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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FLE 교재에서의 문학 텍스트 활용 양상에 대한 고찰 

 

 

외국어 교육의 영역 안에서 문학텍스트의 활용은 오랜 시간 

등한시되어왔다. 산업화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은 문학의 

필요성과 교육적 역할을 갈수록 모호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학텍스트를 높은 언어수준을 가진 학습자에게만 허용되는 

교수학습 자료, 혹은 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주된 목표로 여겨지는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에 무용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문학텍스트의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만연한 

와중에도 대부분의 FLE교재에서는 문학텍스트를 교수학습 자료로서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 FLE교수법을 살펴보면 

문학텍스트는 매 교수법마다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의 함양과 직결되어 거의 

동일시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문화를 아는 것과 더불어 올바른 대화 주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FLE교재 안에서 문학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이처럼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문법의 학습이나 의사소통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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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문법의 학습을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와는 다르게 문학텍스트만이 야기할 수 있는 

또다른 효과가 있기에 계속적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텍스트의 활용을 통해 취할 수 있는 효과가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활용에서의 어려움이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을 보여주는 FLE교재 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학텍스트가 FLE교육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어떤 효과를 낳아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FLE교재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첫번째로 역사 속 존재해온 각 FLE교수법을 문학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문학이 완전히 배제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 교수법마다 어떤 목표 하에 

활용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시대별로 대표적인 33권의 FLE교재들을 선정 후, 그 

중에서도 문학텍스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교재 8권을 

중심으로 교재의 구성, 문학작품의 선정기준, 문학텍스트 활용방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교재의 구성에서는 각 교재마다 문학텍스트가 

어떤 영역에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표로 나타내었고, 교재의 

niveau가 높아질 수록 더 많은 수의 문학텍스트가 담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학작품의 선정기준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적 난이도에 맞춰 

문학텍스트의 장르와 길이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각 

교재마다 제시된 문학텍스트 목록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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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 활용방식에서는 본격적으로 각 교재에서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활동과 질문들을 분석하고 어떤 목표 하에 

문학텍스트가 활용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FLE교재에서의 문학텍스트 활용 양상과 기존에 

존재했던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문학텍스트의 역할을 총 7가지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FLE교육에서 문학텍스트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학텍스트를 실제 FLE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FLE교육에서의 

문학텍스트의 역할과 효과를 확인하고 명확한 기준점을 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FLE교육에서의 문학텍스트 활용 양상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의 문학텍스트 활용에 대한 연구에 좋은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주요어 : 문학텍스트,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언어교육, 교재 분석, 

문학텍스트 목록, 문학텍스트 활용, 문학텍스트 역할, FLE 교육 

학번 : 2016-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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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역사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Français langue étrangère, 이하 

FLE)교육에서 문학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없다.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도 교육 안에서의 

문학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논의들이 상당수 존재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교재들에도 문학은 포함되어 있다. Galani(2009:263)는 

FLE교육에서의 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학텍스트가 언어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데 

적합한 도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1 

이 외에도 Voulgaridis(2009:291)는 언어와 문화 수업에서 문학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학텍스트를 통해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정리한 바 있으며, 2  Jouve(2010), Cuq & 

Gruca(2003), Fiévet(2013), Blanchot(2013), Defays 외(2014) 등 많은 학자들도 

FLE교육에서의 문학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le but de cette réflexion n’est pas de montrer comment on peut enseigner la littérature mais de prouver 
que le texte littéraire constitue un matériel didactique approprié à l’enseignement/apprentissage de la 
langue.» 
2  “우리는 이 주제들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들을 정의하고, 이러한 발췌본(=texte littéraire)
을 기초 자료로서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설명한 이후에 문학
텍스트 활용의 교육적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 Nous proposerons une démarche pédagogique d’exploitation du texte littéraire, après avoir défini ce 
que nous entendons par ces termes et exposé les objectifs que l’on pourrait atteindre généralement en 
utilisant comme document de base un tel extrait(=texte littéra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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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또한 FLE교육에서 문학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서은영(2015)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FLE교재에서 다루는 문학텍스트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문학텍스트의 교육적 활용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에서 또한 지금까지 존재해온 FLE교재들에서 문학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FLE교육에서의 문학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텍스트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하여 더 나은 문학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연구들은 문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문학이 과연 FLE교육에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시점에서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FLE교재를 선정하여 그 안에서 문학텍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 혹은 활동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교육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한다. 

그 전에, 문학교육이 갖는 의미는 용어적으로 문학 그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문학텍스트를 외국어나 외국문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사이에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김진하, 2015), 본 연구의 

경우 문학텍스트를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후자의 관점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그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외국문화의 

학습과 외국어의 학습 외에도 문학텍스트가 외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또다른 효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FLE교수법의 역사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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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외국어로서의 FLE교육에서 문학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각 교수법 안에서 문학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FLE교재들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어떤 

문학텍스트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문학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며 활용 방식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볼 것이다.  

4장에서는 FLE교재들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학텍스트의 활용방식이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학텍스트의 역할과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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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교수법 역사 속에서의 문학 

 FLE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교수법들이 계승되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수법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다양해지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의 목표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교수법의 시작을 알린 전통교수법(Méthode traditionnelle)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유명한 고전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고, 따라서 주된 교육 재료는 문학작품이었다. 그러나 

전통교수법 이후에 등장한 교수법들은 교육의 목표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교육방법과 재료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교수법이 생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학이 차지했던 

위상에는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학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없다. 본 장에서는 교수법의 역사 속에서 문학이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를 살펴보고, 문학의 위상의 변화는 있으나 

문학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2.1 전통교수법(La méthode traditionnelle) 

전통교수법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능력이 가장 중시되었고,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연습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자국어를 타국어로 번역하는 

thème(작문)과 타국어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version(번역)연습을 통해 

학습자는 주어진 문학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5 

쓰기능력과 번역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전통 교수법은 문법∙번역 

교수법(Méthode grammaire-traduction)이라고도 불렸다. 

전통교수법에서는 문화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그 이유 또한 

문화에 대해 알아야 문학작품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수업과는 별개로 문화수업이 행해지곤 

했는데, Puren(1988:30)이 도표화한 중학교 라틴어 교육에서 이루어졌던 

교수법의 단계에서도 문화수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전통교수법 하에서의 라틴어 교육의 예 

Classes Objectif prioritaire Activité principale Exercice privilégié 

Grammaire 

(6e-5e-4e) 

apprentissage 

linguistique 

application des règles 

grammaticales 

composition 

grammaticale (thème) 

(3e-2e) apprentissage culturel lecture des auteurs version 

Rhétorique apprentissage de la 

poésie et de 

l’éloquence 

rédaction de vers et de 

discours latins 

composition littéraire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저학년에서는 문법규칙 학습을 통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고, 문법을 학습한 후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어를 타국어로 작문하는 것이 행해졌다.  

중간 학년에서는 저학년과는 반대로 문화 학습이 주된 목표가 

됨으로써, 비로소 작가의 작품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이에 합당한 

연습은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저학년에서는 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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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고, 중간 학년에서는 문화를 학습해 결과적으로 독서 활동과 작품 

번역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중학교 라틴어 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고학년의 수사학 수업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시를 학습하고 웅변술을 기르는 것이 학습 

목표였으므로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라틴어 시와 담화를 쓰는 것이 주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 수업에서는 주제에 맞게 문학적인 

글을 쓰는 연습이 이루어졌다.  

라틴어 교육에서 사용된 이러한 교수법 단계가 바로 전통교수법의 

시초가 된다. 전통교수법은 여러 교수법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사어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을 

현용어 교육에 차용한 것을 일컫기 때문에, 그 원형을 바로 위와 같은 

라틴어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교수법은 사어가 아닌 현용어를 교육하기 위해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명성있는 언어를 가르쳤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교수법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Riquois(2014:13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無)에서부터 교수법을 창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높은 명성을 갖는 

언어들이다. 따라서 이 언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학습방법을 모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법에 익숙한 대중들을 생각해보자. 따라서 그들은 그만큼 

쉽게 이 교수법들을 받아들였다.4  

                                                      
3 Puren(1988/2012), Germain(1993). 
4 « Créer une méthode ex nihilo peut être difficile, et comme nous l’avons dit plus haut, le grec et le 
latin sont des langues prestigieuses. Il semble alors logique de s’en inspirer, voire de copier les méthodes 
d’apprentissage qui leur sont associées. Pensons également au public qui était habitué à ces méthodes. 
Il les acceptait donc d’autant plus faci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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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교수법에서는 문학텍스트 읽기에 필요한 문법규칙과 문화요소가 

선정되었고, 이렇게 선정된 요소들은 문학작품을 보다 원활하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 모두 암기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 언어∙문화학습은 

문학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문학을 읽는 행위는 

또다시 언어와 문화의 학습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순환고리 안에서 

문학은 언어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언어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했다. Cuq & Gruca(2009:255) 또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전통교수법에서는 문학을 통한 언어의 학습과 언어를 통한 

문학의 학습사이의 경계를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5  

또한 전통교수법에서는 쓰기 교육이 매우 강조되었는데, 쓰기 교육의 

기준은 작가들이 문학작품 속에 구현해놓은 문장이 되었으며, 이는 가장 

잘된 글쓰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Cuq & Gruca,2009:255 / Cornaire & Raymond,1999:4-5).6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교수법의 학습단계와 전통교수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전통교수법에서 문학이 차지했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전통교수법에서는 문학을 언어적, 문화적 실체를 내포하는 유일한 

                                                      
5 « Il est difficile d’établir une distinction entre un apprentissage de la langue par la littérature ou un 
apprentissage de la littérature par la langue (...).»  
6  “그러므로 교육되어야 하는 표본은 '올바른 어법'을 대표하는 문학글에서 사용되는 것이
었다."/ "쓰기활동은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문법사항들(단어배열순서, 간단한 문장과 복
잡한 문장 생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읽거나 번역된 문학텍스트에서 발췌된 예문들에서 
비롯되었다.” 
« La norme à enseigner était donc celle qui était véhiculée par les écrits littéraires qui représentaient le 
‘bon usage’(...) » (Cuq & Gruca,2009 :255) / « Les exercices d’écriture portent sur des points de 
grammaire à faire acquérir aux apprenants (ordre des mots dans la phrase, élaboration d’une phrase 
simple, complexe, etc.) et proviennent d’exemples tirés de textes littéraires lus et traduits.» (Cornaire & 
Raymond,19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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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로 보았고, 따라서 전통교수법에 의거한 수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교수법에서 문학이 차지했던 상대적으로 

높은 위상은 직접교수법에 이르러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다. 

2.2 직접교수법(La méthode directe) 7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직접교수법은 전통교수법에 대한 일종의 

반대운동처럼 생겨났다. 직접교수법이 도래하게 된 것은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했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였으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재 의사소통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FLE교육에서 문학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구어 능력이 부각되면서 문학은 더 이상 교육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Defays외(2014:22)는 직접교수법이 구어를 지나치게 강조함과 

동시에 문학을 장식적인 성격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 문학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직접교수법은 구어를 강조하고 문법의 귀납적 학습을 

권장함으로써 대화문을 우선시하고 만들어진 텍스트에 의거한 

구조총괄시청각 교수법(Méthode Structuro-Globale Audio-Visuelle)처럼 

지나친 형식화를 통해 문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놓이게 

                                                      
7 직접교수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Puren(1988:97-1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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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문학에 순전히 부차적인, 결국에는 장식적인 기능만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8 

이처럼 직접교수법에서 문학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 장식적인 기능을 

할 뿐, 그 당시 외국어 교육의 목표였던 구어나 문법의 학습에는 

효용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직접교수법은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중급 혹은 상급 수준에서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다시 

전통교수법이 사용되었다. Cuq & Gruca(2009:256)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직접교수법은 (…) 텍스트의 번역을 대체해 텍스트를 설명하는 

방식의 독서가 이루어지고, 언어-문학-문화라는 세 중심점이 정부 

훈령을 통해 매우 상세화된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었지만, 중급과 

고급 수준의 경우 전통교수법이 세워놓은 강점들을 대신하기 

어려웠다.9  

위 Cuq & Gruca의 말처럼 직접교수법에서는 고전어의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가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산업 발달에 대비할 수 있을만한 실용적 지식이 문학적 

문화(la culture littéraire)의 습득보다 훨씬 우선시되었다(Cuq & Gruca, 

                                                      
8 « La méthode directe, mettant l’accent sur l’oralité et prônant une étude inductive de la grammaire, 
ainsi que la SGAV privilégiant les dialogues et se basant sur des textes fabriqués, contribuèrent, par leur 
formalisme extrême, à reléguer la littérature au second plan et à lui assigner des fonctions purement 
accessoires, à la limite décoratives. » 
9 « La méthode directe (...) aura du mal à détrôner les lignes de force instituées par les méthodologies 
traditionnelles pour les niveaux intermédiaire et avancé, même si à l’exercice de version se substitue la 
lecture expliquée des textes et que les trois pôles langue-littérature-civilisation trouvent une nouvelle 
orientation, fort détaillée dans les instructions ministrériel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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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6). 10  따라서 문화적 요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졌고, 교사가 

정해 놓은 상황 안에서 필요한 말들만 학습되었다.  

또한 당시 외국어 교육의 주된 목적은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쓰기 학습은 항상 구어 다음으로 제시되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말하기에 집중되어있던 직접교수법에서 문학은 큰 가치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 위상은 자연히 하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교수법 안에서도 문학이 특히 빛을 발했던 순간이 있는데, 

바로 직접교수법의 한계가 문화적 지식의 부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전제 

하에 생성된 능동교수법(La méthode active)에서였다. 능동교수법은 

외국어와 모국어는 주위 환경과 문화가 같을 수 없으므로 학습한 말들의 

직접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주장과 함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배제된 의사소통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학을 문화적 보완물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Puren(2006:7)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능동교수법에서는, 실재 자료들(documents authentiques)을 

(문학텍스트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음반, 라디오 혹은 TV방송 

등의 모든 유형의 실재텍스트)통해 나중에 외국 언어-문화와 

원격으로도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자 한다.11 

                                                      
10  “산업과 상업의 발달에 마주하여, 언어 교육의 주요 목적이 그 언어를 말하고, 쓰는데 
있다는 생각과 실용적 지식이 문학적 문화의 습득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
게 확산된다.” 
« Face à l’extension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se répand fortement l’idée que le but principal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consiste à apprendre à les parler, puis à les écrire, et que leur connaissance 
pratique doit prévaloir sur l’acquisition d’une culture littéraire. » 
11 « Dans la méthodologie active, on se propose de former des gens capables de maintenir plus tard un 
contact à distance avec la langue-culture étrangère par documents authentiques interposés (textes 
littéraires, mais aussi tous types de documents authentiques : journaux, revues, disques, émissions de 
radio et de télévision,...). » 



 

11 

Puren은 능동교수법의 목표를 ‘문학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실재자료를 통해 외국문화와 언어에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능동교수법에서 사용한 교육방법인 

‘문학텍스트의 설명(l’explication de textes littéraires)’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텍스트에 대해 말하기’는 언어 연습의 계기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전의 문화지식들 동원하고 새로운 문화 지식들을 텍스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문학텍스트 설명의 목표는 

바로 이 원격교제를 맺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12 

이처럼 능동교수법에서는 문학텍스트를 설명하는 방식을 이용해 

언어와 문화를 동시적으로 학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기 

직접교수법으로서 간주되는 능동교수법은 여전히 의사소통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고, 이후 대부분의 교수법들 또한 점점 더 

구어의사소통기능을 강조해나갔기 때문에, 문학의 위상은 직접교수법이 

출현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2.3 청화교수법(La méthode audio-orale)13 

청화교수법은 초기 직접교수법과 마찬가지로 당대 지배적이었던 

전통교수법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 교수법의 목표 또한 ‘외국어로 

                                                      
12 « L’objectif de l’explication de textes littéraires correspond précisément à cette capacité à établir et 
exploiter ce contact à distance, le « parler sur le texte » fournissant à la fois le prétexte de l’entraînement 
linguistique et l’occasion de mobiliser des connaissances culturelles antérieurs et parallèlement 
d’extraire du document de nouvelles connaissances culturelles. » 
13 청화교수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Germain(199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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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었으며, 일상생활 속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구어의 

구조, 정확한 발음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청화교수법은 대화문을 듣고 반복하는 활동을 통한 무의식적 자동화를 

겨냥했기 때문에 자연히 문화적인 요소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인위적인 상황 속에서 가상의 등장인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오로지 정확한 의사전달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학은 문화적 차원에서도 더이상의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청화교수법에서 사용된 교육 자료는 실용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문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Riquois(2014 :135)에 따르면 청화교수법이 흥행하던 시대에도 고급 

수준의 교재에서 문학 텍스트를 계속해 찾아볼 수 있었다.  

기술의 발달과 이러한 사상의 맥락과 상관없이 문학텍스트는 

고급 수준의 교재에서 유지되었다. 학습자가 높은 구어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학습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어로의 회귀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글로 된 자료, 대부분의 경우 문학텍스트가 

소환되었고, 텍스트를 설명하는 연습문제와 독서, 번역 활동이 

수반되었다.14 

따라서 청화교수법에서 문학의 위상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교육자료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 En marge de ces progrès techniques et tel un fil conducteur, le texte littéraire se maintient dans les 
manuels des niveaux avancés. Lorsque les apprenants atteignent une compétence orale élevée, le retour 
à l’écrit devient une nécessité pour poursuivre l’apprentissage. Le document écrit est ainsi convoqué, la 
plupart du temps par la littérature, accompagnée d’exercices d’explication de texte, de lecture et parfois 
de tra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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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La méthode structuro-globale 

audiovisuelle)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은 청화교수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주된 

목표로 삼은 교수법이다. 하지만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청화교수법과는 달리 문화 영역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주로 원어민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전통교수법에서처럼 문화학습에 

문학만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Germain(1993:155)에 의하면,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에서 대부분의 

교육자료는 만들어진 대화문이었고, 프랑스의 문화 요소들은 대화문 

안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15  다시 말해,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언어였고, 문화 

또한 언어와 통합된 일부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문화영역에서조차 만들어진 텍스트를 주로 참고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에서 문학이 사용되는 범위는 

매우 축소되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Godard(2015:2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학은 두 이유로 인해 배제되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현용어를 대표하지 않는 언어형태라는 점에서, 그리고 엘리트주의 

이미지로 각인된 너무 특정적인 문화내용이라는 점에서.16 

                                                      
15  “문화는 언어에 구성되어 속해 있다. 가르쳐지는 대화문들을 통해, 여러 문화적 요소들
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 
« La culture fait partie intégrante de la langue : par les dialogues enseignés, de nombreux éléments 
culturels, implicites et explicites, sont présentés. » 
16  « La littérature est donc deux fois exclue : comme forme linguistique trop complexe et non 
representative de la langue courante et comme contenu culturel trop spécifique, marqué par un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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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학은 전통교수법의 여파로 인해 상위 수준의 학습자에게만 

해당되는 교육자료로 여겨졌으며 동시에 문학 자체가 상류문화적 차원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의 학습을 

강조했던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에서는 문화적 차원에서 가치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문학텍스트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상위 수준의 

학습자에게 한정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이 

반영된 교재 La France en direct에서 발견할 수 있다.17 해당 교재의 1권과 

2권에서는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의 정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3권과 4권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수준이 중급수준을 넘어설 때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uq & Gruca(2009:263-264)는 기존의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이 

변형되어 후기의 시청각 교수법에 이르렀을 때는 문어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교수법학자들은 niveau 

2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정기간행물 Français dans le 

monde : Le niveau 2 dans l’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n°73, 

1970)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기도 했다. 

해당 호에서는 “언어적 내용와 문화적 내용을 동시에 정의하고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긴밀하게 연결시킬 것과 이 새로운 선택을 

언어적 기초의 습득을 위해 실행되던 시청각적 원리와 양립시킬 것을 

                                                      
élitiste. » 
17 Auger(2009)는 La France en direct을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
고 있으며, Cuq & Gruca(2009) 또한 시청각 교수법(La Méthode Audio-Visuelle)에 기반한 교재
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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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18  또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동시에 하기 위해 “선호되는 

자료는 실제 맥락 안에서 사용되는 실제 언어를 접하게 해주는 

실재자료(texte authentique)였다.”19 

이를 통해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에서 또한 후기에 이르러 

문학텍스트가 다시금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의사소통 접근법(L’approche communicative) 

1980년대에 이르러 의사소통 접근법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목표어가 사용되는 국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는 일상생활의 경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주제를 담고 있는 실재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다. 

의사소통법에서는 학습해야 할 언어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자료보다는 잡지 기사, 광고, 일기 예보와 같은 실재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고, 대화문의 경우에도 가능한 실제 대화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실재자료가 의사소통이 사용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18 « (...) Le niveau 2 dans l’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définit à la fois un contenu 
linguistique et civilisationnel, propose d’unir étroitement l’enseignement de la langue à celui de la 
civilisation et de concilier ces nouvelles options avec les principes audiovisuels mis en oeuvre pour 
l’acquisition des rudiments linguistiques. » Cuq et Gruca(2009:263-264) 
19 « Le support à privilégier serait le document authentique d’autant plus qu’il permet un contact direct 
avec la langue réelle utilitsée dans un contexte réel.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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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학 텍스트 또한 실재 자료의 일부로서 일종의 의사소통의 

촉진제로 간주되었다. Defays외(2014:22)는 이 시기에 문학 텍스트가 

외국어 교육 안에서 복권되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 초에는 문학 사회학과 구조인류학에 힘입어 의사소통 

교수법이 문학텍스트를 복권하였으며, 학습자 중심 교육 안에서 

문학 텍스트는 의사소통을 위한 촉진제로 여겨지게 된다.20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문학 텍스트는, 다른 실재 자료와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는 청화교수법과 

구조∙총괄 시청각 교수법을 거쳐 외국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보였던 문학텍스트를 다시금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안에서 

문학은 실재자료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문학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자원으로 취급되었으며, 외국어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텍스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선호되었다. 

2.6 행위중심접근법(L’approche actionnelle) 

1992년 체결된 ‘Maastricht조약’을 통해 유럽이 공식적인 정치·경제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고, 유럽시민들이 실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20 « Il faudra attendre le début des années 1980 pour que, nourrie des apports de la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et de l’anthropologie structurale, la méthode communicative réhabilite le texte littéraire qui, 
cette fois, dans le cadre d’un enseignement recentré sur l’apprenant, sera considéré comme un incitant 
à la commun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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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유럽 평의회(Le Conseil de l’Europe)’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 학습자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공통참조기준』(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이하 CECR)을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FLE교수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21 

CECR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럽시민들이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넘어 공동의 행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CECR에서는 학습자를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특정한 행동 

영역 내부에서 과제들을 수행하는 사회적 행위자로 규정하는 

행위 중심 유형의 접근법을 권장한다.22 

이처럼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공동행위의 수행’으로 정의하는 

CECR에 맞춰 여러 교재들이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이 교재들에서는 

문학텍스트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행위중심접근법에서는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한 

행위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의 습득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데, 이때 

텍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위중심접근법에서는 과제를 수행해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을 

‘생산활동(les activités de production)’이라 하고, 수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수용활동(les activités de réception)’이라 한다. 

                                                      
21 Cuq & Gruca(2009:269) 
22 « Il [=CECR] préconise une approche de type actionnel qui considère l’apprenant comme un acteur 
social ayant à accomplir des tâches à l’intérieur d’un domaine d’action particulier, dans des 
circonstances et un environnement donnés.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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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guignon(2010:39)은 이 두 활동에 텍스트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용활동에서 사용될 때 텍스트는 과제를 위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생산활동에서 사용될 때는 과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23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수행의 과정에서 텍스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문학텍스트 또한 이 텍스트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CECR에서 제시하는 학습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 지표 중 

‘Compréhension écrite’의 영역에서는 문학에 관한 능력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나는 산문형식의 현대 문학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Je peux 

comprendre un texte littéraire contemporain en prose> - B2 

‘나는 길고 복잡한 사실에 기반을 둔 텍스트 혹은 문학텍스트를 

이해하고 문체의 차이점을 감상할 수 있다’ <Je peux comprendre des 

textes factuels ou littéraires longs et complexes et en apprécier les différences 

de style> - C1 

위에서 볼 수 있듯이 B2수준에서는 현대문학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C1에서는 길고 복잡한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이해하며 

다양한 문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23 « Utilisé dans les activités de réception, le texte est pourvoyeur d’informations pour la tâche . Utilisé 
dans les activités de production, le texte permet de rendre compte de la tâ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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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n(2006:12)이 제시한 다음 예는 행위중심접근법에서 문학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나는 몇 년 전 한 국제 학회에서 어느 과테말라인 프랑스어 

교사에 의해 소개된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의 학생들에게 프랑스어 시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연말에 과테말라의 낙후된 교외지역의 한 교실에서 낭독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 전체가 시집을 읽고, 시를 

선택해 그 시의 번역을 다듬어가게 만들었다. 이는 곧 언어와 

문화 학습과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고, 여기서 의미는 

시민활동의 의미였다.24 

Puren이 소개한 위 일화에서 문학텍스트는 교외지역에 가서 번역한 

시를 낭독하는 생산활동에서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시집을 

찾아보고 번역을 하는 등의 수용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행위중심접근법에서 문학텍스트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교육자원의 일환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24 « Je me souviens d’un projet présenté il y a quelques années dans un colloque international par un 
enseignant guatémalthèque d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dont l’objectif avait consisté, pour ses élèves, 
à aller faire en fin d’année des lectures de leurs traductions en espagnol de poèmes français dans d’autres 
classes de la banlieue défavorisée de Guatemala City. Ce qui avait impliqué qu’ensemble ils lisent des 
recueils, sélectionnent des poèmes et en travaillent la traduction : autant d’occasions de donner du sens 
– et le sens était ici clairement celui d’une action citoyenne – à des tâches d’apprentissage linguistique 
et cultur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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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합적 고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교수법부터 행위중심접근법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전통교수법에서 문학은 교육의 

수단이자 목표였던 반면, 직접교수법에서부터는 구어능력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문학을 덜 활용하게 되었고 FLE교육에서 무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위수준의 FLE교육에서는 문학이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학이 완전히 배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단순히 구어 위주 교육의 한계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FLE교육에서의 문학의 역할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문학의 

사용은 직접교수법 이후 FLE교육의 주된 목적이었던 구어능력의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음에도 학습자가 높은 언어적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다룰 수 있는 자료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전통교수법의 방식을 이어받아온 것이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문학의 실제 역할과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필연적인 일이다.  

FLE교육에서 문학이 결코 분리되지 못한다면, 대체 문학이 그 안에서 

맡는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문학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3장에서는 

FLE교재 속에서의 문학텍스트 활용 방식을 분석해보면서, 문학이 

FLE교육에서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 혹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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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교재 분석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당수의 FLE교재들은 문학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시대별로 대표적인 FLE교재 33권 25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 1개 

이상의 문학텍스트가 발견된 교재가 27권 26 에 달했다. 그 중에는 

문학텍스트의 비중이 매우 적은 교재도 있는 반면에, 따로 영역을 나눠 

문학텍스트를 중요하게 다루는 교재도 있었다.  

본 장에서는 33권의 교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문학텍스트를 많이 

다루고 있는 교재 8권을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정된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2. 선정 교재명과 저자명 

저자명 (출판년도) 교재명 

Mauger (1953-1959) Le Cours de Langue et civilisation françaises 1-

4 (이하 Mauger) 

Capelle, J. & G. et al. (1969-1972) La France en direct 1-4 (이하 FED) 

Benamou, M. & Carduner, J. (1974) Le Moulin à paroles (이하 MAP) 

Courtillon, J. et al. (1982-1983) Archipel 1-2 

Bérard, E. et al. (1996-1997) Tempo 1-2 

Gislon, C. et al. (1999-2002) Bien Joué ! 1-4 (이하 BJ) 

Augé, H. et al. (2004-2007) Tout va bien 1-4 (이하 TVB) 

                                                      
25 부록 1 – 표 17 
26 부록 1 – 표 17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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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es, M.-J & Le Bougnec, J.-T. (2014-2015) Totem 1-3 

 

분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1) 교재의 구성 – 2) 문학작품의 종류 – 3)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먼저 각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느 영역에 

문학텍스트가 포함되었으며 교재의 서문에서는 문학텍스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두번째로 

교재에서 발췌해 사용된 문학작품들을 표로 정리하고, 작품 선정 기준을 

파악해본다. 세번째로는 교재 안에서 문학텍스트가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면서,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어떤 활동과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학텍스트의 

활용방식에서 비롯되는 교육적 효과도 파악해볼 것이다. 

3.1 교재의 구성 

다음 표는 각 교재별로 문학텍스트가 제시된 영역을 정리한 것이다. 

따옴표 사이에 표기된 것은 문학텍스트가 따로 제시된 영역의 

소제목이며, 별도로 나뉘지 않고 본문에 포함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문’이라고 표기했다. 

 

표 3. 각 교재별 문학텍스트 제시 영역 

교재명 문학텍스트가 제시되는 영역 

Mauger 1 ‘Poé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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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ger 2 

Mauger 3 

Mauger 4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 textes complémentaires’ 

본문 

본문 

FED 1 

FED 2 

FED 3 

FED 4 

‘Poèmes et chansons’ 

‘Poèmes et chansons’ 

본문 

본문 

MAP 본문 

Archipel 1 

Archipel 2 

‘Pour aller plus loin’ & ‘Un peu de stylistique’ 

‘Pour aller plus loin’ & ‘Un peu de stylistique’ & ‘texte littéraire’ & ‘exercice 

de réecriture’ 

Tempo 1 

Tempo 2 

문학텍스트 없음 

‘Littérature’ 

BJ 1 

BJ 2 

BJ 3 

BJ 4 

문학텍스트 없음 

문학텍스트 없음 

‘Comprendre et écrire’ & ‘Que dit-on pour...’ 

‘Coin poésie’ 

TVB 1 

TVB 2 

TVB 3 

TVB 4 

‘Compétences’ 

‘Civilisation’ & ‘Compétences’ & ‘Situations’ 

‘Situation’ & ‘Grammaire’ 

본문 

Totem 1 

Totem 2 

Totem 3 

본문 

문학텍스트 없음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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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5권의 교재의 1-2권에서는 문학텍스트가 

아예 실리지 않거나 혹은 따로 영역이 나뉘어 부록처럼 다루어졌다. 

다시 말해 교재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록 문학텍스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문학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도구로서 인식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세 교재 중 대부분의 교육자료가 문학텍스트인 MAP를 

제외하면, Archipel과 Totem 또한 높은 수준으로 갈 수록 문학텍스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Mauger 1권에서는 교재의 후반부에 한하여 총 5페이지에 걸쳐 

‘Poésies’라는 소제목 하에 13개의 짧은 시가 제시되어 있다. 교재의 

서문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법표와 문학텍스트들의 경우 초보자용 교재에서는 그 위치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후속 교재들에서 텍스트의 수를 

늘려갈 것이다.27  

저자들은 문학텍스트가 교재의 후반부에 제시된 것은 학습의 흐름 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교재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텍스트의 수가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권을 살펴보면, 1권에서 예고한대로 더 다양한 문학텍스트가 제시된다. 

이 교재에서는 문학텍스트가 다섯 챕터 당 한번씩 등장하는데, 약 

4페이지 정도에 걸쳐 4~5개 정도의 문학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27 « Pour ceux-ci [=des tableaux de grammaire et quelques textes littéraires], la place nous était mésurée 
dans un livre aussi élémentaire. Mais nous en augmenterons le nombre dans les volumes suivants. » 
dans l’avertissement de Maug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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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길이 또한 1권에 수록된 짧은 시들에 비하면 현저히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권에서는 매 장마다 5~10개의 텍스트가 제시되는데, 1, 2권에서와 달리 

문학텍스트를 위한 별도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다른 유형의 

텍스트들과 섞여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학텍스트가 

차지하는 양이 현저히 많다.  

4권에서는 교재의 부제인 La France et ses écrivains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교육자료가 문학이 된다. 각 장마다 Le Pays de France, Paris, 

La Femme française, La Prose, La Poésie등과 같은 주제가 부여되어 주제와 

관련된 문학텍스트가 소개되고 있다. 

각각의 장들은 사건의 역사적 진행과 오늘날 프랑스 안에서 

그것이 갖는 양상을 동시에 요약하는 개괄적 진술을 통해 

시작한다 ; 각 텍스트는 텍스트 내용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텍스트 

내용의 범위를 강조하기 위해 짧은 개요를 통해 도입된다.28 

서문에 포함된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단원은 프랑스의 

역사와 상황을 진술하는 짧은 글로 시작되고 각 텍스트 또한 텍스트의 

배경을 설명하는 개요가 동반된다. 

이처럼 Mauger에서는 교재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학텍스트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 2권에서는 

문학텍스트가 부록 형식으로 나뉘어 따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3, 

                                                      
28 « (...) ; ouvrir chacun de ces chapitres par un exposé d’ensemble qui résumerait à la fois l’évolution 
historique des faits et leur aspect dans la France d’aujourd’hui ; introduire chaque texte, à son tour, par 
une brève notice destinée à le situer, à en souligner la porté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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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에서는 다른 텍스트와 함께 주된 교육자료로서 제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구성적 측면의 변화가 있다. 

FED의 구성 또한 Mauger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1권과 2권에서는 

주로 대화문이나 만들어진 텍스트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Mauger 1, 2의 

경우처럼 후반부에는 문학텍스트로 볼 수 있는 텍스트들이 담겨있다. 두 

권 모두 ‘Poèmes et chansons’이라는 제목 하에 약 13쪽정도 분량의 시와 

노래가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부록처럼 따로 구분되어 있다. 

3권과 4권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장이 나뉘고, 그와 관련된 

문학텍스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텍스트가 주된 교육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Archipel 또한 1권보다는 2권에서 더 많은 문학텍스트를 발견할 수 

있다. 1권에서는 문학텍스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제시된 대화문을 통해 문법과 의사소통 표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미지 위주의 시청각 자료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자료 또한 

이미지를 동반한 광고 및 기사가 주로 제시되었는데, 최대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실재자료를 다루고자 한 의지가 교재의 전반에 

드러난다.  

이 교재에는 한 페이지 안에도 여러 개의 실재자료가 실려 있으며, 

문법학습에 할애된 페이지보다 실재자료가 포함된 페이지의 수가 훨씬 

많다. 1권의 서문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교재의 각 단원은 일부러 많은 문어 자료와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수업 중에 이 모든 자료가 학습되고 관찰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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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프랑스 문화 및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다.29 

다시 말해, 이 교재에서 제시된 다양한 실재자료의 일차적 목표는 

학습자가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는 문법이나 어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방대한 양의 실재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해 

학습자가 최대한 많은 문화요소와 언어사용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장마다 실재자료가 최대한 활용되었던만큼, 문학텍스트도 간혹 

포함되었다. 1권에서 문학텍스트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은 주로 

‘심화학습’(Pour aller plus loin)부분과 ‘문체학습’(un peu de stylistique)부분이다. 

‘심화학습’은 각 장의 후반부에서 등장하며 학습한 문법요소를 활용하여 

읽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문체학습’은 문법영역 다음에 

제시되어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문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권에서는 1권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문학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1권과 마찬가지로 주로 ‘문체학습’ 영역이나 ‘심화학습’ 영역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간혹 이 두 영역을 벗어나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권의 첫번째 단원인 8장에서는 ‘texte littéraire’라는 소제목 하에, 

9장에서는 ‘다시쓰기 연습’(exercice de réécriture)영역에서 문학텍스트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Tempo 1에서는 문학텍스트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삽화, 사진, 광고, 기사 등의 여러 유형의 실재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29 « Chaque unité de ce livre présentent un matériel écrit et visuel volontairement abondant, tout ne 
pourra pas être étudié et observé en classe. C’est donc la curiosité et l’intérêt des étudiants, tant pour la 
langue que pour la culture française qui sont ici sollicités directement.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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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포함되는 글은 모두 짧거나 간단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반부로 갈 수록 글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1권의 교육내용은 기초적인 

문법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되는 교육자료 또한 

텍스트보다는 삽화, 그림, 사진, 광고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교재는 1권에서 학습한 내용의 심화과정을 제시하는 2권에서부터30 

문학텍스트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문학이 언어 

능력이 높은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자료라는 인식이 작용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권에서는 각 장마다 ‘Littérature’라는 제목 하에 문학만을 위한 

영역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 영역은 각 장에서 한번 혹은 두번에 걸쳐 

제시된다.  

2권에서는 서문에서부터 문학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Tempo 2에서 문학이 매우 많이 제시된다. 문화 내용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과 직결되는 텍스트와 

수행해야할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학에 

접근하기를 선택했다. 제시되는 텍스트와 활동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진, 이미지, 녹음파일 

등의 요소들도 함께 제시된다.31 

                                                      
30  “Tempo 2에서 학생은 보다 멀리 나아가면서, 그리고 보다 야심적인 목표를 겨냥하면서 
Tempo 1에서 우리가 행한 구성된 이 학습을 따라간다.” 
« Dans Tempo 2, l'élève poursuit cet apprentissage construit que nous avons mis en oeuvre dans Tempo 
1, tout en visant des objectifs plus ambitieux, en allant plus loin. » (Tempo 2, guide pédagogique, avant-
propos, p.1) 
31 « Elle [=la littérature] est très présente dans Tempo 2. Comme pour les contenus civilisationnels, nous 
avons choisi d’aborder la littérature de façon active, avec un choix de textes et d’activités à accomplir 
en étroite relation avec les acquis en cours, qui soient accessibles à l’élève et accompagnés, chaque fois 
que possible, d’éléments facilitants (images, photos, enregistrements).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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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Tempo 2에서는 다양한 문학텍스트가 소개되는 동시에 

텍스트와 함께 여러 활동들이 제시되고 원활한 활동을 돕는 사진과 

녹음파일 등의 부가자료가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J에서 또한 문학텍스트는 종전의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수준이 

높은 단계에서만 발견이 가능하다. 1권에서는 제작된 대화문과 삽화, 

사진들이 주된 교육자료로 사용되며, 실재텍스트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학습하는 문법내용이나 어휘 자체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재텍스트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권은 전체적인 구성측면에서 1권과 동일하다. 하지만, 문화영역의 

경우 1권에서보다 긴 텍스트가 사용되고 다루는 주제 또한 프랑스의 

역사, 지리와 자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밖에도 

프랑스의 스포츠나 의학, 신문에 대한 내용 또한 문화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된 교육자료는 텍스트, 그림, 사진, 지도 등으로 

다양하지만, 실재자료보다는 학습을 위해 제작된 자료들이 주를 

이루면서 문학텍스트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권에서는 실재텍스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문학텍스트가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3권에서 제시되는 문학텍스트는 ‘comprendre et écrire’(이해와 

쓰기) 영역에 주로 포함되고, 표현을 학습하는 영역인 ‘Que dit-on 

pour...’(...을 위한 말)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어 4권에서는 각 장마다 ‘Coin poésie’(이하 CP)라는 제목의 영역이 

추가되어 시가 한 편씩 소개된다. 이 교재의 서문에서는 ‘CP’영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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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시적 측면을 상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32 

언어수준이 높아질 수록 더 많은 양의 문학텍스트를 다루는 경향은 

TVB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TVB의 1권은 실재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재자료의 일부로서 한 두개 정도의 문학텍스트가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제시되는 ‘Compétences’영역에 포함된다. 

그에 반해 2권은 좀 더 많은 양의 문학텍스트가 제시되고, 포함되는 

영역 또한 ‘Civilisation’, ‘Compétences’, ‘Situations’등으로 다양하다.  

3권에서는 문학텍스트가 각 장 안에서 ‘Situation’영역 혹은 

‘Grammaire’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4권에서는 문학텍스트의 활용 영역이 

한층 확장되고 문학텍스트의 비중 또한 3권과 비교했을때 확연히 높아져 

거의 매 장마다 한개 이상의 문학텍스트가 제시되고 있다.  

Totem에서도 1권과 2권에서는 짧고 읽기 쉬운 자료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학텍스트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3권의 서문에서는 

문학텍스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 ‘Dossier’의 ‘문화’(Culture)영역에서 

문학텍스트를 다룰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다섯번째 leçon(문화영역)에서는 특징적인 글의 유형(소설, 시, 

희극, 편지...)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이 페이지들의 전체가 글들의 

진정한 유형론이 되면서 각 텍스트마다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문화적 지식을 제공한다.33 

                                                      
32  « (...)d’un poème destiné à rappeler la dimension poétique de la langue. » (Bien Joué ! 4, avant-
propos, p.3) 
33« La cinquième leçon (« Culture ») présente un type d’écrit spécifique(roman, poème, pièce de théâtre, 
lettre...). L’ensemble de ces pages constitue donc une véritable typologie des écrits, permet d’identifier 
les spécificités de chaque texte et offre un savoir « culturel » » (avant-propos, Totem 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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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역은 각 dossier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Leçon중 마지막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1, 2권에서는 이 영역에서 제스쳐, 태도, 표정과 같은 

행동과 관련된 문화를 다룬데 반해, 34  3권에서는 보다 학문적인 문화를 

다룰 것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학습자들이 프랑스 문화의 전통적인 것들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원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Totem 1권과 2권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함축에 접근했다면, 

3권에서는 학습자들이 보다 학문적인 문화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35 

 위에서 말하는 학문적 문화는 사회학, 인류학, 역사, 지리학, 문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달된 지식을 의미한다. 36  Totem 3에서는 

문학을 학문적 문화로서 다루고 있으며 습득해야 하는 지식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교재 구성의 분석을 통해 문학텍스트가 계속적으로 

높은 언어적 수준을 가진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도구로서 여겨지고, 

                                                      
34 “Totem과 함께하는 우리의 작업은 몰입 학습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프랑스인들의 행
동(제스쳐, 표정, 태도)을 보다 잘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비교한다.” « Notre 
travail avec Totem s’inspire de l’expérience de l’apprentissage en immersion : associer et comparer pour 
mieux s’approprier le comportement des Français(gestes, mimique, attitudes...) » (avant-propos, Totem 
2, p.3) 
35 « Notre expérience nous a montré que les étudiants veulent aussi s’initier aux classiques de la culture 
française et les partager. Dans Totem 1 et 2, nous avions abordé avec eux les implicites culturels ; dans 
Totem 3, nous les confrontons à une culture plus « savante ». » (p.3) 
36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서술적 담화를 통해 전달된 문화-견해(학문적, 교양있는, 지식과 
연관된) : 사회학, 인류학, 역사(시간, 신화), 지리학, 문학. 이 문화는 보편적으로 정보의 
이성적인 내면화를 유발하는 교육상황 안에서 이루어진다.”  
« la culture-vision (savante, cultivée, liée aux savoirs) transmise par des discours descriptifs sur divers 
domaines : sociologie, anthropologie, histoire (temps, mythes) géographie, littérature. Cette culture est 
généralement construite dans une situation d'enseignement qui sollicite une intériorisation rationnelle 
de l'information. » (Avelino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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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문화교육의 수단으로서 자주 

활용되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Riquois(2010 :3) 또한 FLE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문학텍스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텍스트는 niveau 4의 교재에서 보다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 niveau 1에서는 문학텍스트가 담긴 페이지의 비율이 2.2%이다. 

이 비율은 niveau 2에서는 두 배로 증가하여 4.6%가 되며, niveau 

3에서는 9.2%, 그리고 마지막 niveau에서는 13.6%에 달한다.37 

그러나 낮은 언어수준의 교재에서 또한 시 혹은 짧은 문학텍스트가 

드물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낮은 언어 수준에서도 문학텍스트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반복성이 강하고 

학습한 문법요소가 포함된 문학텍스트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언어학습을 

목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문학작품의 선정기준 

본 장에서는 각 교재에서 선정된 문학작품들을 살펴보고,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기준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38 

                                                      
37 « les textes littéraires sont plus nombreux dans les manuels de niveau 4. Au niveau 1, on observe un 
pourcentage de 2,2 % de pages présentant un document littéraire. Ce pourcentage double au niveau 2 
pour atteindre 4,6%, puis 9,2 % au niveau 3 et enfin 13,6 % au dernier niveau. 
38 각 교재마다 포함된 문학작품의 목록을 '부록 Ⅰ'에서 확인할 수 있음 



 

33 

먼저 Mauger에 실린 문학작품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이 

발견된다. 

 

표 4. Mauger의 문학작품 선정기준 

1권 길이가 짧고 문법이 단순한 시작품 

2권 학습한 문법요소들이 포함된 문학작품 

3권 Paris와 관련된 문학작품 

4권 프랑스인의 정신과 문화에 관련된 문학작품 

 

1권에서는 시 13편이 소개되는데, 작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길이가 

짧고 문법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교재의 1권에서 시를 주로 제시하는 

경향은 뒤에서 다룰 다른 교재들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다른 문학장르에 

비해 시의 문장이 비교적 짧고 텍스트의 길이 또한 대체적으로 길지 

않아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권에서 제시된 시 39는 문장 자체가 짧고 단순해 해석하기 어렵지 

않으며 사용된 어휘 또한 초급수준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다. 게다가 

문장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기본 구문 학습에 매우 적합해보인다. 

때때로 초급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장이나 어휘는 각주를 

통해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niveau 1이라는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느낄 언어적 어려움이 가능한 한 적은 시 작품을 선정하려는 

저자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권에서는 1권과 비교해 문학텍스트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장르의 문학텍스트가 제시된다. 제시된 

                                                      
39 예) 부록 Ⅱ –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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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들을 살펴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교재가 출판되었던 때인 195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문학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간혹 중세시대 작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문학텍스트의 절대적인 선정기준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텍스트 내용 상으로도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발췌된 텍스트마다 해당 장에서 학습한 문법요소들이 2개 이상은 반드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권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요소가 

주요한 선정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권에서는 시, 소설, 희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텍스트가 존재하지만, 

유독 소설이 많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해당 교재의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상급수준의 학습자들은 이 여러가지 표현방식을 알아야만 하며, 

이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는 일상적 친밀어 이상으로 가는 것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 소설 속의 구어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구어가 

복합적인 표현들로써 전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40 

위처럼 서문에서 직접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가 언급된 만큼, 3권에서 

제시되는 텍스트는 소설이 주를 이룬다. 

3권에서의 문학작품 선정기준은 각 장의 주제들과의 부합여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각 장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18개의 장의 주제가 모두 

                                                      
40 « Il faut que l’étudiant du cours supérieur connaisse ces différents modes d’expression, moins pour 
son usage personnel – car il se gardera, lui, d’aller au-delà du langage familier – que pour comprendre 
tout ce que la langue parlée d’aujourd’hui, y compris celle du roman, charrie d’expressions 
composites. » dans l’avertissement de Maug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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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와 관련되고, 제시된 문학텍스트 또한 모두 이 주제와 연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3권의 문학작품 선정방식은 4권에서도 발견된다. 4권은 3권과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장의 제목이자 주제에 부합하는 문학텍스트가 

선정되어 제시되고 있다. 4권의 서문에서는 문학텍스트를 주된 

교육자료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재 전체에 대한 초기 계획에서 우리가 이 교재를 구상했을 

때, 우리는 앞선 세 권의 교재를 훌륭한 작가들에게서 차용한 

프랑스 문화의 개관을 통해 보충하고자 했다.41 

 위 글에는 1~3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프랑스 문화의 측면을 

4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겠다는 저자들의 의도가 담겨있다. 그리고 

문화로의 접근수단으로서 훌륭한 작가들의 글이 최적의 자료라는 

저자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들은 서문에서 

‘훌륭한 작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첨언한다. 

거기에는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모리셔스 섬, 하이티 

공화국에는] 위대한 작가와 위대한 작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재가 프랑스와 프랑스 작가들에게 할애된 것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재능의 최고수준을 자신과 그들의 태어난 국가에 

빚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첨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주저했을 것이다.42 

                                                      
41 « Lorsque, dans le plan initial de notre collection, nous avons conçu le présent ouvrage, nous nous 
proposions de compléter nos trois volumes de « méthode » par un aperçu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emprunté aux bons écrivains. » 
42 « Il y a là[=en Belgique, en Suisse, au Canada, dans l'Ile Maurice, dans la Republique haïtienne] de 



 

36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4권에서는 프랑스 언어를 빛나게 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모리셔스 섬, 하이티 공화국의 산문작가와 시인들의 

작품 또한 소개되고 있지만 그 양이 프랑스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하지만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했던 의지는 뚜렷히 반영되어 있다.  

그 밖에도 4권의 서문에서는 교재 안에서 작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규제를 두었음을 명시했다. 

교재의 양이 과도하게 늘어날까봐 우리는 난처한 제약을 

두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2부의 주요 장에서는 다른 항목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만을 다룰 것을 규칙으로 삼게 되었다. 예를 

들어 Poésie française장에서는 첫번째 파트에서 이미 두번 등장한 

Musset의 작품이 포함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Prose 

française장에서 소개된 Rousseau는 Pensée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43 

이처럼 작가의 중복을 피했다는 것은, 최대한 많고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다루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텍스트의 선정 

또한 다양성과 풍부함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4권에서 

매우 다양하고 많은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작품 목록표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부록 Ⅰ – 표 8). 

                                                      
grands noms, de grandes oeuvres. Mais notre ouvrage étant consacré à la France et à ses écrivains, nous 
aurions eu scrupule à paraître annexer des auteurs qui doivent le meilleur de leur talent à eux-mêmes et 
au pays qui les a vue naître. » 
43 « La crainte de gonfler outre-mesure l’ouvrage nous a imposé de difficiles restrictions. Et nous avons 
dû prendre pour règle de ne citer, dans les principaux chapitres de la deuxième partie, que des écrivains 
non représentés sous d’autres rubriques. Ainsi le chapitre de la Poésie française ne contient rien de 
Musset, qui figure déjà à deux reprises dans la première partie ; de même, Jean-Jacques Rousseau, 
présent dans la Prose française, ne l’est pas dans la Pensé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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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권과 4권에서는 공통적으로 프랑스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4권은 

3권과 달리 내용면에서 성격이 다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의 제목은 ‘La France et les Français’로 프랑스 국가의 물리적 특징, 

예컨대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환경을 비롯해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두번째 부분의 제목은 ‘La Tradition intellectuelle de la 

France’로, 사상, 문학, 미술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간이 창조한 

문화유산과 프랑스인이 갖는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44 

따라서 지리적∙사회적 특징을 주된 문화적 요소로 삼았던 3권과는 

달리 4권에서는 프랑스인의 정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들까지 

문화적 요소로서 다루면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문학작품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Mauger 1, 2권과 3, 4권 사이에는 문학작품 선정방식과 

관련해 차이점이 발견된다. 1권과 2권은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난이도가 낮고 이해하기 쉬운 문학작품 위주로 선정되었다면, 3권과 

4권은 프랑스 문화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이 선정되었다. 3, 

4권에서는 언어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으며, 학습자가 

문학텍스트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 프랑스 문화를 알고, 나아가 

프랑스인의 정신사조와 풍요로움을 포착하기를 권하고 있다.45  

Riquois(2009)는 1999부터 2008년 사이에 프랑스의 3대 출판사인 CLE, 

Didier, Hachette에서 제작된 53권의 FLE교재를 중심으로 FLE교재에서 

                                                      
44  « Ils constateront que ce livre comprend deux parties bien differentes, (...) Première partie: LA 
FRANCE ET LES FRANÇAIS, image concrète de notre pays, dans ses traits physiques et ses habitants. 
Deuxième partie: LA TRADITION INTELLECTUELLE DE LA FRANCE : pensée, littérature, beaux-
arts. » 
45  “문학텍스트를 통해 프랑스 정신 사조와 인물들의 풍요로움을 지각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능변과 환상 사이, 명확한 것과 불확실한 것 사이, 웃음과 감동 사이에서 한없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영원한 대화가 존재한다.” 
« Puissent-ils(=ces textes) rendre sensible la richesse, en France, des courants d’esprits et des 
individualités ! Eternel dialogue, nuancé à l’infini, entre l’éloquence et le rêve ; le précis et l’indécis ; le 
sourire et l’émo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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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 문학텍스트의 장르를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서은영(2015)은 

Riquois의 분석을 바탕으로 FLE교재에 나타난 문학 장르의 분포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표 5. FLE교재에 나타난 문학 장르의 분포도(서은영, 2015:47) 

장편, 단편소설 47% 사상문학 11% 

시 23% 추리소설 8% 

  희곡 7% 

  SF 4% 

계 70% 계 3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장편, 

단편소설이며 초보자용 교재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사상문학이란 수필, 비평, 철학글 등을 일컫는데, 이러한 글들은 

높은 학습 수준 단계에서 주로 등장하며 이는 앞서 Mauger 3,4권에서 

프랑스인의 정신사조에 관련된 텍스트가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희곡은 중고급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외국어에 

자신감을 갖고 구어표현에 익숙해지는 시기인 중고급 단계에서 희곡을 

통해 역할극을 하는 등의 학습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F소설이나 추리소설의 경우, 이해력 테스트나 상상력 활동 혹은 작문 

활동을 위해 사용되곤 하며 초보 수준부터 고급 수준까지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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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46  이러한 문학텍스트의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결국 Riquois(2009)와 서은영(2015)의 분석에 따르면, 앞서 Mauger의 

분석에서 발견된 것처럼 문학텍스트의 장르 또한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맞춰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학습 능력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이를 고려하여 적합한 

문학텍스트의 장르가 선정되는 것이다.  

FED 또한 Mauger의 선정기준과 거의 일치하는데, 교재의 낮은 

수준에서는 주로 언어적 기준에 맞춘 시와 같은 짧은 문학작품이 

선정되고 높은 수준으로 갈 수록 언어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며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부합하는 길이가 긴 문학작품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 두 교재 외의 다른 교재들에서는 언어적 요소가 주요한 

선정기준이 된다. 특히 MAP와 Archipel의 경우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언어적 요소만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MAP는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은 ‘Charpente’, ‘Matériau’, 

‘Fenêtre’라는 제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인 ‘Charpente’는 

문법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이어 나오는 ‘Matériau’는 주제별로 

나뉘어 제시되는 어휘 목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문학텍스트가 담긴 ‘Fenêtres’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MAP의 문학텍스트 선정 기준은 자연스럽게 ‘Matériaux’와 

‘Charpente’에서 학습된 언어요소의 반영여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예로 1장 ‘Fenêtres’에 포함된 문학텍스트인 Un nègre à Paris를 

보면47 , 공통적으로 ‘Charpente’에서 다루었던 ‘질문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46 표 5에 대한 부연설명은 서은영(2015)의 연구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47 부록 Ⅱ –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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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이 자주 등장하고, ‘Matériau’에서 다룬 ‘La rue’와 ‘En voiture’에 

관련된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요소와 

어휘가 문학작품의 선정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rchipel 또한 문학작품의 선정에 언어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1권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문학텍스트는 시 작품이며, 전체 길이와 문장 길이가 

짧은 단순한 구조의 시가 대부분이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난이도의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 텍스트들은 해당 장에서 학습된 내용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Où allez-vous?’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종 장소전치사와 방향을 

가르키는 동사를 학습하는 3장에서는 Pardon, Monsieur라는 시 48 를 

제시하는데, 이 시에는 ‘De quel côté est le canal ?’, ‘Je tourne en rond.’과 같은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포함되어있다. 

2권에서는 소설, 희곡, 시 등 1권에 비해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텍스트가 제시되었고, 텍스트의 길이도 훨씬 길어졌다. 게다가 

중복되는 작가가 많았던 1권과 비교하여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발견된다. 

하지만 모든 텍스트가 1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장에서 학습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법요소가 텍스트 선정의 기준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Archipel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수준과 문학텍스트에 포함되는 

문법요소가 주된 선정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Tempo, BJ, TVB 모두 문법요소와 학습내용을 기준으로 

문학텍스트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Totem에서는 다른 경향이 발견되는데, 

Totem의 3권에서는 ‘문화’영역을 통해 희곡, 철학서, 소설, 시, 서한 등의 

다양한 문학텍스트를 소개한다. 그리고 각 텍스트를 해당 장르에 속하는 

                                                      
48 부록 Ⅱ –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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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가 포함됨으로써 서문에서 제시한 텍스트 유형론 학습과 연결되고 

있다 49 . 따라서 텍스트의 유형을 인식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장르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 작품이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Totem을 제외하면, 각 교재에서 문학작품을 선정했던 기준은 문법요소 

혹은 각 장의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법요소와 같은 각 

장의 학습내용에 초점을 맞춰 문학작품을 선정한 빈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가 문학작품을 선택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학습이 문학작품의 활용을 통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인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3.3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학텍스트는 언어적 요소의 기준에 맞춰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선정된 문학텍스트가 반드시 

언어학습만을 목표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본 장에서는 각 교재에 포함된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문제와 여러 활동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문학텍스트의 활용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3.1 Mauger 

먼저 Mauger 1에서는 적은 수의 시 텍스트가 내용이나 형식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이나 문제도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49 각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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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를 통해 프랑스 문학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권에서는 1권에 비해 문학텍스트의 비중이 확실히 높아지면서 

활용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견된다. 먼저 2권의 서문에서는 

문학텍스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읽기와 설명을 위해 제시된 문학 텍스트들은 어휘의 고정과 

풍부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심한 문법 진도에 맞춰 편성됨.50 

다시 말해, 제시된 문학텍스트들은 어휘 학습을 확실히 하는 것과 

어휘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학습된 문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2권의 문학텍스트들은 각 과에서 학습한 

문법요소의 용법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uger 2의 leçon 1~5 이후에 제시된 문학텍스트에는 앞선 

장에서 학습한 내용인 대명동사(se courbaient, se parler, s'abattaient, se 

tordaient)와 장소전치사(jusqu'à, sur, au-dessus, dans), 자동사(couraient, tombait, 

tonnait)등이 포함되어 있다. 51  또한 각주에 몇몇 어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텍스트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어휘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Mauger 2에서 문학텍스트는 학습한 문법요소들이 

실재텍스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던 바, 

문학텍스트의 이와 같은 활용방식은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라는 

                                                      
50 « Des textes littérair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destinés à la fixation et l’enrichissement du 
vocabulaire, et groupés suivant une progression grammaticale attentive. » dans l’avertissement de 
Mauger 2. 
51 부록 Ⅱ -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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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하에 문학텍스트를 읽고 번역하는 활동을 하던 직접교수법에서 

문학텍스트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Riquois,2014 :133).52 

그러나 2권에서 문학텍스트가 문법과 어휘력의 향상을 위해 

활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Mauger 3에서는 문학텍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며 언어능력의 향상이라는 기능적 목표 이외에 또 다른 목표를 

갖기 시작한다. 3권에서 제시된 문제의 유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6. Mauger 3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유형 

 

Essai 

선행된 문학텍스트를 읽고 그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글을 

창작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때로는 대화문을 

만들어보도록 유도 

Analyse littéraire 텍스트에서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하기를 요구 

Commentaire littéraire 문학텍스트에 대한 논평을 요구 

  

 먼저 3권의 ‘Essai’문제를 살펴보면, 문학텍스트를 통해 새로운 글의 

창작을 유도함으로써 프랑스어의 어휘 혹은 문법의 학습을 넘어 묘사 

방식과 표현 학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Essai’문제의 한 예다. 

 Essai. En vous inspirant du texte « Au musée du Louvre », décrivez 

un groupe de touristes provinciaux ou étrangers visitant le Zoo. (p.88) 

                                                      
52  “문학과 그것에 적용된 번역연습은 학습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 La littérature et l’exercice de version qui lui était appliqué étaient destinés à vérifier les compétences 
des apprena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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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에서는, 문제에 앞서 제시된 Une Noce se perd au Musée du 

Louvre53라는 제목의 텍스트를 참고해 지방 여행객 혹은 외국인 여행객의 

한 무리가 동물원을 방문하는 상황을 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참고하기를 제안하는 텍스트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이들의 생김새와 박물관을 보는 과정에서의 반응, 그리고 박물관 

내부의 모습들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텍스트를 

참고하라는 것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여행객을 비롯한 동물원의 

전경을 상세히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놀라움 혹은 신기함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다. 

다음으로 ‘Analyse littéraire’(이하 ‘AL’)문제는 직전 텍스트 속 몇몇 

문장이 밑줄로 강조된 경우에만 제시된다. 밑줄 친 부분들을 살펴보면, 

주로 텍스트의 상황 속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문장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ans billet dans le métro라는 

텍스트에서는 다음 문장들에 밑줄이 쳐있다.54 

« Il affectait une patience déjà un peu narquoise. » 

« On entendait à chaque instant siffler la dernière syllabe de ses 

« merci », « merci ». » 

첫번째 문장은, 표를 잃어버렸다는 승객을 다소 빈정거리며 대하는 

검사원의 태도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두번째 문장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명씩 표를 검사하며 다가오는 검사원의 모습을 

                                                      
53 부록 Ⅱ – 그림 5 
54 부록 Ⅱ –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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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AL’에서는 위 문장들에 대해 다음 문제를 

제시한다. 

 Analyse littéraire : Analysez le texte « Sans billet dans le métro » : a) 

plan ; b) intérêt des expressions soulignées.  

위 문제에서는 먼저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상(plan)을 분석하고 이어 

밑줄친 표현들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 문장이 전체 텍스트에 부여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문장 모두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빈정거리는’이라는 형용사 하나만으로 상대가 취하는 은근한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merci라는 단어가 갖는 

음성적인 측면이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의 흐름과 분위기를 단번에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AL’은 글의 정확한 이해를 좌우하는 문장들을 강조하고, 그 

문장들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경우, 

문학텍스트는 글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다양한 표현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번째 유형인 ‘Commentaire littéraire’(이하 ‘CL’)는 

문학텍스트를 읽은 후 특정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논평을 유도한다. 그 

예로 A. Samain의 Tout dort. Le fleuve antique...와 관련해 제시된 다음 

문제를 들 수 있다.55 

                                                      
55 부록 Ⅱ –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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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aire littéraire. Appréciez : Les « césures » (= les arrêts, les 

silences) marquées par un point dans les vers 1 et 2. (p.85) 

위 문제에서는 “1행과 2행에서 구두점으로 표시된 중간 휴지를 

평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두점은 “모두 잠을 잔다”와 “멈춘 듯 

보인다” 56 로 해석되는 두 문장의 뒤에 표시되어 있다. 학습자는 이 

구두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의 답을 찾게 되고, 

구두점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AL’과의 

다른 점은 ‘AL’은 학습자에게 글의 내용이나 분위기 안에서 강조된 

문장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면, 

‘CL’에서는 학습자에게 정확한 답이 아닌, 본인이 느낀 바를 통한 

나름의 답을 찾아 논평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CL’의 경우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언어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동시에, 언어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기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전체 글의 분위기와 전달되는 느낌, 감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3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텍스트가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1, 2권에서 이루어졌던 문법학습을 넘어 문학에서 발견되는 

언어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길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목적 상의 

변화 또한 발견된다. 

다음으로 4권을 살펴보면, 3권과 달리 그 어떤 활동이나 문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문학텍스트의 정확한 활용방식은 찾을 수 없으나 

4권에서는 각 텍스트마다의 주제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56  « Tout dort. », « Semble im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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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에서는 특히 프랑스인의 정신과 철학에 대한 텍스트가 주로 

제시되는데, 각 장의 도입부에는 주제를 설명하는 글이 실려있다. 예를 

들어 4권 8장의 경우 ‘La vie religieuse’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문학텍스트가 제시되고 있으며 도입부에는 프랑스 종교의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는 글이 제시된다. 57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프랑스의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종교의 다양성 또한 

프랑스인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넌지시 강조하며 이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유도하고 있다. 

8장에서는 종교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7개의 문학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는데,58  제시된 문학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독실한 

신자도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인물 또한 존재한다. 또한, 

자신을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적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덕을 

해석하는 인물도 존재한다. 59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종교적 다양성과 진정한 미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자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4권에서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길 유도하면서 학습자의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간혹 던지고 있다. 따라서 4권에서 문학텍스트는 

프랑스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 학습자의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7 부록 Ⅱ – 그림 4 
58 부록 Ⅰ – 표 8 
59  마지막으로 제시된 G. Flaubert의 작품 Madame Bovary의 발췌문에서 등장한 Monsieur 
Homais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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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Mauger의 1권과 2권에서는 문학텍스트를 문법학습을 위한 

부가적인 교육자료로서 활용했으나, 3권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의 향상과 글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언어적 

기법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문학텍스트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4권에서는 문학텍스트를 프랑스인의 철학과 사상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사고를 유도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3, 4권은 공통적으로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담은 문학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측면의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FED 

FED에서 또한 1권과 2권에서는 언어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시된 

시 텍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지는 않지만, 어휘나 표현이 반복되는 

시 텍스트를 통해 문법의 학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권에서 제시된 시 Air vif에서는 Je t’ai vue가 6행에 걸쳐 

반복되고, au bout de, au fond de, au tournant de, sortant de와 같은 관용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시를 발견할 수 있다. 60  사용되는 시제 또한 

복합과거와 미래형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다른 시 Nuit africaine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시제는 현재형에 한하고, voici que와 대명동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61  

3권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텍스트와 관련 문제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문학텍스트의 활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3권에서는 총 

세가지 유형의 문제를 찾을 수 있다. 

                                                      
60 부록 Ⅱ – 그림 9  
61 부록 Ⅱ –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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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FED 3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유형 

문법∙어휘학습을 

유도하는 문제 

선행된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문법과 어휘학습을 유도하는 

문제 

내용의 이해를 위한 

문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 유도 문제 

주인공의 이해를 위한 

문제 

주인공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의 상황, 내용, 그 

밖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제 

 

첫번째 문제유형은 문법과 어휘학습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문학텍스트 안에서 단순과거 시제를 찾아 동사의 형태별로 분류하거나 

문학텍스트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찾아보는 등의 문제가 제시된다. 62 

이처럼 3권에서 제시되는 문학텍스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휘나 문법연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 유형의 경우, 문학텍스트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파악하길 유도하는 질문이 제시된다. 그 예로 5장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들에서는 Ph. Saint-Gil의 Le Barrage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기를 유도한다. 

 « Où construit-on un barrage? »  

 « A quoi servira le barrage que Maréchal et les ouvriers construisent? 

» 

                                                      
62 부록 Ⅱ –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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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urquoi Maréchal est-il découragé? »  

 « A quoi compare-t-on la construction du barrage? » 

위 문제에서는 어디에서 barrage를 만드는지, 등장인물 Maréchal과 

노동자들이 만든 barrage는 어디에 쓰이는지, Maréchal의 사기가 저하된 

이유는 무엇인지, barrage의 제작은 무엇과 비교되는지 등 텍스트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다. 

3권에서 제시된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주인공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A. Camus의 L’étranger 와 관련해서는 

‘이방인’으로 보일 만큼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주인공 Meursault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직원으로서의 Meursault’, ‘사장(Meursault와 

관련있는 인물)’, ‘삶을 대하는 Meursault의 태도’, ‘이야기 형식’, 

‘Meursault의 성격’ 등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질문이 제시된다.63 

이처럼 3권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며 문학텍스트를 

언어학습을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3권에서는 텍스트를 완벽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3권은 프랑스 현대문화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통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63 부록 Ⅱ –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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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에서는 언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내용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Combattants et résistants’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장에서는 프랑스라는 국가의 수립을 위해 싸웠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문학텍스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텍스트가 제시되기에 앞서 페이지 최상단에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고, 배경설명과 그 아래 제시된 문학작품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소개가 이루어지곤 한다. 

이처럼 4권에서 문학텍스트는 프랑스역사를 개괄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주로 제시된다. 그러나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도모했던 것은 아니다. ‘Combattants et résistants’부분의 세번째 

작품인 Stendhal의 La Chartreuse de Parme(1839) 64 과 관련해 제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학텍스트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문제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시되는 문제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Qu'est-ce qui motive le cri de satisfaction de Fabrice? » 

 « Quel est ici le sens de notre héros? » 

 « Comment stendhal nous présente-t-il son héros? Que veut-il que 

nous pensions de lui et de la guerre? » 

위 첫 문제에서는 주인공 파브리스의 만족에 찬 외침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다음 문제의 경우 텍스트 

                                                      
64 부록 Ⅱ –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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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주인공이 갖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답하기를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는 작품의 저자인 Stendhal이 

주인공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으며, 독자가 주인공과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길 바라면서 이 작품을 썼을지에 대해 

추론해보기를 제안하는 문제가 제시된다. 

이처럼 4권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문학텍스트가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느껴보고,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기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FED의 각 수준에 따른 문학텍스트의 활용 방식을 

정리해보면, 먼저 1권과 2권에서는 언어학습을 위해 문학텍스트가 ‘시’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3권에서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통해 문학텍스트를 

언어학습을 위해서 활용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관련 주제의 이해를 

위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4권에서는 프랑스 역사 혹은 여러 사상들에 대한 학습을 위해 

문학텍스트가 사용되었다. 

3.3.3 MAP 

MAP에서는 주된 교육자료로 사용된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제시되는 문제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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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AP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유형 

문단의 

재구성 문제 

지정된 특정 단락을 모방하여 포함된 문법 요소 혹은 문장 

구조를 변경하면서 다시 쓰는 문제 

문단의 재구성 & 

개인 글 창작 

특정 단락을 모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주제로 변경하여 자신만의 글을 창작하는 문제 

개인 글 창작 특정 단락을 모방하는 것 없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 감정을 

담은 글을 창작하는 문제 

상황극 문제 주어진 상황을 가정하여 대화문을 만드는 문제 

텍스트의 내용 관련 

질문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먼저 첫번째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문학 작품 속 한 단락의 구조를 

모방하여 작문하는 연습이 제시되는데 이 유형의 문제는 이 교재에 실린 

대부분의 문학텍스트와 함께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M. Wittig의 소설 Dans la forêt65발췌문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제가 제시된다. 

 « Prenez le texte de la ligne 1 à la ligne 30. Récrivez-le, en gardant la 

même structure de phrases, mais en changeant le sujet : au bord de la 

mer »  

 « Récrivez l'ensemble du texte au passé.»  

 « Ligne 1 à 16 (ou 46 à 60; ou 28 à 48) : Récrivez ce passage, en 

conservant exactement le même vocabulaire, mais en changeant la 

                                                      
65 부록 Ⅱ –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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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des phrases, de sorte que l'on ait l'impression de lire un texte 

écrit par un adulte. » 

첫번째 문제는 텍스트의 일부를 문장의 형태는 유지하되 주제만 

바꾸어 다시 쓰는 활동이고, 두번째 문제는 전체 텍스트를 과거형으로 

바꾸어 다시 쓰는 활동이다. 세번째 문제에서는 포함된 세 단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구성하되 어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의 

구조만을 바꿔 기존에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서술된 텍스트를 어른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세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첫번째 유형의 문제는 문법과 문장 

구조의 학습을 위해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유형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문학텍스트의 모방을 바탕으로 

하지만, 주제를 자신과 관련된 주제로 변경하여 재구성을 유도한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그 예로, B. Dadié의 작품 Un nègre à Paris 66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 Votre ville. Essayez de la décrire avec l'optique d'Un Nègre à Paris. 

(Choisissez un paragraphe du texte, et imitez-le en l'adaptant à votre 

ville.) » 

위 문제에서는 발췌된 텍스트의 일부분을 읽고 그 중에서 선택된 한 

단락을 똑같이 모방하되 Paris가 아닌 학습자 자신의 도시를 

묘사해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문법과 문장구조의 연습을 

                                                      
66 부록 Ⅱ –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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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텍스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 유형의 문제에서는 단순한 모방을 통한 작문연습을 유도했던 

첫번째, 두번째 유형의 문제와는 달리 등장인물의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온전한 자신의 글을 창작하길 요구한다. 예를 들어 

문학텍스트 M. Butor의 Un hôtel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 Avez-vous déjà eu, dans un hôtel où vous étiez descendu après un 

assez long voyage, une impression semblable ? Racontez ce qui vous 

est arrivé. » 

해당 질문에서는 학습자가 주인공처럼 긴 여행을 마치고 호텔에 

투숙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으며, 주인공의 심정을 공유해보기를 

유도한다. 그리고 학습자 개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길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학텍스트를 모방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작문을 

하게 된다.  

또한 M. Butor의 Un hôtel과 관련해서는 위 문제 외에도 « Quelles 

différences le frappent ? » (p.15), «Pourquoi ne font-ils rien pour améliorer leur 

appartement ? »(p.69)와 같이 주인공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유도하는 질문들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문학텍스트 속 주인공의 경험을 대조하면서, 더 풍부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번째 문제 유형은 쓰기연습이 아닌 구어연습을 유도하는 

문제다. 이 유형의 문제는 MAP에서 제시되는 모든 텍스트마다 

제시되는데, 문학텍스트를 읽은 후 상황극을 만들어보길 요구한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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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던 B. Dadié의 작품 Un nègre à Paris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시된다. 

 « Jouez le texte sous forme de dialogue entre l'auteur et un des 

passagers du car l'amenant d'Orly aux Invalides. Il pose des questions 

sur ce qui l'étonne, et vous lui répondez en proposant une explication. 

» 

Un nègre à Paris는 한 흑인이 1인칭 시점으로 파리에 와서 새롭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위 문제에서는 

이를 대화문 형식으로 바꾸어 상대 화자에게 파리에서 놀랐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배경삼아 상황극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제시되는 것은 이 교재에서 텍스트를 대화의 

발판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어연습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텍스트마다 다섯번째 문제유형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동반되고 있다. 

 « Expliquez l'humour de Bernard Dadié au sujet du soleil, des 

chauffeurs africains, de l'argent, des piétons, du bruit, des magasins. » 

위 문제에서는 작가가 태양, 아프리카 운전사, 돈, 보행자, 소음, 상점 

등의 소재들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텍스트에 담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길 

유도한다. 이 교재는 “텍스트를 단순 번역하는 것은 구어사용의 

용이성을 목표로 하는 이 교재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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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것”을 권장한다. 67  따라서 제시되는 모든 텍스트마다 내용파악을 

요구하는 위과 같은 유형의 유도질문을 하는 바, 학습자는 이에 

대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구어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교재에서 이루어진 문학텍스트의 활용은 구어연습과 

작문연습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3 

유형의 문제에서는 작문연습을 유도하며, 4, 5 유형의 문제는 구어 연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3.4 Archipel 

Archipel 1권에서 문학텍스트가 활용되었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9. Archipel 1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문체학습영역 학습한 문법내용이 포함된 시텍스트를 모방하여 문법을 

활용하고 복습함 

심화학습영역 학습한 문법내용을 활용하여 여러 다양한 자료를 읽어보도록 

함 

 

1권에서 문학텍스트는 ‘문체학습’과 ‘심화학습’영역에 나뉘어 

제시되는데, ‘문체학습’영역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문체학습’영역에서는 

짧은 분량의 시를 읽고 똑같은 통사적 구조를 이용하되 첫 단어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를 써볼 것을 요구하곤 한다. 그리고 제시되는 

                                                      
67 « Traduire le texte serait contraire à l’esprit du livre, qui vise la facilité de parole en français. Les 
étudiants préparent les réponses aux questions sur le texte.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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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이 시가 포함되어 있는 장에서 학습한 문법요소들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8 . 따라서 학습자는 시를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 

문법요소를 활용하고 복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문체학습’영역의 문학텍스트는 학습한 문법요소를 활용하고 

복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범한 

문장구조로 쓰인 텍스트가 아닌 시 텍스트를 문체학습을 위해 사용한 

데는 학습자에게 문법요소를 이용해 시적인 문체의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함을 이해하게 하고, 시의 모방을 통해 문체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1권에서는 ‘심화학습’영역에서도 총 3개의 문학텍스트 69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중 Ch. Beaudelaire의 시 L’invitation au voyage를 제외한 두 

작품은 시 텍스트가 아닌 희곡과 소설인데, 1권에 포함된 대부분의 

텍스트가 시 텍스트라는 점에서 볼 때 다른 장르에 속하는 이 두 작품이 

제시된 것은 예외적이다. 

‘심화학습’영역에서 제시된 텍스트들 역시 대부분 해당 장에서 학습된 

내용들을 활용해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 중에서 J. Giraudoux의 La 

Folle de Chaillot의 경우를 살펴보자 70 . 해당 텍스트가 제시된 7장에서는 

‘Qui choisir et que choisir’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물, 직업, 사물묘사에 

필요한 표현학습을 주된 내용으로 삼으며, 인물을 묘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표현으로 Je l’aime beaucoup, Je l’adore, Je trouve qu’il est...등의 표현을 

                                                      
68  예) 부록 Ⅱ – 그림 15 (해당 시 텍스트에는 1장에서 학습한 소유 형용사와 축약관사, 
명사의 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69 Ch. Beaudelaire의 L’invitation au voyage / J. Giraudoux의 La Folle de Chaillot / A. Robbe-Grillet
의 Instantanés 
70 부록 Ⅱ –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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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다. 그리고 위 작품은 이런 표현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의 읽기자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텍스트인 Ch. Beaudelaire의 L’invitation au voyage 71  또한 7장의 

‘심화학습’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시는 개인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7장에서 학습한 인물, 직업, 사물묘사의 

방식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A. Robbe-Grillet의 Instantanés는 인물묘사 방법을 학습하는 

6장에 제시되어 학습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심화학습’에 제시된 세편의 문학텍스트와 그 외 다른 유형의 

실재자료들은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학습한 문법요소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읽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2권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문학텍스트가 발견된다. 

 

표 10. Archipel 2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문체학습영역 학습한 문법내용이 포함된 시텍스트를 모방하여 문법을 

활용하고 복습하면서 다양한 문체를 활용한 쓰기연습 

심화학습영역 학습한 문법내용을 활용하여 여러 다양한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고, 텍스트의 분석을 유도 

à lire et à découvrir(이하 

LD)영역 

장의 도입부에서 학습할 내용을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71 부록 Ⅱ –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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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e영역 학습한 내용이 담긴 여러 텍스트를 제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먼저 ‘문체학습’영역을 살펴보면, 1권과 마찬가지로 시가 주로 

제시되었으며, 시의 형식을 모방하여 새로운 시 작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제시된다. 

그러나 2권의 ‘심화학습’영역에서는 다양한 텍스트가 제시되기만 했던 

1권과는 다르게 여러 활동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J.-P. Faye의 

L’Ecluse 72가 제시된 부분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 Lisez le récit suivant et reformulez le texte en discours dialogué. 

Proposez un dialogue. »  

 « Lisez le texte suivant et transformez en récit les parties dialoguées 

en utilisant le tu et le plus-que-parfait. » 

위 활동에서는 간접화법을 사용해 쓰여진 텍스트와 직접화법을 사용해 

쓰여진 텍스트 두 개를 제시하며 각각의 텍스트를 간접화법으로 쓰여진 

것은 직접화법으로 바꾸어 대화문 형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그리고 

직접화법으로 쓰여진 것은 Tu와 대과거 시제를 포함해 간접화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프랑스어의 화법을 

학습할 수 있음은 물론, 이 텍스트가 포함된 9장의 주된 내용인 시제의 

일치와 반과거, 대과거, 복합과거 등의 과거시제의 활용연습을 해볼 수 

있다.  

                                                      
72 부록 Ⅱ –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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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LD’영역에 포함된 문학텍스트의 한 예로, M. Pagnol의 Le 

château de ma mère 73 를 살펴보자. 이 작품은 어린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소설장르의 문학텍스트이며, 어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나 활동도 제시되지 않는다. 이 텍스트가 포함된 

8장은 9장과 마찬가지로 과거시제에 대해 학습하고 특히 반과거의 

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D’영역은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되어 학습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위 

텍스트의 경우에도, 반과거 시제가 자주 사용되는 문학텍스트를 이용해 

8장에서 배우게 될 언어적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exte’영역에서 사용된 문학텍스트를 살펴보면, 단 하나의 

텍스트만 발견된다 74 . ‘texte’영역은 모든 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문학텍스트와는 다른 유형의 실재텍스트 혹은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서는 1권의 ‘심화학습’영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텍스트를 

연이어 제시하고 관련문제나 각주는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읽고 

해석하며 학습한 내용을 복습 및 확인하는 데 의의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Archipel에서 문학텍스트는 주로 학습한 문법요소의 확인 

혹은 학습할 내용에 대해 예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교재의 주된 목적이 여러 실재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감안했을때, 

문학텍스트 또한 프랑스 문화를 담는 문화적 가치를 갖는 교육자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73 부록 Ⅱ – 그림 19 
74 부록 Ⅱ –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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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Tempo 

Tempo에서 문학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문학텍스트가 사용되기 시작한 2권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2권에서는 여러 

문학텍스트를 제시할 뿐 아니라 문제를 동반하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2권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제시하는 문제의 유형은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1. Tempo 2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언어학습문제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언어학습을 유도하는 문제 

창작활동문제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또 다른 글을 창작하도록 유도하는 

문제 

구어연습문제 문학텍스트를 통해 구어연습을 유도하는 문제 

내용파악문제 문학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 

 

먼저 첫번째 문제 유형인 ‘언어학습문제’를 살펴보면, A. Makine의 소설 

Le testament français의 일부분75과 함께 제시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 Lisez le texte d'Andreï Makine et faites le même classement que 

celui de l'écrivain avec grand/petit, bête/intelligent, bon/mauvais. » 

이 소설에서 발췌된 부분에는 서술자가 abominable이라는 형용사부터 

sublime이라는 의미적으로 정반대인 두 형용사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는 

                                                      
75 부록 Ⅱ –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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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를 나열하는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이를 읽고 

grand/petit, bête/intelligent, bon/mauvais를 바탕으로 같은 활동을 하게끔 

유도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여러 형용사를 습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텍스트가 포함된 

1장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의견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에 대해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한 언어적 요소를 복습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다음 문제 유형은 학습자의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력 향상을 

유도하는 문제이다. 1장의 ‘문학’영역에서는 총 4개의 시, Desnos의 Le 

bonbon, Eluard의 Air vif, Prévert의 Chanson, 그리고 Tardieu의 Le petit 

optimiste가 제시되고 있다76 . 그리고 이 텍스트들과 관련해 다음의 문제가 

제시된다. 

 « Lisez les 4 poèmes suivants et dites quel sont ceux que vous aimez 

ou n'aimez pas. » 

 위 문제에서는 제시된 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해 의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의견 

표현이라는 1장의 주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학습한 내용의 

활용을 위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수용 지침서에서는 위 ‘문학’영역을 통해 학습자에게 읽은 

시에서 발견되는 규칙에 기반해 또 다른 시를 창작해볼 수 있도록 하는 

창의성 관련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76 부록 Ⅱ –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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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의 수준에 따라,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같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시를 고안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7 

따라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학습자의 창작활동을 유도하고, 학습자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세번째 문제 유형은 ‘구어연습’을 유도하는 문제다. 6장의 

‘문학’영역에서 G. Courteline의 희곡작품 Monsieur Badin78에 대해 두 개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 Lisez le texte et écrivez la lettre de licenciement de Monsieur Badin. 

N'oubliez pas de justifier ce licenciement. » 

 « Essayez de jouer la partie de la scène signalée par une flèche. » 

첫번째 문제에서는 극의 주인공인 M. Badin의 해고 통지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두번째 문제에서는 텍스트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학습자들이 실제 연극으로 꾸며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첫번째 문제는 두번째 문제 유형인 창작활동과도 연결된다. 학습자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법한 해고 통지서를 상상하여 창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두번째 문제는 구어연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번째 

유형의 문제에 속한다. 교수용 지침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77  « Selon le niveau de créativité dont fait preuve la classe, on pourra même demander aux élèves 
d’imaginer un poème obéissant aux mêmes règles. » (Tempo 2, Guide pédagogique, p.20) 
78 부록 Ⅱ –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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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암기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자는 말투와 제스쳐,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동선까지 

숙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79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프랑스어 대화를 

상황은 물론 화자의 말투까지 고려하여 직접 실행해보게 된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프랑스어의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제스쳐와 말투까지 연습할 수 있다. 

또한 두 문제 모두 6장에서 학습되는 이유, 결론, 가정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번째 문제에서 

학습자는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며 해고의 이유와 결론을 차례대로 

서술하게 되고, 두번째 문제에서는 이유, 결론,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들을 암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용파악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3장 

문학영역에서는 A. Camus의 소설 Le Premier homme 80의 일부분과, 일곱 

컷의 그림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일화로 이야기를 재구성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Regardez les images (inspirées du texte) et essayez de reconstituer 

l'anecdote qu'elles évoquent. » 

이 문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 교수용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텍스트 탐구는 세 단계로 실행된다. - 독서를 용이하게 하고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관심유발과 문맥파악의 단계 - 

                                                      
79 « Les élèves devront bien sûr mémoriser le texte et le faire vivre, c’est-à-dire adopter un ton, des 
gestes, et se déplacer dans l’espace. » (p.155) 
80 부록 Ⅱ – 그림 24 



 

66 

경우에 따라 글을 읽고 공유하는 즐거움을 위해 큰소리로 

소리내어 읽기 - 구체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독서 81 

교수용 지침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텍스트 탐구의 

실행단계에 따르면, 그림을 통해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는 독서를 

용이하게 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며 문맥을 파악하도록 하는 

첫번째 단계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Tempo 2에서는 문학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 

장에서 학습된 내용의 복습과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문학텍스트에 포함된 언어적 

요소를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텍스트 내용과 연결되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문학텍스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Tempo 2에서는 학습한 바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문학텍스트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6 BJ 

BJ의 1권과 2권에서는 문학텍스트가 발견되지 않고, 3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문학텍스트가 활용되고 있다. 먼저 3권에서 문학텍스트가 

활용되었던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81 « La découverte de texte s’effectue en trois étapes : - Une phase de sensibilisation et de mise en 
contexte qui doit faciliter la lecture mais aussi éveiller la curiosité de l’élève. - Eventuellelment, une 
lecture à voix haute pour le plaisir de lire et de partager. – Une lecture dirigée vers la réalisation de 
tâches précises. »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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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BJ 3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언어학습문제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언어학습을 유도하는 문제 

구어연습문제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어연습을 유도하는 문제 

 

해당 교재의 6장은 ‘Tous en scène’이라는 제목으로 감탄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인물을 묘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인물묘사 학습을 위한 도구로 A. Dumas의 Les 

Trois Mousquetaire 82 의 일부분이 짧게 발췌되어 소개되고 있다. 

Artagnan이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내용을 담은 이 텍스트는 인물묘사에 

대한 학습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용 지침서에서는 이 텍스트가 학습자에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83  학습방식 자체가 오로지 어휘와 묘사 표현들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의 난이도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용 지침서(p.62)에 따르면, 교수자는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읽어주고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된다. 먼저, ‘젊은 남자의 묘사’라는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글의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얼굴묘사에 사용된 

표현, 신체묘사에 사용된 표현 등을 학습자가 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형용사들을 전체적으로 읽은 후 

이를 여성형으로 바꾸어보며 복습을 하게 한다. 

                                                      
82 부록 Ⅱ – 그림 25 
83  “교수자는 쉽지 않은 텍스트인 Trois Mousquetaires에서 발췌된 Artagnan의 묘사를 직접 
읽어준다.” 
 « Le professeur lira lui-même la description d’Artagnan tirée des Trois Mousquetaires, qui n’est pas 
très facile. » (BJ 3, guide pédagogique,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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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시되는 여러 활동들의 수행과 연결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은 박물관에 방문해서 매우 훌륭한 

가이드를 만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가정 하에 친구에게 안내인을 

묘사하는 편지를 쓰거나, 혹은 콘서트에서 만나게 된 가수와의 대화를 

상상해 대화문을 작성한 후 교실 앞에서 상황극을 해보는 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전, 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접할 수 있는 도구로서 문학텍스트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에 제시되는 Molière의 희곡 l’Avare 84의 발췌본 또한 언어학습을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와 동시에 

구어연습을 유도하기도 한다.  

교수자는 큰소리로 희곡작품을 읽어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vrai/faux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한다. 답해야 하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Cléante아버지의 이름은 Herpagon이다’ 혹은 ‘Herpagon은 Mariane과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간단한 문제들로, 학습자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답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텍스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넘어가게 된다. 

텍스트에 대한 설명 또한 어려운 문장을 좀 더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어려운 어휘나 관용구 등에 대해 동의어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는 발췌된 대목의 내용을 요약하는 글을 

쓰게 되며, 텍스트 안에서 희극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84 부록 Ⅱ –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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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듬과 억양을 지켜가며 텍스트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암기하고 교실에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조를 이루어 

구성되는 연극은 경연방식으로 진행되어 가장 우수한 연극을 동료평가를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 교수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극을 녹화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말과 연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수용 지침서(p.65)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적인 요소를 학습하는 

동시에, 마지막 연극활동에서 구어 표현들을 암기하고 활용하면서 

구어연습을 할 수 있다.  

3권에서는 이 두 문제 유형 외에도 문학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학에 접근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6장에 포함된 문화영역에서는 유명한 문학작가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해당 작가들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 그리고 대표작품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다.85 

교수용 지침서에서는 이를 통해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잘 알려진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따로 

문학수업을 하지 않고 교수용 지침서에 제시된 각 작가마다의 부가적인 

정보만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다.86 

결국 3권에서 문학은 문화요소의 일부로서 의사소통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언급된 작가들의 수에 비해 제시된 문학텍스트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을 읽는 것보다는 유명한 작가에 대해 알고, 

                                                      
85 부록 Ⅱ – 그림 27 
86« Le but de cette page est de donner quelques repères sur des auteurs connus de tous, et qui jouissent 
encore d’un certain succès populaire. Voici quelques informations supplémentaires qui pourraient être 
données aux élèves, sans faire une leçon de littérature ! » (BJ 4, guide pédagogique,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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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작품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간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권을 살펴보면, 문학텍스트는 ‘Coin poésie’(CP)영역에만 

한정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활용 방식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일된다. 

2장에서 제시된 G. Apollinaire의 Poèmes retrouvés 87의 활용방식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교수용 지침서(p.28)에서는 학습자에게 눈을 감고 해당 시의 녹음본을 

먼저 들어볼 수 있도록 한 후, 첫 인상에 대한 표현을 유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서 학습자가 시를 들으면서 무엇을 이해했으며 어떤 것을 

상상했는지에 관해 답을 들어본 후, 두번째 청취를 한다. 그리고 어떤 

각운이 발견되는지, 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질문을 던진 후,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어 한명의 학습자에게 녹음본의 목소리를 따라하여 시를 읽게 하고, 

그 이후 학습자에게 이 시가 누구를 향해 쓴 시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이 시는 시를 구성하는 각 행의 첫글자를 세로로 읽었을 때 Irène이라는 

글자가 완성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Irène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관해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이 시를 통해 느낀 바를 그림이나 형용사, 

단어, 표정 등으로 표현해보고, 조를 나누어 위의 시처럼 이름을 활용한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87 부록 Ⅱ –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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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CP’에 제시되는 활동들은 학습자에게 시가 갖는 언어적 

특수성을 느끼게끔 유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창작활동과 연결시키면서 

학습자의 창의성 함양을 유발하고 있다.  

매 장마다 존재하는 ‘CP’영역에서 학습자는 매번 위와 같은 순서를 

통해 시를 접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시를 직접 읽고 창작해보는 류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4권에서도 3권과 마찬가지로 문학텍스트를 제시하지는 않고 

문학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조를 나누어 

그림, 조각, 음악, 영화, 연극, 문학 중에서 한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부합하는 한명의 예술가를 선택하여 전기적 텍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활동을 통해 4권에서도 문학을 문화지식의 일부로 

간주하여 작가와 그들의 생애에 대해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BJ 3에서는 문학텍스트가 언어학습과 구어연습을 위해 

사용되었고, BJ 4에서는 언어의 시적측면을 학습하기 위해 문학텍스트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하지만 두 교재 모두 공통적으로 

문화적 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서 문학을 문화의 범주 안에서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7 TVB 

TVB의 1권에서는 ‘Compétences’영역에 두 개의 문학텍스트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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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TVB 1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Compétences – 

읽기(Lire)영역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을 

학습 & 어휘의 습득 

Compétences – 

쓰기(Ecrire)영역 

문학텍스트를 모방하여 글을 창작하는 연습을 유도 

 

‘Compétences’영역은 ‘parler’, ‘lire’, ‘écrire’로 나뉘는 소영역들이 

존재한다. 1권에서 문학텍스트는 읽기영역과 쓰기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읽기영역에서는 Stéphanie의 Des cornichons au chocolat의 일부분이 

제시된다.88 관련 문제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Lisez le texte, puis dites si les phrases suivants sont vraies ou 

fausses : 1) Stéphanie n'a pas dormi chez elle. 2) Son père est content 

qu'elle lui donne des explications. (...) » 

 « Retrouvez dans le texte les expression familières équivalentes : 1) 

Se laver, faire sa toilette 2) Quelqu'un qui veut se montrer malin, 

intéressant (...) » 

첫번째 문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vrai/faux문제가 제시된다. 그에 이어 두번째 문제에서는 단어의 사전적 

뜻 혹은 동의어를 여러 개 제시하면서 문학텍스트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구어표현을 찾도록 요구한다. 해당 문학텍스트에서는 구어표현이 

자주 사용되며, 특히 8장에서 학습한 간접화법과 간접목적어 등의 

문법요소가 등장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문학텍스트를 읽는 동시에, 

                                                      
88 부록 Ⅱ –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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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력의 향상과 구어표현의 습득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쓰기영역에서 제시된 문학텍스트는 M. Bloch의 짧은 글로, 

수수께끼가 나열되는 형식의 글이다. 89 이 텍스트에서는, 문학텍스트의 

형식을 모방하여 새로운 수수께끼를 창작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텍스트에서는 비교급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텍스트가 

포함된 장의 주된 학습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텍스트 

모방과정을 통해 비교급 학습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1권에서는 언어능력 중 특히 읽기와 쓰기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텍스트가 활용되었다. 하지만 해당 영역에서 문학텍스트가 

활용된 것은 단 두번뿐이며, 다른 장의 동일 영역에서는 다른 유형의 

실재텍스트가 사용된다.  

2권에서는 문학텍스트의 활용영역이 보다 확장된다. 

 

표 14. TVB 2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상황(Situation)영역 문학텍스트를 통해 각 장에서 학습할 내용을 

환기시키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줌 

Compétences – 읽기영역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을 학습 & 어휘의 습득 

Compétences – 

말하기(parler)영역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어연습을 유도 

문화 (Civilisation)영역 문학텍스트를 통해 프랑스어권 문화적 요소를 학습 

                                                      
89 부록 Ⅱ – 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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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Projet)영역 문학텍스트를 참고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도록 유도 

 

2권에서 문학텍스트는 위 네 영역에서 등장하는데, 먼저 

‘상황’영역에서 A. Gavalda의 Je voudrais que quelqu'un m'attende quelque 

part가 발췌된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90  ‘상황’영역은 각 장의 

앞부분에서 주요하게 학습하게 될 문법요소 혹은 주제를 담은 자료를 

제시한다. 또한 이 영역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각 장에서 학습하는 

문법요소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대화문 혹은 대화문이 포함된 텍스트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A. Gavalda의 작품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 

학습되는 반과거시제가 주로 사용된 텍스트다. 이와 관련해 제시되는 

문제들 또한 ‘Quelles activités avaient-elles en commun ?’, ‘Se connaissaient-elles 

bien ?’와 같이 반과거 시제가 사용되거나, 반과거 시제를 사용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된다.  

2권의 ‘읽기’영역에서는 1권과 마찬가지로 문학텍스트를 제시하기도 

한다. 일례로 J. Verne의 La jounée d'un Américain en 289091는 ‘읽기’영역에서 

제시되어 학습자에게 텍스트를 완벽하게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에 답을 하게 하고, 이어서 텍스트에 포함된 어휘들의 뜻을 

찾게한다. 이처럼 2권의 ‘읽기’영역 또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의 

함양과 어휘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문학텍스트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 부록 Ⅱ – 그림 31 
91 부록 Ⅱ –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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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의 ‘말하기’영역에서 제시된 문학텍스트의 예로는 M. Lambron의 

Jardin d'enfance 92 의 경우를 살펴보자. 학습자는 해당 문학작품에서 

서술자의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일부를 읽고, 그 말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자신의 어린시절을 발표하게 된다. 이 활동은 

반과거시제를 학습하는 2장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학습자는 어린시절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학습한 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이처럼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학습한 문법을 활용해 

구어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영역에서 제시된 문학텍스트를 살펴보자. 11장의 

‘문화’영역에서는 프랑스어권의 단편소설을 다루면서 총 4개의 구전을 

소개한다. 93  이러한 ‘문화’영역을 통해 우리는 TVB에서 문학을 문화요소 

중 일부로 보았으며, 학습자가 문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영역에서 제시된 문제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Les pots de contes : On les a trop secoués et les titres sont mélangés. 

Retrouvez-les. Ces contes existent-ils dans votre langue? Quels autres 

contes font partie de votre culture? » 

흩어져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 단편소설의 제목을 맞추고, 해당 소설이 

학습자의 문화에도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제는 텍스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비교를 유도하면서 상호문화관점을 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2 부록 Ⅱ – 그림 33 
93 부록 Ⅱ –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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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프로젝트’영역을 살펴보면, 학습자로 하여금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문학텍스트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F. 

Laborde의 Dix jours en mars à Bruxelles94이 제시된 부분과 함께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프로젝트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탐정소설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연기하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탐정소설에서 발췌된 텍스트를 읽고 참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는 문학텍스트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활동은 이 교재가 행위중심접근법에 기반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2권에서는 이처럼 문학텍스트가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 다른 목적 하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3권에서도 이어져 같은 방식으로 

문학텍스트가 활용된다. 

 

표 15. TVB 3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상황(Situation)영역 문학텍스트를 통해 각 장에서 학습할 내용을 환기시키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줌 

Compétences – 

읽기영역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을 학습 & 

어휘의 습득 

Compétences – 

쓰기영역 

문학텍스트를 모방하여 글을 창작하는 연습을 유도 

문법(Grammaire)영역 문법 학습을 위해 문학텍스트를 활용 

                                                      
94 부록 Ⅱ –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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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에서는 위 네 영역에서 문학텍스트가 발견된다. ‘상황’, ‘읽기’, ‘쓰기’ 

영역에서 문학텍스트가 사용되는 방식과 목적은 1, 2권과 동일하다. 2권의 

‘프로젝트’영역 또한 3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영역에서 

문학텍스트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새롭게 추가된 영역으로는 

‘문법’영역이 유일한데, 문학텍스트를 문법문제에 넣어 활용하고 있다. 

2장의 ‘문법’영역에서는 A. Memmi의 La statue de sel, M. Fermine의 Neige, 

J. Brel의 La chanson des vieux amants95를 활용해 단순과거 시제를 학습한다.  

 « Lisez les textes suivants et repérez les verbes au passé simple. Quel 

est leur infinitif ? Et leur participe passé ? » 

위 문제에서는 단순과거 시제로 쓰인 세 개의 문학텍스트 안에서 

단순과거시제로 쓰인 동사를 찾고, 동사의 원형과 과거분사형을 

알아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문학텍스트가 활용된 것은 

단순과거 시제의 학습에 적합한 텍스트를 문학텍스트 외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법요소의 학습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문학텍스트는 ‘문법’영역에서 기능적 언어의 

학습을 위해 활용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권에서는 텍스트마다 제시되는 문제의 유형이 

‘CE’(Compréhension écrite), ‘CO’(Compréhension orale), ‘EE’(Expression écrite), 

‘EO’(Expression orale)로 나뉜다. 문학텍스트 또한 이 네 유형의 문제를 

각각 동반하여 제시된다.  

 

                                                      
95 부록 Ⅱ –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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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TVB 4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CE 문제 문학텍스트를 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 제시 

CO 문제 녹음된 문학텍스트 파일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며 듣기 실력 

향상 

EE 문제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 요구 

EO 문제 문학텍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하기 능력 향상 

 

먼저 문학텍스트와 함께 제시된 ‘CE’문제의 예를 살펴보면, J. M. G. le 

Clézio의 Désert에서 발췌된 텍스트 96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된다. 

 « Lisez le texte, puis répondez aux questions : Quels sont les éléments 

qui composent ce paysage ?, Qui est Lalla ? Quel sont les verbes qui 

évoquent ses actions et ses gestes ? » 

위에서 제시된 문제들에서는 ‘이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Lalla는 누구이며 그녀의 행동과 제스쳐를 나타내는 동사는 무엇이 

있는가 ?’와 같은 텍스트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문학텍스트는 텍스트를 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유형의 ‘CE’문제가 가장 자주 활용된다.  

‘CO’문제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비교적 적게 활용된다. A. 

Breton의 Nadja와 관련해 제시된 ‘CO’문제에서는 녹음된 문학텍스트를 

듣고, 상황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찾아낸 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96 부록 Ⅱ – 그림 37 



 

79 

유도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듣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문학텍스트보다는 노래, 기사 등의 실재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EE’문제에서는 문학텍스트를 제시하고, 문학텍스트의 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을 창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J. Cocteau의 작품 Le 

menteur에서 ‘Pieux mensonge(경건한 거짓말)’에 대해 다룬 부분을 

발췌하여 97 , 학습자가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듣거나 사용한 경건한 

거짓말에 대해 70자 내외의 글을 쓰도록 요구한다.  

이는 1~3권의 ‘쓰기’영역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와 글의 창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문학텍스트의 형식을 모방하는 방식이 

아닌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같은 주제의 글을 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4권에서는 1~3권과 비교했을 때 텍스트의 주제 혹은 내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인 ‘EO’에서도 마찬가지다. J. 

Cocteau의 Le menteur와 관련해 제시된 ‘EO’문제를 살펴보면, 거짓말이 

필수적이거나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 Débat. De ‘pieux mensonges’ : Y a-t-il des circonstances où les 

mensonges sont nécessaires ou acceptables ? » 

이처럼 4권에서는 문학텍스트를 네 가지 유형의 언어활동에 

사용하면서, 텍스트에 담긴 언어요소의 학습보다는 주제와 내용의 

파악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4권에서는 문학작품을 읽고 

                                                      
97 부록 Ⅱ – 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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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유발하거나,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학텍스트를 통한 학습자의 사고능력의 향상 또한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8 Totem 

Totem에서 문학텍스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학텍스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3권 위주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1권에서 유일하게 제시되었던 문학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권에서 제시된 작품은 Ph. Delerm의 C’est bien과 Etre père, disent-

ils 98이다. 두 작품 모두 길이가 매우 짧고 방학의 기억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텍스트가 포함된 22장의 제목이 ‘Les 

vacances’이며, 제시된 학습내용이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기’(Raconter un 

souvenir), ‘연대순으로 나타내기’(Indiquer la chronologie), ‘빈도 

표시하기’(Indiquer la fréquence) 등으로 구성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문학텍스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목표인 해당 장에서 하나의 예로 제시된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묘사는 문학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서술방식이므로, 과거 

사실에 대해 묘사하거나 서술하기에 적합한 교육자료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3권의 ‘문화’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학텍스트들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자.  

 

                                                      
98 부록 Ⅱ –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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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Totem 3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유형 

문화(Culture)영역 문학텍스트를 접하면서 여러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활동수행을 대비하게 하는 영역 

 

Totem 3에서는 각 과마다 최종 행위가 제시된다. 그리고 학습자는 

‘문화’영역에서 제시되는 문학텍스트들을 접하고 관련된 여러 활동을 

수행해 나가면서 최종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비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문화’영역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은 모두 최종 활동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Dossier 2의 학습목표는 좋아하는 방송 소개하기, 의견 말하기, 

증서용 기사쓰기, 전시회 소개글 작성하기, 전기 작성하기이며, 99 

제시되는 최종활동은 도시의 자연 관련 주제에 대한 전시회를 기획하는 

것이다.  

‘문화’영역에 제시된 문학텍스트의 예로 H. Michaux의 Plume 100에서 

발췌된 텍스트를 살펴보자. 

 « Lisez le texte d'Henri Michaux. Qu'est-ce qui le rend poétique? » 

 « Comment interprétez-vous le texte d'Henri Michaux ? »  

 « Cherchez ou créez une image pour illustrer ce poème. »  

 « Observez cette affiche(d'exposition). De quel type d'évènement 

s'agit-il ? » 

                                                      
99« présenter une émission qu’on aime / donner notre avis / rédiger des articles pour une charte / écrire 
le texte de présentation d’une exposition / écrire une biographie » (p.29) 
100 부록 Ⅱ – 그림 40 



 

82 

첫번째 문제를 통해 학습자는 해당 텍스트를 시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드는 속성에 대해 학습하게 되고, 두번째 문제에서는 시의 해석적 

측면을 탐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문제에서는 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삽화를 선정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 문제에서는 시의 저자인 

Michaux의 전시회 포스터를 보면서 포스터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야 

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학습자는 위 문제들에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전시회 기획’이라는 

최종활동을 하는 데 앞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된다. 동시에 시의 

저자에 대해 조사하고, 시의 특성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텍스트의 유형적 측면과 저자에 대한 정보와 같은 지식적 차원의 

문화학습 또한 가능하다. 

이 외에도 문학텍스트는 다른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문화’영역에서 제시되는 또 다른 문학텍스트로는 J. 

Verne의 Le tour du monde en 80 jours101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시된 문제들 

중에는 은유적 요소를 찾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102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 안에 나름의 상징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유적 표현의 사용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M. Serres의 작품 Petite Poucette 103가 제시되는 부분에서는 petit 

poucet의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는지 물으며 자신이나 주변인의 자화상을 

그려보기를 권하고 있다. 104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고찰을 담은 이 글을 기반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화상을 

                                                      
101 부록 Ⅱ – 그림 41 
102 « Notez : un exemple métaphore » 
103 부록 Ⅱ – 그림 42 
104 « Etes-vous un(e) petit(e) poucet(te) ? Faites votre autoportrait ou celui de quelqu'un de votre 
entou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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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보며 학습자는 자신이 첨단기술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가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Totem 3권에서 문학텍스트는 학습자로 하여금 최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경험을 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Totem 3에서는 문학을 하나의 학문적 문화로서 

예술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았으며, 최종 활동의 수행을 위한 

과정으로써 관련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활용했다.  

앞서 8권의 FLE교재를 중심으로 문학텍스트의 활용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문학텍스트의 역할과 활용 현황에 있어 교재들 간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교재의 1,2권에는 길이가 

짧은 문학텍스트를 통해 문법요소의 학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교재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록 텍스트의 길이도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혹은 활동을 함께 제시하며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글을 창작하게 하고 문화 요소를 습득하게 

하는 등 여러 목적 하에 문학텍스트가 활용되었다. 

더불어 단순히 문학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텍스트의 주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게 하거나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해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학습자는 문학텍스트에서 발견한 

타문화와 자문화를 비교해보기도 하고,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만들어 연극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학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활용방식과 

목적 간의 일관성이 부재하기에 아직까지 FLE교육에서 문학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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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교재를 통해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문학텍스트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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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텍스트의 역할 

3장의 교재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FLE의 교수학습에서 문학텍스트의 

역할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언어의 학습, 문학언어에 대한 고찰, 

문화요소로서의 역할, 상호문화능력의 함양, 사고능력의 향상, 창의성 

발달, 심미적 요소의 탐구로 나뉘는 문학텍스트의 역할은 교재분석 

외에도 최근 문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로, 

FLE교육에서의 문학텍스트 활용방안에 대해 고려할 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4.1 언어의 학습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문학텍스트를 다른 종류의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언어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Mauger 1, 2에서 문학텍스트는 

‘학습한 문법요소에 대한 검증’과 ‘어휘력의 향상’의 수단이었으며, FED 1, 

2 또한 문법과 어휘의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 MAP는 문학텍스트를 

학습된 문법과 어휘의 사용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발판으로 여겼다.  

Archipel에서 또한 각 장에서 학습한 문법요소들이 제시되는 시마다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습자는 시를 모방하는 방식을 

이용해 학습한 문법요소를 활용하고 복습하는 효과를 얻었다. Tempo 

에서는 문학텍스트를 통해 유발되는 활동들이 각 장에서 학습한 

내용들의 복습과 활용에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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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반수 이상의 교재에서 문학텍스트는 어휘와 문법요소의 

학습과 복습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문학텍스트의 선정기준 또한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 혹은 각 장에서 학습하는 문법내용이었다. 

최근에는 직접교수법에서부터 생긴 ‘문학은 언어습득에 무용하다’는 

인식과 반대로 문학 또한 언어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 논의에서 우리는, 문학텍스트가 듣고 읽혀지기 위해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학습자의 의사소통 언어능력을 

발달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전념한다. 

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 언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학적 능력 (문법 도구, 어휘도구, 의미론, 

음운론, 철자법 등), 사회언어학적 능력 (사회적 관계표시, 다양한 

언어 특색, 경어 규칙) (...) (Voulgaridis, 2009:293-294)105 

위처럼 Voulgaridis는 문학텍스트가 학습자의 의사소통 언어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주장 하에, 문학교육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언어학습을 제시했다. Galani(2009:264) 또한, FLE수업에서 문학의 활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언어학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05 « Dans la présente communication, nous nous emploierons à démontrer que le texte littéraire, même 
si celui-ci est conçu et élaboré pour être lu ou écouté, développe les compétences communicatives 
langagières de l’apprenant (...) » 
« L’enseignement de la littérature devrait, selon nous, consister à faire acquérir aux apprenants des 
compétences communicatives langagières : linguistiques (outils grammaticaux, lexicaux, sémantiques, 
phonologiques, orthographiques, etc.), sociolinguistiques (marqueurs des relations sociales, différents 
registres de langue, règles de polites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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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는 방대한 종류의 실재텍스트를 제공한다 – 즉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을 목적에 두고 고안된 다양한 

말투와 화법을 포함한 원시적이고 사회적인 자료 (Cuq, 2003:29) –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의 텍스트 유형을 제공한다. 문학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어휘습득, 형태통사론 구조의 자동화, 텍스트의 

일관성과 긴밀함에 대한 감각발달을 돕는 데 비교 불가능한 

풍부함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106 

이처럼 문학텍스트는 언어교육을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글이기에 오히려 더 현실적이면서 실제에 가까운 의사소통 언어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의식과 함께 문법, 어휘, 통사론 등의 언어학습을 

위해 점점 더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분석한 대부분의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2 문학언어에 대한 고찰 

앞서 각 교재의 1, 2권에 해당하는 수준에서는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 

혹은 의사소통 표현의 학습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습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06 « Le texte littéraire offre une vaste gamme de textes authentiques – c’est-à-dire des documents bruts 
ou sociaux non conçus à des fins pédagogiques mais « à des fins de communication réelle » (Cuq, 2003 : 
29), ayant une diversité de registres, de styles – et de textes-types de difficulté variée. Cela fournit les 
apprenants d’une richesse incomparable qui peut les aider à l’acquisition du vocabulaire, à 
l’automatisation des structures morphosyntaxiques, au développement du sens de la cohésion et de la 
cohérence textuelles et, par conséquent, à l’appropriation linguist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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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ger 3권에서부터는 단순한 구어습득을 넘어 언어의 다양한 

사용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됨으로써 문학텍스트 속 언어의 

특수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권에서 제시된 

‘Analyse littéraire’(AL) 문제는 특정문장을 강조하고 분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언어의 음성적 속성을 파악하고 언어의 리듬과 

운율이 이야기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pp.56-57) 

Tempo 2권에서도 언어의 운율과 리듬을 강조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Tempo 2의 교수용 지침서에는 “텍스트를 설명하거나 완벽하게 

이해시키려 하지말고, 오히려 표현적이면서 운율을 갖춘 독서를 통해 

의미를 느끼고 부여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7  따라서 

제시되는 활동 중에서 간간히 눈에 띄었던 ‘텍스트 소리내어 읽기’ 

활동이 텍스트의 운율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BJ 4권에서 또한 여러 편의 시를 제시하여 시를 소리내어 읽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습자가 언어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p.82)  

문학작품에는 작가의 감정과 세상을 향한 시선, 감각, 경험이 담기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어를 

만들고 반죽하여 독자들에게 건네고, 해석을 맡긴다. Fiévet (2013:17)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7 « Ne pas chercher à expliquer, à tout faire comprendre, mais plutôt à ressentir et à donner du sens 
par une lecture expressive et rythmée. »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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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공동자산이지만 진정한 작가는 유일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언어를 취해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달리 말해, 이 문학적 

행위의 산물은 이상적으로는 작가로서의 자신의 개성의 

표현이다.108 

요컨대, 작가는 그의 목소리를 문학의 내용이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 

만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기호체계와 리듬, 문체 등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사용하여 작가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잘 활용하기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문학에 담는다. 

문학이 갖는 언어적 의의는 언어가 지시적인 기능만이 아닌 수없이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으며, 앞서 살펴본 

Mauger 3과 Tempo 2, BJ 4의 저자들 또한 언어의 리듬과 운율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분위기에 가져오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길 유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학언어의 또다른 특수성인 어휘나 표현의 다의성을 

강조한 문제도 있다. Mauger 3의 ‘Commentaire littéraire’(CL) 문제는 문장들 

사이에 위치한 구두점이 주는 느낌에 대한 평을 요구하면서, 마침표가 

단순히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p.58)  

FED 4권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을 수 있다. A. Rimbaud의 시 

Sensation109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시된다. 

                                                      
108 « Il est essentiel d’ajouter que sans doute la langue est un bien commun, mais que le vrai écrivain 
est celui qui la prend et la modèle pour en faire SA langue, unique, et reconnaissable pour être la sienne. 
En d’autres termes, le produit de cet acte littéraire est-idéalement-la traduction de son auteur. » 
109 부록 Ⅱ –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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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lles sont les sensations évoquées dans la première strophe ? » 

위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 

연상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1절에서 작가는 여름의 밤(Les 

soirs bleus d’été), 허브(l’herbe), 바람(le v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인 fraîcheur라는 감각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는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일반적인 지시대상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Defays외(2014:41)는 문학이 다른 텍스트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문학텍스트는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 단어나 문장의 한부분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의미적 

함축, 해석적인 가능성을 열면서 이해의 모호성으로 인도하는 

다의성, 독자들에게 성찰적 혹은 인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고의 상상적 부분에 접근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적 기능 

면에 위치하는 차원으로 독자를 데려간다.110 

다의성이란 한 단어나 표현이 하나 이상의 뜻을 갖는 것으로, 작가는 

단어의 다의성을 이용해 이해를 모호하게 만드는 동시에 해석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텍스트는 

모호함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의성을 갖는 단어의 사용을 

                                                      
110 « Le texte littéraire transporte son lecteur dans une dimension qui n’est plus celle du langage strict 
portant sur le réel et se situant du côté de la connotation sémantique(qui enrichit le sens d’un mot ou 
d’un segment de phrase), de la polysémie(qui ouvre les possibilités interprétatives et qui introduit une 
ambiguitë dans la compréhension) et de la fonction poétique(qui permet au lecteur d’accéder à la part 
imaginaire de la pensée, et non plus seulement réflexive ou cogni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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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지만, 문학에서는 오히려 이를 활용해 더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 속 언어는 단 하나의 무언가를 지시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작가는 언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글을 써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된 문학은 

수없이 많고 다양한 언어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문학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교재들의 전부가 문학이 갖는 언어적 특수성을 발견하게 

할 목적으로 문학을 활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재들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TVB 4권에서는 문학텍스트 관련문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 Comment le poète transmet-il son émotion : images, ponctuation, 

rythme, interjections... ? »  

 « Lisez le poème à haute voix, d’une manière expressive. Faites 

ressortir l’émotion de l’auteur. » 

이 문제를 통해 학습자는 시에 포함된 구두점, 리듬, 감탄사와 같은 

언어적 요소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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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게 되고, 이러한 언어적 요소들을 찾아가며 숨은 의미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학텍스트는 언어교수학습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록 

자주 사용되면서, 문학언어가 갖는 특수성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유형의 텍스트가 가질 수 없는, 

문학텍스트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더 큰 의의를 갖는다. 

4.3 문화 요소로서의 역할 

BJ 3, 4권에서 문학은 숙지해야 하는 문화적 지식의 일부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여러 명성있는 작가의 작품을 읽거나 그들의 생애를 알아보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문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81) 따라서 

문학을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을 다루는 경향은 다른 교재에서도 자주 

드러난다. 예컨대 Archipel은 교재의 서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된 

목적이 여러 실재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11  그리고 제시되는 실재자료 안에는 

문학텍스트 또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학을 프랑스 문화를 담는 

문화적 가치를 갖는 교육자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FED의 1, 2권에서 또한 시 텍스트를 교재내용 안에 포함시킨 것 

자체에서 문화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재의 주된 목적이 

언어학습이었기 때문에 문학텍스트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음에도 

                                                      
111 각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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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후반부에 명성있는 시인들의 작품을 수록한 것은 그 당시 

FLE교육에서 중시되던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던 문학을 교육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문학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일상생활문화 혹은 역사에 대해 

전달하고자 했던 교재도 있다. Mauger 3,4의 경우 프랑스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문학텍스트를 제시해 역사적, 사회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112  마찬가지로 FED 3, 4 또한 프랑스의 

역사관련 주제를 각 장의 제목으로 선정하여 주제와 부합하는 여러개의 

문학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텍스트는 많은 교재에서 문화요소의 일부로 여겨져 

포함되거나 혹은 역사적 지식이나 사회상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활용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문학은 그 자체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꼭 다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문화요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문화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4.4 상호문화능력의 함양 

각 교재에서 문학은 문화요소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을 기르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상호문화적 관점113이란, 타문화를 대하는 데 있어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각자가 갖는 문화의 차이가 

                                                      
112 각주 28 
113 ‘상호문화적 관점’과 ‘상호문화능력’의 정의는 서영지(2016: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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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받아들이고 보다 관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상호문화능력이다. 

Defays 외(2014:12/17)는 문학적 독서가 상호문화적인 관점 안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뒤에 논하게 될 상호문화적 관점 안에서 문학적 독서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통하여 타인과의 공감을 유발한다.114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학습하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 즉 

자신의 정체성을 조망하게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한 개인은 또한 

– 다소 –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보기에 이를 수 있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획득한 지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자기비판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는 것이다.115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자아비판이 이루어졌을 때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상호문화능력의 

함양에 있어 문학이 효과적인 교육자원이 될 수 있다며 

Araya(2008:240)는 문학이 갖는 문화적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4 « Dans la perspective interculturelle que nous développerons plus loin, la lecture littéraire provoque 
l’empathie avec l’Autre grâce à cette expérience affective personnelle (...) » 
115 « Apprendre une langue et une culture étrangères oblige à mettre en perspective ses langue et culture 
maternelles, donc son identité ; en parlant différemment, un individu peut aussi être amené à penser et 
à vivre – un peu – différenmment. Il ne s’agit donc pas seulement d’acquérir de nouvelles connaissances 
ni, une fois qu’elles sont acquises, de savoir les utiliser à bon escient, mais aussi de développer 
l’empathie et l’autocrit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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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권 문학은 그 다양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해주고, 서로 매우 다른 민족에 속한 인간들의 문화적 

양상, 행동,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116 

Séoud(1997) 또한, 문학이 타인과의 만남을 조장하는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Séoud는 또한 공유된 지식을 통한 한 개인의 사회적 동화에 

관한 한 문학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단언한다. 게다가 

상호문화적 희망을 위해 Séoud는 또한 문학텍스트를 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좋은 장으로 소개한다.117 

문학은 독자의 정서적 개입을 유도하며 타인과의 동기화를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타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행동, 태도를 경험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곧 

상호문화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 걸맞게, 앞서 분석한 교재들 중 일부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TVB 

3에서는 제시되는 텍스트가 아프리카와 같은 프랑스어권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문제들 또한 학습자가 문화적 

차이를 포착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였다. 

                                                      
116 « De par sa variété, la littérature francophone, permet d’établir la diversité culturelle, d’établir des 
liens entre les faits historiques et sociaux, de comprendre les aspects culturels, les comportements, les 
attitudes des personnes issues de peuples très différents les uns des autres. » 
117 « Séoud affirme aussi que l’enseignement de la littérature joue un rôle important en ce qui concerne 
l’insertion sociale de l’individu grâce au savoir partagé. En plus, vers un souhait interculturel, Séoud 
présente aussi le texte littéraire comme un lieu favorable à la rencontre de l’autre. » (Evaldt Pirolli, R.-
R, 2011: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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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흑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B. Cendrars의 Anthologie nègre 118의 

텍스트를 들 수 있다. 학습자는 먼저 텍스트의 녹음파일을 듣게 

되는데, 119  이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지, 재미있었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반대로 재미없었던 요소는 있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글은 어떤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가 ?’ 

혹은 ‘같은 신화를 취하는 또 다른 글을 아는 것이 있는가 ? 거기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신화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이 

제시된다. 

학습자는 어떤 부분을 왜 흥미롭게 느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익숙치 않은 문화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곧 학습자로 

하여금 흑인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같은 신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와의 

비교를 유도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권 안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텍스트 안에서 발견되는 지식으로서의 문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흥미롭게 느낀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와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결과적으로 상호문화적 

관점의 함양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MAP에서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문제가 발견된다. 교재의 서문에서는 

제시된 문학텍스트들이 “학습되는 주제에 대한 프랑스인의 시점을 

예증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120고 말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를 읽을 때 

                                                      
118 부록 Ⅱ – 그림 44 
119  해당 텍스트가 녹음파일을 동반하는 것은 텍스트 내용 안에 노래하는 부분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황(situation)’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들이 이와 같
은 녹음파일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120 « Choisie pour illustrer un point de vue français sur le thème étudié(...).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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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가 프랑스어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줄 것” 121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문학텍스트가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  

MAP에서는 상황극 활동을 통해 등장인물과 공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장에서 제시된 B. Dadié의 Un Nègre à 

Paris122에서는 도입부부터 흑인남성의 놀라움이 표현된다.  

나는 파리에 있다. 파리의 땅을 밟고 있다. 사방에 백인들, 백인 

직원들이 보인다. 어디에도 흑인은 없다. 이곳은 과연 백인들의 

나라다.123 

자신의 나라를 떠나 파리에 처음 온 흑인이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피부색의 차이였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하얀 피부의 백인이 있고, 그 

어디에도 자신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인간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신의 나라를 처음 떠나온 흑인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충격적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제시되는 상황극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흑인의 

시점에서 자신이 놀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을 연출해야한다.  

이는 인종 간의 차이를 등장인물의 시선을 통해 경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처음 갔을 때의 이질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이 문학텍스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121 « Le professeur explique en français les différences culturelles. » (p.14) 
122 부록 Ⅱ – 그림 2 
123 « Je suis à Paris, je foule le sol de Paris. Je regarde, partout des Blancs ; des employés blancs. Nulle 
part une tête de Nègre. C’est bien un pays de Blan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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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Invalides로 나를 데려다주는 차에 비용을 지불했다. 돈이 

그것의 가치를 되찾았다. « 선물 »이나 « 무료 »라는 단어는 이 곳의 

언어에 존재하지 않음이 틀림없다. 끊임없이 지갑 안에 손을 넣고, 

머리 속으로는 계산을 해야 한다. 대단한 나라다 !124 

위 문단을 통해 독자는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에 비해 돈이 갖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이에게는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모국문화에서는 돈이 갖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학습자는 이 모든 문화적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제시된 상황극 

활동을 할 수 있다. 상황극을 꾸밀 때는 등장인물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등장인물과 동기화되어 이야기 속 

상황을 바라보는 것 또한 요구된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문화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신의 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에 이 교재에서 문학텍스트를 통한 상호문화능력의 함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raya(2008:242)는 문학을 통해 상호문화능력과 같은 개념인 이타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124 « Je paie ma place dans le car me conduisant aux Invalides. L’argent reprend sa valeur. Les mots « 
cadeaux ; gratuit » ne doivent certainement pas exister dans le langage d’ici. Il faut constamment mettre 
la main dans la poche, faire mentalement son compte. Quel pay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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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문학은 이타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학습자를 미적, 도덕적 가치를 향해 

인도하고, 문화적 양상들, 사회적 사실, 세계에 대한 견해,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 등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상대성의 개념에 

관심을 갖게 한다.”(Marie-Claude Penloup, 2005) 이러한 이타성을 

학습하는 데 훌륭한 소설로서 세네갈인 작가 Cheikh Hamidou 

Kane의 L'Aventure ambiguë를 들 수 있다.125 

Ch. H. Kane의 L'Aventure ambiguë는 아프리카 문화와 아랍문화가 

공존하는 서아프리카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다. Araya는 이 소설을 

통해 서아프리카 문화와 이슬람계 아랍, 프랑스, 코스타리카 문화 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26  

이처럼 FLE교재들에서는 상호문화능력의 함양을 위해 문학텍스트가 

활용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125 « Cette littérature permet, en outre, d' aborder la question de l ' altérité. « L' étude d' une littérature « 
étrangère » introduit les éleves aux valeurs esthétiques et éthiques et les sensibilise à la notion de 
relativisme culturel »(Marie-Claude Penloup, 2005) en introduisant des aspects culturels, des faits de 
société, des conceptions du monde, des conceptualisations de la vie et de la mort entre autres. Un 
excellent roman pour étudier cette altérité est L'Aventure ambiguë de l'écrivain sénégalais Cheikh 
Hamidou Kane. » 
126  “상호문화적 단계는 관련된 여러 다양한 문화들, 다시 말해 이 문맥에서는 서아프리
카 문화와 그것이 이슬람계 아랍, 프랑스, 코스타리카 문화에 미친 영향들 간의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 근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La phase interculturelle permet de faire un travail de fond sur les différences et les ressemblances 
culturelles des diverses cultures mises en rapport, à savoir, dans ce contexte, les cultures peul et ses 
influences arabo-islamiques, française et costaricien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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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고능력의 향상 

FLE교재들은 문학텍스트가 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며,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Mauger 4권에서는 본격적으로 

텍스트가 품고 있는 주제가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주제는 

프랑스인의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이 주제에 대해 사고해볼 것을 요구한다. 

하나의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을 담은 

문학텍스트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각 장의 도입부에서 저자의 

생각이 담긴 개요글을 읽은 후에 문학텍스트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저자의 생각과 빗대어 전개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교재에서는 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잘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시선을 갖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풍부하게 소개하면서, 학습자의 시야 또한 넓혀주고 

있다.  

FED 3권에서 또한 문학텍스트는 학습자의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A. Camus의 L’Etranger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발견된 바 있다. 

 « Pourquoi Meursault finit-il par tuer l'Arabe ? » 

 « Est-il vraiment responsable du meurt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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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에서는 Meursault가 어떤 이유로 아랍인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으며, 이어서 Meursault가 아랍인을 죽인 것에 대해 정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 사실 소설 속에서 Meursault는 살인에 대한 

형벌로 사형을 선고받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위 문제에서는 소설의 

결말을 떠나 학습자 스스로 Meursault의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에서 오는 옳고 그름에는 언제나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사색의 과정을 겪게 된다. 또한 다른 이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이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차례 더 던진다. 

 « Quelle différence faites-vous entre culpabilité et péché ? » 

위 문제에서는 ‘유죄’와 ‘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길 요구하고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문제를 

통해 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유죄가 갖는 의미와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게 된다. 이처럼 3권의 문제들은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평소에는 

생각해볼 수 없었던 주제에 대해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rchipel 2권에서 또한 문학텍스트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0장에서는 두 개의 다른 텍스트 127 를 제시하며 

텍스트가 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127 부록 Ⅱ –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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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nsez-vous que les grands sentiments sont, en général, diminués 

ou renforcés par l’attente ? » 

위 질문은 기다림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길 유도하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향에 대해 

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컨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을 

못견뎌하고 싫어했던 사람은 당연히 기다림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거대한 감정이 만약 사랑이나 기쁨이라면 기다림은 이를 

약화시킬 것이고, 만약 분노나 증오라면 이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이 제시된 각각의 문학텍스트들에서는 기다림이 가져오는 

양면성을 그려내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이야기 안에서 기다림은 사랑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불안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다림이 가져오는 효과의 또 다른 측면 또한 

고려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에 의해 가져왔던 편협한 

사고를 다른 방향으로도 전개시킬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이 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 여러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학습자가 문학작품 속에서 자신과 다른 등장인물이 가졌던 사고를 

경험한 후 대면하는 것이기에 색다른 답변을 가져올 수 있다. 

BJ 4권에서는 ‘Comprendre et écrire’영역에 P. Eluard의 시 Liberté 128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 Sur quels supports imagine-t-on que le nom « Liberté » peut être 

écrit ? Et toi, sur quoi aimerais-tu écrire le mot « Liberté » ? » 

                                                      
128 부록 Ⅱ – 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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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에게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습자는 P. Eluard의 

시를 통해 자유라는 단어가 전쟁과 연결되어 나라의 해방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대조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 재정의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 밖에도 TVB 4에서 제시된 A. Breton의 Nadja 에서는 주인공인 

Nadja가 던지는 « Vous croyez...vous croyez que l'amour peut faire de ces 

chose ? »라는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텍스트의 

주제가 되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Jouve(2010 :211-213) 129  는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분석력과 사고력을 

자극함과 아울러 비평정신과 판단의 자유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독자는 문학 

속에 제시된 주제와 해당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FLE교재들 중 몇몇 교재들에서는 문학을 

학습자의 사고능력의 향상을 위해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비평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9 « elle [=la littérature] serait capable de favoriser l’esprit critique et la liberté de jugement, ainsi que 
de solliciter les capacités d’analyse et de réflexion de l’apprenant. » Evaldt Pirolli, R.-R.(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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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창의성 발달 

FLE교재에서는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작문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자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MAP에서는 

문학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상황을 이해하고 심정을 공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입시켜 글을 창작해보는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여 상황극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Tempo에서는 문학영역을 통해 읽은 시에서 발견되는 규칙에 기반해 또 

다른 시를 창작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교수용 지침서에서는 이를 

창의성 관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자의 창의성이 반영된 여러 

문학텍스트를 접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글을 창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BJ 4권에서는 매 장마다 존재하는 ‘Coin poésie’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를 접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시를 직접 읽고 창작해보는 류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문학작품은 자주 창작활동과 연결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창작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완성된 문학작품을 접하는 것은 학습자의 창작욕구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문활동의 발판으로서 문학텍스트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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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심미적 요소의 탐구 

앞서 분석한 교재들에서는 학습자가 문학텍스트 안에서 심미적 요소를 

찾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TVB의 4권에서는 A. 

Breton의 Nadja 130 와 관련해 학습자로 하여금 저자가 문학작품 속에 

심어놓은 미적 체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제시된 바 

있다. 

 « Réécoutez le récit en lisant le texte : Recherchez dans le texte au 

moins trois éléments qui justifient les illustrations. » 

위 문제에서는 문학텍스트 녹음파일을 듣는 동시에 눈으로 따라 읽은 

후, 해당 텍스트와 함께 제시된 삽화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상의 요소들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자는 삽화에 그려진 여성의 눈, 손, 머리카락 등과 관련된 

표현들을 찾게 되고, 이는 작가가 신체부위의 묘사를 통해 글의 전개에 

부여하고 싶었던 분위기 혹은 서술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글에 부여해놓은 미적체계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학습자가 심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파악할 수 있길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efays 외(2014:12)는 문학텍스트가 독자를 텍스트의 의미형성에 

참여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30 부록 Ⅱ – 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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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것(le connu)과 

미지의 것(l’inconnu), 보편적인 것(l’universel)과 개별적인 것(le 

particulier), 그리고 지식(le savoir)과 느껴진 것(le ressenti)사이에 

다리를 세우는 텍스트의 의미형성에 참여한다.131 

독자는 문학텍스트 안에서 완전히 새롭거나 특별한 것을 마주하게 

되고, 작가만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 혹은 당연하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지식과의 대립을 

통해 문학텍스트 전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독자는 예술로서의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가 

심어놓은 미적체계와 대면하고 이를 공감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미적체계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면 독자는 이를 향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일종의 심미적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BJ 4권에서 또한 이러한 심미적 경험을 유도하는 문제가 발견된다. 

‘Coin poésie’영역에서는 학습자가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시에 부여해 

놓은 상징체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텍스트 안에서 

발견되는 심미적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활동을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하나의 예로 J. Tardieu의 Le Témoin invisible와 관련하여 제시된 

활동들을 들 수 있다. 

교수용 지침서(p.44)에서는 먼저 학습자는 눈을 감고 녹음본을 들으며 

교수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한 후,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131 « Le lecteur participe à part entière à la signifiance du texte grâce auquel s’établit ainsi un pont entre 
le connu et l’inconnu, l’universel et le particulier, le savoir et le ressen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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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이 시에서 발견되는 모순된 문장들, 

예컨대 « mon soleil devient noir. »와 같은 문장에 대해 학습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문장에 포함된 soleil와 noir의 

이미지를 상상하여 해당 단어가 상징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시에 포함된 상징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독자는 작가가 심어놓은 상징체계를 대면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를 

떠올리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학습자의 심미적인 경험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FED 4권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A. Camus의 작품, 

L’Étranger관련 문제를 통해 심미적 요소를 발견하길 유도하고 있다. 

 « A quoi est associé le soleil ? Qu'est-ce que ce rapprochement nous 

annonce ? Combien de fois Meursault se sert-il de ce mot ? Que 

pouvez-vous en conclure ? » 

 « A quoi s'apposent 'le soleil' et 'la flamme du désir' ? » 

첫번째 문제에서는 ‘태양(Le soleil)’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물으며, 그 둘 

사이의 대조가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Meursault가 이 단어를 

얼만큼 사용했으며 이를 학습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대해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다. 다음 문제에서도 ‘태양(Le soleil)’과 ‘욕망의 불(La flamme 

du dési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소설 

속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태양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붉고 뜨거운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 안에 작가가 숨겨놓은 메시지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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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4권에서는 이처럼 텍스트 안에 부여된 사물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은 후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상징들이 가져오는 

이미지를 상상하고, 이를 감상하면서 향유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몇몇 FLE교재들에서는 문학텍스트를 학습자의 심미적 요소의 

탐구를 위해 활용하기도 했다.  

4.8 종합적 고찰 

앞서 FLE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텍스트의 7가지 역할을 정리했다. 

그 중 언어의 학습을 위해 문학텍스트가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문학텍스트는 주로 문법과 어휘 혹은 의사소통 표현의 학습을 위해 

활용되거나 학습한 문법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곤 했다. 

그러나 문학텍스트는 단순한 언어의 학습을 넘어 언어의 다의성과 

리듬, 운율 등을 포함하는 정보전달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게 한다. 이는 교재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문학텍스트의 역할로,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거나 문장의 

리듬이나 운율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해보는 것과 같은 류의 활동이 함께 제시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작가의 언어적 기법을 감상하고 언어의 특수성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언어가 단순히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학습자 또한 언어를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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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문학텍스트의 역할로는 문화요소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문학텍스트는 그 자체로 한 나라의 문화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 

일종의 문화지식으로서 학습되곤 했다. 예컨대 위대한 작가의 이름이나 

생애에 관해 배우거나, 혹은 유명한 작품을 읽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언어의 국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해당 국가의 

역사나 사회상 또한 학습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러 논의에서는 문학텍스트가 문화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을 넘어 상호문화능력의 함양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자는 문학을 읽으면서 다른 문화를 가진 등장인물과의 동기화를 

경험하게 되고, 타문화인의 시선으로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해당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는 동시에 타문화에 공감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자신의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됨으로써 상호문화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몇몇 FLE교재들은 문학텍스트가 담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길 

유도하면서 학습자의 사고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문학에서 발견되는 

인간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문학텍스트를 읽고 자유롭게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문학텍스트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작문활동들은 학습자의 창의성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습자는 문학텍스트를 읽는 

과정을 통해 이미 언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상호문화적능력을 갖게 된 

동시에 여러 주제에 대해 사고해보며 확장된 생각의 폭을 갖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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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게 얻게 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의성이 

반영된 여러 문학텍스트를 참고해 새로운 글을 창작해보는 것은 

학습자의 창의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학습자는 각 문학작품에서 발견되는 심미적 요소의 탐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상징체계에 대해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문학텍스트는 기존에 존재했던 FLE교육에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무색할만큼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문학텍스트가 

좋은 방식으로 활용되어 위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학습자는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능력, 상호문화능력, 창의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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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문학은 FLE교재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졌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문학이 FLE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육자료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있는 설득과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각 교수법을 분석한 결과, 

역사적으로 모든 교수법에서 문학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FLE교육에서 문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문학이 FLE교육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기 하기 위해 잘 알려진 교수방법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8권의 

FLE교재 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문학활용방식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문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FLE교재 분석 결과, 문학작품의 선정 기준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부합여부’ 혹은 ‘학습할 문법요소의 

출현여부’였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발견된 문학텍스트의 공통된 역할은 

언어의 학습이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교육자료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학텍스트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학텍스트의 또다른 역할로는 여러 유형의 문제와 활동들을 통해 

문학언어의 특수성을 고찰하도록 하는 점, 문화요소로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문화를 학습하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학텍스트가 상호문화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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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어 교육에서 이 개념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유도하여 학습자의 사고능력의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외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 활용 시 

고려해야 할 문학텍스트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몇몇 교재에서 관찰된 문학텍스트의 심미적 요소 탐구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해가면서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 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언어학습의 동기와 자신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학텍스트는 FLE교재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의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대화문 혹은 만들어진 

텍스트들과는 구별되는 효과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문학을 통한 언어의 학습 측면이 가장 강조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직접교수법부터 지속되어 온 언어사용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구어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일관된 목표가 지나치게 

지배적인 원칙처럼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텍스트 또한 

문법이나 어휘의 학습을 위해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경향은 

FLE교재 내의 문학텍스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문학 그 자체는 언어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도구가 아니며, 

특히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결코 적절한 교육도구가 될 수 

없다. 작가는 학습자의 문법능력과 어휘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담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을 언어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학습자는 문학이 담고 있는 방대한 어휘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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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법으로 인해 문학을 ‘지루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언어의 학습에 얽매이던 것에서 벗어나, 

문학텍스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이 외국어교육에서 가질 수 있는 의의를 확실히 

전달한다면, 학습자를 문학에 더 집중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4장에서 정리한 문학텍스트의 역할들 중에서도 언어학습 외의 역할들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텍스트의 다양한 역할이 실제 문학교육에서 완벽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프랑스 문학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FLE교재에서 문학텍스트가 여러 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온 것은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교수법 간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문학텍스트 활용 방식을 실제 

사용되어온 교재들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문학교육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각 교재에 포함된 문학작품들을 표로 정리한 것은 추후 

문학교육에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교재에서 문학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문제유형을 나누어 정리한 것 또한 

앞으로의 문학교육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FLE교육 안에서 문학교육이 큰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후에 더 많은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문학교육 

방식과 수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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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문학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들이 앞으로의 

문학교육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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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표 18. 분석교재 33권 목록132 

Titre Auteur Date Editeur Approche méthodologique 

dominante 

Le cours de lxangue et 

civilisation française 

1-4 

Mauger, G. 1953-

1959 

Hachette Directe/Traditionnelle 

Voix et images 1,2 CREDIF 1960-

1968 

Didier Audio-visuelle 

La France en direct 1-

4 

Capelle, J.-G. 1969- 

1972 

Hachette Audio-visuelle 

Le Français actuel 1,2 Moirand, S. et 

al. 

1972 Hatier Audio-orale 

Le Moulin à parole  Benamou, 

M.& 

Carduner, J. 

1974 Hachette Traditionnelle 

Archipel 1,2 Courtillon, J. 

et al. 

1982-

1983 

Didier Communicative 

Sans Frontière 1,2 Verdelhan, M. 

et al. 

1982-

1983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132  Cuq & Gruca (2003:285-297) 참고 & 회색으로 표시된 교재에서는 문학텍스트가 발견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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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s sur table 2 Richterich, R. 

& Suter, B. 

1983 Hachette Communicative 

Avec Plaisir 2 Capelle, J. & 

Raasch, A. 

1987 Hachette Communicative 

Diabolo Menthe 3 Landgraaf, W. 

et al. 

1988 Hachette Communicative 

Bonne Route! 2 Gilbert, P. et 

al. 

1990 Hachette Communicative 

Espaces 2 Capelle, J. & 

Gidon, N. 

1991 Hachette Communicative 

Fréquence jeunes 2 Capelle, G. et 

al. 

1994 Hachette Communicative 

Panorama 1,2 Girardet, J. et 

al. 

1996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Tempo 1,2 Bérard, E. et 

al. 

1996- 

1997 

Didier Communicative 

Café crème 4 Beacco di 

Giura, M. et al. 

1999 Hachette Communicative 

Bien joué ! 1-4 Gislon, C. et 

al. 

1999-

2002 

Hachette Communicative 

Forum 1,2 Baylon, C. et 

al. 

2000-

2001 

Hachette Communicative 

Campus 1,2 Girardet, J. & 

Pécheur J. 

2002-

2003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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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lic 1,2 Blanc, J. et al. 2004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Oh là là ! 3 Fauret, C. et 

al. 

2004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Connexions 1,2 Mérieux, R. & 

Loiseau, Y. 

2004-

2005 

Didier Communicative 

Belleville 3 Cuny, F. et al. 2005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Tout va bien 1-4 Augé, H. et al. 2004-

2007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Festival 1-3 Poisson-

Quinton, S. et 

al. 

2005-

2007 

CLE 

International 

Communicative 

Alter ego 1,2 Berthet, A. et 

al. 

2006 Hachette Actionnelle 

Scénario 1,2 Guillou, M. & 

Daill, E. 

2008 Hachette Actionnelle 

Latitudes 1,2 Loiseau, Y. et 

al. 

2008-

2009 

Didier Actionnelle 

Le nouveau taxi ! 2,3 Menand, R. et 

al. 

2009-

2010 

Hachette Actionnelle 

Agenda 1-3 Girardeau, B. 

et al. 

2011-

2012 

Hachette Action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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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 3 Crépieux, G. 

et al. 

2014 CLE 

International 

Actionnelle 

Totem 1-3 Lopes, M.-J & 

Le Bougnec, 

J.-T. 

2014-

2015 

Hachette Actionnelle 

Cosmopolite 1-3 Hirschsprung, 

N. et al. 

2017-

2018 

Hachette Actionnelle 

 

표 19. Mauger 1의 문학작품과 저자 

Auteur Titre133 

'Poésies' 

Mme E. De Pressensé Réveil - La journée du Petit Jean 

G. Duhamel Petite mère, Racontez... - Voix du vieux monde 

A. Samain Le Marché - Aux Flancs du vase 

H. Chantavoine Notre rivière – Paroles 

P. Fort Complainte du petit cheval blanc – Ballades françaises 

J. Prévert Déjeuner du matin -Paroles 

T. Klingsor La chanson du chat 

V. Hugo L’Automne – Toute la lyre 

V. Hugo Le printemps – Toute la lyre 

G. de Nerval Une allée du Luxembourg 

T. Gautier Noël – Émaux et Camées 

                                                      
133  작품명에서 (-)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것은 시의 제목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시집
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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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V. Lerberghe Ma soeur la pluie – La chanson d’Eve 

É. Henriot Nature morte – La flamme et les cendres 

 

표 20. Mauger 2의 문학작품과 저자 

                                                      
134  선행되는 제목은 제시되는 텍스트가 포함된 장의 명 혹은 교재에서 텍스트에 부여한 
제목이며, 후행되는 제목은 단행본의 제목이다. 

Auteur Titre134 

1~5.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V. Hugo L’orage – Le Rhin  

G. Droz Une promenade en automne  

– Monsieur, Madame et Bébé   

G. de Maupassant Un hiver rigoureux – Une vie   

C. F. Ramuz La route – Vers  

J. Renard Sagesse du cantonnier – La Lanterne sourde 

F. Jammes Les villages  

– De l’angélus de l’aube à l’angélus du soir   

P. Hamp Le mécanicien de village – Les Métiers du Fer 

J. Duché Madame « conduit » – Trois sans toit 

6~11.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T. Gautier Barcarolle – Poésies diverses  

A. Daudet Le phare – Lettre de mon moulin  

O.-P. Gilbert Après l’explosion dans la mine  – Pilotes de Ligne  

M.-C. de Folleville Top – Inédit 

C. Péguy Jeanne d’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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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Adèle이라는 증인에 의해 쓰여진 Hugo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로, 정식 명칭은 « Victor 
Hugo raconté par un témoin de sa vie ». 

V. Hugo En allant au sacre du roi (raconté par un témoin de sa vie)135 

M. Fombeure Secteur calme – Les Godillots sont lourds   

12~17.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E. Chatrian L’arrivée des cigognes – L’Ami Fritz 

작자미상 Renard et Chantecler – Le roman de Renard 

작자미상 Renard et les pêcheurs d’anguilles – Le roman de Renard 

V. Hugo Victor Hugo à l’école (raconté par un témoin de sa vie)  

J. Prévert Page d’écriture – Paroles 

18~23.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V. Hugo Les enfants dans le jardin public – L’art d’être Grand-père 

E. Henriot Jeu de garçons – Les temps innocents 

V. Hugo La poupée vivante – Les Misérables 

A. Gide Un monsieur bien amusant – Les caves du Vatican 

P. Wolff Sports d’Hiver – Le Journal 

A. Daudet Les moulins de Jadis en provence – Lettres de mon moulin 

24~30.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A. Lichtenberger Une cuisinière française – Portraits d’aïeules 

M. Perrein Jeux avec la mort – Elle 

S.-Exupéry L’attente – Vol de nuit 

G. Duhamel Le donneur de sang – Tel qu’en lui-même 

J. Romains Une consultation chez un médecin de campagne – Knock 

31~36.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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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érimée Vendetta – Colomba 

Ch. Péguy Rien n’est beau comme un enfant qui s’endort en faisant sa 

prière – Le mystère des Saints-innocents 

R. de Gourmont L’Eglise – Simone 

P. Gérin Jeunes ménages – Elle 

37~41.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P. Loti Une partie de pelote basque – Ramuntcho 

P. Loti La récolte des fougères au pays basque – Ramuntcho 

E. About L’incendie de la fabrique – Le roman d’un brave homme 

A. Siegfried Sud-Ouest – Géographie poétique des cinq continents 

H. de Balzac Un avare – Eugénie grandet 

F. Jammes  Avec ton parapluie – De l’Angélus de l’aube à l’Angélus du soir 

42~46.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G. Duhamel  Il y a cinquante ans... – Vue de la terre promise 

G. de Maupassant  Un condamné encombrant – Sur l’eau 

E.Henriot Le petit train – Le livre de mon père 

47~51.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J. Guéhenno Une grève – Journal d’un homme de quarante ans 

P. et V. Margueritte Un jour de pâques agité – Poum 

52~57.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J. Romains L’électricien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A. Le Braz Au pardon de Sainte-Anne-La-Palud, en Bretagne – Au pays des 

pardons 

A. Buchwald Un américain en crois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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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Mauger 3 속 문학작품과 저자 

V. Hugo La fin du capitaine Harvey – Actes et paroles 

58~63.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G. de Maupassant Mariage normand vers 1870 – Conte de la Bécasse 

V. Hugo Enlisé ! – Les Misérables 

M. Abraham Dans la Cathédrale de chartres – Routes 

A. de Noailles  La petite ville – L’Ombre des jours 

G. Gailly Un acrobate : Le danseur de corde – Le coin où le veau est mort 

L. Bourliaguet Camping – Justin chez les hommes 

64~70. 'Textes pour la lecture et l'explication' 

I. Rivière La fête nationale au village 

A. Maurois Histoires de chasse dans un mess d’officiers britanniques - Les 

silences du colonel Bramble 

P. Fort Si... – Ballades françaises 

Auteur Titre 

1. Premier contact avec Paris 

F. Cali Arrivée d’un provencial à Paris  

–  Sortilèges de Paris 

J. Romains Sans billet dans le métro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G. Duhamel Paris vu des tours de notre-dame –Le combat contre les ombres  

2. Rues de Paris 

D. Brogan La Flânerie à Paris  – Réa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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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mus Incident de la circulation  

– La Chute 

3. Les Parisiens chez eux 

F. Coppée Le Parisien – Souvenir d’un Parisien 

J. Romains Visite d’un appartement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F. de Grand’ Combe Le(ou la)concierge  

–  Tu viens en France 

P. Daninos Cocktails –  Vacances à tout prix  

C. Duparc Bon anniversaire ! - Les Beaux Dimanches  

A. Allais Parisiens et provinciaux – Les zèbres  

4. Le Fleuve 

J. Préverts Chanson de la Seine –  Spectacles 

L. Larguier Quais de la Seine - Saint-Germain-des-Près, mon village 

L.-P. Fargue Habitants des quais – Le piéton de Paris  

J. Romains Les inondation à Paris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5. La Cité 

F. Carco Paris - La romance de Paris 

R. Ikor A la préfecture de police  

–  Les Eaux Mêlées 

A. Samain Tout dort. Le Fleuve antique... - Le Chariot d’Or 

6. Du Louvre à la Comédie-Française 

E. Zola Une noce se perd au musée du Louvre – L’assommoir 

Colette Gosse de paris : au jardin du palais -royal – Paris de ma fenê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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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Dorian Charlie chaplin reçu à la comédie-française – Paris en scène 

A. Dumas Les répétitions d’Hernani – Mémoires 

L.-P. Fargue Un mot d’acteur – Le piéton de Paris 

J.-L. Barrault Débuts – RéFLE교육xions sur le Théâtre 

L. Daudet  A l’opéra : première de pelléas – Paris vécu 

7. Le Marais 

L.-P. Fargue Les beaux hôtels du marais – Le Piéton de Paris 

J.-P. Clébert Le quartier juif – Paris insolite 

V. Hugo Sur une barrcade – L’année terrible 

8. Le quartier latin 

E. Trévol A la cité universitaire. Veille d’examens – Cité universitaire 

S. de Beauvoir Souvenirs d’une étudiante parisienne – Mémoires d’une jeune fille 

rangée 

J. Romains Chez le relieur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P. Aurousseau Luxembourg – Amour de paris 

9. De Saint-Germain-des-Prés à la Tour Eiffel 

Léo Larguier Le petit village – Saint-Germain-des-Prés, mon village 

V. Hugo Balzac candidat à l’académie – Les propos de table de Victor Hugo 

V. Hugo La dépouille de Napoléon 1er entre aux invalides – choses vues 

10. De la Concorde aux Grandes Boulevards 

E. Bourcier Un grand magazin – Demoiselles de Magazin 

V. Hugo Le service funèbre d’une grande actrice à la madeleine – Choses vues 

P. Guimard Aux abords de la gare saint-lazare – Rue du Ha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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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es grands Boulevards 

A. Castelot Un attentat sur les boulevards en 1835 – Le grand siècle de Paris 

R.Dorgelès La Bourse – Tout est à vendre 

J.Romains A l’imprimerie d’un journal, la nuit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12. Quartiers populaires de l’Est 

E. Dabit Sur les bords du canam Saint-Martin – Hôtel du Nord 

R.Dorgelès Boxe populaire – Tout est à vendre 

J.Romains Le Bistrot de la place des fêtes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G.Sinclair Quand le peuple fait grève – Combat 

13. Monpoarnasse 

F.Carco Vlamincl, vu par Francis Carco- L’ami des peintres 

F.Carco L’école de Paris – L’ami des peintres 

P.Daninos Catacombes – Carnets du major Thompson 

14. Auteuil 

A.Castelot Le premier voyage aérien – Le grand siècle de Paris 

15. Les Champs-Élysées 

L.-P. Fargue Grands hôtels internationaux – Le piéton de Paris 

J.-P. Chartier et F. 

Desplanques 

On tourne – Derrière l’Écran 

P. Daninos Voiture d’occasion – Comment vivre avec ou sans Sonia 

L.Gozlan Balzac et le sphinx – Balzac en pantoufles 

16. Montmartre 

J.Brusse Le jour se lève... – Voici Paris 

F.Carco Farce d’artiste peintre – De montmartre au Quartier latin 



 

131 

 

표 22. Mauger 4 속 문학작품과 저자 

17. Banlieue 

J.Romains Meeting à Saint-Denis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J.Prévert Aubervilliers – Spectacles 

J.Prévert Chanson de l’Eau – Spectacles 

18. Ile-de-France 

E.Henriot Bruits d’Ile-de-France – Ile-de-France 

Mme de Sévigné Le madrigal – Lettres 

Voltaire L’Ingénu à versailles – L’ingénu 

P.-M. Orlan Jeux à Poissy – Visages de Paris 

F.Carco La forêt de fontainebleau :Barbizon – l’ami des peintres 

Auteur Titre 

Première partie : La France et les Français 

1. Le Pays de France 

A. Siegfried L’Ame des peuple 

– Les trois versants français 

F.-R. Chateabriand Mémoires d’Outre-Tombe 

- Le printemps en Bretagne 

Colette Automne 

– ...et l’automne dans le Midi  

E. Henriot Ile-de-France – L’Ile-de-France 

Vigny Cinq-Mars  

– La Touraine, jardin de la F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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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égfried Géographie poétique – Le Havre 

A. Samain Le Chariot d’Or  

– Nostalgie de la Flandre 

C. Péguy Jeanne d’Arc – Adieux à la Meuse 

Frison-Roche Premier de Cordée – Les Alpes 

J. Romains Cromedeyre-le-Vieil  

– Le massif central 

J. Giono Regain – La foire de Banon 

A. Gide Si le grain ne meurt  

– En languedoc, Uzès 

F. Jammes Ma France poétique  

– La pastorale d’Ossau 

F. Mauriac Journal - Malagar 

2. Paris 

Aragon En étrange pays 

– Le paysan de Paris chante 

A. France Pierre Nozière 

– En longeant les quais 

L. Larguier Saint-Germain-des-Prés – Saint-Germain-des-Prés, carrefour des 

lettres et des arts 

J. Romains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 Monparnasse 

A. Maurois Paris – Montmartre 

M. Proust Les Plaisirs et les J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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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jardin des Tuileries 

E. Dabit Parisiens de Belleville  

– A Belleville 

3. Le nation française 

C.Jullian  Vercingétorix 

Joinville Saint Louis rend la justice -  Histoire de saint Louis 

T.Maulnier Jeanne d'Arc, ou Ie refus d'abdiquer -  Jeanne et les 

Juges 

J. et J. Tharaud Henri IV, Ie roi tolerant - La Tragedie de Ravaillac 

A.de Vigny Richelieu et « les ennemis de 

l'Etat » - Cinq-Mars 

Voltaire Louis XIV, protecteur des sciences 

et des lettres - Lettre à Milord Hervey. 

Lamartine Origine de « La Marseillaise» - ,Histoire des Girondins 

V. Hugo La legende napoleonienne - Napoleon II 

G.Flaubert Le 24 fevrier 1848 - L' Education 

sentimentale 

M.Barrès Fidelite dans la defaite - Colette Baudoche 

P.Vialar Blesses en 14-18 - Les Morts vivants. 

P.Eluard Liberté - Poésie et Verité I942 

G. Bernanos Une Chretienté en marche - Lettre aux Anglais 

4. Les Français 

P. Daninos Contradictions françaises - Les Carnets du Major Thompson 

A. Siegfried Fonds celtique et fonds latin - L'Ame des Pe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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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Gaxotte L'honnete homme - Histoire des 

Français 

L.Treich L'esprit de Voltaire - L'Esprit français. 

H. de Balzac Marche-à-terre, Ie chouan - Les Chouans. 

V. Hugo Mort de Gavroche - Les Misérables 

A. Daudet Tartarin de Tarascon - Tartarin de 

Tarascon 

M.Blancpain La poignée de main française 

A.Maurois Le culte des « idees » - Portrait de la France et des Français 

M.-E.Naegelen Solitude et grandeur de la France - Grandeur et Solitude de la 

France 

5. Moeurs et coutumes 

R. de Flers et Caillavet Candidat a l'habit vert - L'Habit vert 

A. de Musset Le salon de l'Arsenal - Poésies nouvelles 

M.Pagnol La partie de cartes – Marius 

B. – Savari De la gastronomie - Physiologie 

du Goût 

P.Benoit Le dejeuner de Sousceyrac - Le Déjeuner de Sousceyrac 

M. Druon Presentation d'une « collection» - Rendez-vous aux Enters 

A. Daudet La farandole - Numa Roumestan 

Colette La fin d'un Tour de France - Dans la Foule 

M. Druon Le Tout-Paris - Rendez-vous aux Enters 

F.Mauriac Paris et la province - La Province 

M. Proust A Combray -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135 

6. La femme française 

L.Gillet Madame Geoffrin - Les Grands Salons littéraires 

A.de Musset Mimi Pinson - Poésies nouvelles 

G.Faubert Détresse de Madame Bovary – Madame Bovary 

A. Gide Soucis d'une grand-mere - Si le grain ne meurt 

G. Duhamel Ballade de Florentin Prunier - Elégies 

S. Weil  A la fonderie - La Condition ouvrière 

L.-P. Fargue Hommage à Colette - Portraits de Famille 

M. Bastié Mes « 38 heures » - Ailes ouvertes 

7. La vie scolaire 

Montaigne Pour une tete « bien faite » plutot 

que « bien pleine) » - Essais 

Rousseau Emile à quinze ans - Emile 

A.-Fournier Le retour du grand Meaulnes -  Le Grand Meaulnes 

P. Guth Une « explication» de Phèdre -   Le Nail aux 40 Enfants 

A. Buisson L'enseignement technique - L'Enseignement technique 

J.Paulhac A l'Ecole polytechnique -  Les Bons Elèves 

J. et. J. Tharaud Monsieur Bergson au College de 

France – Notre cher Péguy 

8. La vie religieuse 

H. Pourrat  Saint Bernard -  Saints de France 

H. Lavedan Saint Vincent de Paul -  Monsieur Vincent 

J. Romains L'abbe Jeanne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136 

G. Bernanos Vocation des carmélites -  Dialogues des Carmélites 

S.-Beuve L'esprit de Port-Royal - Port-Royal 

A. Gide Vieux protestants du pays cévenol -  Si le grain ne meurt 

G. Flaubert Un anticlérical : Ie pharmacien 

Homais – Madame Bovary 

9. La vie publique 

Montesquieu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  De l' Esprit des Lois. 

R. Lacour-Gaye Les partis politiques -  La France 

au XXe siècle 

E. Herriot Pourquoi je suis radical-socialiste 

R. Martin du Gard Jaurès dans un meeting -  Les 

Thi bault 

Général de Gaulle Memoires de guerre 

J. Romains Comment on forme un ministère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M.Van Der Meersch Manifestation de grévistes -  Quand les sirènes se taisent 

J. Prévost Consigne à de jeunes journalistes – La Chasse du matin 

A. Camus Une condamnation à mort – L’étranger 

10. La France au travail 

Ch.Péguy Les ouvriers de l'ancienne France – L’argent 

A. Siegfried L'industrie française au xxe siecle -  L' Automobile en France 

G. Duhamel Le serrurier -  La Possession 

du M onde 

G. Giono Du beau blé - Regain 

G. Courteline Un fonctionnaire peu zélé -  Messieurs les Ronds-de-C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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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ance Crainquebille et l'agent 64 -  Crainquebille 

A. Maurois Rivalité d'industriels -  Bernard Quesnay 

R. Leriche Pour une médecine humaniste -  La Philosophie de la Chirurgie 

S.-Exupéry Pilote de ligne - Vol de Nuit 

J.-L. Barrault L'homme de théâtre -  Je suis 

homme de théâtre 

11. La France dans le monde 

E. Peisson Jacques Cartier remonte le Saint- 

Laurent -  Jacques Cartier 

navigateur 

N.Casteret Une science française : la spéléologie -  L' Homme et 

le Monde souterrain 

L. Blériot Le vol historique de Louis Blériot 

M. Herzog Maurice Herzog et Louis Lachenal 

à l' Annapurna -  Annapurna, 

premier 8.000 

R. Maran S. de Brazza ou le père des esclaves 

D.-Rops Le pere Charles de Foucauld -  Les Aventuriers de Dieu 

R. Jeanne Ferdinand de Lesseps 

P. Vallery-Radot Hésitations de Pasteur - Pasteur 

H. Kubnick Les frères Lumière 

E. Curie Patience de Marie Curie -  Madame Curie 

P. Latil et J. Bergier Le prince de Broglie -  Quinze Hommes, un Secret 

G. Duhamel La vocation française -  Civilisation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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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xième partie : La Tradition intellectuelle de la France 

12. La langue française 

작자미상 La Chanson de Roland. La mort de Roland 

Montaigne Essais – La langue du 16e siècle. l’Art de voyager 

Molière Les femmes savantes – Vaugelas et le beau langage. Un crime de 

lèse-grammaire 

Rivarol Discours sur l’Universalité de la Langue française – Le français, 

langue universelle. Clarté de la langue française 

V. Hugo Les Contemplations – La révolution romantique. Plus de mot 

sénateur ! Plus de mot roturier ! 

F. Mistral Les Iles d’Or – La langue d’oc. La coupe 

R.-M. du Gard Le Testament du Père Leleu – Le patois paysan. La Torine et le père 

Leleu 

E. Bourdet Fric-Frac – L’argot. Un curieux pique-nique 

13. La poésie française 

F. Villon Le Grand Testament – Ballade des pendus 

P. de Ronsard Ondes à Cassandre – Mignonne, allons voir si la rose 

J. du Bellay Les regrets – Las, où est maintenant 

J. de la Fontaine Fables – La jeune veuve 

Boileau L'art d'écrire -  L'Art poétique 

A. Chénier La jeune Tarentine -  Idylles 

A. de Lamartine Le lac -  Premieres Méditations 

A. de Vigny La maison du berger -  Les Destinées 

V. Hugo Elle avait pris ce pli -   Les Contemp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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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val Fantaisie -  Odelettes 

Th. Gautier Fumée -  Emaux et Camées 

Ch. Baudelaire L'invitation au voyage -  Les Fleurs du Mal 

P. Verlaine Art poétique - Jadis et Naguere 

A. Rimbaud Ma bohème – Poésies 

S. Mallarmé Le vierge, le vivace – Poésies 

F. Jammes Prière pour aller au paradis avec 

les ânes -  Le Deuil des Primevères 

P. Valéry Le cimetière marin -  Poésies 

G. Apollinaire Le pont Mirabeau – Alcools 

P. Eluard Le jeu de construction -  Capitale de la Douleur 

Aragon Je vous salue ma France -  Le Musée Grévin 

J.Prévert Pour toi mon amour -  Paroles 

J.Prévert Le chat et l'oiseau -  Histoires 

R. Desnos Le pélican -  Chantefables 

R. Desnos Dernier poème 

14. La prose française 

Rabelais Le jugement du fol -  Pantagruel, Tiers Livre 

La Rochefoucauld ReFLE교육xions et maximes – Maximes 

Bossuet La mort de Madame -  Oraisons funèbres 

La Bruyère Acis, le diseur de phébus -  Les Caractères 

Voltaire Le bûcher -  Zadig 

J.-J. Rousseau Rêverie au bord du lac -  Rêveries 

d' un Promeneur soli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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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dhal Une soirée à la campagne -  Le Rouge et le Noir 

G. Flaubert Victor, le neveu de Felicite -  Trois Contes 

G. de Maupassant Le retour -  Contes 

M. Proust La Madeleine -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F. Mauriac Rupture -  Les Chemins de la Mer 

J. Cocteau Les enfants terribles 

J. Giono Une nuit extraordinaire -  Que ma joie demeure 

M. Aymé Le passe-muraille 

A. Camus Un meurtre - L' Etranger 

15. Le théâtre en France 

작자미상 Le jeu d'Adam 

Cornelle Polyeucte, II, II 

Molière Tartuffe, I, IV 

Racine Phèdre, II, V 

Marivaux Le jeu de l'Amour et du H asard, 1 

Beaumarchais Le Barbier de Seville, I, II 

Madame V. Hugo La Première d'H ernani 

A. de Musset Fantasio, I, II 

H.Becque Les Corbeaux, IV, VI 

P. Claudel Partage de Midi 

J. Giraudoux La Guerre de Troie n' aura pas lieu, II, XIII 

J.Romains Knock, III, VI 

E. Bourdet Les Temps difficile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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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lacrou Les Nuits de la Colère, IIe partie 

H. de Montherlant Le Maître de Santiago, I, IV 

J. Anouilh Antigone 

16. La pensée française 

Montaigne Un sceptique – Essais 

Descartes En lisant dans le grand livre du 

monde - Discours de la Méthode 

B. Pascal Dieu sensible au coeur – Pensées 

Montesquieu De l'esclavage des Nègres - De l'Esprit des Lois 

Diderot Autorité politique - Encyclopédie 

Chateaubriand Mélancolie de René – René 

E. Renan De l'individu à l'humanité - L'Avenir de la Science 

Ch. Péguy Socialisme et charité - Notre jeunesse 

A. Gide Etre toujours tout entier disponible - Les Nourritures terrestre 

G. Duhamel Civilisation 

G. Bernanos Le curé de Torey – Journal d'un 

Curé de Campagne 

A. Malraux La condition humaine 

J.-P. Sartre L'enfer, c'est les autres - Huis-Clos 

17. L’Art français 

J.-K. Huysmans L'art gothique : La cathedrale de Chartres - La Cathédrale 

Ch. Péguy L'architecture de la Renaissance: 

Les chateaux de la Loire – Situations 

H. de Régnier Versailles. La semaine des arbres à Versailles - Sujets et Pay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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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rbusier 

 

L'architecture au service de 

l'homme – Entretiens 

O. Mirbeau 

 

Auguste Rodin. Les bourgeois de 

Calais - Des Artistes 

C. Aveline Notes sur Antoine Bourdelle - Les Muses mêlées 

A. Samain Watteau - Le Chariot d'Or 

Beaudelaire Mélancolie de Delacroix - L' Art romantique 

A. Suarès Daumier – Marsiho 

P. Valéry Sur un portrait de Berthe Morisot 

par Manet - Pièces sur l'Art. 

G.Bachelard Les nymphéas ou les surprises 

d'une aube d'été 

G. Braque Propos 

G. de Pourtalès Une tournée de Berlioz en Europe centrale – Berlioz et l’Europe 

romantique 

F. Mauriac Georges Bizet: Défense de « Carmen » - Journal 

A. Suarès Claude Debussy : Prestiges de 

Pelléas – Debussy 

F. Poulenc Le groupe des Six – Entretiens avec Claude Rostand 

F. Giroud Un cineaste français : Rene Clair - F. Giroud vous présente le Tout-

Paris  

A. Gide « Fluctuat nec mergitur» - Feuillets d'Autom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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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FED 1의 문학작품과 저자 

Auteur Titre 

'Poèmes et chansons' 

J. Tardieu Conversation – Monsieur, Monsieur 

G. Apollinaire Automne malade – Alcools 

B. Cendrars Nous ne voulons plus être tristes 

C. Roy Le Coquillage 

Ph. Soupault Larmes de soleil – Poésies complètes 

A. Lhéritier Mouettes – Silences 

P. Elouard Poisson – Les animaux et leurs hommes et les hommes et leurs 

animaux 

M. Carême Soir d’été – Pigeon vole 

J. Prévert On frappe – Histoires 

R. Desnos Le Pélican – Chantefables 

 

표 24. FED 2의 문학작품과 저자 

Auteur Titre 

'Poèmes et chansons' 

L. Paulin La nouvelle année – Poèmes 

C. Roy Les quatre éléments – un seul poème 

J. Prévert Il faut passer le temps – Histoires 

P. Eluard Air vif – Phénix 

L.S. Senghor Nuit africaine – Nuit de siné 

Ch. Baudelaire Tableaux paris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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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Tardieu Les préfixes – Choix de poèmes 

P. Fort Le cent a fait le tour du monde – Ronde-3  

Guillevic Art poétique – Gagner 

P. Eluard Bonne justice – Pouvoir tout dire 

 

표 25. FED 3의 문학작품과 저자 

Auteur Titre 

3. Livre, mon ami 

E. Bourdet Vient de paraître 

J.-P. Sartre Lui et les livres – Les Mots 

S. de Beauvoir Elle, lui et les livres – Mémoires d’une jeune fille rangée 

V. Hugo Les Misérables 

M. Allain et E. Souvestre Fantômas 

H. de Balzac Vautrin 

H. Charrière Papillon 

A. Dumas Le premier bal – Mémoires 

A. Maurois En deux mots – Les trois dumas 

A. Dumas Les Trois Mousquetaires 

4. Comme tout le monde ? 

J. Prévert L’officier – Quartier libre, Paroles 

P. Daninos Si l’on vous dit... - Le Jacassin 

J.-L. Curtis Les bonnes manières – Un jeune couple 

J.-P. Sartre Ma chérie, je te présente le docteur Lefrançois – La Nausée 

E. Ionesco Rhinocé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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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 l’ouvrier au patron 

C. Etcherelli Elise ou la vraie vie 

Ph. Saint-Gil Le Barrage 

6. Au service de l’Etat 

M. Toësca Il faut vingt ans pour former un bon directeur – Les fonctionnaires 

G. Courteline Sauf en cas de faute professionnelle grave – Messieurs les Ronds 

de Cuir 

J. Giraudoux Quel beau voyage que votre vie ! – Intermezzo 

8. Images de notre temps : Le cinéma 

J.-P. Sartre Les jeux sont faits 

9. Culture ou contestation ? 

F. Verber L’enlèvement 

F. Arrabal Pique-nique en campagne 

10. L’amour, toujours 

J. de la Bruyère Quelques définitions données par un homme – Les Caractères 

J. Prévert Je suis comme je suis – Paroles 

H. de Montherlant La collectionneuse – Sur les femmes 

F. Marceau Creezy ou le défi de l’amour – Creezy 

P. Elouard Nous deux – Le Phénix Seghers 

F. Mallet-Joris L’air de clochettes - Cordélia 

11. La condition de la femme 

N. Sarraute Entre femmes – Tropismes 

Ch. de Rochefort Stances à Sophie 

H. Bazin La réalité – Le Martrimo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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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uérard Boone à tout faire – Renata n’importe quoi 

F. Marceau La famille Fléchart – Le Babour 

12. Les choses de la vie 

C. Laye Le bijou de la commère – L’Enfant noir 

H. Bazin Lui et son livre de raison – Le Matrimoine 

13. Le sport, problème national 

P. Loti ..un objet d’épouvante – Le roman d’un enfant 

J. Guéhenno ..un pays neuf et libre – Changer la vie 

14. Les animaux : amis ou ennemis ? 

P. Léautaud La mort de Lolotte – Passe-temps 

A. Daudet Pour le plaisir d’attendre ? – Les lettres de mon moulin 

15. Les grandes vacances 

M. Constantin-Weyer La paix, la liberté – La flâneur sous la tente 

J.-J. Sempé et R. Goscinny Le restant du temps on peut faire ce qu’on veut – Le Petit Nicolas 

G. Simenon Maigret n’est pas parti – La colère de Maigret 

16. Science-fiction d’hier et d’aujourd’hui 

J. Verne Le départ – De la terre à la lune 

J. Verne Le conquérant du pôle – Vingt mile lieues sous les mers 

17. Les français en rient 

A. Daudet Tartarin de Tarascon 

E. Ionesco Le nouveau locataire 

18. Tout finit par des chansons 

A. de Musset Chanson de Barberine 

A. Rimbaud Le pauvre s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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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ort Complainte du petit cheval blanc 

G. Apollinaire Les cloches – Alcool 

P. Verlaine Ariettes oubliées – Romances sans paroles 

J. Giraudoux Chanson de Tessa – Tessa 

P. Verlaine Streets – Romances sans paroles 

M. Jacob Chanson 

R. Desnos La sauterelle – Chantefables 

A. Camus L’Etranger 

 

표 26. FED 4의 문학작품과 저자 

Auteur Titre 

Édification 

1. Combattants et résistants 

A. France Contre les Anglais – Vie de Jeanne d'Arc 

R. Vailland Avec les Anglais – Drôle de Jeu 

Ch. de Gaulle A tous les Français – Appel du 18 juin 1940 

A. Malraux Vous ressembliez à la France – Antimémoires 

Stendhal Un autre 18 juin : Waterloo(1815) – La Chartreuse de Parme 

J. Romains 1916:Verdun – Les Hommes de bonne volonté 

Mme de Sévigné Le passage du Rhin – Lettres 

V. Hugo Ô soldats de l'an deux! – Les Châtiments 

Ch. de Chavannes Je ne viens pas pour faire du mal – Origines de l'Afrique équatoriale 

Ch.-H. Kane Ils détruisent et construisaient – L'Aventure ambiguë 

H. de Montherlant Le plaisir de rendre la justice – La Rose de sable 



 

148 

2. Politiques et révolutionnaires 

J. Anouilh Les petits et les grands – Les poissons rouges 

J. de la Bruyère Le riche et le pauvre – Les Caractères 

J.-P. Sartre L'homme communiste – Les Chemins de la liberté 

D. la Rochelle Votre révolution et ma guerre – Gilles 

G. Flaubert La nuit du 23 au 24 février 1848 – L'Education sentimentale 

J. Vallès Blanqui, mathématicien de la révolte – L'Insurgé 

작자미상 Les murs ont la parole 

F. Mauriac Vouloir changer le monde? quelle folie! – Nouveau bloc-notes 

3. Educateurs et prêtres 

C. Paysan Quarante-cinq enfants – Nous autres les Sanchez 

M. Butor Pas de temps à perdre - Degrés 

F. Rabelais Une journée bien remplie - Gargantua 

M. de Montaigne Le latin sans larmes – Les Essais 

M. Pagnol Il ne salue pas les animaux – La Femme du boulanger 

G. Bernanos Un vrai chef de paroisse – Journal d'un curé de campagne 

G. Cesbron Les Chrétiens ne sont pas séparés – Les Saints vont en enfer 

4. Artistes et savants 

Ch. Péguy Notre-Dame de Chartres – Présentation de la Beauce à Notre-Dame 

de Chartres 

M. Proust La petite phrase de Vinteuil –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E. Zola Tout voir et tout peindre – Les Rougon-Macquart 

F. Carco Pluss bô que la Vénus de Milo! – De Montmartre au Quartier latin 

G. Apollinaire 1910 : le Cubisme – Chroniques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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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iderot Peinture et sculpture – Salon de 1765 

Ch. Baudelaire Les phares – Les Fleurs du mal 

R. Descartes Les quatres règles de la méthode – Discours de la méthode 

J. Rostand L'humilité devant la vie – Inquiétudes d'un biologiste 

A. de Saint-Exupéry Vol de nuit 

Contestation 

5. La famille contestée 

J. Cocteau Qu'est-ce qu'une famille bourgeoise? – Les parents terribles 

H. de Montherlant Ah, si tu pouvais être un peu rebelle! – Fils de personne 

H. de Montherlant Tu feras ce que tu voudras – Demain il fera jour 

H. Bazin Une éducation forte – Vipère au poing 

H. Bazin Les planques - Vipère au poing 

J.-J. Rousseau Pourquoi? Pourquoi? – Emile ou de l'Education 

F. Mauriac Tel père, tel fils – Le Mystère Frontenac 

6. La société contestée 

M. Aymé La bonne nouvelle – La Tête des autres 

J. de la Fontaine L'huître et les plaideurs - Fables 

M. Pagnol Chacun sa part du gâteau - Topaze 

E. Zola Ouvriers et patrons – Les Rougon-Macquart 

J.-J. Rousseau Contre la propriété – Discours sur l'origine de l'inégalité 

V. Hugo Bon appétit, Messieurs! – Ruy Blas 

7. Médecins contestés et contestataires 

Molière Un étrange médecin – Le malade imaginaire 

J. Romains Comment se faire un clientèle –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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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Anouilh Les médecins ont toujours raison – Ornifle 

R.M. du Gard Le respect de la vie – Les Thibault 

A. Camus Le scandale de la souffrance – La Peste 

8. La condition humaine contestée 

P. Beaumarchais Contre la supériorité des riches – Le mariage de Figaro 

S. de Beauvoir Contre la supériorité des hommes – Le Deuxième sexe 

G. Cesbron Contre la misère – Les Saints vont en enfer 

J. Anouilh Votre sale espoir – Antigone 

L.-F. Céline La guerre, en face et de profil – Voyage au bout de la nuit 

J.-P. Sartre Les Mains sales 

Acceptation 

9. La douceur de vivre 

A. Rimbaud Sensation – Premier vers 

J. Supervielle Hommage à la vie - Poèmes 

S.-G. Colette Vins – Prisons et paradis 

A. Brillat-Savarin Le plaisir de la table – Physiologie du goût 

G. Duhamel Le sournois – Fables de mon jardin 

A. Daudet Maison à vendre – Contes du lundi 

J. Romains Se laisser conduire par les lieux – Paris des hommes de bonne 

volonté 

10. L'accord avec le milieu 

E. Guillevic J'assemble de mots – Terre à bonheur 

J. Giono Un homme heureux – Les matières du bonheur 

M. Proust Le clocher de Saint-Hilaire –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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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uras Nevers – Hiroshima mon amour 

J. du Bellay Heureux qui, comme Ulysse... – Les Regrets 

J. Giraudoux Un village comme tous les villages - Siegfried 

A. Gide Il est d'autres terres plus belles - Prétextes 

11. L'accord avec les autres 

A. Camus Ils ont fini par se ressembler – L'Etranger 

A. Camus Qu'est-ce que je vais devenir? – L'Etranger 

V. Hugo Elle avait pris ce pli... – Les contemplations 

F. Nourrissier Bettina et ses propriétaires – Le Maître de maison 

J. Cocteau Comme deux membres d'un même corps – Les Enfants terribles 

P. Eluard Pour ne plus être seuls – Une leçon de morale 

A. de Saint-Exupéry Les deux jardiniers - Citadelle 

G. Apollinaire Le pont Mirabeau - Alcools 

12. Le bonheur? 

Molière Un sage – Le Misanthrope 

F. Ponge Quel bonheur d'être un escargot! – Le Parti pris des choses 

E. Ionesco La vie n'est pas belle. Elle est la vie – Le Roi se meurt 

J. Anouilh Il faut qu'il y en ait qui disent "oui" - Antigone 

Mme. de La Fayette Une vertu inhumaine – La princesse de Clèves 

Corneille L'honneur. Le devoir – Le Cid 

S. Beckett Encore un beau jour! – Oh! les beaux jours! 

Voltaire Candide 

Évasion 

13. F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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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Rochefort Je me suis levé et je suis parti – Printemps au parking 

F. Sagan Tu m'écriras? – Dans un mois, dans un an 

G. Flaubert Une vie rêvée – Madame Bovary 

A. Gide Je partis sur les routes – Les Nourritures terrestres 

M. Proust Le mécanisme de la mémoire –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G. de Nerval Fantaisie - Odelettes 

14. Voyages réels et imaginaires 

P. Gauguin Libre enfin! Le silence – Lettres à sa femme et à ses amis 

H. Troyat Une ville démesurée – La Case de l'oncle Sam 

V. Larbaud Ô train de luxe! – A.P. Barnabooth, ses poèmes 

B. Cendrars Prose du Transsibérien et de la petite Jehanne de France  

C. de Bergerac En ce monde-là – Histoire comique des états et empires de la lune et 

du soleil 

P. Claudel Ah! Combien de temps encore... – Le Livre de Christophe Colomb 

F.-R. de Chateaubriand Levez-vous vite, orages désirés! - René 

S. Mallarmé Brise marine – Du parnasse contemporain 

15. L'étrangeté du réel 

A.-Fournier La fête étrange – Le Grand Meaulnes 

J. Tardieu Petits problèmes et travaux pratiques – Un mot pour un autre 

Montesquieu Paris, vu d'Ispahan – Lettres persanes 

B. Vian Un réveil difficile – Automne à Pékin 

M. Aymé Histoire de murs – Le passe-muraille 

Ch. Baudelaire Correspondances – Les Fleurs du mal 

16. Au-delà du cons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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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Giraudoux Une entreprise universelle de démolition – La Folle de Chaillot 

A. Rimbaud L'histoire d'une de mes folies – Une saison en enfer 

T. Tzara Pour faire un poème dadaïste – sept manifestes dada 

R. Desnos Les gorges froides – C'est les bottes de sept lieues cette phrase : Je 

me vois 

A. Breton Dernière levée – Le Revolver à cheveux blancs 

H. Michaux J'ai vu les milliers de dieux – Huit expériences 

  

 표 27. MAP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136 

                                                      
136 MAP는 각 장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Chapente의 제목으로 대체함 

Auteur Titre 

1. Comment poser une question 

Bernard Dadié Un Nègre à Paris 

Jacques Audiberti Paris fut 

2. Comment faire une réponse négative 

Bifrons Au Marché 

Jean Cayrol Les Grands magasins 

3. L'Expression des quantités 

James de Coquet Soyez bons pour les clients ! 

Michel Butor Un Hôtel 

4. L'Expression de la qualité 

Georges Pérec Un Appartement trop petit 

René Goscinny Grêve ! 

5. L'Expression du te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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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 Perret Dans le métro 

Michel Butor Une Gare 

7. L'Expression des rapports de temps 

Henri Michaux Plume voyage 

Simone de Beauvoir Voyager 

8. La Concordance des temps 

Jean Cayrol Les Travaux 

Monique Wittig Dans la forêt 

9. L'Expression des sentiments 

Jacques de Bourbon-Busset Comment prendre le pouvoir 

10. L'Expression de la cause 

Claude Sergent Un Beau dimanche 

Jean-Louis Curtis Fils de famille 

11. Le but. La conséquence 

Jacques Bureau Croissance 

Jean-Marie le Clézio Toutes les morts possibles 

12. Eventualité et supposition 

Michel Butor L’Enseignement 

13. L'expression de l'opposition 

Apollinaire La Danse est un sport 

14. La Relation 

Jean Guichard-Meili Une To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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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Archipel 1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137 "Archipel에서 서명되지 않은 시들은 Hélène GAUVENET와 Marc ARGAUD 의 시다." 
 « Les poèmes non signés d’ARCHIPEL ont été écrits par Hélène GAUVENET et Marc ARGAUD. » 
(각주 1, Archipel 1, p.25) 

Auteur Titre 

1. Qui êtes-vous ? 

H. Gauvenet et M. Argaud 

(이하 H & M)137 

Nuit 

H & M L’oiseau 

3. Où allez-vous ? 

H & M Pardon, Monsieur 

5. Combien en voulez-vous ? 

H & M Du pain, du vin... 

6. Comment sont-ils ? 

H & M Nuit de Juin 

H & M Femme -Objet 

H & M Musique 

A. Robbe-Grillet Instantanés 

7. Qui choisir et que choisir ? 

H & M Quel est pour vous le plus bel âge ? 

Ch. Baudelaire L’invitation au voyage 

J. Giraudoux La Folle de Chai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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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Archipel 2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표 30. Tempo 2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Auteur Titre 

8. Le passé, c’était hier 

M. Pagnol Le château de ma mère 

J. Gracq Un balcon en forêt 

J. Prévert Barbara 

9. Que s’est-il passé ? 

J. Prévert Déjeuner du matin 

J.-P. Faye L’ecluse 

R. Queneau Exercices de style 

A. Camus L’Etranger 

10. Attentes et incertitudes 

J. Romains Knock 

작자미상 Il y a bien longtemps 

S. Beckett En attendant Godot 

R. Barthe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11. Le futur, c’est demain 

H. Martin L’amour a cassé sa pipe 

12. Modes d’emplois 

J. Prévert Pour faire le portrait d’un oiseau - Paroles 

Auteur Ti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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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primer ses goûts, son opinion 

A. Makine Le testament français 

R. Desnos Le bonbon 

P. Eluard Air Vif 

J. Tardieu Le Petit optimiste 

J. Prévert Chanson 

2. Dire à quelqu'un de faire quelque chose 

J. Cocteau A croquer ou l’ivre de cuisine 

3. Raconter 

A. Camus Le Premier Homme 

D. Pennac La fée carabine 

4. Proposer, accepter, refuser 

R. Fallet Paris au mois d’août 

5. Rapporter les paroles de quelqu'un 

Le Clézio La Fièvre 

P. Beaumarchais Le Barbier de Séville 

6. Cause, conséquence, hypothèse 

G. Courteline Monsieur Badin 

7. Argumenter 

D. Pennac Comme un roman 

B. Moustapha La couture de Paris 

8. Exposer, prendre la parole 

J. de La Fontaine Fables 

G. Flaubert Madame Bov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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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BJ 3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표 32. BJ 4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138 

                                                      
138 4권은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과 8장에는 Coin Poésie영역이 없기 

때문에 총 6개의 시만 포함되어 있다. 

9. Rédiger 

A. Camus une lettre pour Monsieur Germain 

A. Allais Captain Cap 

P. Verlaine Marine 

J. Prévert Arbres 

M. Proust Du coté de chez Swann 

Auteur Titre 

4. Zoom sur les artistes! 

P. Eluard Liberté – Poésie et Vérité 

6. Tous en scène 

A. Dumas Le jeune d’Artagnan – Les trois mousquetaires 

Molière L’avare 

Auteur Titre 

2. L'énergie de la performance 

G. Apollinaire Il neige et cette nuit est très noire... 

3. Les transports autrement 

J. Prévert En sortant de l’école – Histoires 

4. Ressources vit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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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TVB 1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표 34. TVB 2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J. Tardieu Quand j’écoute et n’entends pas... – Le Fleuve chaché 

5. Communiquer dans l'univers 

P. Eluard L’entente – Les yeux fertiles 

6. fêtes et loisirs 

R. Queneau Exercices de style 

J.C. Valin L'Humour des poètes 

7. Notre amie la nature 

P. Eluard Balances, Ⅳ 

Auteur Titre 

Unité 4. Le temps qui passe – Leçon 8 

Stéphanie Des cornichons au chocolat (p.104) 

Unité 5. Achats – Leçon 10 

M. Bloch Devinette – 365 contes pour tous (p.131) 

Auteur Titre 

Unité 1. Au fil des jours – Leçon 2 

A. Gavalda Je voudrais que quelqu’un m’attende quelque part (p.25) 

M. Lambron Jardins d’enfance (p.31) 

Unité 3. Terre des hommes – Leçon 5 

A. de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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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TVB 3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Ch. Beaudelaire L’étranger – Petits poèmes en prose (p.62) 

M. Mohrt Jessica ou l’amour affranchi(p.62) 

Unité 4. Planète techno – Leçon 7 

J. Verne La journée d’un américain (p.91) 

Unité 4. Planète techno – Leçon 8 

D. Pennac Au bonheur des ogres (p.102) 

Projet 2. Série noire 

F. Laborde Dix jours en mars à Bruxelles (p.105) 

G. Simenon Les inconnus dans la maison (p.108) 

Unité 5. Dans tous ses états – Leçon 9 

J. Harpman Récit de la dernière année (p.110) 

M. Winckler La maladie de Sachs (p.119) 

Unité 6. Faits et merveilles – Leçon 11 

작자미상 Conte du bon vieux temps (pp.132-133) 

tradition orale suisse Au pays de Gruyère...(p.138) 

tradition orale 

québécoise 

Moïse, enfant, vivait... (p.138) 

H. Gougaud L’arbre à soleils (p.138) 

P. Gripari La sorcière de la rue Mouffetard (p.138) 

Auteur Titre 

Unité 0. En tête 

C. Laurens Dans ces bras-là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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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TVB 4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Unité 1. A coeur ouvert – Leçon 2 

B. Cendrars La légende des origines – Anthologie nègre (p.25) 

A. Memmi La statut de sel (p.27) 

J. Brel La chanson des vieux amants (p.27) 

M. Fermine Neige (p.27) 

Unité 3. La langue bien pendue – Leçon 5 

G. Flaubert Madame Bovary (p.65) 

Unité 4. Le marché en main – Leçon 8 

Ph. Delerm La première gorgée de bière et autres plaisirs minuscules 

(p.110) 

Unité 5. Les pieds sur terre – Leçon 9 

M. Darrieussecq Toi et moi en 2030 (p.123) 

M. Tournier La goutte d’or (p.124) 

Auteur Titre 

1. Le phare 

J.M.G. Le Clézio Désert (p.15) 

2. Rencontres 

A. Breton Nadja (p.27) 

Ch. Beaudelaire A une passante (p.34) 

F. Cavanna Mignonne, allons voir si la rose... (p.34) 

Stendhal Rome, Naples et Florence (p.34) 

3. Des métiers aux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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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Totem 1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C. Maier La défaite de la parole – Bonjour paresse (p.45) 

4. La vraie vie 

J. Cocteau Le menteur (p.51) 

5. L’air du temps 

Houellebecq Notre société... (p.70) 

6. Les futurs proches 

B. Werber, J. de Rosnay, 

D. Lecourt 

Chimérique, utopique, réel (p.75) 

F. Schuiten, B. Peeters Nouveaux échassiers – Les portes du possible (p.83) 

7. Le « vivre-ensemble » 

A. Maalouf Origines, Les identités meurtrières (p.87) 

8. Nouvelles en série...noire 

S. Japrisot La dame dans l’auto avec des lunettes et un fusil (p.106) 

F. Vargas Debout les morts (p.106) 

J.-C. Izzo Total Khéops (p.106) 

10. Cultiver son jardin 

A. Rimbaud Sensation (p.128) 

B. Vian Je voudrais pas crever (p.128) 

J. Prévert Alicante – Paroles (p.128) 

M. Onfray La raison gourmande (p.128) 

J. Grenier Inspirations méditerranéennes (p.131) 

Auteur Ti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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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Totem 3에서 제시된 작품과 저자 

 

Dossier 6 – Leçon 22. Les vacances 

Ph. Delerm C’est bien (p.82) 

Ph. Delerm Etre père, disent-ils (p.82) 

Auteur Titre 

Dossier 2 – Leçon 10. Plume 

H. Michaux Plume 

Dossier 3 – Leçon 15. Le Tour du monde 

J. Verne Le Tour du Monde en 80 jours 

Dossier 4 – Leçon 20. Correspondance 

A. de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Ch. Baudelaire Les Fleurs du Mal 

De Baudelaire à Saint-Exupéry « Ma chère Maman... », des lettres d’écrivains 

Dossier 5 – Leçon 25. Knock 

J. Romains Knock 

Dossier 6 – Leçon 30. Petite Poucette 

M. Serres Petite poucette 

Dossier 7 – Leçon 35. Le Horla 

G. de Maupassant Le Ho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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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그림 1. Mauger 1 – 문학작품의 예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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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P – B. Dadié의 Un nègre à Paris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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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rchipel 1 – H & M의 Pardon, Monsieur (p.63) 

 
 

그림 4. Mauger 2 – 문학텍스트에서 발견되는 leçon 1-5 문법요소들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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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auger 3 – E. Zola의 Une Noce se perd au Musée du Louvre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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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auger 3 – J. Romains의 Sans billet dans le métro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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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auger 3 – A. Samain의 Tout dort. Le fleuve antique...(p.84) 

 



 

171 

그림 8. Mauger 4 – 8장 도입부글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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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ED 2 – Poèmes et Chansons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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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ED 3 – 문법∙어휘학습을 유도하는 문제 (p.47) 

 
그림 11. FED 3 – A. Camus의 L’étranger관련문제 (p.296) 

 



 

175 

그림 12. FED 4 – Stendhal의 La Chartreuse de Parme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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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AP – M. Wittig의 Dans la forêt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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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AP – B. Dadié의 Un nègre à Paris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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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rchipel 1 – 문체학습영역에서 제시된 문학텍스트 예 (p. 25) 

 



 

180 

그림 16. Archipel 1 – J. Giraudoux의 La Folle de Chaillot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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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rchipel 1 – Ch. Beaudelaire의 L’invitation au voyage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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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rchipel 2 – J.-P. Faye의 L’Ecluse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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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rchipel 2 – M. Pagnol의 Le château de ma mère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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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rchipel 2 – J. Gracq의 Un balcon en forêt (p.30) 

 

그림 21. Tempo 2 – A. Makine의 Le testament français (p.10) 

 



 

186 

그림 22. Tempo 2 – R. Desnos의 Le bonbon / P. Eluard의 Air vif / J. Prévert의 

Chanson / J. Tardieu의 Le petit optimiste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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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empo 2 – G. Courteline의 Monsieur Badin (p.153) 

 



 

188 

그림 24. Tempo 2 – A. Camus의 Le Premier homme (p.67) 

 



 

189 

그림 25. BJ 3 – A. Dumas의 Les Trois Mousquetaire (p.72) 

 



 

190 

그림 26. BJ 3 – Molière의 l’Avare (p.75) 

 



 

191 

그림 27. BJ 3 – 6장 문화영역(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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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BJ 4 – G. Apollinaire의 Poèmes retrouvés (p.25) 

 

그림 29. TVB 1 – Stéphanie의 Des cornichons au chocolat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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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TVB 1 – M. Bloche의 365 contes pour tous les âges (p.151) 

 



 

194 

그림 31. TVB 2 – A. Gavalda의 Je voudrais que quelqu'un m'attende quelque 

part (p.25) 

 



 

195 

그림 32. TVB 2 – J. Verne의 La jounée d'un Américainen 2890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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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TVB2 – M. Lambron의 Jardin d'enfance (p.31) 

 
그림 34. TVB 2 – 문화영역 les contes francophones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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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TVB 2 – F. Laborde의 Dix jours en mars à Bruxelles(p.105) 

 

그림 36. TVB 3 – A. Memmi의 La statue de sel / J. Brel의 La chanson des vieux 

amants / M. Fermine의 Neige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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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TVB 4 – J.M.G. Le Clézio의 Déser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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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VB 4 – J. Cocteau의 Le menteur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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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otem 1 – Ph. Delerm의 C’est bien / Etre père, disent-ils (p.82) 

 

그림 40. Totem 3 – H. Michaux의 Plume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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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otem 3 – J. Verne의 Le tour du monde en 80 jours (p.56) 

 



 

202 

그림 42. Totem 3 – M. Serres의 Petite Poucette (p.102) 

 



 

203 

그림 43. FED 4 – A. Rimbaud의 Sensation (p.130) 

 



 

204 

그림 44. TVB 3 – B. Cendrars의 Anthologie nègre (p.25) 

 



 

205 

그림 45. TVB 4 – A. Breton의 Nadja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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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BJ 4 – J. Tardieu의 Le Témoin invisible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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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Archipel 2 – 10장 심화학습영역에서 제시된 문학텍스트 

(p.81/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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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BJ 3 – P. Elourd의 Liberté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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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Réflexion sur les aspects de l'exploitation du texte 
littéraire dans les manuels de FLE 

 

LEE Jae-Eun 
Maîtrise en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l’exploitation du texte 

littéraire est négligée depuis longtemps. Il est devenu plus difficile d’y retrouver le 

statut de littérature avec la situation actuelle de plus en plus industralisée et 

systematisée. La communication est considérée comme une compétence primordiale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ainsi les textes littéraires sont 

continuellement contestés et considérés comme inutiles. Ceux-ci constitueraient des 

outils destinés uniquement aux élèves de haut niveau. 

Cependant, même si l’on s’interroge sur l’efficacité du texte littéraire 

unanimement, la plupart des manuels de FLE continue à en inclure en tant que 

documents d’apprentissage. De plus, l’examination attentive des méthodes de FLE 

dans l’histoire révèle que le texte littéraire y occupait toujours une place en prenant 

en charge le rôle qu'il était appelé à jouer.  

Aujourd’hui, l'apprentissage de la langue étrangère repose sur l'enseignement des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Néanmoins pour une communication réussie, il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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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écessaire d’avoir une certaine connaissance sur la culture du pays dans lequel la 

langue cible est employée. La raison pour laquelle les textes littéraires se trouvent 

durablement dans les manuels de FLE est que les objets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ne se limitent pas ainsi à l’apprentissage de la grammaire ou à 

l’exercice des expressions de la communication. Contrairement aux textes écrits dans 

le but d’apprendre la grammaire, il existe d’autres effets suscités seulement par les 

textes littéraires, et c’est évidemment pour cela qu’ils sont toujours utilisés. Pourtant, 

en Corée nous n’avons pas encore discuté activement de la nature de ces effets 

produits lors de l’exploration de ces textes, il reste donc des questions en suspend sur 

son efficacité et sur les difficultés à l’exploiter. 

Dans cette étude, nous abordons les rôles de texte littéraire à travers l’analyse des 

matériaux pédagogiques de FLE qui représentent la réalité de l’enseignement. Les 

manuels permettent de prévoir les méthodes et les contenus d’apprentissage de sorte 

que nous comprenions les aspects de l’enseignement de la langue tout en exploitant 

la littérature. 

D’abord, cette étude prend en compte les méthodes de FLE qui se focalisent sur la 

place de la littérature. Nous avons vérifié qu'elle n’a jamais été exclue des méthodes 

d'apprentissage de FLE au cours de l'histoire, et observé dans quelle mesure la 

littérature a été examinée. 

Puis dans un second plan, nous avons choisi 33 manuels qui représentent 

différentes périodes et en avons sélectionné 8 livres qui comportent le plus de textes 

littéraires. L’analyse attache de l’importance à la constitution de manuel, aux critères 

de sélection de la littérature, et à la manière dont les textes littéraires sont exploités. 

Concernant la constitution de manuel, nous avons fait la liste des secteurs dans 

lesquels les textes littéraires se présentent, et confirmé en même temps que le nom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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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textes littéraires proposés augmente selon le niveau du manuel. A propos des 

critères de sélection de la littérature, il a été remarqué que le genre et la longueur des 

textes littéraires se diversifient en fonction du niveau linguistique grandissant des 

étudiants, ainsi nous avons dressé une liste des textes littéraires trouvés dans chaque 

manuel. Dans l’analyse de l’exploitation des textes littéraires, nous avons classifié 

des exercices et des questions avec lesquels les textes sont proposés et y découvert 

les rôles du texte.  

Pour finir, en appuyant sur l’usage des textes littéraires observés par l’analyse des 

manuels et des études préexistantes, cette analyse tente d’établir les 7 rôles du texte 

littéraire dans l’enseignement de FLE.    

Étant donné que la littérature et l’enseignement de FLE sont étroitement liés, des 

recherches continuelles favoriseraient une méthode d'application efficace adaptée au 

niveau de la classe. Pour ce faire, il faut relever le point de repère de l’ enseignement 

à travers l’affirmation des rôles et des effets de l’exploitation de la littérature. Nous 

espérons donc que la discussion de cette étude sur les aspects d’usage de la littérature 

sert de bon point de départ au futur 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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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éraires, rôles de la littérature, enseignement de FLE 

 

Numéro d’étudiant : 2016-21810 

 

 

 



 

 

 


	제 1장 서론
	제 2장 FLE교수법 역사 속에서의 문학
	2.1 전통교수법(La mthode traditionnelle)
	2.2 직접교수법(La mthode directe)
	2.3 청화교수법(La mthode audio-orale)
	2.4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La mthode structuro-globale audiovisuelle)
	2.5 의사소통 접근법(Lapproche communicative)
	2.6 행위중심접근법(Lapproche actionnelle)
	2.7 종합적 고찰

	제 3장 FLE교재 분석
	3.1 교재의 구성
	3.2 문학작품의 선정기준
	3.3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3.3.1 Mauger
	3.3.2 FED
	3.3.3 MAP
	3.3.4 Archipel
	3.3.5 Tempo
	3.3.6 BJ
	3.3.7 TVB
	3.3.8 Totem


	제 4장 문학텍스트의 역할
	4.1 언어의 학습
	4.2 문학언어에 대한 고찰
	4.3 문화 요소로서의 역할
	4.4 상호문화능력의 함양
	4.5 사고능력의 향상
	4.6 창의성 발달
	4.7 심미적 요소의 탐구
	4.8 종합적 고찰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부록 Ⅱ
	Rsum


<startpage>15
제 1장 서론 1
제 2장 FLE교수법 역사 속에서의 문학 4
 2.1 전통교수법(La mthode traditionnelle) 4
 2.2 직접교수법(La mthode directe) 8
 2.3 청화교수법(La mthode audio-orale) 11
 2.4 구조총괄 시청각교수법(La mthode structuro-globale audiovisuelle) 13
 2.5 의사소통 접근법(Lapproche communicative) 15
 2.6 행위중심접근법(Lapproche actionnelle) 16
 2.7 종합적 고찰 20
제 3장 FLE교재 분석 21
 3.1 교재의 구성 22
 3.2 문학작품의 선정기준 32
 3.3 문학텍스트 활용방식 41
  3.3.1 Mauger 41
  3.3.2 FED 48
  3.3.3 MAP 52
  3.3.4 Archipel 57
  3.3.5 Tempo 62
  3.3.6 BJ 66
  3.3.7 TVB 71
  3.3.8 Totem 80
제 4장 문학텍스트의 역할 85
 4.1 언어의 학습 85
 4.2 문학언어에 대한 고찰 87
 4.3 문화 요소로서의 역할 92
 4.4 상호문화능력의 함양 93
 4.5 사고능력의 향상 100
 4.6 창의성 발달 104
 4.7 심미적 요소의 탐구 105
 4.8 종합적 고찰 108
제 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5
부록 Ⅰ 120
부록 Ⅱ 164
Rsum 21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