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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문제
Ⅱ. 교육과정 속 고전문학교육의 위상
Ⅲ. 교과서 속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
Ⅳ. 시사점

Ⅰ. ?B�)*

본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과 교과서(敎科

書)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고전문학교육의 실행을 위한 공식적인 자료들에
서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과 그 특징을 확
인하는 데 있다. 

주지하듯, 학습자의 고전문학능력에는 종적(縱的) 위계성이 있으며 이
는 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한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유아에서 성인으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초·중등학교의 국어교육과 대학의 국어
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제15회 국제학술회의(2013. 10. 26.)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

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아주대 조하연 선생님과 질문 및 조언을 해 주신 여
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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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인간의 발달에서 유추할 수 있듯, 학습자들은 완성된 수준의 고
전문학능력을 일거에 획득할 수 없다. 고전문학능력은 점진적 성장의 단
계를 거쳐 완성되므로, 학습자들은 성장의 매 단계마다 그에 적절한 지식
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문학교육의 계획과 실천은 이와 
같은 위계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계성에 대한 점검은 교육의 계획과 실천의 국면에서 좁게는 학생들
에게 고전문학 작품과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1), 넓게는 초등학교에
서 대학에 이르는 시기까지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고전문학교육에 
동참하는가에 대한 종적 접근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 층위 모두 수년에 
걸친 교육 활동에 대한 종적 점검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 점검은 고전문학교육의 실현 양상을 거시적 층위에서 조망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지금까지 고전문학교육연구에서 위계성에 대한 논의는 대개 학습자의 
수준 발달을 주요 준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전시가교육 연구에
서 두드러졌는데, 고전시가교육의 내용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
기까지 ‘반복’되기보다, 작품에 대한 미학적 이해 수준의 심화에 걸맞게 
‘심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염은열, 2004), 인간 발달의 단계가 고전시가교
육의 위계화 원리로 적극 원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조
직할 수 있다는 점(고영화, 2007) 등이 교육내용 위계화의 주요 원리로 언
급되었다. 

최근에는 ‘고전문학 작품의 곤란도’에 주목하여 위계화론을 편 연구가 
제출되었다(김성룡, 2013). 이 논문에서는 위계화의 주요 변인으로 ‘작품’

1) 교육 내용의 종적 조직 원리와 관련된 개념은 위계성, 계열성, 연계성 등인데, 천경

록(2013)은 “선후 관계를 고려해 교육 내용을 학년별로 배치하는 것”을 ‘계열성’이라

고 하였다.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 점검에 대한 미시적 접근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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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습자의 ‘과제 해결 능력’을 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의 질적 요소
에서 ‘작품의 곤란도’를 측정해 이를 기반으로 고전문학 작품의 교육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고전문학교육의 위
계성은 학습자의 능력과 고전문학 작품의 특성 간의 관계에서 설정됨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 내용을 수용하면서 현재까지의 논의 
구도에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에 대한 실증적 점검이 보완될 필요가 있
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 실증적 점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부 검정 교과서이다. 

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구의 변화나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
어 과목 체계 안의 고전문학교육의 위상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고전문학
교육 내용의 내적 위계성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교육과정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나 교과서이다. 교

육과정과 교과서에는 고전문학교육의 목표와 활동의 위계, 작품의 학년
별 위계 등에 관한 교사, 교과서 저작자, 교과교육 연구자들 사이에 형성
된 평균적인 합의점이 담겨 있다. 이 평균적인 합의점이 위계화의 바람직
한 방향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중등학교 고전문학교육에 끼
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학생들은 대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체화
된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문학교육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학교 수
업 등을 통해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점
검할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교육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위계성의 실현 양
상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현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고전문학교육의 위
계성에 대한 실증적 점검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이는 고전
문학교육의 설계와 실천에 큰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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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
(2011년 고시: 이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중학교�고
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 체계 속 고전문학교육의 위상을 점검하였다. 다음으

로는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 속 고전문학 작품 선정과 배열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를 통해 구현된 고전문학교육의 위계
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고전문학교육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C�D�EF)������$

주지하듯,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인 9학년까지를 공통 교육
과정으로 두고, 고등학교인 10～12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조화하였
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 선택 교육과정에서
는 <국어Ⅰ>, <국어Ⅱ>의 ‘문학’ 영역 성취기준, <문학> 과목, <고전> 

과목 등을 통해 고전문학교육이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국어Ⅰ>, <국어Ⅱ> 과목은 각각 ‘교양(일반)’과 ‘교양(심화)’

로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상의 <국어>와 그 위상이 유사하다. <문학>은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인 문학 영역의 내용을 심화한 것으로, 기존 선택교
육과정의 취지를 잇되 과목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인 것이다.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 신설된 <고전> 과목은 동․서양의 ‘고전’을 기반으로 통합적 
국어 능력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동․서양의 ‘고전’ 안에

는 문학 고전이 포함되므로, 이 역시 문학교육의 맥락에서 검토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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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교육과정 교과서

7～9학년
공통 교육과정
‘문학’ 영역

<중학교 국어>

⇩

10～12학년
선택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
<국어Ⅰ>, <국어Ⅱ>

⇩

10～12학년
선택 교육과정
 ‘문학’ 과목

<문학>

⇩

10～12학년
선택 교육과정
‘고전’ 과목

<고전>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중등학교 문학교육의 실현과 심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르게 된다.

<  1>    

<그림 1>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문학교육의 심화를 개략
적으로 그린 것이다. 선택과목 <문학>은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등의 과목과 달리 영역 통합이나 분리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 ‘교양’을 목
표로 삼은 <국어Ⅰ>, <국어Ⅱ>의 내적 위상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
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전> 과목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가
장 높은 수준의 통합적 국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설정되었다
(남민우 외, 2012: 49-50).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과목 
간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목 간 위계의 실현 과정을 교육과정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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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7～9학년군

문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작
품으로 표현한다.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교육과정의 전체 체계와 성취기준, 작품 사례 등과 
관련하여 고전문학 작품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교육의 위상을 점검한 것이다. 

1. ���V*: "��W?�FG�XYZ�(�� ["��

교육과정 속 고전문학교육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에서 
목표로 하는 학습자 문학 능력의 특징과, 그 안에서 고전문학 작품이 갖
는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 다음을 확인해 보자.

<  1>   ‘ ’    (7�9 )

<표 1>의 내용은 7～9학년군에 설정된 ‘영역 성취 기준’이다. ‘영역 성
취 기준’은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내용 성취 기준’을 기반으
로 최종적 도달할 목표 성취기준이다. 여기에는 공통교육과정의 최상위
급인 7～9학년군의 학습자 문학 능력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표 1>에서 추론할 수 있는바, 7～9학년군에서는 학습자의 ‘문학 해석 
능력’과 ‘문학 평가 능력’, ‘문학 표현 능력’ 등을 학습자가 획득할 문학 능
력의 최종 목표로서 중시하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문학 능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
다.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의 해석�평가�표현으로 수렴되는 문학 활동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기본적인 문학 지식을 갖고, 문학 작품을 읽고 해
석�평가�표현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등이 7～9학년군의 문학교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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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7～9학년군

장

르

서정 동시, 노래 동시, 노래 시(동시), 노래 시(가)

서사 옛이야기, 동화
옛이야기, 동화, 

소설

소설(동화, 

옛이야기)
소설

극 아동극 아동극 극(아동극) 극

기타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여러 매체 자료 비평문, 여러 

매체 자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학교육의 계획 속에 ‘고전문학교육’은 성취기준이
나 작품 사례 등을 통해 변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7～9

학년군의 문학교육에서는 역사적 장르 개념이나 문학적 전통의 구도, 고

전문학 작품의 정전(正典)성에 관한 내용이 교육내용으로 변별되어 있지 
않다.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작품의 특정 요소에 주목하
여 문학 활동을 수행하고, 7～9학년에서는 문학 작품을 객관적 실체로 보
고 이를 해석�평가하는 적극적인 문학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고
전문학 작품은 학습자들이 읽을 여러 종류의 본격 문학 작품 중의 하나로
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다음과 같은 장르 위계화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  2>      - ‘ ’

<표 2>를 보면, 공통교육과정에서는 ‘서정, 서사, 극, 기타(교술 및 매
체)’의 문학 장르를 학년군별로 균등하게 배치하였다. 이때, 공통교육과정

에서 장르 위계화의 준거는 ‘문학 작품 수용자의 발달 수준’과 ‘작품의 난
이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
의 큰 차이는 아동 문학을 배우느냐, 본격 문학을 배우느냐에 있기 때문
이다.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아동 문학
/본격 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작품의 난이도’가 공통 교육과정 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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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문학 작품

7～9

학년군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
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
품을 이해한다. 

(3)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한
다. 

(4)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
여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5)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
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6)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
의 의미를 파악한다. 

(7)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고려하
며 작품을 수용한다.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
한다. 

(9)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한다. 

(10)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
는지 이해한다. 

- 인물의 내면 세계, 사고 
방식, 느낌과 정서 등이 
잘 드러난 작품

- 보편적인 정서와 다양한 
경험이 잘 드러난 한국·

외국 작품
- 사회·문화·역사적 상황
이 잘 드러난 작품

-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 비평적 안목이 뛰어난 
비평문

- 삶에 대한 고민이나 성
찰을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

육 내용의 장르 위계화의 원리이다. 

이와 같은 장르 구분 준거에 역사적 장르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통교육과정의 문학능력은, “본격 문학 장르를 중심으로 한 문학 활동” 

능력이며, 이와 같은 문학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가진 역사성
이나 정전성 등은 주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7～9학년 문학 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과 ‘문학 작품
의 예’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을 보자. 

<  3>      (7�9 )

<표 3>을 보면, 7～9학년군의 ‘내용 성취기준’은 학습자의 문학 활동과, 

문학 활동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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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되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기
본적인 문학 지식의 습득, 문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 기본적인 
문학 활동 능력의 획득 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자연스러
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고전문학교육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서 
역시 고전문학 작품이나 고전문학교육 내용으로 변별되는 특징을 발견하
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7～9학년 수준의 문
학 작품 사례에는 고전문학 작품과 가장 큰 관련을 가질 만한 작품 사례
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적으로 고전
문학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안의 작품 사례를 보면, 

‘대표성/비대표성’, ‘정전성/비정전성’보다는 ‘한국문학/외국문학’의 준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중학교인 7～9학년군 수준에서 고전문학교육은 변별적인 교
육 내용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7～9학년군 수준의 학습
자들은 기본적인 문학 활동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문
학교육에 참여하며, 고전문학교육 역시 이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고전문학교육의 맥락에서는 7～9학년군의 문학교육이 기본적 문학 활
동 능력의 획득을 주요한 목표로 삼으면서, 세부적인 성취기준을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의 구현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
다. 작품 자체가 아닌 영역이나 내용 성취기준에의 도달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면, 학생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접할 기회는 자연
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7～9학년군 문학
교육 목표의 특성 상, 학습자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
나 교과서 저자들이 현대 문학 작품이 아닌 고전 문학 작품을 선택할 것
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전문학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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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취기준

국어Ⅰ

(13) 문학 갈래의 개념을 알고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  

(14)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5) 문학은 가치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관점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학습자들을 위해 고전문학 작품이 충분히 제
시되고 있는지, 혹은 고전문학 작품 읽기가 수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이 중요한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V*1: "�#�[\��I�

다음으로는 <국어Ⅰ>, <국어Ⅱ>, <문학> 등의 과목으로 실현되는 고
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속 고전문학교육의 위상을 점검해 보자.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국어Ⅰ>, <국어Ⅱ>는 심화 선택 과
목의 위상에 대한 학계의 고민 과정에서 탄생한 과목이다.2) 선택 교육과
정에서 <국어Ⅰ>, <국어Ⅱ>는 공통 교육과정의 통합적 심화라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서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의 범위나 장르
의 범위를 확대해 배우고, 문학 활동의 수준을 심화하게 된다.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구성 속에서 <국어Ⅰ>, <국어Ⅱ> 

과목의 위상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문학교육 내용의 심화 과정에 고
전문학교육이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
준을 확인해 보면, 학생들은 <국어Ⅰ>에서 ‘역사적 갈래’ 개념을 배우고, 

<국어Ⅱ>에서 ‘전통의 전승’ 관점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접하게 된다. 다

음 <표 4>를 보자. 

<  4>   <  �>, <  �>    

2) 이에 대해서는 김창원(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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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Ⅱ

(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14)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 생산

한다.

(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이해
하고 실현한다. 

<표 4>를 보면, <국어Ⅰ>과 <국어Ⅱ>에는 고전문학 작품과 직접 관
련을 갖는 성취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국어Ⅰ>-(13)의 ‘문학 갈래’ 개념

에는 ‘역사적 장르’ 개념이 포함된다. 이를 성취기준 해설에서 다음과 같
이 명시하였다. 

문학 갈래는 관념적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 체계와 우리 문학
에 나타난 역사적 갈래들을 포함한 갈래 체계를 말한다. 서정, 서사, 극, 교

술 갈래의 주요 특징을 알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하여 각 갈래의 내용과 형
식상의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 (밑줄: 필자)

<국어Ⅱ>-(13)의 ‘전승’은 ‘문학적 전통의 전승’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문학적 전통을 수용하고 변형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 고전문학을 논외로 하기 어렵다.

위의 두 성취기준을 보면, 문학교육 내용의 심화․확대 과정에서 고전
문학교육이 변별되고, 그 위상이 특수해짐을 알 수 있다. 먼저, <국어

Ⅰ>-(13)에서는 학생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배운 ‘장르(갈래)’ 개념에 역사
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심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어

Ⅱ>-(13)에서는 고전문학 작품 수용의 관점과 방법을 ‘전통의 전승’으로 
특화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도록 하였다. <국어

Ⅱ>-(13)의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문학교육 내용의 확대이다. 

위의 두 성취기준과 관련해서, 고전문학교육 연구에서는 먼저 <국어
Ⅰ>-(13)에서 제시한 장르 개념의 심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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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어Ⅱ>-(13)에서 제시한 ‘문학적 전통’의 구
체적 내용이 갖는 타당성과 그 교육적 의미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교육내용의 위계성과 관련해서는 문학의 역사
성이나 전통성에 관한 교육 내용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갖는 타당성을 점
검할 필요가 있다. 

3.  ���V*2: "�46�\]#�^:#� [�1�

선택 교육과정 <문학>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Ⅰ>, <문학Ⅱ>

로 분화되었던 과목을 하나로 통합한 과목이다. 전통적으로 선택 과목 
<문학>은 분과 학문으로서의 문학 연구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룬다.3) 

또한, 국어과 내에서 <문학> 과목은 공통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교육 내
용을 독립적으로 심화한 과목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문학> 과목에서 고전문학교육의 심화․확대는 주로 ‘문학사 교육’과 
관련된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과 삶’ 등에서 문학 수용과 생산의 
방법과 층위를 심화하지만, 과목수와 성취기준수를 줄인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으로 볼 때, 여기에 고전문학 작품이 관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고전문학교육은 <문학> 과목 내용 체계 중 ‘한국 문학의 범
위와 역사’, 즉 문학사교육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 교육과정 <문
학>에서는 이와 같은 문학사교육 내용의 적정성, 비중 등에 관해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된 <고전> 과목에서는 ‘문학 고전
을 통한 교양 형성’(<고전>-(2))이 고전문학교육과 관련성이 깊다. <고

전> 과목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고전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3) 이와 관련해서는 김종철(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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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국어 1～6 국어Ⅰ 국어Ⅱ 문학 고전 계

16종 96책 11종 11책 11종 11책 11종 11책 3종

3책
132책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과목으로 설정되었다. 이로 볼 때, <고전> 과목에

서는 고전문학 작품 읽기가 고등학교의 최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
성이 있다. <고전> 과목에서는 어떤 작품이 어떤 학습활동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내 고전문학교육 내용의 위상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교과서 속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을 점검하였다.

Ⅲ. �%��D�EF)�������-

Ⅲ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교과서 속 작품 및 
장르 배열 현황을 점검하고, 여기에서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을 점검하
고자 한다.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
반으로 만들어진 <중학교 국어> 1～6, 고등학교 선택과목 <국어Ⅰ>, <국

어Ⅱ>, <문학>, <고전> 교과서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2013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장 교과서 견본
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본고에서 검토한 교과서 견본의 종수 및 책수는 
다음과 같다. 

<  5>     

이하에서는 <표 5>의 교과서에서 ‘교과서 수록 작품의 빈도’, ‘학년별 
빈도수 상위 작품’, ‘학년별 하위 장르 분포’ 등을 점검하였다. 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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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작가 장르
수록 
빈도 출판사 

중
학
교

국
어
1

홍길동전 허균 소설 2
신사고(민)

두산동아(이)

국
어
2

심청전 · 소설 2
두산동아(이), 

천재교과서(김)

토끼전 · 소설 2
㈜교학사(남), 

대교(장)

홍길동전 허균 소설 5

두산동아(전), 

㈜미래엔(윤), 

비상교육(한), 

천재교육(박), 

천재교육(노)

작품을 크게 고전산문과 고전운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고전문학 
작품이 ‘읽기’4)나 ‘화법’5) 영역의 제재로 활용된 경우는 본고의 논의 맥
락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또한, 작품들 중에서 학
습 활동이나 보조적 자료로 제시된 작품은 논의에서 제외하였고, 소단

원 이상의 본문 제재로 활용된 작품만을 점검의 대상으로 삼았다. Ⅱ장

의 논의 내용을 전제로 삼아 교과서 속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을 점검
하였다. 

1. ������_�`a�5�bc�de

먼저, 중학교 교과서 수록 고전산문 작품과 그 빈도를 확인해 보자. 

<  6>        

4) 고전 수필이나 설화 중 몇몇 작품이 교과서 속에서 ‘읽기’ 영역의 제재로 활용된 경
우가 있다. 

5) 고전문학에서는 고전 소설 작품이, 현대문학에서는 시나리오나 극본(드라마 대본)이 
‘화법’ 영역의 제재로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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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삼국사기)

김부식 설화/역사 1 ㈜교학사(남)

국
어
3

심청전 · 소설 1 ㈜지학사(방)

아기장수 우투리 · 설화 1 두산동아(이)

토끼전 · 소설 2
비상교육(김), 

천재교육(박)

홍길동전 허균 1 신사고(우)

국
어
4

박씨전 · 소설 2
천재교육(노), 

비상교육(한)

토끼전 · 소설 2
두산동아(이), 

두산동아(전)

홍길동전 허균 소설 1 ㈜교학사(남)

흥보가 · 판소리 1 ㈜금성출판사(박)

국
어
5

규중칠우

쟁론기
· 수필 1 두산동아(이)

눈먼 암탉 이익 수필 1 ㈜금성출판사(박)

박씨전 · 소설 2
두산동아(전), 

㈜미래엔(윤)

양반전 박지원 소설 3

천재교육(박), 

신사고(민),

비상교과서(이)

최척전 조위한 소설 1 비상교육(한)

토끼전 · 소설 1 신사고(우)

홍길동전 허균 소설 2
천재교과서(김), 

㈜금성출판사(박)

국
어
6

박씨전 · 소설 2 두산동아(이)

양반전 박지원 소설 3

천재교육(노), 

㈜교학사(남), 

천재교과서(김)

이옥설 이규보 수필 1 천재교육(박)

홍길동전 허균 소설 1 창비(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총 16종의 교과서가 있다. 종별로 1～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

는 96책인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교과서 수록 고전 산문 작품 빈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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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

작품명 작가 장르
수록 
빈도 출판사 

중
학
교

국
어
1

까마귀 검다 하고 이직 시조 1 신사고(우)

까마귀 싸우는 골에 정몽주 
모친

시조 1 신사고(우)

묏버들 가려 꺾어 홍랑 시조 2
천재교과서(김), 

두산동아(이)

오우가 윤선도 시조 1 천재교육(박)

천만리 머나먼  길에 왕방연 시조 1 ㈜지학사(방)

국
어
2

산은 옛 산이로되 황진이 시조 1 ㈜미래엔(윤)

국
어
3

가시리 · 속요 1 두산동아(전)

동기로 세 몸 되어 박인로 시조 1 비상교육(한)

두터비 파리를 물고 · 시조 1 신사고(우)

단심가 정몽주 시조 1 두산동아(이)

하여가 이방원 시조 1 두산동아(이)

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록된 고전산문 작품 중 교과서 권별로 높은 수록 빈도를 보이는 작
품들은 <홍길동전>(허균), <토끼전>, <박씨전>, <양반전>(박지원) 등이

다. 이중에서 허균의 <홍길동전>은 <중학교 국어> 1～6에 모두 1회 이상 
수록되어 있다. 수록 작품의 하위 장르는 소설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필, 

설화, 판소리 등의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다. 

<홍길동전>이나 <토끼전>, <박씨전> 등은 읽기 쉬운 동화로도 각색
되어 널리 읽히는 소설들이며, 박지원의 <양반전> 역시 고전소설사 및 
고전소설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제재이다. 중학교 학생들은 이와 같이 한
국고전소설 중 매우 널리 알려진 제재를 중심으로 고전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교과서 수록 고전운문 작품과 그 빈도를 확인해 보
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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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4

굼벵이 매미가 되어 · 시조 1 ㈜미래엔(윤)

단심가 정몽주 시조 1 비상교과서(이)

산버들 골라 꺾어
(묏버들 가려 꺾어)

홍랑 시조 1 비상교육(한)

서동요 · 향가 1 천재교육(박)

오우가 윤선도 시조 1 천재교과서(김)

천만리 머나먼 길에 왕방연 시조 1 비상교육(한)

하여가 이방원 시조 1 비상교과서(이)

훈민가 정철 시조 2
신사고(민), 

㈜미래엔(윤)

국
어
5

가시리 · 속요 1 천재교과서(김)

농가월령가 정학유 가사 1 비상교과서(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시조 1 비상(김)

두터비 파리를 물고 · 시조 1 대교(장)

마음이 어린 후니 서경덕 시조 1 비상(김)

시집살이 노래 · 민요 1 ㈜교학사(남)

오우가 윤선도 시조 1 ㈜교학사(남)

훈민가 정철 시조 1 비상교육(한)

국
어
6

두꺼비 파리를 물고 · 시조 1 ㈜교학사(남)

오우가 윤선도 시조 1 ㈜미래엔(윤)

중학교 교과서 수록 고전 운문의 빈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다. <표 7>
을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는 고전운문의 하위 장르 중 시조가 가장 높은 
빈도로 실려 있다. <표 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특정 작품의 수록 빈도
가 높았던 고전산문과 달리, 고전운문에서는 수록 빈도가 높은 특정 작품
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학교 국어> 1～6 권별로는 1권과 4권에 각각 수
록 빈도 2인 작품이 있을 뿐이다. 중학교 고전시가교육에서는 작품보다 
장르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중학교 교과서 수록 고전 운문은 
대부분 시조 장르이며, 향가, 속요, 민요, 가사 등은 1～2 작품만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고전운문과 고전산문 작품을 합하여 작품 수와 빈도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내용을 보면, <중학교 국어> 1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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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어1 국어2 국어3 국어4 국어5 국어6 계

산

문

작품수 1 4 4 4 7 4 12*

빈도 2 10 5 6 10 7 40

운

문

작품수 5 1 5 8 8 2 18*

빈도 6 1 5 9 8 2 31

전체 빈도 8 11 10 15 18 9 71

권당 작품수 0.5 0.69 0.63 0.94 1.13 0.56 0.74

* 작품수 합계는 중학교 국어 1～6에서

중복 작품을 제외한 총 작품수임

국어1 국어2 국어3 국어4 국어5 국어6 계

빈도 63 44 59 55 62 42 325

권당 작품수 3.94 2.75 3.69 3.44 3.88 2.63 3.39

학교 국어> 6에 이르기까지 권별 수록 빈도에 일정한 경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고전문학 작품의 전체 빈도와 권당 작품수를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 고전문학 작품 수록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총 96책인 
중학교 교과서에 고전문학 작품은 권당 0.74편이 실려 있다. 권당 1편의 
작품도 채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6권임을 감안한
다면, 학생들은 중학교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총 4.44편의 고전문학 작품을 
읽게 된다. 

<  8>         

수치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대문학 작품6) 빈도 및 권당 작
품수를 <표 9>에서 확인해 보자. 

<  9>         

권당 작품수를 비교하면, 현대문학 작품은 고전문학 작품에 비해 4.5배 

6) 논의 주제와 분량을 고려해 여기에서는 구체적 작품 수록 현황은 밝히지 않고, 그 
수만 밝힌다. 



����()*�������%�+,�(1)  471

학년 장르 순위 작품 수록 빈도

7～9 

학년군

고전 
산문

1 홍길동전(허균) 11

2 토끼전 7

3 박씨전, 양반전(박지원) 6

4 심청전 3

고전 
운문

1 오우가(윤선도) 4

2
두꺼비 파리를 물고, 

묏버들 가려 꺾어(홍랑), 훈민가(정철)
3

3
가시리, 단심가(정몽주), 

천만리 머나먼 길에(왕방연), 하여가(이방원) 
2

가량 더 많이 실려 있는 셈이다. 현대문학의 경우, 학생들은 중학교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총 20.34편을 읽게 된다. 

Ⅱ장에서 중학교 수준의 문학교육에서는 기본적인 문학 활동 능력의 
획득을 목표로 함을 밝혔다. 그렇기에 고전문학교육은 변별적 위상을 갖
지 않으며, 기본적 문학 활동 능력의 획득에 고전문학 작품이 기여하는 
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교육이 구현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취
지를 구체화한 중학교 교과서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선정 비율은 우려한 
바대로 지극히 낮았다. 

현대문학 작품의 이해․해석․감상과 고전문학 작품의 이해․해석․

감상 사이에는 구조적 상동성이 존재하지만, 고전 문학 작품에 관한 충분
한 경험의 축적 없이 학생들의 문학 능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전문학 작품 읽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서 학생들이 고전문학교육 내용의 심화나 확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 6>과 <표 7>에 의거해 7～9학년군의 고전산문과 고전운문 
중 빈도수 상위 작품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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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에서 <홍길동전>, <토끼전>, <오우가>, <단심가> 등은 
건국과도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전문학 교육에서 매우 중
요한 제재로 다루어지던 작품들이다.7) 그러나 운문과 산문의 전체 수록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면, 고전산문은 대표작 중심의 수록 경향이 고전운
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장르로 보면, 산문에서는 소설이, 운

문에서는 시조가 중학교 수준의 고전문학교육에서 주요 작품으로 선정되
었다. 

고전 운문 장르에서는 교과서 수록 작품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 건국과

도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에는 고전운문에서 <용비어천가>나 사대부의 시조, 가사가 많이 분포해 
있었다(조희정, 2005: 310-312). 그러나 <표 10>을 보면,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고전운문 작품 중에는 황진이나 홍랑과 같은 기녀 시조가 사대
부의 시조 가사에 못지않은 상위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후에 확인할 내용
이지만, 역사적으로 상위 빈도를 차지했던 <용비어천가>를 수록한 교과
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 <문학> 교과서 중 1종에 불과했다. 

2.  ������_�`a�5�bc�de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 속 작품 및 장르 배열에 관해 살펴 보자. 

Ⅱ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어 선택 
과목에서는 <국어Ⅰ>, <국어Ⅱ>, <문학>, <고전>의 순으로 문학교육의 
내용을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국어Ⅰ>, <국어Ⅱ>

에 실린 고전산문 작품과 빈도를 확인해 보자. 상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7) 이에 관해서는 조희정(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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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 작품명 작가 장르
수록 
빈도 출판사 

고

등

학

교

국

어

Ⅰ

구운몽 박지원 소설 1 천재교육(김)

봉산탈춤 · 극 3

천재교육(김), 

신사고(이), 

비상교육(우)

수오재기 박지원 수필 1 창비(문)

유충렬전 · 소설 1 ㈜미래엔(윤)

의아기(義鵝記) 주세붕 수필 1 천재교육(박)

일야구도하기 박지원 수필 2 천재교육(김)

춘향전 · 소설 2
해냄에듀(조), 

㈜지학사(이)

통곡헌기 허균 수필 1 ㈜지학사(이)

한중록
혜경궁 
홍씨

수필 1 ㈜교학사(김)

국

어

Ⅱ

박씨전 · 소설 1 해냄에듀(조)

봉산탈춤 · 극 2
창비(문), 

천재교육(박)

춘향가 · 판소리 2
㈜미래엔(윤), 

천재교육(김)

춘향전 · 소설 2
두산동아(신), 

천재교육(박)

허생전 박지원 소설 3

㈜지학사(이), 

신사고(이), 

비상교육(한)

흥부전 · 소설 4

천재교육(김), 

비상교육(우), 

㈜교학사(김), 

창비(문)

<  11> �,  ��      

<표 11>을 보면, 7～9학년군에서는 주로 소설이 고전산문교육의 주요 
제재로 선정되었는데, <국어Ⅰ>에서는 수필이 소설과 대등한 비중으로 
선정되었으며, 극 장르에서 <봉산탈춤>의 수록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국어Ⅱ>에서는 <춘향전>이나 <흥부전>과 같은 한국 문학의 대표
작들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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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 작품명 작가 장르 수록 빈도 출판사 

고

등

학

교

국

어

Ⅰ

관동별곡 정철 가사 1 ㈜미래엔(윤)

노래 삼긴 사람 신흠 시조 1 천재교육(김)

눈 마자 휘어진 대를 원천석 시조 1 비상교육(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시조 3

비상교육(우), 

㈜지학사(이), 

천재교육(박)

<국어Ⅰ>과 <국어Ⅱ>의 작품 선정 경향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Ⅱ
장에서 살핀바, 성취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어Ⅰ>의 
고전문학 관련 성취 기준은 문학 갈래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역사적 장
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극이나 수필을 제재로 선정한 단원의 대다수
가 ‘문학 갈래의 이해’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전통의 전승’을 주요 성취
기준으로 삼은 <국어Ⅱ>에서 고전문학 작품 중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이 
선정된 것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표 11>에 제시된 고전산문 작품 중 다수는 건국과도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지속적으
로 실려 온 작품들이다(조희정, 2005). 그중에서 <박씨전>이나 박지원의 
<허생전> 등은 <국어> 교과서 내에서 빈도수가 상승했다. 

<표 11>에서 <춘향전>의 경우, 고전산문의 수록 빈도수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국어Ⅰ>과 <국어Ⅱ>에 모두 2회씩 실려 있다. 7～9학

년군에서 <박씨전>과 <흥보가>가 수록된 바 있는데, <국어Ⅱ>에는 <박씨
전>이 수록되어 있으며, <흥보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흥부전>이 수록
되었다. 이와 같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고전산문교육에서는 성
취기준의 반복은 없지만 수록 작품의 반복 현상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는 <국어Ⅰ>, <국어Ⅱ>에 실린 고전운문 작품과 빈도를 확인
해 보자. 상세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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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어린 후니 서경덕 시조 1 창비(문)

만흥 윤선도 시조 1 두산동아(신)

십년을 경영하여 송순 시조 1 비상교육(우)

한숨에 세한숨아 · 시조 1 두산동아(신)

국

어

Ⅱ

가시리 · 속요 3

㈜교학사(김), 

㈜지학사(이), 

천재교육(김)

개를 여라믄이나 · 시조 1 ㈜미래엔(윤)

관동별곡 정철 가사 3

㈜교학사(김), 

비상교육(한), 

천재교육(박)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정보 시조 1 신사고(이)

님이 오마 하거늘 · 시조 1 천재교육(박)

사미인곡 정철 가사 1 ㈜지학사(이)

서경별곡 · 속요 1 해냄에듀(조)

속미인곡 정철 가사 1 두산동아(신)

십년을 경영하여 송순 시조 1 ㈜미래엔(윤)

정과정 정서 속요 1 신사고(이)

제망매가 월명사 향가 2
비상교육(한), 

천재교육(김)

청산별곡 · 향가 1 비상교육(한)

헛가레 기나 쟈르나 신흠 시조 1 신사고(이)

<표 12>를 보면, <국어Ⅰ>과 <국어Ⅱ>의 고전운문 작품 수록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운문 작품의 수록 빈도는 <국어Ⅰ>

의 10에서 <국어Ⅱ>의 18로 1.8배가량 늘었다. <국어Ⅰ>의 수록 작품 장
르는 7～9학년군과 마찬가지로 시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어Ⅱ>에서

는 시조뿐만 아니라 향가, 속요, 가사 등의 다양한 하위 장르가 수록되었
다. 고전운문 작품 수록 현황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이유 역시 <국어
Ⅰ>과 <국어Ⅱ>의 성취기준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 
갈래의 이해’에서는 고전운문 작품이 주요 제재로 선택되지 않다가 ‘문학 
전통의 전승’에서 다수의 고전시가 작품이 단원의 제재로 선택된 것이다. 

한편, <국어Ⅰ>과 <국어Ⅱ> 교과서 수록 고전문학 작품 빈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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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어Ⅰ 국어Ⅱ 계

산문
작품수 9 6 14*

빈도 13 14 27

운문
작품수 8 13 19*

빈도 10 18 28

전체 빈도 23 32 55

권당 작품수 2.09 2.91 2.5

* 작품수 합계는 국어Ⅰ, 국어Ⅱ에서

 중복 작품을 제외한 총 작품수임

국어Ⅰ 국어Ⅱ 계

빈도 57 37 94

권당 작품수 5.18 3.36 4.27

하면 <표 13>과 같다. 

<  13> �,  ��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권당 2.5편의 고전문
학 작품을 읽게 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어Ⅰ>과 <국어Ⅱ>에 실린 현
대문학 작품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적다. <표 14>를 보자. 

<  14> �,  ��       

학생들은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평균적으로 권당 4.27편의 현대문
학 작품을 읽게 된다. 이로 볼 때, 학생들이 <국어Ⅰ>과 <국어Ⅱ>를 거
치면서 읽는 고전문학 작품은 고전운문과 산문을 합하여 평균적으로 5편, 

현대문학 작품은 평균적으로 8.55편 가량 된다. 작품 수에서 현대문학 작
품이 고전문학작품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7～9학년군의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고전문학 작품 수는 
그 평균이 약 4.44편이었다. <국어Ⅰ>과 <국어Ⅱ>를 합하여 학생들이 접
할 수 있는 고전문학 작품 수는 평균 5편이다. 작품 및 장르 목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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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장르 순위 작품 수록 빈도

고등

학교 
국어

Ⅰ,Ⅱ

고전 
산문

1 봉산탈춤 5

2 춘향전 4

3 허생전(박지원), 흥부전 3

고전 
운문

1 관동별곡(정철) 4

2
가시리, 

동짓달 기나긴 밤을(황진이)
3

3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제망매가(월명사)
2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읽는 고전문학 작품 역시 다양성이나 수의 면
에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내용을 참조하면, 학생들은 <국어
Ⅰ>, <국어Ⅱ>를 통틀어 시조 2편, 향가․속요․가사 등에서 1편, 널리 
알려진 소설 2편, 수필․설화․판소리 등에서 1～2편 가량을 읽는다. 이와 
같은 고전문학 읽기 경험으로는 고전문학교육의 내용이 교양 수준에서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의 <표 15>에서, <국어Ⅰ>과 <국어Ⅱ> 교과서 수록 빈도수 상위 
작품을 확인해 보자. 

<  15> �,  ��      

<표 15>를 보면, 고전산문과 고전운문에서 빈도수 상위 작품의 전체 
빈도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고전산문에서는 <봉산탈춤>이, 고전운문에

서는 <관동별곡>이 최상위 수록 빈도 작품이다. 고전산문에서는 <봉산
탈춤>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모두 소설이며, 운문에서는 가사와 속요, 

향가 등이 시조와 함께 빈도수 상위를 기록했다. 이로 볼 때, 7～9학년에 
비해서는 장르 면에서 다양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학> 교과서 수록 고전 산문 작품의 빈도를 확인해 보
자. 자세한 내용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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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 작품명 작가 장르
수록 
빈도 출판사 

고

등

학

교

문

학

가락국신화

(삼국유사)
일연 신화/역사 1 창비(박)

격황소서 최치원 수필 1 상문(김)

경문대왕의 귀
(삼국유사)

일연 설화/역사 1 상문(김)

공방전 임춘 가전 2
천재교과서(정), 

비상교육(한)

광문자전 박지원 소설 2
신사고(이), 

해냄에듀(조)

국선생전 이규보 가전 1 두산동아(김)

국순전 임춘 가전 1 상문(김)

규중칠우쟁론기 · 수필 2
상문(김), 

천재교육(김)

단군신화

(삼국유사)
일연 신화/역사 3

두산동아(김), 

상문(김), 

(주)지학(권)

동명일기 의유당 김씨 수필 1 해냄에듀(조)

만복사저포기

(금오신화)
김시습 소설 2 상문(김), (주)지학(권)

봉산탈춤 · 극 4

두산동아(김), 

천재교과서(정), 

천재교육(김), 

㈜미래엔(윤)

사씨남정기 김만중 소설 6

신사고(이), 

해냄에듀(조), 

천재교과서(정), 

비상교육(한), 

비상교과서(우), 

천재교육(김)

소대성전 · 소설 1 (주)지학(권)

수오재기 정약용 수필 3

상문(김), 

신사고(이), 

비상교과서(우)

심생전 이옥 소설 1 상문(김)

심청가 · 판소리 1 천재교육(김)

양주별산대놀이 · 극 2 비상교과서(우),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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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고(이)

운영전 · 소설 1 천재교육(김)

유충렬전 · 소설 1 비상교육(한)

이생규장전

(금오신화)
김시습 소설 6

신사고(이), 

해냄에듀(조), 

두산동아(김), 

천재교과서(정), 

비상교육(한), 

비상교과서(우)

이옥설 이규보 수필 2
해냄에듀(조), 

㈜미래엔(윤)

임진록 · 소설 1 천재교과서(정)

적벽가 · 판소리 1 (주)지학(권)

조신의 꿈
(삼국유사)

일연 설화/역사 1 천재교과서(정)

주몽신화

(삼국사기)
김부식 신화/역사 3

해냄에듀(조), 

㈜미래엔(윤), 

비상교과서(우)

주옹설 권근 수필 2
두산동아(김), 

천재교과서(정)

차마설 이곡 수필 1 상문(김)

최척전 조위한 소설 1 ㈜미래엔(윤)

춘향가 · 판소리 1 창비(박)

춘향전 · 소설 2
신사고(이), 

비상교육(한)

통곡할 만한 
자리

[好哭場論]

박지원 수필 4

두산동아(김), 

㈜미래엔(윤), 

천재교과서(정), 

천재교육(김)

하회 별신굿 
탈놀이

· 극 2
상문(김), 

해냄에듀(조)

한 삼태기의 흙 성현 수필 1 비상교육(한)

허생전 박지원 소설 1 상문(김)

호질 박지원 소설 2 (주)지학(권), 창비(박)

홍계월전 · 소설 3

신사고(이), 

두산동아(김), 

㈜미래엔(윤)

흥보가 · 판소리 4 신사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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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에듀(조), 

㈜미래엔(윤), 

비상교과서(우)

흥부전 · 소설 1
천재교과서(정), 

상문(김)

학년 구분 작품명 작가 장르
수록 
빈도 출판사 

고등

학교
문학

강호사시가 맹사성 시조 1 ㈜미래엔(윤)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 시조 1 천재교육(김)

고시7 정약용 한시 1 해냄에듀(조)

공무도하가 ·
고대

가요
4

(주)지학(권), 

해냄에듀(조), 

비상교육(한), 

비상교과서(우)

구지가 ·
고대

가요
2

상문(김), 

두산동아(김)

국화야 너��어이 이정보 시조 1 천재교육(김)

규원가 허난설헌 가사 1 천재교과서(정)

논매기 노래 · 민요 1 신사고(이)

누항사 박인로 가사 1 상문(김)

�들에 동난지이 사오 · 시조 2
두산동아(김), 

㈜미래엔(윤)

<표 16>을 보면, 고등학교 선택과목 <문학>에서는 신화/역사, 가전 등
이 실렸다. 하위 장르가 다양해지고, 수필이나 가전 등이 고전소설의 비
중에 근접하게 많이 실렸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창작 시대의 분포 역시 이
전 수준의 교과서보다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 김만

중의 <사씨남정기>나 김시습의 <금오신화>, 박지원의 수필 등이 <문
학> 교과서 속 고전산문 작품 중 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다음은 고전운문의 학년별 수록 빈도를 보자. 자세한 내용은 <표 17>
과 같다.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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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동어미화전가 · 가사 1 천재교육(김)

도산십이곡 이황 시조 4

(주)지학(권), 

신사고(이), 

해냄에듀(조), 

두산동아(김)

동동 · 속요 2
신사고(이), 

비상교육(한)

동명왕편 이규보 서사시 1 천재교육(김)

동지ㅅ��기나긴 밤을 황진이 시조 5

창비(박), 

해냄에듀(조), 

천재교과서(정), 

비상교육(한), 

비상교과서(우)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 시조 1 천재교육(김)

두터비 �리를 물고 · 시조 2
창비(박), 

비상교과서(우)

만전춘별사 · 속요 1 천재교육(김)

만흥 윤선도 시조 4

상문(김), 

신사고(이), 

비상교육(한), 

비상교과서(우)

바리공주 · 무가 3

창비(박), 

천재교육(김), 

상문(김)

백구야 말 무러보쟈 김천택 시조 1 해냄에듀(조)

보리타작 정약용 한시 1 천재교육(김)

부벽루 이색 한시 1 상문(김)

상춘곡 정극인 가사 3

신사고(이), 

해냄에듀(조), 

㈜미래엔(윤)

서경별곡 정철 가사 4

(주)지학(권), 

창비(박), 

두산동아(김), 

비상교과서(우)

속미인곡 정철 가사 8

상문(김), 

(주)지학(권), 

창비(박), 

두산동아(김), 

천재교과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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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한), 

비상교과서(우), 

천재교육(김)

송인 정지상 한시 3

상문(김), 

㈜미래엔(윤), 

천재교육(김)

수양산 �라보며 성삼문 시조 3

해냄에듀(조), 

비상교육(한), 

천재교과서(정)

시집살이노래 · 민요 1 상문(김)

십 년을 경영�야 송순 시조 2
창비(박), 

천재교육(김)

어부사시사 윤선도 시조 1 두산동아(김)

어이 못 오던다 · 시조 2
(주)지학(권), 

천재교과서(정)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악장 1 상문(김)

이 몸이 주거 가셔 성삼문 시조 1 천재교육(김)

일신이 	쟈 �엿더니 · 시조 1 신사고(이)

자술 이옥봉 한시 1 두산동아(김)

정선 아리랑 · 민요 1 천재교육(김)

정읍사 · 속요 2
천재교육(김), 

창비(박)

제망매가 월명사 향가 5

(주)지학(권), 

신사고(이), 

창비(박), 

해냄에듀(조), 

천재교과서(정)

집 방석 내지 마라 한호 시조 1 천재교과서(정)

찬기파랑가 충담사 향가 5

두산동아(김), 

㈜미래엔(윤), 

비상교육(한), 

비상교과서(우), 

천재교육(김)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 · 시조 1 해냄에듀(조)

청산별곡 · 속요 2
상문(김), 

해냄에듀(조)

청산은 내 
이오 황진이 시조 1 신사고(이)

한림별곡 한림제유 경기체가 1 천재교과서(정)

황조가 유리왕 고대가요 1 상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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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 수 및 빈도 전체 빈도 권당 작품 수

산문
작품수 40

173 15.73
빈도 78

운문
작품수 48

빈도 95

구분 빈도 전체 빈도 권당 작품 수
운문 133

308 28산문 140

극/기타 35

위의 <표 17>을 보면, <문학> 교과서 수록 고전운문 작품의 장르는 고
대가요, 향가, 속요, 한시, 무가, 가사, 시조, 악장, 민요, 경기체가 등으로 
다양하다. 고전운문의 하위 장르 수록 경향이 <문학> 교과서에서 다양화
된 것이다. 학습자들이 <문학> 교과서를 통해 읽게 될 고전문학 작품수
도 많아졌다. 다음 <표 18>을 보자. 

<  18> < >     

<표 18>을 보면, 학습자들이 <문학> 교과서 1권에서 접하게 되는 고전
문학 작품수는 평균적으로 15.73편이다.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권당 
작품수 평균이 2.5편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작품수는 월등히 증가한 셈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현대문학 작품의 권당 작품수에 비해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현대문학 작품의 권당 작품수는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9>      

다음으로는 <표 20>에서 <문학> 교과서 수록 빈도수 상위 고전문학 
작품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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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장르 순위 작품 수록 빈도

문학

고전 
산문

1
사씨남정기(김만중), 

이생규장전[금오신화, 김시습]*
6

2
봉산탈춤, 

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흥보가
4

3
단군신화(일연), 수오재기(박지원), 

주몽신화(김부식), 홍계월전
3

고전 
운문

1 속미인곡(정철) 8

2
동짓달 기나긴 밤을(황진이), 

제망매가(월명사), 찬기파랑가(충담사)
5

3
공무도하가, 도산십이곡(이황), 만흥(윤선도), 

서경별곡
4

*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가 2회 실려, <이생규장전>을 합하면,

《금오신화》는 총 8회의 빈도로 실려 있음.

<  20>       

위의 <표 20>을 보면, 고전운문과 고전산문에서 교과서에 자주 수록돼 
온 소설이나 사대부의 시조․가사 등이 여전히 주요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산문에서 박지원의 수필이나 여성 영
웅소설 <홍계월전> 등은 빈도수 상위 작품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Ⅱ장의 성취기준 검토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고전문학 작
품의 <문학> 교과서 수록 단원은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에 해당했다. 그중 대다수의 작품이 ‘문
학사의 전개’ 단원에 실려 있었다. 고전문학 작품을 문학사적 이해의 맥
락에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바, 

7～9학년 수준에서 <국어Ⅰ>, <국어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고전문
학 작품 읽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문
학> 과목을 통해 주로 문학사적 맥락에서만 고전문학 작품 읽기를 심화
한다면, 이를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이 제대로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기
는 어렵다.

한편,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 실현과 관련해, 검토의 기준을 고전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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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전운문 고전산문

고

대

가

요

향

가

속

요

경

기

체

가 

악

장

시

조

가

사

한

시

민

요

,무

가

설

화

/역

사

가

전

수

필

소

설
극

판

소

리

구

비

설

화

7～9

학년

군

1

(1)

1

(2)

14

(26)

1

(1)

1

(1)

1

(1)

3

(3)

6

(34)

1

(1)

1

(1)

국어

Ⅰ

7

(9)

1

(1)

4

(5)

3

(4)

1

(3)

국어

Ⅱ

1

(2)

4

(6)

5

(5)

3

(5)

4

(10)

1

(2)

1

(2)

문학
3

(7)

3

(11)

6

(12)

1

(1)

1

(1)

19

(35)

5

(14)

7

(9)

4

(6)

4

(8)

3

(4)

10

(18)

15

(32)

3

(8)

4

(7)

과 고전산문의 하위 장르로 두고 그 분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1>과 같이 하위 장르별로 분포를 점검해 보았다. 

<  21>    (     )

<표 21>에서 위의 숫자는 복수로 실린 작품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총 
작품 수이다. 괄호 안의 것은 작품의 총 빈도수이다.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9학년군에서는 시조와 고전소설이 고전문학교육의 주
요 제재이다. <국어Ⅰ>의 고전운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되며, 

<국어Ⅰ>의 고전산문에서는 수필이 소설과 더불어 고전문학교육의 주요 
제재이다.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하면, 고전운문에서는 <국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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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 작품명 작가
수록 
빈도 출판사 

고전

격몽요결 이이 2
㈜교학사(한)

천재교육(김)

관동별곡 정철 1 해냄에듀(정)

답창애 박지원 1 해냄에듀(정)

목민심서 정약용 1 ㈜교학사(한)

사설 한유 1 천재교육(김)

사소절 이덕무 1 천재교육(김)

이후에 여러 장르로의 확산 경향이 있으며, 고전산문에서는 <국어Ⅰ> 이

후에 장르 확산 경향이 있다. <표 21>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검토에서 짐작했던 바와 같이, 학생들은 7～9학년

군이나 <국어Ⅰ>, <국어Ⅱ>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이나 장르를 충분하게, 

다양하게 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장르 지식과 문학사적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문학> 과목 단계에서부터 고전문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뿐만 아니라 고전문학교육 전반
의 구체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 내용의 반복을 줄이고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문학교육 설계의 변화
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고전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전문학교육 내용의 위계성이 그 범위와 수준의 면에서 불균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국어에서 최상위의 국어 능력을 목표로 하여 신
설된 <고전> 과목의 작품 수록 현황이다. <고전> 과목에서 학생들은 인
문, 사회, 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고전을 읽고 통합적인 국어 
활동을 수행한다. <고전> 교과서에는 고전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고전이 선정되었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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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김부식 1 천재교육(김)

삼국유사 일연 3

㈜교학사(한)

천재교육(김)

해냄에듀(정)

성소부부고 허균 1 ㈜교학사(한)

왕오천축국전 혜초 1 ㈜교학사(한)

열하일기 박지원 2
천재교육(김)

해냄에듀(정)

증보산림경제 유중림 1 ㈜교학사(한)

차마설 이곡 1 천재교육(김)

채봉감별곡 ․ 1 해냄에듀(정)

학교 모범 이이 1 천재교육(김)

훈민정음 서문 정인지 외 1 천재교육(김)

<고전> 과목에서 학생들은 <표 22>의 고전을 읽고 통합적인 국어 활
동을 수행한다. 말하자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열하일기> 등의 
고전을 읽고 다양한 주제로 생각을 심화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고

전> 과목의 경우, 동서양의 고전 작품이 읽기 제재가 된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작품 목록의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위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문학> 과목을 통해 구현된 고전문학교육과의 관련성은 그리 높지 
않다. 

Ⅳ. G0H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의 논의가 고전문학교육의 위계
성에 관해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중학교의 문학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의 위상은 다음과 같았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문학 활동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
기에 고전문학교육의 변별이 중요하지 않았다. 고전문학교육은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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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 활동 능력의 신장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문학 활동 능
력의 획득’이라는 목표와 성취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속에 고전
문학 작품이 거의 실리지 않았다. 학생들이 고전문학 작품을 충분히 읽고 
생각하는 경험은 문학 활동 능력을 신장할 것을 목표로 삼는 단계에서부
터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문학 활동 능력 획득을 위
한 기초 단계에서부터 고전 문학 작품 읽기 경험을 활성화할 교재론적 고
려와 교수․학습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전문학교육을 변별할 수 있는 성취기준
이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배운 갈래 개념이 역사적 
층위로 심화되었다. 또한, 고전문학 작품을 ‘전통의 전승’과 ‘한국 문학의 
흐름’에 기반하여 읽는 수용의 관점이 포함되어, 고전문학교육의 내용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고전문학교육
의 위계성이 고전문학교육을 위한 주요 참조사항이 되지는 못했다. 또한, 

작품이나 장르 선정의 경향성을 볼 때,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성취기준의 
실현이 중요했다. 이런 까닭에, 고전산문교육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배
운 작품을 반복해서 배우게 되었다. 또한, 성취기준의 실현에 적합한 특
징이 있는 작품이 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고등학교 단계의 <국어Ⅰ>, <국어Ⅱ>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 
수 역시 많지 않다. 이와 같은 고전문학교육의 내용이 고전문학교육의 심
화를 위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성취기준 역시 학생들의 고전
문학 작품 읽기 활동을 활성화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단계의 <국어Ⅰ>, <국어Ⅱ>에서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성취기준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심화 혹은 확대에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작품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들의 고전문학 
작품 읽기 경험이 충분한지, 작품의 특징이나 난이도 등이 고등학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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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자에게 적합한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나 학
교 수업을 통해 구현되는 고전문학교육 내용의 구체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단계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의 수록 빈
도가 높았고, 작품이나 장르 역시 다양했다. 그러나 과목 수의 축소와 성
취기준의 축소로 인해 다수의 고전문학 작품이 문학사교육의 맥락에서 
수록되었다. 이전 단계까지의 고전문학교육에서 학생들의 고전문학 작품 
읽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전통의 전승’ 등의 관점
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연습을 주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학> 교과서에서 문학사교육을 위주로 
고전문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전문학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고
려하는 위계성의 측면에서 불균형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고전> 과목에서는 학습자들이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고차원적
인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통합적 국어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과
목의 교육 내용이 문학 과목과 갖는 관련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된
다.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에 관한 이상과 같은 논의가 단순히 고전문학 
작품의 교과서 수록 빈도가 낮으므로 이를 높여야 한다거나, 교육 내용이 
편중되었으므로 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이 실현되는 현황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오
히려 중등학교의 고전문학교육의 위상과 교육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근본
적인 고민과 고려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거듭되는 교육과정의 개정 속에 고전문학교육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
다. 고전문학교육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고전문학 작
품에 대한 감식안을 점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고전문학교육 내용의 
구체화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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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위계성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본고에서 미처 다 논
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의 논의에서 보완하기로 한다.*8)

�����

1. 자료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1～6 교과서 (16종 96책)

김종철 외(2012), �중학교 국어� 1～6, 천재교과서.

김태철 외(2012), �중학교 국어� 1～6, 비상교육.

남미영 외(2012), �중학교 국어� 1～6, ㈜교학사.

노미숙 외(2012), �중학교 국어� 1～6, 천재교육.

민현식 외(2012), �중학교 국어� 1～6, 신사고.

박경신 외(2012), �중학교 국어� 1～6, ㈜금성출판사.

박영목 외(2012), �중학교 국어� 1～6, 천재교육.

방민호 외(2012), �중학교 국어� 1～6, ㈜지학사.

우한용 외(2012), �중학교 국어� 1～6, 신사고.

윤여탁 외(2012), �중학교 국어� 1～6, ㈜미래엔.

이관규 외(2012), �중학교 국어� 1～6, 비상교과서.

이도영 외(2012), �중학교 국어� 1～6, 창비.

이삼형 외(2012), �중학교 국어� 1～6, 두산동아.

장수익 외(2012), �중학교 국어� 1～6, 대교.

전경원 외(2012), �중학교 국어� 1～6, 두산동아.

한철우 외(2012), �중학교 국어� 1～6, 비상교육.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Ⅰ 교과서 (11종 11책)

* 이 논문은 2013. 11. 11. 투고되었으며, 2013. 11.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3.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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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천재교육.

김중신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교학사.

문영진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창비.

박영목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천재교육.

신동흔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두산동아.

우한용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비상교육.

윤여탁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미래엔.

이삼형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지학사.

이숭원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신사고.

조현설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해냄에듀.

한철우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Ⅰ, 비상교육.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 (11종 11책)

김종철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천재교육.

김중신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교학사.

문영진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창비.

박영목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천재교육.

신동흔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두산동아.

우한용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비상교육.

윤여탁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미래엔.

이삼형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지학사.

이숭원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신사고.

조현설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해냄에듀.

한철우 외(2013), �고등학교 국어� Ⅱ, 비상교육.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1종 11책)

권영민 외(2013),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김대용 외(2013),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

김윤식 외(2013),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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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외(2013), �고등학교 문학�, 두산동아.

박종호 외(2013), �고등학교 문학�, 창비.

우한용 외(2013),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과서.

윤여탁 외(2013),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이숭원 외(2013), �고등학교 문학�, 신사고.

정재찬 외(2013),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조정래 외(2013),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한철우 외(2013),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3종 3책)

김종철 외(2013), �고등학교 고전�, 천재교육.

정  민 외(2013), �고등학교 고전�, 해냄에듀.

한철우 외(2013), �고등학교 고전�, ㈜교학사. 

2. 논저

고영화(2007), ｢시조교육의 위계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룡(2013), ｢고전문학 작품 위계의 필요성과 가능성｣,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pp.5-41.

김성진(2012),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변화상과 이후의 과제｣, �국어

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pp.103-126. 

김종철(2010), ｢고등학교 국어 ‘심화 선택’ 체제 개편 방향｣, �국어교육� 131, 한

국어교육학회, pp.93-117.

김종철(2010),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

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pp.5-30.

김창원(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생태학 (1): 2011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성찰｣,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pp.325-355.

김창원(2012), ｢국어과 교육과정의 생태학 (2): 2011년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쟁
점과 그 해소｣,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pp.155-190.

남민우 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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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2-3.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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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김 정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심으로 등학교 고 문학

교육의 계성을 검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고

문학교육의 상을 검하 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 한 < 학교 국어>, 

<국어Ⅰ>, <국어Ⅱ>, <문학>, <고 > 교과서에서 고 문학 작품의 선정과 

계  배열, 고 문학 작품의 수록 빈도 등을 검하 다. 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단계에서는 고 문학교육이 변별  지 를 차

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 문학 작품의 교과서 수록 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특정 장르나 특정 작품 주의 수록 경향이 있었다. 고등학교 단계인 <국어Ⅰ>, 

<국어Ⅱ>에서 역시 고 문학 작품의 교과서 수록 빈도가 매우 낮았고, 고 산

문의 경우 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다시 수록되는 등 작품 수록의 반복 

상이 심했다. 한, 성취기 을 심으로 한 교과서 구성 방식으로 인해 ‘갈래’냐 

‘문학  통’이냐에 따라 작품 수록 경향에 차이가 있었다. <문학>에서는 교과

서 수록 고 문학 장르가 다양하고 수록 작품의 성격 역시 다양하 으나, 과목 

수와 성취기  수의 축소로 인해 고 문학 교육의 내용이 문학사교육으로 수렴

되었다. 학생들의 고 문학 작품 읽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학사교

육 심의 고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정한지에 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제어] 고 문학교육, 계성,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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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focused on 2009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extbooks -

Kim, Hyun-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hierarch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the secondary school with focused on 2009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educational status of 

classical literature in 2009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investigates the 

selection, hierarchical arrangements and frequenc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textbooks. 

I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s not  

distinctive and for this reason, classical literatures have low frequency in 

textbooks and only particular genres and works are chosen as educational 

material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classical literatures have low 

frequency and high repetitive inclusion rate in <Korean Language Ⅰ>, 

<Korean Language Ⅱ> textbooks. The inclusion tendency is diverse 

according to standards of accomplishment. In <Literature> textbooks, 

educational contents are usually focused on history of literature, so the 

adequacy of these contents must be verified in accordance with literary 

experiences of students 

[Key Words]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Educational Hierarchy, 2009 

korean language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