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텍스트와 외국어 교육
-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를 중심으로 -

박성 ε야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학작품을 읽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언어능력이 필요하며， 문학학습은 부수적으로 읽
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언어능력을 향상한다는 의미에서 문학교육은 언어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외국어 교육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

결된 문학교육과 언어교육의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은 모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차지

하는 역할과 비교해볼 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모
국어 교육의 경우 문학교육에서 문학사라든가 문학텍스트의 분석과 같은

순수한 문학교육이 보다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어 교육의

경우에서는 문학텍스트가 언어교육적인 효과나 해당 문화에 접근하기 위
한 자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문학 외적인 다른 목표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6

국어교육연구 제14집

를 위한 계기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어떠한 능력을 배양시킬 것인가를
목표로 삼는가에 따라 언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가 쩨하는 위상에 변화

가 있을 수 있다 순전히 언어학적이고 문법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흑은
더 나9까 실제 상황 속에서의 수사적 전략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

문학텍스트의 활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활용된다 하

더라도 그 범위와 효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문학텍스트가 외국어 교육에
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언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관점에서이다. 문학
작품은 바로 언어와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탁월한 매개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 학습에서 모국어 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 사이의 입장이나
기본 전제에 있어서의 중대한 쩨에서 기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모
국어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하여 문학 학습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 의미 해독을 전제로

문학적 의미의 해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문자적 의미의 해독과 문학적 의미의
해독이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의 의미

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코트뿐 아니라， 언어가 뿌리를 내

리고 있는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국
어 학습자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지식
과 언어능력을 토대로 텍스트를 읽는 반면 외국인 학습자는 오히려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언어능력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 모두를 습득해야
하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학 학습이란 언어능력

과 문화적 지식 습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인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언어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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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한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문화를 알아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문제이
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

약하고 있는 글을 예로 들어보자 ·

첫째， 언어에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양식이나 관습이 반

영되어 있다. (…)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에 들어 있는 문화적 내
용을 이해하여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둘째 외국어
를 학습히는 사람은 대부분 문화충격을 경힘한다.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
은 학습자가 한국 문회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문화 오해로 인해 한국

어의 의사소황 능력을 저해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학습재는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설정한 문화 내용의 학습을 통해 문화이
식의 단계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가
문화 충격을 극복하고 문화 이식의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셋째， 문회를 통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
으킬 수 있대장경은， 2(XJ1: 132)

여기서 문학 텍스트가 비중있게 활용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서

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문제를 외국
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에서

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가르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어로 가르치는 경
우에도 문학 텍스트의 효용과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문학 텍스트가 필수적인 교육 자료로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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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로부터， 시청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이 강화되면서 철저히， 또는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시기를 거쳐， 문학 텍
스트의 중요성이 재평가되는 최근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시기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어 교육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교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기적인 변화를 일별하면서 문학 텍스트의 학습이 어떠한 언어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현재의 여건에서 어떤 방법론들이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2

•
일반적으로 〈전통적〉이라고 불리는 외국어 교육 방식은 문학 텍스트

에 근거한 교수법을 뜻한다. 이러한 교수법의 맥락에서는 문학 텍스트의
도입이란 언어교육의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붙어
불문학과의 전통적인 교과과정은 대체로 저학년에서는 프랑스어 문법에
대한 학습을 고학년에서는 문학텍스트에 대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전통적인 교수법의 틀을 따른데서 생겨난 것이다. 즉 문학
텍스트는 초보적인 의사소통의 단계를 벗어난 세련된 언어구사의 단계에
서 어휘， 통샤 담화적 차원에서 독서력과 표현력을 제고하는 풍부한 자

료체 역할을 한다. 이는 비단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모국어 교육에도 마
찬가지이다. 중고등학교 국어교육에 문학작품을 언어교육의 중요한 한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가 그러하며 국어교육의 목표를 〈국

1)

이러한 진단은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들을 분석한 후에 얻어진 개인적인 판

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 씨에서 공유되고 있논 사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김정숙(:3:Xl1)， C. Gerrnai nO m:3)을 더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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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올바론 사용〉과 〈문학작품의 학습〉으로 섣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

문학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언어 훈련을 마무리한다는 이러한 〈전통적
인〉 교수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가 이른

바 〈모제뼈uger>라고 불리는 교재이다. 장시간 우리 나라에서 프랑스어
교육의 주교재로 활용되었던 이 책에서는 문법 사항에 대한 일별이 끝나
는 지점에서 문학 텍스트의 발훼문을 도입함으로써 문학 텍스트를 프랑

스어 교육의 완성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모제〉는 이 책의 저자
인 G. Mauger의 이름이며 책의 정확한 제목은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

강의 ColffS de lari야

et de civil뼈·α1 frcm따sesJj이다. 책의 제목이 길어

저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원래 프랑스 이외

의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뻐anæ

Fran때se의 교육 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얄리앙스 프랑세즈
의 프랑스어 교수법의 일환으로 그 교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1쨌년대 이후 %년대 초까지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우리의 경우 가장 널리 보급된 교재이
기도하다

그렇다면 이 교재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프랑스어의 특성은 어떻게 설

명되고 있는가? 학습의 난이도에 따라 전부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

1

권 첫 문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

우리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프랑스어는 싸구려 프
랑스어가 아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의 일상 언어를 배려하면서도 프랑스어

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탁월하고도 정확한 프랑스어>를 대면시키고
2) 예컨대 다음 인용푼이 그러하다

다

· “그런데 프랑스어는 그 목표가 두 가지인 분야이

언어에 대한 체계적 살천과 문학텍스트에 대한 연구"(]. Biard, 1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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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일년 남짓 이 책을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은
상당수의 우리 작가들의 작품들을 혼자서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모든 학생들은 가장 소심한 학생들까지
도 파리와 마르세이유의 거리에서 길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G. Mauger,
1앉)5)

프랑스어를 통해 프랑스 문화의 보고로 틀어가는 것， 바로 이 길목에

문학 작품이 위치하고 있다.<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 강의〉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부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학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과 활용도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 1 권(그러므로 1 권에서는 문학 텍스트가 나오지 않
는다)을 제외하면 2권부터 4권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2권의 경
우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문법

본문(외국인이 프랑스에 와서

겪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프랑스의 풍속과 사회의 관습을 제시하고 있다)
연습문제

독해와 설명(본문에서 익힌 어휘틀을 기억하고 새로운 어

휘틀을 학습한다). 이 가운데에서 문학 텍스트는 〈독해와 설명>의 부분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오직 문학 텍

스트만이 인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문학 텍스트의 이러한 활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재가
말하기(듣기) 읽기(쓰기)라는 언어교육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후자에 집중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 테이프나 비디오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방

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 듣기보다 원기 쓰기에
언어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이후에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고 언어교육에서
말하기 듣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그만큼 문학 텍스트의 활용도가 떨어

지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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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가 우선 수
록의 빈도수를 보면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미학적인 조화나 균형， 언어적인 명확

성 등을 추구하는 고전주의적 이상에 부합되는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용문들이 장편이 아닌 단편에서 발훼된 것으로서 알풍
스 도데나 모파상의 작품들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한 부분을 떼어내어도 전체 줄거리와의 연관성

이 충분히 짐작되는 단편의 경우가 훨씬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단편은
작품의 유기적 구조나 사용된 어휘들의 경제성 그리고 그 미적인 효과
등으로 언어교육의 훌륭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

이다. 이상의 사실들에서 이 교재에 수록된 문학작품들은 대개 문학에 대
한 〈고전주의적 감식안〉에 따라 선정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점
에서 빅토르 위고의 빈번한 인용은 매우 시사적인데， 그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가로서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상정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전제하는 고전주의적 문학관에도 부합되는 작7에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 문학 텍스트의 선정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논 고전주의적 감식안은 그 당시 프랑스 문학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종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귀스타브 랑송Gustave Lanson의 『프랑스 문
학사』에 나타난 문학적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든 사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용

3권의 경우 전부 18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의 대부분이 문학 텍스

트나 산문에서 발훼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코메디
프랑세즈까지〉라는 제목의 6과는 파리 시내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코메

3)

실제로 랑송의 문학사에서 빅토르 위고는 가장 중요한 프랑스 작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정주의나 초현실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펑가와는 반대로 17세기 프랑스 문
학으후 대표되는 고전주의 문학에 상당한 비증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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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프랑세즈까지 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여러 풍경들과 주제들에 관련된
내용을인데， 여기서 본문은 전부 9개의 발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

운데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의 한 문단을 위시해， 콜레트 아나툴 프랑
스 도리앙， 알렉상드르 뒤마 레옹 폴 파르그1 장 루이 바룩 레용 도데 등
대부분의 텍스트들이 소설 또는 문인틀의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외국어 교육으로서 모제 교재는 3권으로 종결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제는 4권과 5권을 추가로 펴내는데， 4권은 〈프랑스

와 그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5권은 〈현대 프랑스어 문볍〉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1-3권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언어와 문회를
각각 분리시켜 종합적인 성찰을 꾀한 것이다. 실제로 4권은 문학을 통해
서 본 프랑스의 역샤 문화 지성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며 문학 교과서
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4권은 전부 17개의 주제들로 구성
되어 있다. : l. 프랑스 지역

2. 파리 3. 프랑스 국가 4. 프랑스인들 5. 풍속

과 관습 6. 프랑스 여자 7 학교생활 8. 종교생활 9. 공공생활 10. 프랑스인
의 운동 1l. 세계 속의 프랑스

15

프랑스 연극

16.

12.

프랑스 사상

프랑스어

17.

13.

프랑스 시

14.

프랑스 산문

프랑스 예술. 이러한 목차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적 가치〉에 대한 존경과 자심이 잘 드러나 있으며
프랑스 문흐L이 이러한 가치를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은 두
말할나위도없다.

3
문학텍스트란 어휘， 문법， 통사 구조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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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탁월한 〈담휩iscourse>의 단위이다. 즉 대부분의 문법 설명이
문장의 차원에 국한되는 반면 문학 텍스트는 문장과 문장 씨의 결합으

로 이루어진 담론을 그 기본적인 언어적 단위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언
어적 능력의 배양에 그 목표가 집중되어 있는 교재틀의 경우에도 문학 텍

스트가 최종적인 단계에서 문법적인 지식의 정리 및 평가에 활용되고 있
다. 어떠한 언어이건 그 언어를 외국어로 교육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어의 차원에서 어휘의 %上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휘와 어휘의 결합
능력 즉 문장을 만들고 문장과 문장을 결합시켜 담론의 단위를 만들어내
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학 텍스트는 담론 단위의 외국어 교육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담화표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재가 소르본느 대학에서 개설한 외국인을 위
한 프랑스어 강좌에서 사용되는 교재이다4). 이 교재는 철저하게 문법 위

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문학 텍스트는 각 문법항목의 마지막 부분
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인칭대명사의 경우 문장 단위의 연습 문제들 마
지막 부분에 마르셀 프루스트의 『스완네 집 쪽으로』의 한 대목

언급한 담론의 단위로서 -

앞서

이 그 예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이 텍스트에서 3인칭 인칭대명사가 지시하는 사람 또

는 사물이 무엇인지 밝히시오>. 흑은 조건법을 설명하면서 극작가 이오
네스코의 작품 속 한 대목을 예로 들면서 <여기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

는 외라는 조건의 접속사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
된 서로 다른 과거 시제틀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 여기서 문

학텍스트는 언어와 문화를 매개하는 중간 지점이 아니라 문법과 통사구

조 등 해당 언어의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4)

그 서지 사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Y. Thlatour et aJ.(l ffil), αurs de civilisatim fran따ise de la Sorbmne : Grarrurrn’re du
Franç;a닝，

Hach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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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예를 들어 문학텍스트의 미학적 가치라

거나 정신적 가치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책의 서문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소르본느 대학 프랑스 문화 강좌 중급반 수강 학생用인 이 교재는 문법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언어의 메커니즘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게도 쓰일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본 오랜 경험에 따

르면 그러한 연구는 필요할뿐더러 효과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우리는 가장 일상적인 언어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희귀하거나， 문학적이

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구문을 배제시키고 중급반 학생의 표현 수준에 불가
결하다고 간주되는 구문들을 선호하였다(y ~latour

et 따， ml1: 5).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외국어 교육에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

이 등장하면서 급변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동시에 외국어 교육방식

으로 개발된 시청각 교육방법론은 구어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아
울러 언어교육의 장에서 문학 텍스트의 사용을 배제한다논 특정이 있다

이러한 시청각 위주의 교수법은 실제 회화 능력의 배 ÖJ을 우선시했을 뿐
만 아니라 언어를 사고의 표현이 아니라 의시소통의 도구로 본다는 점에

서 전통적인 교수법의 이론적인 근거와 차별된다. 언어란 구어적 현실이

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보다는 말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아
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는 한 마디 회화를 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또한 국제 교류의 증대로 섣생활에서 회화적
의사소통이 펼요해지거나 문자 중심의 학습이 곧바로 구어능력의 향상
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자각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
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상횡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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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과거에는 문학이 언어예술이며 문화의 대표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라고 여겨져 왔
다면， 현재의 상황은 바로 그러한 가치들이 불선을 받고 있다는 데서 기
인한다. 이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언어의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문학 텍
스트를 읽는 것이 마치 언어교육과 거리가 멸고 모순되기까지 하다고 생
각하는 경향파 멸접하게 연관되어 있다0)
앞서 우리는 모제가 쓴 교재에서 문학 텍스트가 아주 빈번하게 활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학 텍스트를 통한 언어교육이란 언어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익힌 문볍 지식이 구체적으로 활

용된 %ε상을 접하는 심화 학습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습자와 배웠던 언어
와 너무 편차가 큰 문학 텍스트일 경우에는 언어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가 힘들다. 문학 텍스트는 일%써에서 출발하지만 일정한 예술적 효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된 특수한 담화이므로， 적용에 있어서 비문학적

인 텍스트보다 큰 노력이 펼요하며 재사용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언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활용은 항상 이러한 위힘을 내포하

고 있는데，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이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예로 <Espaces)라는 교재6) 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 책은 〈모제〉를 출간했던 아셰트Hachette 출판사에

서 그 책이 출간된 지 약 40년 후에 (1 ~n 년) 출간한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
어 교재이다 여기서는 교재의 목표를 〈문화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 모두

를 포괄하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로 설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무리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에 근거하고 있
5) 이에 대해서는 ]. Bi뼈(l9.-l3: 1때 lffi)를 참조할 수 있다.

6)

그 서지 사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G. Ca~lle 外et aWffill, 화α‘es : méthode de frcmçuis , Hach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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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순전히 언어적인 능력의 배양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적 능력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 모두를 강조하는 경우 문학 텍스

트는 활용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40년 전의 모제와 비교해볼 때 그 활용
도나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spaæs)라는 제목의 이 교재를 구성하는 각 주제틀은 세 가지 〈공
간es맹ce)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사회" <공간>: 현재 통용되는 텍스트들(문학 텍스트를 포함하여)，
구두로 된 시각적인 자료들

2) “언어" <공간>: 문법적인 종합， 회화의 전략

3) “불어권Francopho띠e" <공간〉

이라한 주제가 붙어권을 구성하는 나

라들에서 어떻게 변주되는가.

이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는 특정들은 다음과 같다

1)

텍스트들 가운데 문학 텍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완화

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단 하나의 문학 텍스트만이 할애되어 있고， 대상
이 된 텍스트들도 동시대의 텍스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희곡에 관련된 텍스트가 많은 것으로 보아 되도록이면 대
화말하기-듣기의 목표에 부합하는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신문 기사나 잡지 흑은 평범한 개인의 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아졌다. 즉 문학 텍스트 이외의 다%ε한 비문학적 자료들이 활
용된 것이다. 이는 시청각 언어 교육 방식이 사용되었던 이래 비문학 텍

스트가 읽기 교육의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과 일치된다. 신문， 잡지
기사 및 전단 광고문 등 실생활 자료들은 지식인의 문화의 표현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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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문학 텍스트와는 달리 보다 일상적인 문화를 생생한 현장감과 함
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정서적 상정적 필요성

에 맞추어 조직된 특수한 유형의 언어인 문학의 언어와는 달리 얼상적이
고 실용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1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더 쉽

다는측면도있다.

3)

불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다 이는 프랑스어가 프랑

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주
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학 텍스트가 더 이상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텍스트로 간주되지 않
는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또 다른 예로 lÐ7년에 나옹 프랑스어 교재
인 <Pcowrarm>에서도7)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제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서론 (2페이지) : 문법적 개념틀을 복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사
진들과 짤막한 텍스트들로서 여기에는 문학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문법 (2페이지) : 특별한 문화적 주제에 근거하여 문법 사항을 설명하
는데， 예를 뜰어 〈회상〉의 주제에는 과거시제 7}， <꿈〉의 주제에는 의
지와 욕망의 언어적 표현이나 접속법이 설명되고 있다.

3) 쓰기 (2페이지) : 다양한 형식과 기원을 지닌 텍스트들이 활용되고 있
는데， 문학 텍스트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예를 들어 〈회상〉의 주제
에 마르젤 프루스트의 소설 한 대목이 인용되는 정도이다.

4) 말하기 (2페이지) :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경우들
을 연습하는것
7) 그 서지사항을 밝히변 다음과 같다
JGπardet，

&J L. FrérotWE7) , ?anoramJ

:

méthaie de frw1çui s, ClE,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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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 (3페이지)

위에서 습득한 지식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영

화 시나리오의 작성이나 구직서의 작성 같은)， 일상생활의 구체적 상
황 속에서 앞선 지식틀을 적용하고 설천하는 것.

4
이제 세 가지 단계틀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최

근에 나온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를 검토해보면 문학 텍스트를 언
어교육에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앞서 섣명했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이 지

나치게 구어나 회화 위주의 언어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텍스트 독해와 작
성의 문제를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문학 텍스트의 효

용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에 제기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은 언어교육을 구어능력의 향상으로만
한정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문제점틀을 보완해 주고 지적 수준을 호냉
해준다눈 것이다. 즉 읽기 능력도 훈련되어야 할 언어교육의 중요한 영역
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학 텍스트가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
산된 것이다， 다음 문단은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잘 보여준다 :

텍스트 읽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급하고 서툴게 언어 의미를 해독하도록

학습자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해독 빛 이해의 도구를 만

틀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대G. Vi밍1ef， 1979: 167).

또 다른 원인은 시청각 매체에 근거한 교수법에서 자주 활용되는 비문
학적이고 실용적인 텍스트틀이 보여주는 한계에 있다. 즉 이러한 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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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밀접한 자료들은 그것들이 쓰여진 특수한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데， 그 맥락을 실제 수업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가 보여주는 보편적인 속
성은 외국어 교육에서 새롭게 인식될 펼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문학텍스
트는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정한 사회적이

고 역사적인 맥락과 여건을 초월해서 읽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으

며， 그것이 문학 텍스트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제 문학 텍스트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들을 동시에 충
족시켜주는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어휘 통사적 층위의 기본적인 문볍지식은 펼수적이다.
2) 기본적인 독서의 훈련을 강화시켜준다.
3)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부족한 요소인， 텍스트 내에 잠재해 있는 문

화적 지시적 내용의 습득과 아울러 이러한 맥락을 벗어난 보펀적 호
소력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단계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언어， 문학， 문화가 새로운 유기체

적 결합을 이룬다. 그 한 예로 가장 최근에 나온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인 <T:때>CIDt， 뻐chette 출판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교
재는 언어， 문학， 문화 사이에 새롭게 설정된 상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틀어 3권(중급 이상의 프랑스어 실력을 갖춘 학습자틀을 위한 교재)

의 첫 번째 주제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른 곳에서 온 사람틀〉로
서， 다민족 국객 이민 사회로서 프랑스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주제들로 구성된다.

1) 주제적 내용 : 프랑스에서 이민의 역샤 프랑스 국적의 취득，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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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유럽인으로서 느끼는 감정.

2)

의사소통적 목표

: 지나간

상황과 이후의 전개 과정들을 제시하기， 시

간적으로 명확한 표현 제시， 감탄문 만들기.

3) 언어적 목표

.

이야기의 시제， 단순과거， 지속의 표현， 국가와 관련된

명사와형용사

여기에 수록된 문학 텍스트는 Richard Morviège와 François Cav，뻐na의
일종의 자전적 소설들인데 이는 각각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온 이
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어려움을 감동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텍스트들이다 이 텍스트들 속에서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목표

틀， 즉 주제적 목표 의사소통적 목표 언어적 목표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효과적으로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학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 독법을 갖추어주는 것

은 읽기 능력의 횡땅이라는 언어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학 학습의 출발점인 텍스트 읽기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문학
교육적 효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언어교수

법에서 문학 텍스트의 활용이 낮아졌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어 교
육의 목표를 단순히 구어에 제한된 일상회화에만 두지 않는다변， 문학 텍
스트는 언어와 문화를 매개하는 탁월한 지점으로 님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문학 텍스트의 활용은 학습자 개인에게 맡겨지기 보다는 교수자의
적절한 설명과 적극적인 개업을 요한다는 점에서 타율적인 학습방법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주제어] 외국어 교육， 문학 텍스트， 교재，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문화

* 본 논문은 때4，

10. 31 투고되었으며， 11. 10. 심λ}가 시작되어 11. 갱， 심λ까 종결되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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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rough Literary Text
-Focusing on teaching materials 01 French language education as a loreign
language-

PARK, Sung Chang

Considering that culture is as ÌInjXJrtant as language in language education, we
can find literary

어ucation

Because, a literary text
까1Ís

is very

ilTJIXlπant

int얹1뼈iates

between

research is to show how literary

어ucation，

f，αusmg

on

않aclúng

materi머 s

language. In France, literarγ texts have
French

lar핑뻐ge

패storγ

of French

part of

냥:;en

forei밍1 lan망lage

lar핑떠ge

te았s

are

education.

and culture

us벼

for foreign language

of French language as a foreign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teaclúng

not only as a native language but also as a foreign language.
lan밍lage

education in Franc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This historical change shows what effect the

li따-ary 어lcation

education, what kind of method is useful at the

마esent

has on language

time.

In the first age, the literary text was regarded as a essential material that

grows students'

rea따19 abiliη

마ld

the textbook was

on reading and writing. In the second age, a teaclúng

constructed

f，α:using

with audio

띠su머 ma때als

of sJXlken language

and JXlwer of expression

was found

어ucation.

돼s

method was based on the

methc닙

ÌInjXJπance

In tlúrd age, the literary text was regarded as a

ÌInjXJrtant material agairL 까1Ís tendency reflect the limitation of non~literary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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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jXlken language-centered education Different from practical texts, literary
texts have cultural universality, students can read the text without social and
historical

kno떼어ge

In conclusion, the

litmnγ

text can be used to

없ch knowl어ge

of basic

grammar, reading, culture in text, cultural universality beyond the text
[Key wordsl Foreign Language Education, Literarγ Texts, Teaching Ma떠ials，

French as a

Forei밍1 뼈때없ge，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