도가 높은 선택지에 개개인이 이른 성과의 

질은 보장승}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심리적 경사는 어느 정도 반영한 

다는 추정이 그것。l다. 다시 뺨면 그런 결과가 확연하거1 01루어졌다기보 

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함축할 수 있다는 뜻 

이다 

그리고 무의미 쪽에 높은 반웅을 보인 r청산은」과 고전소설의 특성에 

반응이 비교적 높은 「토끼전」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의 선택지 면면을 

살펴면 그것이 태도 가치화， 인격화라는 정의적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고 있음이 확언된다. ‘나그네의 삶을 생각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생각하 

고， ‘나의 인생 셜계’를 생각하는가 하면， ‘장인 정신’과 ‘조국애’를 생각한다 

는 반응을 보인 것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기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서적 반혐l 기울어지는 현상이 함축동}는 뜻은 문학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 문학은 그 속성이 어 

떠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감통과 감화를 생명으로 하는 경혐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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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정의적 도달점이 없는 문학의 이해는 지식의 습득이나 박물학자적 

지헝헤는 도움어 될지언정 문학 자체를 옹호하고 빛내는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정의적 반옹에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오 

히려 문학의 본질에 부합할뿐더러 진정한 문학교육의 가능성올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문학을 일상적인 것과는 상이한 어떤 특수한 것 

으로 규정하는 문학뺀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기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고본다. 

VI. 反省과提룸 

설문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조사 셜문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불러 온다. 선택지는 유인력의 균둥햄1 대한 고려를 좀더 했어야 

하고 서술형 설문은 좀더 친절하게 안내를 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반웅을 

이끌어 냈어야 한다. 또 같은 지식이면 지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식인지， 기능이라면 어떤 범주의 기능인지， 정의적 영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의 정의인지가 변별될 수 있도록 잘 다듭어진 설문 

이 필요했다는 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 

겠다. 그렇기는 해도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나타낸 경향을 

집단의 지향으로 본다면 그 나름의 의미는 지닐 수 있다고 보아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측정 결과에 대한 이러저러한 책입은 필자 

의 것이다. 

그러나 소득도 만만치 않다. 이 셜문 조사 결과는 우선 문학교육의 목표 

와 성과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그것은 

문학을 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 문학교육과 국어교육의 경계 허 

물기， 문학적 경험의 확대， 지식 중심의 목표 설정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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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을 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라 함은 문학교육의 단원 설 

정 및 목표 설정에서 지도 내용의 구쐐 랜까지 문학을 실체나 속성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이 실체나 속성 중심의 

문학관에 함몰되면 될수록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치닿아 버리게 되는 병 

폐가 있으며， 활동 중심의 문학관을 지닐 때 비로소 능력의 교육 그리고 

경험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른 자리에서 강조한 바 있다.깅) 

자세한 논의는 그쪽으로 미루겠지만 문학의 속성을 아는 데서 그치고 

말면 그것은 사실이나 범주에 관한 지식에 머물고 만다. 중요한 것은 그것 

을 활동으로 이끌어 가는 길이다. 활동하려면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 

고 종합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활용1 01루어진 바탕 위에서만 정의 

적 감통과 감화의 성취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목표인 

언어 능력의 증진， 개인의 정신적 성장， 개인의 주체성 확립，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 전인적 인간성 함〈양l 가능해진다.깅) 

다음， 문학교육과 국어교육의 경계 허물기는 문학 능력이 결국은 국어 

능력이며， 또한 국어 능력 교육의 가장 중핵적이고 효과적인 자질을 지니 

고 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교과서의 단원 면제만 하더라도 문학 영역은 섬 

상， 운율， 인물 ...... 이런 식으로 문학의 속성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문학의 그러한 속성들은 문학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언 

어 활환11 산재한 것을 농밀화 • 정치화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운율은 일상어에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으호 

일심써에서 발견되는 기능이 시에서 극대화되는 것이며， 심상은 추상적 개 

념이나 인식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효과적 통달을 위하여 구체적 감각의 

형상으혹 그려 보이는 것이다. 시에서 이것이 매우 중시되는 까닭은 시가 

표현하JVl 하는 감정이나 인식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의 속성을 근거로 하면서 문학을 활동으로 보게 되면 문학 

22) 김대행 외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25면 
23) 위의 책， 38-67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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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문학교육헤기를 넘어서서 국어교육의 중핵적이고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번 성과 측정의 셜문에 대한 반웅으로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빈도 

를 보인 것들이 실은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과 관련이 된다는 점은 

앞으로의 문학교육을 향해 던지는 의미가 심장하다. 

문학교육과 국어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학과 일 

상어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 

가 없지 않은데， 문학은 언제 어디서건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하고 인간다 

운 삶을 꾸려 나가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었다. 문학에 관한 지식이 아니 

라 문학의 경험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이 정의적 영역에 높은 반응을 보인 것도 따지고 보 

면 문학의 그러한 본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교육적 경험을 위해서 있으며， 그 경험은 인간의 성정에 

유의미한 것이라야 한다. 이번 셜문에 대한 반응에서 작품의 주제척 감동 

력의 정도가 높은 작웹서 인생과 가족 또는 인격 등을 생각하는 선택지 

에 높게 반응한 것은 그러한 경향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것이 비판과 비난 

의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문햄l 대한 교육적 경험은 

감동력과 감화력이 높은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문학교육을 포괄하는 국어교육의 목표 말하자면 제 

나라 말을 굳이 제도교육헤서 교육핸 。1유헤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펼요를 느낀다. 그것은 개인의 성장， 범교과적 도구성， 성장 후의 필요에 

대처하는 능력， 문화의 계숭과 창조 문화의 분석적 비판 능력-이 다섯 

가지가 세계 공통으로 인식되는 자5객}교육의 목표이다. 문학교육 또한 이 

러한 목표를 겨냥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육이 경험이자 능력의 함행1라면， 국어교육의 본 

질과 이유가 ‘언어 사용 기능’에 고착될 수는 없다. 이 문학교육의 성과 측 

정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주는 바는 국어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학 

교육을 생각하라는 요구의 음성이다. 사소한 지식 몇 가지를 안다고 문학 

을 아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위해서 문학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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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잘난 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음성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고나는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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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ent Survey on the Achiev얹nent of Teaching 

Uterary Texts 

Kim, Dae-haeng 

The primary aim of this survey is quite 잉I때y to get a few 

inforrnatiαIS 파:xm the πs버ts of κ삶1Íng Iiterary 않xts in the classroom 

피s eæb1es ræ to cut away many pr녕lITlmarγ discussions on the 

teaching Ii따-ature. Thræ hur뼈벼 and f，αtysix students of thirt없1 

rr빼e sch∞，ls in S∞ul 뻐d Gyoong밍 pro찌nce area had responc뼈 m 
thir뼈1 questions(twelve multiple choices and α1e description) on th잉r 

ft생ings 원1Cl thou따lts to thirteen Ii따aγ 따ct:s which were 1earned in 

the classroom 

The substance of Ii않rature is human 잉qJerÎence-the comp1ex 

rela디onships in which IE때e bæoræ invo1ved, the ermtiαIS they suffer 

or enjoy, the 앉홈riences they encounter, the value 없1cl signi:ficance 

with which they vest 어1e thing cπ another. Whatever re:앓n may find 

in Iiterary te았s a1:xrut the great issues -love, 뼈th， justice, gc뼈 뼈 

e에}-단ley nrust sorr남10W connect with th려ro빼 g양퍼ences. 1ρIve m 

a Ii따ary 않xt nrust be un밟-stood through oné’s own 앙qJerÎenceswith 

ermtion, and the 따ct w피 뼈ve significance or not for the readtπ 

insofar as the readtπ’s expenence rr빼:es it corr뼈당lensib1e and insofar 

as the text sheds Iight u{X)n that ~ence. πle re않뼈 nrust 

따Pηpriate 삼le text, not by sla띠S비y subrr뼈ng to it, at따I뼈ng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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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but 때sorb it, but 1때1fT by 1:nth subrrñtting and refloc마Jg， by 

1:nth aca뼈IJg the visions offered in 뼈 없t and tes뼈 them ag며nst 

his or her 0빼 때 따1erS. C뼈octive scientific kno때edge may provide 

었:æ infonrntions 삶lOUt all of these matters, but what the individual 

V려않S， fl뼈S， and makes of p:iSt 얹Iffi앉았~， li떠ary and otherwí뚱， 

rrrust inevi않bly be sαI빼úng unique. 

The 0비octives of school curriculum by govemrrent αlt special 

wel방lt to knowledge don뼈n， but the res띠t of this survey says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E삶피Jg litera따E πle large nwnber of stl뼈1잉 

n:짤H앉최 to affoctive 따nain This survey may have sor:æ iæa of 

which dirætiαlS to prα::æd in if we consider the nature of li따"élture 

따xl how we go 와xrut κ짧파Jg li따-ature， especially 였ting objoctives, 

in the cIass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