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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  例 >

Ⅰ. 머리말

Ⅱ. 초등 문학교육에서의 시론적 지식의 내용
Ⅲ. 중등 문학교육에서의 시론적 지식의 내용
Ⅳ. 초․중등 문학교육에서의 시론적 지식의 위계화 문제
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의 시론적 지식
Ⅵ. 초․중등 문학교육과 대학에서의 시론적 지식 연계를 
위한 제언

Ⅰ. I�J

문학 교육에서 문학적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문학 교육 장
면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종류를 크게 실체 중심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지식과 속성 중심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지식, 그리고 활
동 중심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한 방법적 지식으로 나누어 볼 때, 이 연구에

*  이 연구는 2013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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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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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개념적 지식에 해당한다.1) 개념적 지식
은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동원되는 지식으로
서, 일반적으로 문학 이론에 해당하며 시교육과 관련해서 볼 경우에는 시론
(詩論)에서 다루어지는 일체의 내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

문학 이론은 어떤 순수한 사유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도적 구조와 정치적 요인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존재한다.3) 즉, 문학 
교육이라는 제도적 장면, 즉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과서의 활동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문학 교육 현상은 실제 문학 이론처럼 견고한 실체
로 존재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해 간다. 문학 이론이 이러한 문학 교
육 현상의 일부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문학 이론 또한 변화하는 현실 속
의 혹은 교육 패러다임 속의 한 요소로서 ‘정치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학 교육 현상 속의 문학 이론으로서의 시론적 
지식을 검토한다는 것은, 문학 이론 자체의 구조 및 내적 논리와 위배되
는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1) 최근 문학 교육에서의 지식에 관한 논의에서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구성되는 지식을 
강조하고, 그것이 실제 학습자에게 체화된 결과로서의 인격적 지식 혹은 실제적 지
식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이 교육의 결과로서 학습자에게 
실현된 양태를 전제한 논의이다. 지식의 배열, 구조화, 위계화 혹은 지식의 선정과 
반복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방법적 지
식으로 삼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윤여탁․최미숙․김정우․조

고은(2011) 참조.

2) 이 연구에서는 현대시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적 지식을 시론(詩論)적 지
식이라 명명하여 다루기로 한다. 문학 교육 내용 중 개념적 지식으로 볼 수 있는 내
용은 서술자, 시점, 구성 등 현대시가 아닌 분야에도 걸쳐져 있으므로 논의를 초점화
하여 진행하기 위해 ‘시론적 지식’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대학 교육과의 연계를 고려
할 때 일반적으로 대학 현장에서 ‘시론’이라는 강좌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
려하였다. 하지만 이 용어는 학술적 용어로서라기보다 분류적 차원의 편의적 용어라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3) Robert Scholes, 김상욱 역(1995: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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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중등 시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시론적 지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각 학교급에서 어느 정도(범위)까지 해당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 해당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이론적 정합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학교급 간의 지식 배열의 순서 및 포괄의 정도에서 위계성이 고려되어 드
러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초중등 문학 교육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시론적 지식이 실제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지식들 중 특히 시론적 지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론적 지식은 활동과 연계되는 언어 경험을 제
공하는 지식이다. 단순히 시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시를 읽는 경험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시론적 지식은 수용
과 생산을 매개할 수 있는 지식이다.4) 운율에 대한 이해는 운율을 바탕으로 
한 심화된 독시 경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시 쓰기 과정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시론적 지식이 문학 능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시론적 지식은 전이 가능한 지식이다. 이는 비단 현대
시라는 담화 유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문 텍스트 혹은 매체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폐쇄적인 신비평류의 자기
완결적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여타 언어 현상으로 확장 가능한 지식의 
장착, 이것이야말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 문학 능력의 구체적 모습일 것이다. 추상적 앎으로서의 지식
과 구체적 삶으로서의 국어활동과의 연관성(염은열, 2009: 199)을 문학 교육 

4) 실제 문학 교과의 내용체계표를 보면 지식 범주에 해당하는 ‘문학의 성격’이 아닌 문
학의 수용과 생산을 다루는 ‘문학 활동’의 범주에서 시론적 지식이 다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학의 성격’에서는 문학의 개념과 역할, 갈래에 대한 추상적 지식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문학 교과서들 또한 운율, 비유 등의 시론적 지
식을 서정 문학(서정 갈래)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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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2007 교육과정 ※ 2011 교육과정

1

(1)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내용 요소의 예>

•반복되는 말의 재미 느끼기
•일상생활의 말에서 반복되는 말 찾기
•단순한 운율 유형 접하기

(1) 동시를 낭송하거
나 노래, 짧은 이
야기를 들려준
다.

(2) 말의 재미를 느
끼고 재미를 주
는 요소를 활용2

(1) 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

•운율에 맞추어 표현하고 그 효과 느끼기

내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시론적 지식이라는 생각이다.

초․중등 국어 교육에서의 특정 내용의 수직적 배열 및 위계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2007 교육과
정(고등학교는 2009 교육과정)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미리 밝혀 둔
다.5) 하지만 본 연구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2011 국어
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학 영역 및 문학 교과 내용을 적극적으
로 참조하고 조회할 필요가 있으므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 교
육과정의 경우는 성취기준 중심으로 주요 준거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Ⅱ. ���)���	���G�2�PQ����

우선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및 내용 요소를 토대로 초등학교 시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문학 내용 중 
시론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성취기준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1>       

5)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은 2013년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만 적용되
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직적 배열 및 위계를 살피기 위해 교과서의 전모를 살펴봐야 
하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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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담긴 의미나 느낌이 잘 살아나도록 낭송하기
•운율에 맞게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 이해하기

하여 자신의 경
험을 표현한다.

3 없음

(1) 짧은 시나 노래
를 암송하거나 
이야기를 구연한
다.

※(4)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에 대
해 설명한다.

4

(1) 좋아하는 시를 분위기를 살려 암송한다.

•작품의 분위기나 정서를 이해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고르고 그 이유 말하기
•좋아하는 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암송하기
(2) 구성 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작품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 이해하기
•운율,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시를 이해하기

5 없음 (2)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
점을 이해한다.

(3)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

6

(2)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
다.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찾기
•비유적 표현의 발상과 특징 파악하기
•비유적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문학 작품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 음미하기

제재 활동 관련 설명이나 내용

권오순 , 

‘구슬비’

‘반복되는 말’ 찾기

(보기: 송알송알, 총총)

‘반복되는 말’ : ‘같은 말이 두세 번 
연달아 나오는 말’. 재미있고 생생한 
느낌을 줌.

피천득 , 

‘오는 길’

‘반복되는 말’ 찾고 소리내어 읽기
(타박타박, 깡충깡충, 배틀배틀)

성취기준만을 토대로 볼 때 초등학교 시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시론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운율, 이미지, 비유임을 알 수 있다. 운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초점화되어 있는 것은 ‘재미’, ‘낭송’, 그리고 ‘암송’이다. 실제 교
과서에서는 ‘운율’이라는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시를 소리 내어 읽
는 활동 및 그 활동을 통해 갖게 되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운율’과 관련된 내용들만을 학년별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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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활동 관련 설명이나 내용
이준관, ‘호랑

나비’(단원도

입)

‘호랑호랑’의 느낌을 어떻게 살려 
읽을까요?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으면 
실감이 남.

박소농, ‘영치

기 영차’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기
(‘히-영치기 영차’)

백석, ‘개구리

네 한솥밥’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시
를 낭송하기

‘반복되는 말’뿐만 아니라 구조의 
반복을 통한 ‘구문의 반복’에도 주
목(*교사용 지도서)

제재 활동 관련 설명이나 내용

‘새는 새는’

반복되는 표현 알아보기
(새는 새는 나무 자고
쥐는 쥐는 구멍 자고)

‘반복되는 표현’:같은 말이 되풀이되
거나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

정완영, ‘봄 
오는 소리’

(*현대시조)

(1) 되풀이되는 말 찾기
(2)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
는 부분 찾기

(3) 글자 수가 반복되는 부분에
서 끊어 읽을 때와 이어서 
읽을 때의 느낌 비교하기

‘낭송’ : 시의 느낌을 살려 소리내어 
읽는 것.

반복되는 표현을 살려 낭송하면 노
래하는 느낌이 들기도 함.

권오삼, 

‘빗방울’

‘반복되는 말’ 찾고 소리내어 읽
기(타박타박, 깡충깡충, 배틀배

틀)

<  3> 2  ‘ ’  

<  4> 4  ‘ ’  

1학년에서 가르쳐지는 ‘반복되는 말’은 ‘운율’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한데, 실제 활동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첩어에만 한정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말’을 다루고 있는데 의성어와 의태
어에서 나아가 특정 위치에서의 구문의 반복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구리네 한솥밥｣에서의 이야기 구조의 반복을 통
한 구문의 반복이 실제 운율과 관련된 학습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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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6)

4학년에서는 ‘반복되는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어의 적절
성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말’과 ‘반복되는 표현’ 사이의 내용의 위계도 검
토해 보아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설명을 보면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다루기 위
한 용어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자수의 반복에 해당하는 음수율을 ‘반복되
는 표현’이라는 용어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2학년에서 다룬 내용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운율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적절한 용어에 의한 설명인가 
하는 문제와 ‘운율’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 중 ‘음수율’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운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한국인의 율격 의식의 핵심
인 음보율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것이 실제 초등학교 동시 낭송 교육에서 핵심적인 내용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김태숙, 2006)을 고려할 때 학습자 수준에서 어
렵기 때문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7) 

‘운율’과는 달리 다른 시론적 지식들은 반복해서 제시되지 않고, 한 학
년에서만 제시되고 있다. 4학년에서 다루어지는 문학의 구성요소에 해당
하는 내용은 이야기의 구성요소로 인물, 배경, 사건을 다루고 있고 시의 
구성요소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다. 동일 학년에서 ‘분위기와 정서’에 해
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6) 정정순(2011)에서 해당 제재로 ‘음보율’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 음보율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말을 덩이로 끊기’ 

등의 용어를 참조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중학교 국어 1-1�(김대행 외, 2010: 2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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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활동 관련 설명이나 내용
유성규, ‘우

리 식구’(단

원 도입)

시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서 
시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
거나 기분이 느껴짐.

이상인, ‘가

을 구름 그
리기’

시를 읽고 느껴지는 분위기 알아
보기

‘시의 분위기’ : 시를 읽으면 떠오
르는 장면이나 느껴지는 기분으로 
알 수 있다.

정진숙, 

‘걱정 마’

*말하는이가 걱정하는 것, 할머니

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까닭, 시

를 읽으면 떠오르는 장면 4�분
위기에 맞게 낭송하기

박필상, 

‘바다’

시를 읽고 분위기에 맞게 그림으
로 표현하기

<  5> 4  ‘  ’  

교육과정 용어인 ‘분위기와 정서’가 교과서에서는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정서’가 학생들 수준에서 보다 쉽게 이
해될 것으로 간주되는 ‘기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점과 그것이 ‘분위
기’의 일부로 포함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은 ‘말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 시
적 화자에 대한 선행 학습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문을 하는 것
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 입
장에서는 ‘글쓴이’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갑자기 시 텍스트를 
다루는 과정에서 ‘화자’의 풀어쓴 말에 해당하는 ‘말하는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면 의아해 하는 학습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학년의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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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활동 관련 설명이나 내용

이정석, ‘어린

이’(단원 도입)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
는 까닭

비유적 표현 :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
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

이준관,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그마했을 
때’

비유적 표현 알아보기
비유적 표현 찾아보기

비유적 표현 :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처럼’, ‘～같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 하고, ‘～은(는) ～이다.’라고 표
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 함.

이화주, ‘혼자 
있어 봐’

비유적 표현의 특성 
찾기

- 그렇게 비유한 까닭 
생각해보기(유사성 
찾기)

- 비유적 표현의 효과 
이해하기 

비유적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두 대상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비유적 표현은 시의 장면을 쉽게 떠올리게 
하고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들게 함.

박선미, ‘지금

은 공사중’

비유적 표현의 특성 
생각하며 시 읽기

이성자, ‘송두

리째 다 내놓
았어’

시 읽고 우정에 대하
여 이야기해보기

<  6> 6  ‘  ’  

비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원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유와 직유에 대한 설명이 단편적이라는 점, 

그러한 연유로 기억하고 암기해야 할 분편적 지식의 하나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점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습 활동을 통한 비유 경험이 주
어진 시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도 재고할 필요
가 있다. 단순히 학생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비유 교육이 아닌, 

비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의미심장한 정신적 과정
으로 비유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8)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학습 활동
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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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2007 교육과정 ※ 2011 교육과정

1

(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이해하기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파악하기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
을 바탕으로 작
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4)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
다.(반어, 역설, 

풍자)

(5)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하
며 작품을 수용한다.

(시적 화자)

(4)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
말을 쓴다.

•시어와 일상어의 특징 이해하기
•노래에서 음악적 효과가 나타나는 표현을 찾아 운율을 
살려 낭송하기

•시적 표현과 운율의 효과를 살려 노랫말 쓰기

2

(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 특성 이해하기
•반어(아이러니)와 풍자의 특성 이해하기
•화자나 서술자의 특성과 주제의 연관성 이해하기

3 없음

Ⅲ. ���)���	���G�2�PQ����

 

1. "��s%����tu#�vw

중학교 문학 교육은 국어 교과의 여섯 내용 영역 중 한 영역으로서 다
루어지고 있는데 시론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혹은 다루리라 예상되는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7>       

8)  R.J. Rodrigues & D. Badaczewski, 박인기 외 역(2001: 229) 참조. 참고로 작품에 쓰인 
비유의 프레임을 자기 성찰을 위한 매개로 활용한 경우(정정순, 2007)나, ‘잔소리’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것인가를 비유적 발상의 바탕으로 활용한 경우(정정순, 2009)

를 참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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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들 중 먼저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 제재 및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교

과서마다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에서 차이가 나는데,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경우(김대행(천재), 김상옥의 ｢봉선화｣), ‘말하는이의 
태도와 시어’에 초점을 맞춘 경우(김종철(디딤돌), 윤동주의 ｢굴뚝｣), ‘소재’

에 초점을 맞춘 경우(조동길(비상교육), 기형도의 ｢엄마걱정｣), ‘시간 ․공
간적 배경, 어조,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경우(윤여탁(미래엔), 기형도의 ｢엄
마걱정｣) 등이 발견된다. 이는 해당 성취기준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워낙 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하
면 시론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이론적 지식들이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
악하는 데 모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학습자)의 입장에서 부
분적인 지식이나 이론에 함몰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해당 작품을 이해하
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성취기준인 것으로 보이나, 오히

려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교과서 
학습 내용으로 구현될 때에는 다소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10) 해당 성취기준이 2011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연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라는 성
취기준은 이론적 지식 중심의 성취기준보다 학습자의 활동 중심의 성취

9)  검정 교과서 모두를 살펴보지는 않았고 5권 내외로 살펴보았음을 미리 밝힌다. 성

취기준의 반영 측면에서 교과서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이다.

10) 여기에는 두 가지 층위의 문제가 개입한다.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수준 문제와 그 내용을 ‘해석’하여 교과서에 반영하는 집필
의 층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 검정 
교과서 제도를 운용하게 된 데에는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옹호하는 논리가 있
었지만,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 측면에서의 명료성은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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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지향한 결과로 이해된다. 문학 언어의 특징인 ‘음악성’이나 혹은 
‘운율’과 관련된 내용을 활동 중심으로 변환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노랫말을 쓸 때 음악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다소 모호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해당 성취기준
의 ‘내용 요소의 예’에서 ‘시적 표현과 운율의 효과를 살려 노랫말 쓰기’라

고 제시함으로써 즉, ‘시적 표현’이라는 말을 운율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 모호함을 ‘자백’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따라 ‘운율’에만 초점을 맞춘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운율뿐만 아니라 이미지, 의성어․의태어 등 시적 표현까지 포함하여 노
랫말 쓰기 활동을 연계한 교과서도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전

자에 해당하는 한 교과서(김대행(천재))에서는 김억의 ｢연분홍｣이라는 제
재를 대상으로 되풀이하기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으며, ｢자장

노래｣를 통해서는 음보율에 대해서 배우도록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랫말’이라는 성취기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민요를 활용한 경우는 다
른 교과서(김종철(디딤돌), ｢군밤 타령｣)에서도 발견된다. 김종철(디딤돌)

에서는 교과서의 날개 부분에 운율에 기여하는 요소를 상세하게 안내하
고 있다.11)

후자에 해당하는 교과서(윤여탁(미래엔))에서는 윤동주의 ｢해바라기씨｣를 
제재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운율에 기여하는 요소로 ‘소리나 단어, 

구절, 문장이 되풀이되거나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며 운율이 형성된
다.’라는 지식을 안내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어의 특성으로 운율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있다는 점을 같이 강조
하고 있으며, 노랫말을 읽고 써 보는 활동에서도 ‘포시시’, ‘쏙쏙쏙’ 등 시

11) ‘동일한 음보의 반복,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 동일한 소리나 단어의 반복, 동일한 
구절이나 구조의 반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음보율, 음수율, 운(rhyme)에 대한 설명
을 구체화하여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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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을 같이 주목하게 하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의 교과서들이 
해당 성취기준을 ‘운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것에 비하여, 

이 교과서의 경우는 ‘시적 표현’까지 같이 주목하여 노랫말을 쓰도록 하
는 활동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성취기준은 2011 교육과정에서는 ‘운율’이라는 명시적인 개념을 
성취기준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서의 ‘노랫
말 쓰기’는 상위의 개념적 지식인 ‘운율’을 다루기 위한 과정에서 가능한 
학습 활동들 중의 하나로 다룰 수 있으므로, 성취기준이 개념적 지식을 
중심으로 추상화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
한다.’라는 성취기준 또한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적 화자’를 시인 혹은 시 속의 등장인물과 구별하게 하는 데 초
점을 맞춘 활동이 있는가 하면, 시적 화자와 반어를 연계하여 다루고 있
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윤여탁(미래엔))는 시적 화자의 특성과 표현 효과 이해하
기 등 시적 화자 중심으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말하는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어라는 표현 방식의 효과 이해하기까지 확장한 경우
(노미숙(천재), 윤희원(금성))도 있다. 시를 중심으로 반어를 다룬 앞의 두 
교과서의 경우 모두 김소월의 ｢먼후일｣을 제재로 하고 있다. 특히 금성 
교과서의 경우 드물게 반어를 소단원 하나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
다. 교과서에 따라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말하는이’라는 용
어를 쓰기도 하고 있어서 실제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성취기준은 대부분의 성취기준들이 2011 교육과정에서 축소(혹은 
일반화) 및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비중이 약화된 것에 비하여 드물
게 확대 개편되었다. 시적 화자에 해당하는 성취기준과 별도로 작가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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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태도 중심의 ‘반어, 역설, 풍자’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취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성취기준 수의 대폭 감소라는 외부적 논리에 의한 변화 상황은 
교육 내용을 응축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낳게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핵적 내용으로서의 개념적 지식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2. "���-����tu#�vw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 과목에서는 시론적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제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활동과 연계
하여 다루고 있다. 문학 교과의 내용 체계상으로 지식에 해당하는 ‘문학
의 성격’ 범주에서는 (가) 문학의 개념, (나) 문학의 역할, (다) 문학의 갈
래라는 세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실제 시론
적 지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지식 범주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시론적 지식을,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독립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문
학 수용이라는 활동 속에서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
로 자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학 교과서들은 공통적으로 ‘서정 문학(서정 갈래)의 수용과 생산’이

라는 대(중)단원을 두고 시론적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2～3개의 소단원
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교과서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

12) 총 6권의 문학 교과서를 검토하였는데, 이 중 미래엔(윤여탁 외) 교과서는 성취기준
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어서 시론적 지식이 목차에 전면화되
어 있지 않은 데다, 시론적 지식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산포되어 있어 분석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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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외(지학사)

김윤식 외
(천재교육)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유병환 외
(비상교평)

박영민 외
(비상교육)

3.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운율과 형식
01. 시집살이 
노래

02. 장수산

03. 겨울- 

나무로부터 
봄-나무에

로

[2] 화자와 정서
01. 외길

02. 부벽루

03. 견우의 
노래

[3] 심상과 표현
01.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02. 껍데기는 
가라

03. 고양이 
(보들레르)

Ⅲ. 문학 
활동의 
실제

1. 서정 갈래의 
수용과 생산

(1) 시어와 
표현

01. 논매기 
노래

02. 향수

03. 상한 
영혼을 
위하여

(2) 주제와 
정서

01. 추억에서

02.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03.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Ⅱ. 문학의 
갈래

1. 서정 갈래
(1) 운율과 
형식

01. 님이 오마 
�거5

02. 낡은 집
(2) 비유와 
심상

01. 폭포

02. 향수

(3) 정서와 
표현

01. 행복

02. 북어

Ⅲ.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1)-갈래

별

1.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시의 화자와 
정서

01. 길

02. 일어서라 
풀아

03. 이니스프리의 
호수섬

(2) 시의 언어와 
표현

01. 눈길

02. 어부사시사 
시조 두 수

03. 바다 9
(3) 소통과 
내면화

01. 밀양 아리랑
02. 세한도

Ⅱ.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시의 운율
(1) 베틀 노래
(2) 산유화

(3) 어서 너는 
오너라

2. 시의 심상과 
표현

(1) 시조 세 수
(2) 바다 2
(3) 봄

(4) 알 수 
없어요

3. 시의 정서와 
주제

(1) 귀촉도

(2) 상한 
영혼을 
위하여

(3) 절정

(3) 시(네루다)

<  8>       ( )

먼저 ‘운율’에 관한 내용의 경우 중학교 수준에서 더 나아간, 심화된 내
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권영민(지학사)과 박영민(비상교육)의 교과서이다. 

특히 권영민(지학사)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운과 율을 각각 설명한 후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칙적 반복이 아닌, ‘행

이나 연의 배열, 쉼표나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 등을 통해서도 리듬감은 형

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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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재로 정지용의 ｢장수
산 1｣이라는 산문시를 통해 여백에 의한 휴지의 역할이 시의 리듬감에 관
여하며 의미와도 연계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겨울-나

무로부터 봄-나무에로｣에서도 리듬감을 주는 요인을 찾게 하는 활동을 
하고, 이어 황지우의 ｢무등｣이라는 형태시(concrete poem)까지 함께 제시
하고 있어서 시의 형식 및 운율과 관련된 내용들을 두루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박영민(비상교육)에서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반복되는 요소에는 유
사한 음운, 일정한 수의 음절, 문장 구조, 호흡의 단위, 행과 연의 배열 방
식 등’으로 설명하고 외형률과 내재율 중심으로 운율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엄격하게 말해 ‘운’과 ‘율’은 반복에 의해 형성되는 
리듬감과 관여되어 있고, 쉼표나 마침표 등의 구두점의 사용, 연과 행의 
구분 등은 의미에 관여하는 형식 자질로써 운율과는 별개로 리듬감을 형
성하는 요소로 확장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권영민(지학사)의 
설명이 보다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세 교과서는 한 단락 정도의 설명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정재찬(천재)과 유병환(비상)에서는 ‘음악성’이라는 문학의 특성과 관련지
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문학적 표현 방식이라 할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은 ‘심상’ 혹은 ‘표현’

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각각의 개념에 대
한 설명이 예(시 혹은 구절)와 함께 이루어진 후, 제재를 통해 활동 속에

13) 운율에 대한 설명은 각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반복의 요소로 각각 운과 
율에 해당하는 것을 대응시켜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하게 보았을 때 
운율의 요소로 보기 힘든 경우까지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문학교육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듬’이라

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모색한 최지현(2008)의 논의를 참조해 볼 수 있다. 



�․��*�����������1!(詩論)2�34����*	���563

서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크
게 다르지 않다. 권영민(지학사)에서의 설명이 가장 상세한 편인데(다른 
문학 교과서가 대개 1p 정도인 데 비해 보통 3p 정도의 설명을 싣고 있
다.), 심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묘사, 비유, 상징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
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상징은 ‘감각적으로 가시화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
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대유’와 ‘반어’ 그리고 ‘역설’을 설
명하고 있는데 각각 개념과 간단한 예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 단락 정도
씩 할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제재는 심상과 상징에 대해 이해하게 
하는 활동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영민(비상교육)에서는 감각적 심상(시조 세 수), 비유적 심상(｢바다 2｣), 
상징적 심상(｢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

는 작품을 다룰 때 비유와 함께 역설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묘사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으로 삼분하
여 접근14)하고 있는 것은 정재찬(천재)에서도 동일한데, 비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두 단락 정도의 설명을 할애하고 있다. ｢폭포｣로 비유적 형상에, ｢향

수｣로 심상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폭포｣라는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상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감안할 때 학습자 
입장에서 난해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감각적 심상과 비유 및 상징이 상대적으로 다루

14)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삼분적 접근은 프린스턴 시학 사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mental image, figurative image, symbolic image가 그것이다. 국내 다수 시론서에서도 
mental image에 대한 번역어로 감각적 이미지, 정신적 이미지, 묘사적 이미지 등 용
어 사용만 달리할 뿐 이러한 삼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Alex Preminger & T.V.F. Brogan (eds.)(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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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비중이 높았으며, 역설의 경우 일부 작품을 통해 활동 속에서 다
루어지기도 했으나 반어와 관련된 활동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시적 화자의 경우 대개 소통론의 관점에서 정서와 연계하여 다루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적 화자의 개념이나 역할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권영민(지학사)과 유병환(비상)이다. 두 교과서 모두 시적 
화자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인과 다른 존재라는 점을 밝혀서 학생의 이
해를 돕고 있다.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의 정서를 파악하
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그 설명이 유사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에서 시론적 지식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 집필 과정에
서 서정 문학(갈래)의 수용을 안내하기 위한 틀로 시론적 지식을 전면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	���G�2�PQ������)*

이상의 논의를 통해 초․중등 문학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시론적 지
식이 크게 운율, 시적 화자, 심상(이미지), 비유, 상징이라는 점을 알 수 있
다. 초등 수준에서는 운율과 비유만 포함하고 있으며, 중학교 문학 수업
에서는 운율과 시적 화자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노랫
말 쓰기’ 활동을 통해 다루어지는 운율은 그 내용이 활동 중심인 데다 ‘시
적 표현’까지 고려하도록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고 있어서 운율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까지 나아가도록 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고등학교 
문학 과목에서는 운율, 시적 화자, 비유와 상징이 다소 비중 있게 다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어와 역설은 한두 줄 정도의 설명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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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루어지는 내용의 범주

운율

초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표현(음수율 포함)

중 노랫말 쓰기와 연계                   ※ 2011 신설

고

심화 연계

운과 율에 대한 이해, 리듬감과 
형식의 연계 음악성

시적 
화자

초 없음                                 ※ 2011 신설

중 시적 화자의 역할, 시인과의 구별

고

심화 연계(별도 설명 없음)

정서 및 어조와 연결 활동 속에서 연계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등)

이미지

초 없음

중 없음(활동 속에서 연계: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이미지 등)

고 세 종류의 이미지(감각적, 비유적, 상징적)를 다루는 경우 많음

비유

초 비유의 개념과 역할, 원리

중 없음                                 ※ 2011 신설

고
심화 연계

비유-은유, 직유, 의인, 제유 등 시 제재 수용 활동과 연계

상징

초 없음

중 없음                                  ※ 2011 신설

고 상징적 이미지             시 제재 수용 활동과 연계

반어, 

역설,

(풍자)

초 없음

중
없음(시적 화자와 연계하여 다루는 교과서가 일부 있음)

                                      ※ 2011 신설

고 시적 표현 시 제재 수용 활동과 연계

가되거나 혹은 설명 없이 활동 속에서 작품을 통해 이해하게 하는 방식으
로 단원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내용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요약해서 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의 문학 
교육 내용에서 확인되는 시론적 지식은 ‘운율’과 ‘비유’ 그리고 ‘시적 화자’

이다. 운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다루어지는 유일한 교육 내용이며,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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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만, ‘시적 화자’는 중학교 2학년에서만 다루어진다. 

고등학교 내용까지 포함하여 볼 경우 초․중․고 세 학교급에서 모두 다
루고 있는 시론적 지식은 운율밖에 없으며, 두 학교급에서 다루어지는 것
은 ‘비유’(초․고)와 ‘시적 화자’(중․고)이다.

성취기준을 준거로 2011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2011 교육과정에서는 
시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2011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내용에 새로이 ‘시적 화자’와 관련된 성취기준
을 포함시켰으며, 중학교에서는 ‘운율, 비유,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하나
의 성취기준으로 묶어 제시하였고, 이외 시적 화자와 관련된 성취기준 및 
작가의 표현 태도와 관련하여 반어와 역설을 다루도록 한 성취기준 또한 
포함하고 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보면 운율과 비유, 시적 
화자는 세 학교급에서, 상징과 반어 및 역설은 두 학교급(중․고)에서 반
복하여 다루리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문제는 수직적 내용 조직 원리로서의 위계성의 문제
이다.15) 교육 내용의 수직적 배열이 중요한 이유는 순차적인 학습의 누적
을 통해 심화와 확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과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내용의 수직적 배열은 
계열성(sequence)과 계속성(continuity)16) 두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5) 교육 내용의 위계를 검토할 때 크게 교과 내용의 논리적 구조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을 근거로 한다.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준거로 삼아 논의하는 문
제는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교과 내용의 논리적 
구조와 체계를 기준으로 이러한 배열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조승제(2006) 참조. 

16) Allan C. Ornstein & Francis P. Hunkins, 장인실 외 역(2010: 384-390) 참조. 일반적으

로 sequence를 ‘위계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계속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계화의 관점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열성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 연
구에서는 sequence와 continuity에 해당하는 것을 포괄하여 위계화의 관점에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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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 계열성

2007(2009(고)) 

교육과정

운율(초중고)

비유(초고)

시적화자(중고)

초 운율 4�비유
중 운율 4�시적 화자
고 운율, 이미지, 비유, 상징, (반어, 역설)

2011 

교육과정

운율(초중고)

비유(초중고)

시적 화자(초중고)

초 운율 4�비유, 시적 화자

중
운율, 비유, 상징 4�시적 화자 4�반어, 

역설, 풍자

고 운율, 이미지, 비유, 상징, 반어, 역설

계열성은 내용의 제시에서 무엇을 먼저 제시하고, 무엇을 나중에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 배열의 위계 문제이다. 내용 배열에서 선
행과 후속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는 교과 내용 목록을 대상으로 한 위계
화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속성은 중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제시에서 고려되
는 순환성과 반복성으로 브루너(Bruner)의 배열 원리이기도 하다. 이를 시
론적 지식의 배열과 관련하여 간략히 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0>      

교육 내용의 배열은 우선적으로 내용의 본래적 구조와 논리를 고려하
여 이루어지는데 개념적 지식의 경우 고려해야 할 계열성의 원리는 다음
과 같다.17)

① 단순한 학습에서 복잡한 학습으로
② 선행 필수 학습 고려
③ 전체 학습에서 부분 학습으로의 진행

17) B. Othanel Smith, William O.Stanley & Harlan J. Shores(1957), Fundamentals of 

Curriculum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위의 책: 386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
서는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인 ‘연대순 배열’은 개념적 지식
과 무관하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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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교육과정은 운율, 비유, 시적 화자, 상징, 

반어와 역설 등의 순으로 내용을 배열하고 있다. 먼저 단순한 학습에서 
복잡한 학습으로의 진행 원리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형상성의 바탕인 감
각적 이미지가 누락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비유적 이미지가 아닌 
감각적 이미지 또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비유적 이미지보다 단순하고 쉬운 내용이라는 
점18)에서 비유에 선행하는 내용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 필수 학습을 고려하여 배열하는 차원에서는 ‘시적 화자’와 관련된 
내용의 배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적 화자’는 시에서 표현된 정서
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혹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시적 화자’에 대
한 학습이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이가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
자’라는 활동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다룰 수 있
도록 배열하는 것이 다른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
라 판단된다.

전체 학습에서 부분 학습으로 진행되도록 내용을 배열하는 차원에서는 
비유의 원리를 이해한 후, 은유, 직유, 의인, 제유 등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배열하는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대체적
으로 이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성(continuity)은 재학습 및 반복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에 대한 심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위계화의 문제이
다.19) 선행과 후속의 순서를 결정할 때 동일한 학습 내용을 반복 경험하

18) 프린스턴 시학 사전(Alex Preminger & T.V.F. Brogan (eds.), 1993: 163)에 따르면 감
각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를 언어발달단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
고 있는데 이는 감각적 이미지를 비유에 선행하는 것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19)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염은열(200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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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면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용의 심화뿐만 아니라 활
동의 위계 문제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계속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론적 지식으로 ‘운율’과 
‘시적 화자’ 그리고 ‘비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운율은 시를 다른 종류의 
담화와 구별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 표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이 인정된다. 그리고 시가 이미지의 언어라는 점에서, 즉 형상성이 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비유’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시적 화자’ 또한 시를 소통의 관점에서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
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다만, 이들 
각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두
고, 어떤 내용을 추가하여 심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학습 
경험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축적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분석에서 반복
을 통한 구체화 및 심화와 확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현재 교육과정 내용 배열 및 교과서 구현 활동들에서는 반복에 
따른 내용의 정교화, 심화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적합한 경우, 해

당 개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설명으로 보이나 누락된 경우 등이 각 
학교급 교과서 내용들에서 확인되는 것이다.20) 

반복성에 의한 학습 내용의 배열은 학습자에게 질서화되고 구조화된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해당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

등 교육에서의 시조 형식교육의 위계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해당 개념이나 지식을 적용하기
에 적절한 시 작품이 아닌 경우 등 학습 제재의 위계 문제 또한 실증적 차원에서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관한 논의로 유영희(2007)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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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해당 지식의 어느 정도까지 다룰 것인가, 어떤 
시 제재를 통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언어 
경험을 구조화하여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
이는 시점이다. 

Ⅴ. ��
�%�0R
�	���G�2�PQ

대학에서는 각 분야의 세부 전공별로 강의가 진행되므로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경우처럼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의 양상을 살
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초․중등학교에서의 문학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대학에서의 문학 활동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를 바탕으
로 한 추적 연구를 하지 않는 한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시론적 지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살피는 것은 
위계성의 관점이 아닌, 연계성의 관점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는 초․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시론적 지식을 대학의 국어 교
사 양성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각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개
설된 강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1. �������.7�9��mN�23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국어교육 심화 과정에 해당하
는 개설 강좌들을 조사한 결과 ‘시론’ 강좌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초등 교사의 경우 교과 전담제가 아니므로 국어 
교과의 각 영역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교과 지식을 교육대학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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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문학 영역 내에서의 한 장르에 해당하는 시를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율과 비유에 대해 
대학에서 심화된 형태로 공부할 기회조차 없이 초등교육현장에 나갈 수
도 있다는 점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22) 

‘문학교육론’ 등 문학 전반을 포괄하여 다루는 강좌를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문학교육론은 문학 
영역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목표와 방법, 평가 등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차원에서 시 장르를 다루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론적 지식까지 다루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학교육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서울교대, 경인교대, 진

주교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등 6개교이며, 부산교대

의 경우 ‘아동서사문학론’을, 대구교대의 경우 ‘현대시교육론’을, 광주교대

의 경우는 ‘아동문학교육론’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 시론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좌명을 포함한 경우
로 서울교대의 ‘시조교육론’, 경인교대의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춘천교대

의 ‘현대문학의 특질’, 공주교대의 ‘문예비평’ 등의 강좌를 언급해 볼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 실행 연구를 병행해야만 그 구체적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지만, ‘현대시교육론’과 ‘시조교육론’을 제외한 강좌들에서는 시
론적 지식을 다루기 어렵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

21) 이 부분은 초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각 교과 지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내포하는데, 현실적으로 각 교과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교과 내적 
논리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포함하고 있다. 

22) 실제로 연구자는 은유와 직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초등학교 교사(부산교육대

학교 졸업생)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졸업생 입장에서 볼 때 고등학교때까지 
배웠던 비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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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x������.7�9��mN�23

전국 33개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시론 
혹은 현대시론 강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한양대 등 모두 16개 
대학이었다.23) 시론이 없이 ‘현대시교육론’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
대 등 15개 대학이다.24) 현대시론과 현대시교육론 둘다 개설하고 있는 대
학은 우석대가 유일하며, 두 강좌 모두 개설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상명
대, 경남대인데 문학교육론과 문예비평론을 개설해 두고 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중등 국어 교사가 되는 과정을 염두
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시론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은 실제 고등
학교때까지 배웠던 시론적 지식에서 더 심화된 형태의 내용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국어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25) 교사가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새롭게 혼자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범대

학의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실제 교육 현장과 보다 
밀착된 형태의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형태로 대학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
긋남’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시론이라는 강좌를 꼭 개설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필요
는 없다. 실제 중등교사에게 필요한 시론적 지식은 한 학기 동안 시론이

23) 한양대, 관동대, 한국교원대, 충북대, 서원대, 공주대, 한남대,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

릭대, 조선대, 부산대, 신라대, 우석대, 순천대, 제주대(현대시학)가 이에 해당한다. 

24)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홍익대, 인하대, 강원대, 충남대, 목원대, 안동대, 

경북대, 경상대(시지도론),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이다.

25) 각 대학의 관련 강좌가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
다. 그런데 연구자의 경험으로 볼 때, 시론과 현대시교육론에서 다루는 강좌의 내
용은 상당히 다르다. 현대시교육론은 현대시교육의 목표에서부터 교육과정적 실천
(교수방법과 평가)까지 모두 아우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詩論)2�34����*	���573

라는 강좌를 통해 다루어야 할 만큼의 양과 깊이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선별적으로 
구조화하여 관련 시 텍스트들과 함께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형태로 다루
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
르칠 것인가’라는 방법적 고민과 필수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Ⅵ. �․���)���%�
�	���G�2�PQ�?�S�

���*>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이론으로서의 문학교육과정용어’로부터 ‘방법
으로서의 문학교육과정용어’로 지속적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져 왔
다고 볼 수 있다(최지현, 2005: 363). 그런데 2011 교육과정 문학 영역 성취
기준을 보면 ‘방법으로서의 문학교육과정용어’와 ‘이론으로서의 문학교육
과정용어’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방법과 활동 중심의 문학 교육과정 재편이 현실적으로 초
래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이론으로서의 문학교육과정용어’를 
재소환한 형국이라 볼 수도 있다.26)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측
면에서 활동 중심의 교육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활동들을 응집성 
있게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교
육에서도 교육과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념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

26) 실제로 정구향(2010: 176-177)은 2007 교육과정이 문학교육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내
용을 기술하다 보니 문학(학)의 지식 체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면을 보인다고 지
적하면서 ‘활동은 무성하나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이미지가 모호’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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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를 가르칠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시 텍스트에 대한 꼼꼼하고 
면밀한 들여다보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
설처럼 보인다. 야구의 규칙을 모르고서 야구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가? 텍스트에 대한 인상 비평과 소박한 관찰 수준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한 
훈련이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꼼꼼하고 면밀한 들여다보
기’는 담화의 구조와 양식에 대한 지식 없이는 포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들여다보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도
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는 장르 약호의 통합적 체계에 의거한 의미 생산 과정을 거친 소통 
지향적 텍스트이다. 시 텍스트가 하나의 담화로서 일종의 수사를 구사하
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수사를 해독해낼 수 있을 때 발신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바탕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
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사는 그러한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시 이론
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러한 지식 습득의 결과가 전이 가능한 지
식의 형태로 다른 언어 텍스트(예컨대 다양한 매체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 차원에서는 초중등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념
적 지식의 종류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용과 생산이라는 언어 활동을 바탕으
로 한 수행의 과정 속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유의 원
리를 바탕으로 시를 직접 해석해 보는 활동, 이를 바탕으로 직접 시를 써 
보는 활동 등을 해 봄으로써 비유가 요청하는 사고의 과정과 원리, 비유

의 효과와 의미에 대한 메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메타적 이해
가 일종의 국어교과학적 변환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며, 실제 국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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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비 교사들
에게 실제 문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념적 지식의 이상적인 습득 과정을, 

대학 강의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27)

문학 교육에서의 지식의 성격과 관련한 논의들에서 강조해 온 바와 같
이28) 시론적 지식이 학습자에게 이러한 실제적 지식 혹은 인격적 지식의 
형태로 체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로 보아야 한다. 개념적 지식으로서의 시론적 지식은 일련의 구조화된 활
동들을 통해 인격적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29) 

이제 다시 문제의 핵심은 시론적 지식의 선정과 제시 방식이다. 어떤 
지식을 각 학교급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지식
을 어떤 활동들을 통해 경험하고 체화하도록 할 것인가(어떤 언어 경험을 
통해 자기화하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각론들이 축적될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론적 지식과 관련하여 현
행 문학교육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그친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기약해 
본다.*

30)
 

27) 이는 개념적 지식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체화되는 과정에 대한 ‘구조적 상동성’

을 전제한 것이다. 즉 초중등 학습자의 경우나, 대학의 예비 교사의 경우나 개념적 
지식을 이상적으로 자기 지식화하는 과정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동

시에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차후 가르칠 국어 활동의 실제를 직접 수행(연습)해 보
게 하는 의미도 있다.

28) 윤여탁 외(2011); 김미혜(2006) 참조.

29) 학습이 기본적으로 명시적인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암묵적 지식의 기반 위에 통합
해 가는 과정이라 본 폴라니의 관점 또한 이와 상통한다. M. Polanyi, 표재명․김봉

미 역(2001: 116-12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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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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이 연구는 ․ 등 시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시론  지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각 학교 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당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 해당 개념과 

련된 내용은 이론  정합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학교  간의 지식 배열의 순

서  포 의 정도에서 계성이 고려되어 드러나는지 등을 으로 살펴보

았다. 더 나아가 등 문학 교육 수 에서 다루어지는 시론  지식이 실제 국

어 교사를 양성하는 학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행 등 시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시론  지식으로는 운율, 비유, 시  화

자, 상징, 반어와 역설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계화의 에서 살펴

보았을 때, 계열성의 측면에서는 감각  이미지를 포함할 필요성  시  화자

를 선행 학습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논의하 다. 계속성의 측면에서는 운율, 비

유, 시  화자의 교육 내용이 문제가 있음을 지 하 다.

학 교육 차원에서는 등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념  지식의 종류

와 수 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체 인 교육과정 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룰 필요

가 있음을 주장하 다. 이를 해서는 등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시론  지

식의 선정  배열에 한 구체 인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시 교육, 지식 교육, 시론  지식, 계화, 계열성,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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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Jung-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what the knowledge of poetic devices 

being taught 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is, and what the extent of 

the knowledge is in the textbooks of each grade. After presenting the 

contents of poetic devices in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I analyzed vertical 

organization of the knowledge in terms of sequence and continuity. 

Sequence of knowledge is determined by simplicity and complexity, an 

essential prerequisite, and whole and parts. I argued that the curriculum 

should cover mental images followed by metaphor by simplicity, and also 

consider poetic speaker by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understand poem as 

discourse. Continuity is determined by importance. It could be agreed that 

rhyme and meter, poetic speaker and metaphor are critical poetic devices to 

understand poetry.

In teachers college, students who want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the near future should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learn how the poetic devices work in reading and writing a poem. That’s why 

we need a detailed follow-up study about selecting and organizing poetic 

devices as contents of curriculum.

[Key words] poetry education, knowledge education, the knowledge of poetic 

devices, vertical organization, continuity, sequ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