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윤여탁 

1. 머리말 

먼저 이 글을 쓰면서 몇 가지 단상이 스쳐갔다. 그것은 최근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이 국내 • 외에서 각광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국내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천 명에 이 

르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가 많 

이 생겼으며，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학회에 인문학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 여 명의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그 하나이다. 

아울러 이같은 한국어교육 열풍에 비하여 한국어교육의 실제 상황은 

그리 소망스럽지 않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학회에는 대학원생만 있지 한 

국어교육올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는 점. 아직도 대 

학은 한국어교육올 전공하는 교수를 뽑는 데 인색하다는 점. 한국어교육 

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 역시 의사 소통 교육 방법 둥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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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롭게 도입된 방법론의 현장 보고에 머물고 있는 점. 한국형 한국 

어교육의 모델이나 틀은 물론이고 그 실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이 우려할 만한 우리가 처한 한국어교육의 현실이다. 

또한 외국어 학습자로서의 경험 즉 외국어를 배우면서 교재에서 접했 

던 해외의 고전이나 국어 교과서에서 읽은 세계적인 명작들이 아직도 나 

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점도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어떤 역할을 

효}는가를 되새기게 한다. 언어교육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배웠 

고， 표기된 외국어로만 남아 있지 않은 고전 명작들이 아직도 그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이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다시 생각 

하게한다. 

이 글은 이같은 현상 진단에 바탕올 두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문제를 다시1)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한국의 어떤 

문학 작품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차원에서， 한국어교육에서 선태된 또는 선돼될 수 있는 현대 문학 

정전(正典)에 대한 현상 진단과 정전 목록을 작성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작업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필자가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1) 이미 필자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또는 문화교육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썼다. 

이 중에서 초기에 쓰여진 글들은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을 범 

하고 있다는 비판올 스스로 한 바 있다. 이 점은 초기에 쓰인 글과 최근에 쓰인 글 

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올여탁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J，국어교육연구퍼 서울대 국어교육연구 

소 1땐. 

윤여탁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7，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axn 
윤여탁외국인올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제문제J ， 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학 

과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어문연구」 창간후 때11. 

윤여탁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J ， 박영순교수회갑기념논문집 f21세기 한국어교 

육학의 현황과 과처I]J ， 한국문화샤 :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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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할 때마다 받게된 질문， 즉 어떤 작품을 왜 선정하였나를 밝혀 달 

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교수학습될 수 있는 한국의 현대 문학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법올 모색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와 한 

국어 교재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같은 조사와 분석 작업 과 

정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 실제를 구체적 

으로 개빨}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셜문 조사 대상À}들이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 

우는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대상자 스스로가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랍들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학교 

육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머물고 있다. 즉 대학의 어학 코스를 수강하거 

나 이미 이 과정을 마친 대상자들에게 한국어 교수학습 단계에서 문학 

이 어떤 의미를 지니교 어떤 작품을 교육해야 하나를 고찰하는 데 그치 

는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이 기초 조사를 근거로 설문을 다시 작성하여 

한국어교육의 문학교육 분야에 맞춘 새로운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위상올 확인하교 이 

에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문학 정전 목록을 작성하Jl.자 한 

다.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전체 모습을 조망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개별 편차를 별도로 분석하여 고찰하지 않았 

지만， 추후 실시되는 조사 분석에서는 이 결과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현대 문학 작품에 한정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고전 문학 교육 

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소통 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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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육의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2. 셜문 조사와 자료 조사의 방법과 내용 

먼저 필자는 현재 한국의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샤 한국어교육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올 공부하고 있는 

국내 • 외 대학원생， 한국에서 외국어교육올 담당하는 교사 둥 세 집단으 

로 나누어 각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설문 조사의 대상 집단을 

교사나 연구자로 한정한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 

직 한국 문학을 학습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을 한 적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다. 

설문 조사의 대상이었던 교사나 연구자의 경우에도 전공이나 자신이 

가르치는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경우든지 한국어교 

육에서 문학교육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언 

제든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셜문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들 

에게 이 문제를 주지시켰으며， 각 교육 기관이나 학교의 책임자들에게 의 

뢰하여 셜문지를 배포한 후에 우편으로 자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한국어교사 및 대학원생들에게 때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 

정 수강생 밍명， 외국어 교사들에게 밍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1차로 

lffi부가 수집되었다. 셜문지를 보낸 수도권의 교육 기관은 국제교육진흥 

원， 서울대， 연대， 이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외대 동 외국인 학생과 한 

국어 교사가 비교적 많은 곳2)이며， 지방에는 동아대， 신라대， 전남대 둥 

2) 수도권에 있는 이상의 학교들은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 

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어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대부분올 이 기관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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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소규모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올 운영하는 기관파 비교적 대규모 

이면서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선문대와 같은 기관이 조사 대상이었 

다. 대학원생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과 내 

국인 학생이며， 한국어 과 지망생은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다 과정’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정리했으며， 각 

집단별로 별도의 통계 자료와 세 집단을 모두 합친 통계 자료를 확보하였 

다. 다만 여기서는 아직 자료 수집 •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집단 

간의 차이보다는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통계 자료를 우선 분 

석과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의 내용은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한국 

어 교재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평가，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작품 선정에 

필요한 문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관점’， ‘현대시 목록에 대 

한 질문’， ‘현대소셜 목록에 대한 질문’과 ‘껄문 대상자 이력’ 둥이다. 

현대 문학 정전 목록올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제시한 문학 작품의 

목록은 7차 중 • 고둥학교의 국어와 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고빈도(高頻度)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문학교육에서는 정전 

의 개념이나 정전 목록은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나마 준정전의 역할3) 

을 하는 것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목록이라는 생각에서다. 물론 국어교 

육과 한국어교육이 그 교육 대상이나 목표， 교재， 교수학습의 실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 작품들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셜문 조사와 더불어 현재 중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 현대 문화 작품의 목록올 조사하였다. 이 조사 자료 

는 셜문지 작성 과정에 제시된 현대 문학 목록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3) 윤여탁문학 교재 구성을 위한 현대시 정전 연구J，국어교육연구J 5, 서울대 국 
어교육연구소 l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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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럴 경우에는 현재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별로 편차를 보일 수 있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 자료와 설문에 웅답한 문학 작품 

목록파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문 조사와 교재 자료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위상을 재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기존 

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목록과 교수학습의 방법을 분석 

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 

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한J:4l올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문학교육 

의 위상과 방법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검토 작업은 문학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이론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안하기 전에 점검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며， 한국어교 

육 학계에서 문학교육올 모색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사명이기도 하 

다. 특히 호기심[예를 들면 한류(韓流) 열풍의 영향J， 의사 소통 능력 함 

양， 한국화 전공 소양 함양 동 다양한 학습자의 한국어교육 요구에 부웅 

할 수 있는 문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올 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 

하나를 해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4) 외국어로서의 자국어교육의 지향과 목표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올 띠고 있다. 예툴 

들면 중국의 경우에는 대외 한어 교육에서 중국 문학올 교육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 문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세계 문학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어권에서는 의사 소통 능력 함양에 초점올 맞추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는 의사 소통 능 

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국에서는 문학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중 
국의 상황은 중국의 외국어 정책이나 대외 한어 교육 정책， 소수 민족 자치 교육을 

받은 조선족이 다수률 차지하는 한국어 교사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도 그 목표와 지향올 새롭게 수립하여야 한다 

민현식 외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발전 방안 연구J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 

보고대회 자료집， 3XJ2. 11.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쟁전 연구 • 윤여탁 45 

3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올 파악하j1..자 한 본 셜문 조사에는 

몇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설문 

조사 대상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자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즉 국어교육 

에서의 문학교육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국어교육의 제 

재로 선택된 문학 작품이 바랍직한 정전으로 추천되고 있음에서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또한 설문 대상자들이 가르치는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틀을 고려하 

면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효백어 교재에 수혹된 작품 

현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웅답이 많았다. 이 점은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별 

로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으며， 교재， 작품 분량， 수업 시간 둥에서 두루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 현쩨 효댁어 교재에 수륙된 작품의 선정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학 작품의 선정에 대한 웅답자 

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수학습 활동의 중 

요한 자료이자 학습 내용이기도 한 작품의 선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정리되는 이같은 통계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근본적으로 문 

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표이다. 아울러 이 통계는 한국어 

의 효율인 교수혁습을 위해 서둘러서 문학 정전을 확정할 펼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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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올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선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섭니까? 

이주 찰선정되었다 2 

잘된편이다 13 

보통이다 104 

문제가있다 'Jl 

기타 4 

* 현재 효k국어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교실 수업 활용 정도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이 셜문 조사에 대 

해서 웅답자들은 수업에서 한국 문학 작품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이 점은 앞의 설문결과와도 연결되는 것으로1 교재에 수록된 작품 

에 대한 불신이나 학습 내용에 대한 불신이 실제 수업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어떤 목적으로든지 문화 제재가 활 

용되지 않고1 활용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화 작품이 교실 수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높다 2 

높은편이다 21 

보통이다 78 

낮은편이다 ffi 

매우낮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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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효댁어 교재에서 문학 작품이 제시된 분량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수록된 분량에 대한 셜문에서， 웅답자들 

은 교재에 문학 작품이 많이 실려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점은 고 

급스러운 한국어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문학이 한국어교육에서 천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과거 문형， 문법 위주의 한국어교육 관행이나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의사 소통 모델의 한국어교육 모두 문학 또는 

문화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문학 작품이 제시되는 분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많다 0 

많은편이다 14 

보통이다 63 

적은편이다 93 

거의 없다 12 

* 현재 효택어 교재에 수륙된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 

위의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올 바라보는 부 

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선정 기준은 학습자 

의 수준이나 문학사적 평가 동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 

론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답도 제법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실상 

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어 교사나 연구자들은 수록된 문학 작품들 

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8 국어교육연구 제10집 

현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온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품 우선 52 

학습자들이 이해할 만한 난이도의 쉬운 작품 우선 η 

회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한 재미있는 작품 우선 21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다 z3 

기타 8 

* 효k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을 위한 시간 배정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에 배당된 시간에 대한 웅답자들의 반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점은 상대적으로 문학 수업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고1 할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수학습임 

을 반증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 

을 더 제시하고 이를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배당한다면， 한국어교 

육의 다양성은 물론 심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올 위한 시간은 어느 정도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충분하다 0 

충분하다 12 

보통이다 æ 
부족하다 81 

매우부족하다 æ 

2) 효백어 교재에 수혹활 작폼 선정의 기준 

정전 선정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감하는 편으로1 정전에 포함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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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는 한국 문화의 특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용답이 많았다. 

이 점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모텔을 요구하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효딛국어 교재에 수록할 문학 작품 선정의 기준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문화 작품의 선정 기준을 묻는 설문에 대한 답 

은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한다. 즉 최근 들어 외국어교육에서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하지만‘ 이 기준보다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 

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외국인 학습자들이 

비교적 어렵게 생각하는 문학 작품을 그들의 언어 능력이나 수준에 맞추 

어 선정하여야 하교 교수학습 방법 역시 이 점올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흥미나 동기 유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문학사적 가치의 여부 12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난이도 여부 63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 58 

한국어교육에서 의사 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 :I! 

기타 9 

* 효택어교육의 문학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문학 갈래 

한국어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문학 갈래를 묻는 셜문에 대하여 복수 용 

답을 하도록 한 이 물음에 대해서 웅답자들은 현대 문학， 특히 수필이나 

소설과 같은 산문 문학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같은 설문 조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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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고전 문학이 한국어의 현실올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현재의 한국어 실싱에 가까운 문학 갈래에서 제 

재를 선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한국어교육의 문학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수필 1ffi 고전산문 a:l 

현대소설 154 고전시가 19 

현대시 00 고전수필 13 

현대 회곡 69 고전희곡 10 

비평문 55 

* 효k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활용할 정전의 필요성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정전 필요성올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펼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현재 한국어 교재 

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 앞의 통계와도 관련된 

것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적합한 정전을 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올 제기하는 것이다. 즉 한국어 교재에 수록했으 

면 하는 문학 제제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학교육 또는 

한국어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문학교육에 활용할 정전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40 

필요하다 l여 

보통이다 g 

별로필요하지 않다 18 

필요하지 않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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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F국어교육에서 문학 정전의 선정 기준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가치가 있는 정전 목록을 선정하는 기준올 묻는 

이 설문에 대해서 웅답자들은 한국 문화의 특정이 드러나는 작품올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는 답을 많이 했다. 이 점은 문학교육이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이나 한국의 문학교육의 목표보다는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 

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나 보편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보다는 한국 분화를 학습하여 보다 고급스러운 언 

어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문학교육에 활용할 ‘정전’을 선정한다면 그 선정은 어떤 작품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사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10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작품을 중심으로 14 

한국 문화의 특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ffi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중심으로 31 

기타 8 

3) 효펙어교웹fl서 문학교육판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이나 학생들의 반웅은 보통 이상의 

반웅을 보였으며，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가르침으로써 문학 속에 나타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웅답하였다. 이 점은 문학교육이 

한국어교육에 여러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이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 역 

시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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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k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웅답자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을 하고 었다. 이 점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그 역할올 활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필 

요성올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외국어교육에서 문학의 기능올 상 

기할 때， 문학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자국어교육과는 다르겠지 

만，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학은 일정한 역할올 담당함올 알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필요하다 l) 

어느정도필요하다 111 

보통이다 'l1 

별로필요하지 않다 8 

필요하지 않다 0 

* 효댁어교육에서 문학이 필요한 이유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한 웅답자를 대상으 

로 복수 용답을 요구한 이 셜문에 대해서， 용답자틀은 문학 속에 나타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이 밖의 

다른 답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골고루 웅답하고 있다. 즉 주로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문학이 기능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도 문학은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설문에 대한 웅답은 필자가 사전에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 

른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역할이 의사 소통이나 언어 

능력 함양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학습자들의 목표 언어가 유통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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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문화를 이해히는 데 펼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한국어교육 

에서 문학 정전의 선정 기준’에서 한국 문화의 특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 

이라는 쩔문과 이 설문에 대한 웅답은 앞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의 지향이 어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휘를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언어 능력에 도용을 준다 ffi 

문학 속에 나타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올 준다 147 

한국어 수엽의 다양하고 유용한 활용 자료가 된다 æ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학습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 æ 
기타 2 

* 효k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에 대한 학생의 태도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웅답자 

들은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웅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점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더라도 꼭 필요한 교수학습 활동이라는 점과 이같은 학습자 

들의 태도나 반웅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둥이 절실함 

을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반용은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이다 5 

긍정적인 편이다 70 

보통이다 84 

부정적인 편이다 14 

매우부정적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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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울 도입하는 수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수업올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급 

이상의 단계부터가 적절하다는 반웅을 보였다. 이 점은 학습자가 한국어 

를 어느 정도 습득한 후부터 문학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한국어교육 

에서 문학교육이 의사 소통 능력 함양보다는 문학 속에 나타난 사회 문화 

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고급 단계에서 해 

야 한다는 웅답도 많은 것으로 보아 문학 수업이 한국어교육에서 쉽지 

않은 교수학습 활동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어느 수준에서 문학올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습초기부터 5 

중급 이상의 수준부터 1ili 

고급 단계에서 43 

어느 시기에나 상관없이 도입할 수 있다 12 

기타 

* 효단국어교육에서 문학울 활용활 때 문제점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문제점윤 작품 선정과 교수 방법， 학습자 

의 홍미 둥에 걸쳐 다양한 반웅을 보였다. 특히 교사들은 어떤 작품을 어 

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올 하고 있는데， 이 점은 한국 

어교육에서 문학 정전을 선정할 펼요가 있다는 대답과도 관련이 었다. 아 

울러 외국어교육 일반과는 다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으로 보아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짐작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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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에서 문학올 활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재-작품 선정 문제: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가르쳐야 하는가를 알기 힘들다 62 

교λl-교수 방법의 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결정하기 힘들다 ffi 

학습자의 반웅.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재미가 없다) II 

교과과정상의 문제 8 

기타 7 

4) 효택어교육의 문학 수업에 활용활 현대시와 현대 소설 

한국어 문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목록은 국어교육에 

서 채택되고 있는 목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제시된 목록에 대한 

반웅 순위와 추천 작품의 순위와는 달랐다. 이 점은 한국어교육의 특수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화교육적 펼요성뿐만 아니 

라 의사 소통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한국의 중고퉁학교 국어나 문학 교재에 수록된 작품에서 벗어 

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작품 즉 소셜 중에서 이문열의 r우리들의 일그러 

진 영웅」과 이상의 r날개」를 웅답자들이 추천하고 었다. 특히 이 작품들 

이 추천된 이유는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셜문 대상자들이 채태하고 있 

는 교재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고둥학교 국어 교과서 
진달래꽃(김소월， lll), 호수(정지용， 83) ， 툴담에 속삭이 

수록시 
는 햇발(김영랑， 74) ， 광얘이육샤 00), 어떤 마올(도종환， 
[(6) 

고둥학교 문학 교과서 수 서시(윤통주， 121), 꽃(김춘수， 1m)， 향수(정지용， 88)， 님 

록시 의 침묵(한용운， 깨)， 귀천(천상병， 62) 

웅답자추천 시 목록 
꽃(김춘수， 22) ， 서시(윤풍주， 19), 향수(정지용， 12), 진달 

{ 래꽃(김소환10) ， 컨천(천상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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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둥학교 국어 교과서 소나기(황순원， 151), 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131), 
수록소설 통백꽃(김유정， '73), 봄봄(김유정， 62)， 눈길(이청준， fß) 

고둥학교 문학 교과서 수 
운수 좋은 날(현진건， 1CE),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 rm, 

록소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회， 82)， 동백꽃(김유정， 

밍)， 학t황순원， 46) 

소나기(황순원， 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용답자추천 소설 목록 15), 사량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11), 난쟁이가 쏘아 올 

린 작은 공(조세회， 8)， 날개(이상)， 동백꽃(김유정， 7) 

5) 효택어 교사 및 연구자의 이력 

한국어 교사와 연구자는 l)대 여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주 

로 대학원올 졸업한 시간 강사로 5년 이상 한국어교육에 종사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이 점은 현재 한국어 교사의 역량이나 자질이 비교적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기관들에서는 시 

간 강사들이 한국어교육올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어 과} 및 연구자의 연령 
w대(fß)，3)대(91)， LX)대(23)， EO대(2)， 00대 

이생0) 

한국어 교사 및 연구자의 성별 님t잉)， 여(152) 

한국어 과} 및 연구자의 학력 대졸(9)， 대학원 재학i4Q)， 대학원 졸업(125) 

한국어 교사 및 연구자의 전임 여부 전임(3))， 시간 강A}(1l9) 

한국어 과} 및 연구자의 경력 
1년 이내(Z7)， 3년 이내(34)， 5년 이내(23) ， 5 
년 이상(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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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학교육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 여대， 경희대， 서강대， 선문대에서 발간한 교재에 수 

록된 현대 문학 작품을 조사하였다. 이 대학들의 한국어교육 기관은 비교 

적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강 

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국어를 배우는 어학 코스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재 

에는 현대 문학 작품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의 셜문 

조사에서도 본 것처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교사 또는 교재 편찬자들의 생각이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 결과는 상당히 많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문학교육을 경시하 

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인 동시에， 극히 일부의 작가와 문학 작품을 한국 

어 교재에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김민기의 r아침 이슬」이 

라는 대중 가요의 가사를 수록한 서울대 교재와 현대 수펼이나 방송 대본 

을 수록하고 있는 연세대 교재를 제외하고는 한국 문학사에서 높이 평가 

되고 있는 시 작품과 소설 작품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위상 

이 그리 높지 않으며， 설문에 대한 웅답자들이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추천한 문학 작품의 목록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한국어교육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작품의 선정 기준이 셜문 웅답자들이 답한 ‘학 

습자들이 이해할 만한 난이도의 쉬운 작품’이라기보다는 ‘문학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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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소설 수필 

3권(때]2): 엄마야 누나야 
(김소훨)， 용달생(윤석중)， 

6권tIα): 소나기 

서울대 
고향의 봄(이원수)， 연습2 

(황순원)， 우리들의 x 
꽃(김춘수) 

r한국어.(1 -6) 
4권(따]2): 저녁에(김광섭)， 

일그러진 앵웅-(이 

서시(윤동주)， 아침 이슬 
문열) 

(김민게， 내 마음{김동명) 

r 한국어』 6권(31)2): 역사 속의 인물: 
(1 -6) 소월 김정식(진달래꽃， 번 x x 

후일) 

『한국어 읽 5권: 알 수 없어요(한용운)， 4권: 사랑하는냐의 5권: 인연(피천득)， 봄， 늙지 

기ι (1 -5) 가는 길(김소월)， 추천사 연사들I(고원정) 않온 사람온 없다{정호승)， 

(서정주)， 풀{김수영)， 겨올 5권‘ 서펀제(이청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박완 

연 바다{김남조) 준) 서) 

셰 r한국어 독 6권: 거울(이상)， 해(박두 5권: 수난 이대(하 5권: 언어와 생활{심재개， 생 
대 본.*고급(5 ， 진)， 서시(윤동주)， 꽃〈김춘 근찬)， B사감과 러 활의 기뽑(이창배)， 만남(안 

6급)만참조 수)， 세월이 가연(박언환) 브레터(현진건) 병욱)， 나무(이양하)， 사람으 

6권 소나기(황순 로 살아간다는 것(이어령)， 

* 6권: 행복 전쟁(라디오 원)， 때밀꽃 필 무 까치(오창영 l ， 아리램이규태) 

드라마) 렵(이효석)， 우리들 6권: 가흉(김우현)， 무소유{법 

의 일그러진 영웅 정) 

(이문열) 

고려대 6권(2))1): 산유회{김소월)， 
6권(2))1): 무영탑 

(현진건)， 소나기 x 
『한국어.(1-6) 국화 옆에서(서정주) 

(황순원) 

r말이 트이 

는 한국어』 x x x 
이 (1 -4)(31)2) 
화 

r 외국인올 
여 
대 위한 한국 

x x x 
어 .(I ， II)(2 

αx)) 

서강대 
x 

『한국어.(1， 2) 
x x 

경희대 

『한국어.(초급1 ， x x x 

2 중급1， 2) 

선문대 r한국 중급2(2))1) : 읽으면서 배 
어J(초급1， 2, 중 우는 한국 문회{아롭다운 x x 

급1， 2, 고급1 2) 시) - 진달래꽃(김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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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고빈도 작가와 

작품 목록올 보이면 다옴과 같다. 

고빈도작가 고빈도작품 

현대시 김소월(6)， 김춘수， 윤동주， 서정주(2) 진달래꽃， 꽃， 서시(2) 

현대소설 황순원(3)， 이문열(2) 
소나기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2) 

5. 맺음말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작품의 정전 구성을 위한 이상의 기초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재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점은 한국어 수업에 활용되는 작품 

의 선정， 활용도1 분량， 수업 시간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작품으로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거나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쉬운 난이도를 들고 있는 것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현재 교재에는 이같은 기준에 충실하지 못함을 반증하 

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1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정전의 선정은 절실하며， 이 때 작품 

선정의 기준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또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 

면서， 한국 문화의 특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용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문학 갈래로는 현대 수필， 현대 소설， 현대시 등을 우 

선적으로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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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관점을 묻는 셜문에는 문학교 

육이 필요하다는 웅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학 학습을 통하여 문 

학 속에 나타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 

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반웅은 보통 이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급 이상의 수준에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었다. 

네 번째로는 한국어교육의 문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시와 현 

대 소설 목록을 국어교육에서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 『국어』와 『문학」 교 

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작품을 선돼하도록 했다. 그 결 

과， 현대시에서는 김소월， 윤동주， 정지용， 김춘수 동의 작품을 꼽고 있으 

며， 현대 소설에서는 황순원， 이문열， 주요한， 현진건 동의 작품을 가르치 

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반웅을 보였다. 

끝으로，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편찬된 현대 문학 

작품을 조사 • 분석한 결과， 일부 교재에서는 문학 작품을 제재로 삼지 않 

고 있으며， 교재에 작품을 수록한 경우에도 중급 이상 주로 고급 과정의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 역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인이나 소설개 즉 김소월， 김춘수， 

윤동주， 서정주， 황순원， 이문열의 시나 소설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상의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교재를 편찬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작품 선정의 기준을 세우고1 이를 반영하여 한국어 

교육 현대 문학 정전 목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제재 

를 통하여 한국어 문학교육의 목표를 수립하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 

수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후속 작업은 

본고와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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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關手韓園語敢學中的現代文學正典鼎究

尹;女卓

本論文在對目前韓國語敎學中所涉及的現代文學題材所做的考察及分析的

基鍵上，試圖討論韓國語敎學中文學敎學的問題.作寫寫了없究在韓國語的 

敎學現場應選擇什 樣的文學作品以及 樣敎的問題而做的基鍵짧究，本文致 

力手全面考察一下目前的韓國語敎學中所選擇的或可選擇的現代文學正典作

品，#編制一 正典담錄. 

通過本昭究，選定韓國語敎學中可敎授的韓國現代文學作品，井力圖探索

→套更寫有效的敎學方法.寫此，筆者就韓國語敎學中的文學敎學問題實施

r問卷調흉，井對韓國語敎材進行了資料分析.在這樣的調훌和分析操作的 

過程中，力圖展示文學敎學在整 韓國語敎學中所處的位置及其重要性，同時

寫進一步돼究具體的敎學實錢提供一 可供借塵的基鍵.

本昭究所涉及的問卷調훌對象主要分짧兩部分，其一是對懷훌學術 g的攻 

讀韓國語的學生進行授課的敎師部分是짧r學術目的而直接攻讀韓國語 

的人.所以本昭究的範圍只停留在分析高級韓國語敎學中所涉及到的文學敎

學的特性上.而對手正在大學進行語言進修或是己經完成r該課程學習的人

來說，在韓國語學習的過程中，文學具有什 樣的意義以及應該講授什 樣的

作品， 本文則未作論及， 這也正是本論文的局限性所在.

需要說明的是， 由手本昭究的範圍僅限手韓國現代文學作品，因此不可能

將昭究成果直接應用到對手韓國傳統文化的學習十分有益的古典文學的敎學

中.而在外語數學中，作寫培養文化能力的重要一環的對特定國家傳統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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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理解與學習，不僅能培養最重要的交際能力，而且其本身作鳥一種高級的

語言能力， 也是{直得高度重視的. 關手這方面的問題， 留待日 l즙 行昭究.

核心語: 韓國語敎育， 文學敎育， 韓國語 敎材， 正典， 文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