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훨국어 문학 교수-략습 박법의 현황과 과저1 

교육과정， 교재， 외국어 문학교육론을 통한 투시 

윤여탁? 

1. 백혀양 

이 글을 쓰면서 먼저 몇 년 전 내가 어느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에 참석 

했을 때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그 자리에서 만난 어떤 분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한국어교육을 이oþ기하는 자리에 어젠 일로 왔느냐?"는 

나에게 던진 질문의 당흑스러움이 그것이다. 그때까지 외국어로서 한국 

어교육에 별로 관섬이 없었던 나에게 던져진 당연한 문제 제기였던 질문 

이기도 했다. 그 이후 니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 

는 글들을 여러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지에 발표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대학 

원의 한국어교육 전공에서 한국 문학교육을 강의하거나 대학원생들의 논 

문1)을 지도하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교수 

* 서울대 국어교육과 
1) 한극어교육 전공자 중에서 문학교육 전공자가 비교적 많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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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후로 수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도 한국어교육 전공자들 

이 한국어교육의 한 분야로 문학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니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학문적인 위상은 물론 한국어교육의 실 

제 현장에서 한국 문학교육은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란 사람들로부터 환대 

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그동안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나 대학원 

의 한국어교육과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문학교육 관련 논문이 극 

히 적다는 점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어교육을 목표로 개설된 국내 

대학의 한국어학과나 대학원의 한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 

는 교과목 중에서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적 

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한국어를 언어교육의 차원에 

서 가르치는 언어교육원과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 

어교육 전공의 경우에도 한국어교육 박사 학위 논문은 총 11편 중 4편(때2년 이후) 

이， 석사 학위 논문은 총 43편 중 10편(1992년 이후)이 문학교육 관련 논문이다. 
2) 강승혜한국어교육 연구 목록J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한국어교육론 3~ ， 한국문 

화새 때15， ffi3-623면 
일부 논문이 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최근에 발표된 한국어교육 논문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땀어교육 관련 논문 전체 1161편중에서 문학교육 관 

련 논문은 31편으로 3%를 차지하고 있다. 
3) 국내의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의 경우， 학부로 개설된 배제대학교의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학과에는 전체 48과목 중에서 3과목(한국문학개론， 한국문학작품의 이해， 문학 

을 통한 한국어교육)이，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어교사 양성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 • 박사과정에는 전체 19과목 중 
에서 3과목(한국문학교육론연구， 한국고전문학교육론연구， 한국현대문학교육론연구) 

이 개설되어 있다. 이 논문이 발표되었던 학회장에 참석한 배제대학교의 최정순 교 

수는 이 점에 대해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국어국문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국 

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에 개설된 교과목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특수성 

을 고려하지 않고 수엽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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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어를 학습히는 차원에서나 한국학을 공부하기 위한 예비 학습 

의 차원에서 한국 문학을 교수 학습하는 특별과정마저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형펀이다. 

필7.l는 국내 한쾌교육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 

의 지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언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점을 인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급스러운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려는 목적이나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목적과 같은 학문 목적의 차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히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학을 가르치거나 언어교육의 차 

원에서 한국 문학을 교수-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4)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 

는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한국 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소개 

하거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해외의 한국학과나 한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점검하 

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외국어 

교육의 실제에 바당을 두기보다는 문학 전공자들의 연구를 위한 논의라 

눈 비판도 있지만)가 보여주고 있는 언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목표와 방법 

이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교육계가 당면하고 있 

는 이와 같은 내적 · 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교수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4) 윤여닥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J ， The Korean 1α19uage zn 
Americu Y.11, AATK, 2lXXì년 11월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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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핸국어 문학 교육과정 

필지는 다른 논문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문 

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교 

육-5)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필자의 기존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 

서 접근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괴정을 분석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 

니를점검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 

정을 선택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그 

역사도 오래되었고， 최근 몇 년 사어에 그 질적 • 양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국가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서로 

다른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과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은 대부분 ‘동아시아 언어문화{학)학과’의 전공(major)으로 한국어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보디는 부전공(띠nor)으로 운영하거나 교양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프로그램(language program)에서 외국어 학점(language 

1뼈urrement)을 취득하고자 하는 혁습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문 단위인 한국학 대학 

이나， 한국학과， 한국어교육과에서 학문 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습 

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윤여탁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J，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3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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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음의 〈표 1>은 미국의 30개 주요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을 조사 · 분 

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 도표6)는 지난 때3년 가을 학기에 외국어 

프로그램， 학부의 전공과 부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 

여 조사한 것으로， 현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이 

자료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과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학부 과정에서 동아시아학과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한국어학과 

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문학입문， 한국문학강독， 한국문학번역과 

같은 교과목들은 여러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표 1> 

문학관련 과목명 개설대학 괴목의 성격 

한국문학입문Gntroduction) 5 교양교육 

한국문학사뻐story) 10 교양교육/ 한국학교육 
미국의 30개 주 

한국문학강독(reading) 18 한국학 교육 / 한국어교육 요 대학에 개설 
한국문학장르(시， 소설 등) 11 힌국학교육 된 않4개 강좌 

한국문학번역( translation) 22 한국어교육 / 한국학 교육 중에서 확연한 

한국학복합강의 5 한국학교육(대학원) 
문학 관련 80개 

동아시아학과합동강의 5 한국학교예대학원) 
강좌의 문적엮 l 

세미내semi뼈) 4 한국학교육(대학원) 

<표 2>는 현재 펼자가 다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한 

국어교육 현황얘 대한 설문조사의 일부를 도표화한 것으로， 중국 내 56개 

대학에 설치된 한국학과나 한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세계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현황 조사의 일부 

6) 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연구 - 미주 지역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J ， 

『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때μ， 100-104면의 도표를 다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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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 중국 내 20 여개 대학에서 응답한 섣문지를 확보하어 진행하고 

있는 분석 내용의 일부다 여기에 제시하는 자료는 북경 지역과 길렴성 

지역， 상해 지역 등의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된 문학 관련 교괴목 

을정리한도표이다 

〈표 2> 
문학관련 과목명 전체 나열 괴목수 

북경대 
조선현대문학(상하)， 

22 
조선고대문략(상하)， 조선문학약사 북경대는 조선언 

북경외대 한국문학선독 21 
어문화학과， 연변 

대는 조선어교육 
북경제2외대 한국문학강독(1， 2, 3) 21 과의 경우임. 학과 

낙양외대 한국문학강독 19 별 나열 고댐수 

한국문학작품선독(1 ， 2), 차이는‘기초한국 
길림대 

한국문학시-(1 ， 2) 20 어’강조뷰를확인 

연변대 23 
하지 못해서 생긴 
~\。r]1. 

복단대 한국문학선독，한국문학사 z1 

〈표 1>과 〈표 2>로 요약된 미국과 중국의 한국어 문학 관련 교육과정 

분석을 기초룩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교수-학습의 목표 차원에서 재분류하면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을 교양의 차원에서 개설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영 

어로 진행되는 강의로 한국 문학에 대하여 소개(입문)하거나 한국 문학사 

의 개략을 소개(문학λh하는 과목이다. 이런 강좌는 주로 한국의 사회 문 

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되며 국제 이해 교육의 차원 

에서 다른 외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과목 

이다 그리고 학습지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학습하는 

동기를 얻기도 하고 지역 사정의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 



한국어 문학 교수희습 방법의 현황과 과제 129 

히고 있으며， 재미동포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계 미국인(kor，얹n 

american)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한국어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 한국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를 틀 수 있다. 이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한국 문학 번역이라는 교괴목이다.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한국 문학을 이해하고， 한국어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설하고 있다 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국 

대학교의 경우에는 말하기/듣기 읽기/쓰기와 더불어 번역을 중요한 한국 

어 교육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번역 과목에서 실용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교수 학습 활동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기초 한국어 한국어 강독 또는 한국어 정독 등 

과 같은 과목에서 한국어를 교수 학습하면서 학습 제재로 제시되어 있는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 활동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임 )을 하기도 한다 

끝으로 한국 문학교육은 주로 한국학 교육의 치원에서 한국 문학 작품 

을 강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에 개섣된 한국 문학 강독 

(션독)이나 대학원에 개설된 한국 문학 관련 강좌들이 대부분 한국학 차 

원의 학습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학과나 한국어교육과에 

개설된 문학 관련 교과목은 대부분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한국 문학 작품 강독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인 읽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을 함양하거나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도 한다. 

특히 미주 지역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재미동 

포로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문학 강독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의 한국어 교 

7) 주옥파중 · 한 문화차이의 번역에 관한 소고J，한국어 교육~ 17-1, 국제한국어교 
육학회， 때6， 쨌 37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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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목적은 각각 다르지만 다양한 한국 문 

학 관련 교과목이 제시되고 있다눈 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대학의 학과 단위로 한국어교육을 섣시하고 

있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문학 등 다양한 교괴목을 개섣하고 있 

다. 그 이유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국어교육과를 개설한 학과의 경우 

교수요원들이 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보디는 이중 언어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했던 연변대학교나 북경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언어문 

학학과 출신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전공하고자 히는 학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원 과정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교양 교육，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한국학 

교육이라는 목표가 실제 교수 학습의 장면에서는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동유럽의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어학과의 교육과 

정에서도 확인되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시절에는 북 

한과 교류하면서 한국학으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개 최근 

한국과 교류하게 되면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라는 

지호탤 반영하여 나타나게 된 혼합 양상-8)이 그 예다. 

8) 필자가 다론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수집한 설문 조사 자료를 보면， 폴란드 바르샤 

바 대학 교육과정은 살용 한국어와 한국어 음성，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형태론， 한 

국어새 사회언어학， 한자와 같은 한국어 관련 괴목은 물론 한국의 역샤 한국 문화， 

한국 종교， 불교사， 통번역 등의 사회 문화 과목， 고대 • 중세 한국문학， 근현대 한국 
문학 등파 같은 문학 관련 교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하고 있다. 또 체코 카렐 

대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으로서의 한국어흑l이나 한국 문학 

의 교수{학습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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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핸국어 문학 교째와 교수-학습 애용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학 작품은 의사소통 능력의 함 

양을 기본 목표로 하는 기초 한국어 강독 교재에 수록된 작품과 한국 문 

학 작품에 대한 교육의 차원에서 문학 능력을 기르기 위해 편찬된 한국 

문학 강독이나 선독이라는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 문학 작품들은 

한국어 교육기관의 기본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편성에서 해당 강좌의 학 

습 목표가 각각 다른 관계로 그 작품 선정의 기준이나 이 작품을 활용하 

는 교수학습 활동이 역시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 문학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문학의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를 분석하 

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버클리대학교 강독 교재인 lîlnterme따πe College 

Korean(대학 한국어 중급)~(Clare You and Eunsu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과 미국 중요대학에서 사용허는 문학 강독 교재인 

Readíng Modem Korean Literature(Yunghæ 뼈m & ]eyseon Læ, KLEAR 

τextbooks in Korl얹n 섭맹U맹e.2에4) 중국의 북경대학교 등 중요 대학에 

서 사용하고 있는 강독 교재인 『한국어(韓國語)~ 3， 4(민족출판샤 2003-4) 

와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서영빈 교수가 펴낸 『한국현대문학(韓國現代 

文學)~(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1997)에 수록된 문학 작품과 교수←학습 

활동을 각각 분석할 것이다 

먼저 이들 교재에 수록된 한국 문학 작품 목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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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학한국어 
설화 바보온달파평강공주 

=二二L

현대시 
진달래 꽃(김소윌) 캠거뤼고은) 내가 꽃이라면(강옥구) 달팽 

걷r닝 

이(김경년) 

장미(피천득) 새해에도 묵은 일들을(한무숙) 무소해법정) 지 
수필 란지교(쫓蘭之交)를 끔꾸며(유안진) 생생한 일상을 위한 연 

습(최윤) 
R얹ding 

진달래꽃(김소월) 님의 침묵(한용운) 향수(椰愁)(정지용) 사 
MocIem 

슴(노천명) 청포도(춤蘭짧)(이육사) 국호k氣花) 옆에서(서정 
Ko1얹n 시 

주) 자수(刺網)(허영자) 태평개太平歌)(황동규) 농무(農舞) 
Literature 

(신경림) 파도(강은교)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디에해인) 

단편소설 
사랑 손념과 어머니(주요섭)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t1-(박완서) 

흰 철쭉(이청준) oJ수리 가는 길(김인숙) 

〈표 4> 

수필 무소제법정) 방망이 깎던 노인(윤오영) 

한국어 3, 4 
시 서시(윤동주) 

판소리 심청가 

λ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헐려 짓는 光化門(설의식) 독서와 인생(이희승) 메모 광t狂) 
수필 (이하윤) 送年(피천득) 자회장(自畵像)(모윤숙) 삶의 슬기(전 

숙희) 현이의 연극(이경희) 네 잎의 크로우버(이어령) 

한국현대 
님의 침묵(沈熱)(한용운) 진달래꽃(김소윌) 나의 침설(寢室)로 

투uL-; -51L 
시 (이상화) 거울(이상) 서시(序詩)， 별 해는 빔t윤동주) 사슴(노 

천명) 

광화새狂畵師)(김똥인)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소나기(황순 
소설 원) 잔해(殘縣)(송병수) 수난 이대(하근찬) 서울 lffi4년 겨울 

(김승옥) 익명(탑名)의 성(이문열) 

〈표 3>과 〈표 4>의 문학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버클리 대학교의 교재 

에 수록된 재미 동포 시인들의 시 작품 2편(강옥구， 김경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문인틀의 작품블과 현대 문인들의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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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중 · 고등학교 ‘국어’나 ‘문학J 교재에 수록되었던 작품으로， 정 

전(正典， canon)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한국어 강독 교재에 수록 

된 섣화나 판소리 역시 이들 갈래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 이처럼 정전 

을 중심으로 해외의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하눈 교재에 수록된 한국 문학 

작품들이 편찬된 가장 큰 이유는 이틀 교과서의 편찬자틀이 대부분 재외 

동포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일부 교재는 한국 기관의 재정적， 인적 지 

원을 받은 사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한국 문학 작품들은 한국 문학사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 · 현대 사회 문회를 이해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 

는 작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작골탬)이라는 문학 작 

품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학 작품을 한 

국어 교재에 수록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일차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의 함양과 한국 문학교육의 열차적인 목표인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하려는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외국어교육이나 자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대중문화와 같 

은 현실 문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정전 중심의 교 

재 편찬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틀 한국 문학 작품을 제재로 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양상 

을 삼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한국어 문학 교재의 제 

재 구성 방식과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각각 한 단원씩 보이면 다음과 같 

다. 

9) 윤여닥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J，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 국어교 
육연구소， 때12，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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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저l재구성 연습문제의 예 

1. “진달래 꽃”을 읽고 
대학 

죄L품제시 
a 이 시인은 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시 

한국어 
단어 

안 poet, 님 love, lover) 
τ:-:1-크，-

'tt도/L}「 
b. 진달래꽃은 어느 계절에 핍니까? 색깔은 어떻습니까? 

(진달래꽃) C. “진달래 꽃”을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로 써 보십시오. 
d. 이 시나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외워 오십시오 

1. (6) 하늘을 우러리 한 점 부끄럽 없이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품및해설 
2. 활용 어마에 호응하는 문장 완성하기 

단어 
(1) 우리는 경기 전에 미리 작전을 짜 놓음으로써 •--

한국어 4 동사활용 
6. ‘ 에 비례하닥 파 비례하대 와 비례하다 이용하어 

(서시) 어법 및 관용형 
문장완성하기 

연습 
(3) 수엽은 투자한 시간에 

보충단어 
7. 단어나 관용어 활용하기 · 햇빛을 보다 
8-9 한중 및 중한 번역하기 
10. 자기가 이해한 한국시 소개와 설명하기 
11. “부끄러웠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쓰기 

〈표 6> 

제재구성 연습문제의 예 

1. (3)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더 두렵게 한 것은 남 
편과 손남의 어떤 요구였습니까? 또 왜 이 요구가 ‘나’를 

Reacling 작품제시 
두렵게 만듬었다고 생각됩니까? 

3. 구문 의미를 영어로 쓰고 구문을 이용하여 한국어 문장 
Modem 어휘 

만듣기 (1) 맞장구를 치다 
KOJ1얹n 작가소개 

6 표현 연구(관용적 표현으로 문장 만들기) 
Literature 문화적/문학 

7 문학척 표현을 직설적 표현으로 바꾸기 
(집보기는 적참고사항 

(3) 삼첼일 동안 미역국 얻어 먹는 게 가시처럼 목에 걸렸단다. 
그렇게 연습문제 

8. 화법 연구 (4) 이 작품에도 여러 가지 의성어나 의태어가 
끝났다) 영어 번역문 

등장합니다. 그목록을 만틀고， 이러한표현들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공부해 보세요 

9 주제(예 고밤f의 갈등)에 대t~서 짧은 글쓰기와 토론하기 

한국현대 
작품제시 

작가맞 ※ 시의 경우에는 ‘발전학습이라는 항목을 두어 해당 시인 
문학 

작품해설 의 다른 시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소나기) 

단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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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정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 교재가 같은 성격의 교재임에 

도 불구하고 제시된 교수 학습 활동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

대학 한국어 중급』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학 작품의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본문으로 제시된 시 작품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한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시의 내용 이해와 

내용 이해를 위한 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시를 

쉬운 이야기로 바꾸어 표현하기나 시를 외우는 활동 등 언어 능력과 문학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지만， 대체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교재의 기본적 목표를 설현하눈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학습 내용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 4~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의 개괄적인 이해를 중 

심으로 본문 학습을 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문볍 항목에 대한 섬화된 학 

습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배운 학습 요소들을 연습 문제에서 

확인히는 교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교재는 문볍 항목 

에 대한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지들이 문법에 기 

초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번역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 점은 외국어 학습이나 교양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보다 

는 대학의 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습자들의 특성10)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의 설현에도 어느 정 

도 부합히는 교재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은 문학 강독 교재에 제시된 문학의 교수-학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앞의 〈표 5>에서와는 달리 미국의 문학 강독 교재가 

다양한 학습 목적에 따라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즉 단어나 관용적 

표현을 활용한 문장 쓰기， 문학적 표현과 직설적 표현의 차이 이해， 화법 

10) 김정우한국아 교재 개발을 위한 중국 교수 · 학습지들의 요구 분석 연구J，한국 

어 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때)5， 99-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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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은 한국어 문학교육의 다양한 가능성과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영어로 번역한 작품을 수 

록함으로써， 영한 대조(對照)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이라는 방법도 제시하 

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학 교수 학습 활동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한국어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의 문학 교재는 읽기와 관련된 작가나 작품 해설， 단 

어 학습 외에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학습자 

보다는 교수가 중심이 되는 문학 작품 읽기가 중요한 학습 활동일 것이라 

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또 이와 같은 중국의 문학 강독 교재 구성은 교 

수 학습 활동 제시보다는 자료집 성격을 지닌 것으로， 중국에서 시용되고 

있는 또 다른 문학 강독 교재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출 

간되는 중국의 한국 문학 교재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내용이나 활동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 

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5>와 〈표 6>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예전에 출간 

된 『대학 한국어 중급』과 『한국 현대 문학』에서는 문학 작품을 주로 강독 

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하여， 최근에 출간된 Reading Modem 

Kore없1 Literature와 『한국어~ 4는 문학 작품을 교수 학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능력 함양은 물론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 

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은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목표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살핀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11) 김경선 엮음한국문학선집~， 외어교학과 연구출판새 1008. 
이 교재는 작가 소개와 작품 해설， 작품 제시， 낱말 주석， 감상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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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활동은 각각의 교수 학습 환경과 교재 출간 시기의 학문적 동 

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언어교육에서는 어느 한 기 

능보다는 통합적인 기능을 신장시키려는 의도로 교수 학습이 기획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에 출간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 

학 교수 학습 활동이 최근의 외국어교육 경향에 보다 부합하는 교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앞으로 한국 문학 교재를 구성하거나 한 

국 문학교육의 섣제를 실천히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다. 

4 왜국애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며， 언어교육 자체 

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롤리(J. Collie)와 슬레이터(S. 

Slater)는 일찍이 가치 있고 실제적 인 자료(v려uable authentic 뼈lter뼈)， 문 

화적 풍요화(c띠tur따 enrichment),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개 

인적 연관(따son머 involvement)12)이리는 측면에서 문학 작품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로서는 때늦은 문제 제기였으 

며， 과거 문학교육이 언어교육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던 시절에 대한 향 

수(獅愁)에 지나지 않았다고 펌해벌下)할 수도 있다. 

1980년대에 외국어교육의 방법론으로 등장하여 이후 21세 벽두까지 주 

도적인 위력을 떨치게 되는 의사소통 접근법(CLT， cοmmunicative 

language tead펴g approaches)13)의 관점에서는 문학의 언어는 엘리트주의 

12) ]. Collie and S. Slater, Iitenαure in the Lan망nge αassnαJm' A Resource Book cf 

Ickas αulAαivities， Camb미dge University Press, 1987, 3→6면 
13) D‘ H Brown, 이흥수 외 역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Pearson E깅ucation Kor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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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궁벽하고， 이상하며， 실제적(authentic)이지 못한 언어였기 때문이 

다. 더구나 이전의 언어교육에서 활용되던 문학 제재는 외국어 학습자의 

정서나 이해와는 거리가 멸리 떨어진 영국이나 미국의 인문적 관점에서 

수립된 정전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의사소통 접근법이 

리는 언어교육 방법론이 제기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외국어교육에서 유 

창성(proficiency)이 중요한 언어교육의 목표였던 관계로， 외국어교육에서 

제시하는 문학 작품의 효용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국어교 

육에서 문학교육의 역할은 어휘 습득이나 읽기 전략 발달， 비판적 사고 

능력의 기회 제공이라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땐년 후반 이후 언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위상이 재정립되 

기에 이른다. 이 때부터 정전적인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민중적인 장르 

(popular genre)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기 시작하며， 제 2 언어교육에서 학 

습(1얹ming)의 개념도 언어적， 간문화적Gnterc띠tur떠) 능력의 차이를 허용 

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라논 인본주의적(humar끄stic) 시각을 확보하게 된 

다14) 이 관점에 의하면 언어교육에서 접하는 담화( cliscourse)로서의 문학 

이나 문화는 언어 학습자의 문학과 교섭히는 감각적이며 실질적이고 긴 

밀한 자료이자 방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어교육 

이나 제 2 언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연구는 통합을 지향한 

다15)는 관점을 수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효용성은 여전히 부정 

적인 의흑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유는 과거의 향수로부 

2뼈.， 312-314면 
14) 여기에는 영국이나 미국의 문화 연구(cultur때 studies)에서 민중 문해IXJ매1ar c띠따-e) 

와 대중 문화{mass c버ture)를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점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결핍이 아니라 차이로 보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G. Tumer, 김연종 옮김문화 연구 입문~， 한나래， 1995 
15) G. 많ll， IiteTUture in Lα1밍μ!ge Edumtion, Palgrave Macmill뻐， :ro5, 4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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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벗어나지 못한 외국 문학 연구자 또는 비평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 

화된 외국어교육계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와 기능적인 효용성만 

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접근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어교육자들의 

태도가 서로 상승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외국어교육 환 

경의 변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나 문학， 교육을 바라보는 서 

로 다른 관점이 최근에는 독자 반응이나 간문화적 관점， 교육의 관점에서 

서로 만남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외국어 교육 현장에 곧바 

로 반영되지 못한 것도 문제적이다 이 점은 국내의 외국어로서의 영어교 

육은 물론 미국의 외국어교육이나 제 2 언어교육 현장에서 유창성의 차 

원에서 말하기/듣기， 읽기/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 

는 예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이런 언어교육의 기초적인 목표는 일 

상생활에 필요한 영어， 즉 생활 영어(suπival e때lish) 습득이나 학습에 국 

한된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대학 

에서 제공하는 학문을 전공하거나 영국이나 미국의 일반인들과 같이 정 

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언어 능력과는 디른 고급스 

러운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이들의 외국어교육 학계에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 경우 문학， 문화 등의 개념과 그 실체도 교수 학습의 대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위상은 재정립되고 있다. 즉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목표 문회를 반영하고 있는 살아 있는 언어 

자료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치원에서 외국어교육 방법 

으로 제기된 간(상호)문화적인 의사소통 교수법16)을 한국어교육의 교수-

16) 권오현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외국어교육J，독어교육.~ 14, 한국독어독 
문학교육회， 1앉)6， 5-51면 

김유리외국어 교육에서의 이문화 교수법 제 2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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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으로 도입하여， 그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반영하는 교재 

구성과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영어교육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가치 

와 효용성을 경시(輕視)하는 언어교육 경호t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에서 추수(追隨)하기보다는 이 같은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이 보여주었 

던 부정적인 결과를 반면교사{半面敎師)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야 한다. 그 이유란 의사소통 접근법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적인 언어교 

육 방법론이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최근 몇 년 시아 한국어교육계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심화 단 

계를 맞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 

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 배출되는 한국어 교사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배 

우는 목적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외국어교육의 일차적인 목적 외 

에도 취업이나 국제결혼 등의 특수 목적으로서의 한국어 학습 요구나 한 

류(韓流)와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학을 전공하거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 

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한국어를 학습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변화되면서， 한국의 

문화나 문학과 연계된 고급스러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이 증가하 

였다 특히 학문적 전공으로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을 선택한 학습자들 

용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J ， 서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2al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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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늘었는데， 이 학습지들은 한국 문화나 한국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선의 학문 탐구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학 

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차원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 

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한국학 교육이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가르쳐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교육에서도 

한국 문학을 한국어 교수}학습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문학 작품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화 능력， 문학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디는 관점을 재정립할 

펼요가 있다 즉 한국어 문학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한 한국어 

문학 교수-학습 목표와 방볍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문학교육 연구와 설용적인 차원의 한국어교육의 

연계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 

로 활용해야 하며，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 각각 다른 목적에 부합하 

는 한국 문학교육 교괴를 개설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국어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문학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고급 학습자는 물론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히는 평범 

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학을 가르쳐야 한다. 아울러 한국어교육 

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국 문학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색이 한국어교육 연 

구 차원에서 진지하게 연구되고， 그 연구의 결과가 한국어 교수 학습의 

장(場)에서 다ÖJ하고 갚이 있게 실천되어야 한다 

[주제어] 한국어 문학교육， 한국어 문학 교재， 교육과정， 외국어 문학 교수학 

j느 닙}벼4 
닙 C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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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in Methodology 

of Korean Literature Teaching and Learning as Foreign 

Language - Perspectives Through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Methodology of Foreign Literature Education 

Yoon, Yeotak 

1 examined present conclition and problem of th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this study, through ana1yzing the kor，없1 literarγ teac삐ng 

materia1 which is used by overseas korean lar핑uage educationa1 institution and the 

curricu1um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 or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in foreign counπies. Furthermore 1 때ned at cliscussion which is led by 

the li따arγ clivision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exan1Ìned implications of the 

liter않γ clivision’s aim and method from the language education 1 proposed the 

kOl1얹n literary education have to be realized the next direction, as a methodology 

of literature teac바19 and 1，얹ming， will integrates three constituents, language, 

culture and literature under considering of intema1-ex따na1 situation which korean 

lar핑uage education circles are confront벼. 

[Key Words] Korean Literature E닝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Literature Teaching Materia1s as a Foreign Language, Curriculum, 

Methodology of Literature Teaching and Learning as a Foreign 

뼈명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