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國의 文學敎育
- 評1J를 통한 릅語와 文學의 透視

金大幸

1. 英國을말하는까닭 

영국의 교육은 영국의 교육이고， 한국의 교육은 한국의 교육이다. 영국은 자 

기네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하여 자기네 역사와 현실을 바탕으로 교육을 설계 

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한 

다. 동어 반복일 따름인 이런 전제가 새삼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지난날 우리는 외국의 사례나 방법을 선진국의 그것이라 하여 많이 본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개발중인 우리의 제7차 교육과정만 해도 영국의 틀을 

본보기로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1) 영국과 한국은 여러 모로 다른데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1) 제 7차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미국， 호주， 영국올 본보 

기로 진행된 데서 그러한 동향을 엿볼 수 있다{전성연 외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방안 연구~， 교육과정 개선 연구회， 1995. 12.). 

그 중에서도 영국의 표본에 기울어진 것을 정작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공동 기본 교육 기간’이라고 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둥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뜰 수 있다. 학교급을 단위로 해서 교육이 기획되던 우리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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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두 나라가 보여주는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삶이 지난 보편성 때문이다. 정치제도의 형식이 나라마다 다르면서도 그 

바탕이 되는 정신은 다를 바가 없는 점， 불자의 유통 방식도 그러한 점， 학교교 

육의 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이상과 구조는 유사한 점-이런 현상뜰 

은 인간과 삶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공통성과 보편성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준 

다. 그러기에 서로가 지난 장점을 본받을 수도 있고，2) 섬지어는 나쁜 경향까지 

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남의 일이라도 눈여겨 볼 펼요가 있다. 

그러나 남의 일을 살필 때는 엄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는 데 선진국이라고 

모든 것이 선진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기반이 공통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선진성을 앞세우 

는 것은 어리석다. 다만 그것이 언어， 인간，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세상에 서l 나라 말을 교육하는 한 

예로 삼아 살펼 만한 가치는 있다. 영국의 영어교육은 저들의 알이며， 한국의 

국어교육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가 이질적인 언어이 

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 볼 펼요는 있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문제를 특히 문학의 위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고자 한다. 왜 하필 문학 

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 까닭은 이러하다. 

지난 날 우리의 국어교육학계는 문학과 국어교육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를 두고 뜨거운 논의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제는 그 논란이 어느 

만큼은 정돈이 되었으며， 국어교육에서 문학을 배제해도 좋다는 견해는 수그러 

들었다고 하겠지만， 국어교육에서 문학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 교육적 

관습을 버리고1 고둥학교 1학년에서 기본 공통 교육을 종료하고 고둥학교 2-3학 

년에서는 선태적으로 과목을 이수하게 한 설계가 그것이다. 이는 영국이 의무교육 

11년을 마치고 공공 기구가 시행하는 시험의 결과에 따라 진학반에 진입 여부플 

결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을 참조 

교육부제 7차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J ， 1997.5.2-3면. 

허경철수준별 교육과정의 펼요와 개발 방향J，교육과정 연구~， 제 14권 제 2호， 

1996. 7면. 

2) 영국이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창고할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들어 있음은 이런 인식 

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활스 황태자 사무실이 동양의 수준 높은 교육을 본받 

아야 한다{The M떠1， 1997년 6월 15일자 l변 머리기새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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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둥의 문제는 아직도 어지러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3) 특히 영국이 영어교육 안에서 문학을 자랴매김한 방식은 

우리와 많이 다프다. 이 차이는， 국어교육 영역 구분의 기이성을 다시 생각하 

게 해 준다，4) 이런 점에서도 저들의 방법에 담긴 생각을 살피는 것은 의미가 

3) 그 예를 살펴 본다. 근래 들어 활발하게 선개된 국어교육 관계의 논저름 살피면 이 

점이 드러난다. 

최현섭 외국어교육학개론l(삼지원， 1996)은 그 ‘제 4부 국어교육의 실천’에서 

듣기교육， 말하기교육， 읽기교육， 쓰기교육， 문학교육을 차례로 다룹으로써 ‘문학’ 

을 다섯 개로 나눈 국어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는 관점을 보여 주었다. 

신헌재 외열린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수 • 학습 방법~(박이정， 1996)에서는 만하 

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지식， 문학의 각 영역으로 목7}를 구성함으로써 제 5차 

교육과정 이래 통용되고 있는 영역 구분을 따르면서 역시 문학을 영역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이오}는 달리 <11"영목 외국어교육학 원론~(교학사， 1996)에서는 국 

어교육의 이폰을 표현론과 이해흔이라는 거시적 판점에서 구분하고? 이해론의 한 

부분에 문학촬 놓음으로써 언어 지식을 표현론에 궈속시킨 것과 함께 독특한 관점 

을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문학은 읽기나 듣기와 함께 이해 활동의 한 양식이거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족할 듯하다. 

이와는 달리 ‘문학교육’을 논의하는 상당수의 견해들은 국어교육에서의 위상 문제 

보다는 문학‘올’ 교육하는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 이라한 논의는 운 

학에 대하여 교과 또는 영역으로서의 독자성 또는 체계성을 부여하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 국어교육 안에서 하늑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과 연관되 

는가 하는 문제를 도외시해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넙 수 없다. 이런 논 

의가 국어교육의 총체적인 구조 또는 전망과 무관하게 오직 문학 자체의 가치와 

미덕을 교육하는 문제 쪽으로만 심화된다면， 국어교육과 문학의 판계가 무엿인가 

하는 원론적 시비에 또다시 휩싸일 우려는 진정 없는 것일까? 이것이 부절없는 기 

우이기를 바란 따름이다 

또한 국어교육의 설상을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어 교육에서 문학이 여섯 영 

역 가운데 하나로 설정된 결과는 문학의 국어교육적 비중을 산술적으로 6분의 일 

혹은 5분의 연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뜸을 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는 곧바로 읽을 만한 자료의 빈곤， 생활언어 중심으로 전개되는 언어 활동의 단순 

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국어교육은 무미건조한 과목이 되기에 이르렀다는 논 

란이 일고 있다 

4) 국어교육의 영역을 말하기， 뜯기， 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으로 나누는 것은 

앞의 넷과 뒤의 둘 각각이 지닌 성격이 너무 달라서 분류의 기준이 바로 세워졌다 

고 하기 어렵다. 때로는 언어가능， 언어지식， 문학의 세 영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 

으나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듯하L 또한 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역할이 여 전히 

애매해서 문제가 된다. 왜 분류의 총위뜰 넘나드는 분류가 이루어졌논가? 언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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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인다. 따라서 영어교육에서 문학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교육적 의 

의와 기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로 우연이지만， 서울대학교의 배려로 한 해 동안 영국에 머무르게 됨으로 

써 이 방변에 가져 왔던 관섬사를 저들이 실현하는 방식에 비추어 생각할 기회 

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외국인 

으로서 남의 나라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일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관찰로 속속 

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은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해에 그치고 말 우려가 없지 않다. 따 

라서 살피는 범위를 좁혀서 초점화하기로 하였다. 이 글의 화제를 평가의 문제 

에 국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가 방식은 교육의 질파 내용을 결정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 

은 말해 준다. 평가의 의도와 형식이 지년 힘은 막강해서 때로는 교육과정이며 

교과서 동 국가적 문서마저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는 그 교육의 실상올 살피는 데 표본 

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논의를 이렇게 국한시키더라도 국어교육 

과 문학의 관계를 살피는 데 충분한 의미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n. 英國 自國語敎育의 制度

1. 敎育의 段階 區分

영국은 1990년에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1995년에 이를 보완하여 시행하 

고있다. 

이 교육과정에 따르면 의무 교육인 5세부터 15세까지 11학년간은 네 개의 

단계(Key Stage: 이하 KS로 약칭)로 나윈다; 1단계가 5-7세의 2년간，5) 2단계 

을 기능 교육으로 규정하는 일이 곧바로 문학 배제론으로 이어졌던 거센 물결이 

문학이라는 전통적이고 현실적인 실재 앞에서 어정쩡한 타협올 한 결과로 해석할 

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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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11세의 4년간; 3단계는 11-14세의 3년간; 4단계는 14-16세의 2년간으 

로 되어 있다.11년간의 교육이 끝난 뒤 대학에 진학할 사람들은 선발에 의하 

여 다시 2년간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A(dvanced)-level이라고도 하고 six

th-fonn이라고도 한다. 

각 단계에서 학습하는 교과목으로는 KSI-2에서 영어， 수학， 과학， 테크놀로 

지(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정보와 테크놀로지)， 역사， 지리， 미술， 음악， 체육， 

KS3에서는 위의 과목에 외국어6)를 추가하고， KS4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 외 

국어와 테크놀로지 또는 체육이 부여된다. 국가교육과정은 11년간 4단계의 교 

육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A-level에서 공부할 과목이나 그 구체적 내용 

은 진학할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단계에서 교과목이 세분화된다. 예컨대 

과학을 물랴， 화학， 생물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은 A-leveJ에 

서이다. 

2. 敎育課程의 構造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전과목에 공통되는 지침을 밝힌 뒤에 교과별로 진술 

한다. 영어는 먼저 총론격으로 일반 지침(General Requirement for English: 

Key Stage 1-4)을 제시한 다음， 각 단계별로 말하기/듣기，7) 읽기， 쓰기의 세 영 

5) 각종 자료가 학생들의 나이플 표시하는 방식은， 1단계의 경우 5-7세， 2단계는 7-
11 세 ..... 식으로 한 살씩을 추가하여 표기한다. 여기서 ‘5-7세’라고 한 것은 실제 

로 2년의 교육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생의 실제 나이와 학년도의 기간 사이 

에 거리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허용의 폭을 섣정한 것이다. 

6) 라틴어플 교육해 오던 관습 때문에 외국어의 명칭은 m여em forei맑 l뻐맹ge 또는 

modem language라는 용어로 표가하는 경향이다. 이 밖에도 영어와 외국어를 분간 
해서 전자는 암19lish， 후자는 Language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튼학교와 

같은 사립고둥학교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같은 고전 외국어릅 낮은 학년에서부 

터 배우게 한c]-. 

7) 말하개듣기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Spea때19 and Liste띠ng이라고 하여 한 영 
역으로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스코뜨랜뜨에서는 두 영역으로 셜정하고 Speaking을 

Ta1king이라고 하여 용어에서도 차이플 보인다. 스코트랜드는 이 밖에도 성취목표 

의 수준을 다섯 단계로만 나누는가 하면， 내용의 기술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The Scottish Office Education Department, Curriculum and Assessment 

in Scotland National Guidelines: English Language 5-14,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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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의 내용은 1.범위(Range)， 2.주요 기능 

(Key Skill) , 3.표준영어와 언어학습(Standard English and Language Study)의 

세 부문으로 갈라 기술하였다. 

범위에서는 이야기하기， 아이디어 개발하기， 일을 기술하기 둥과 같은 활동 

의 종류를 제시하고， 듣는 사람을 달리하여 말하기， 듣는 사람의 규모를 달리 

하기 둥과 같이 활동의 조건들올 구체화하는 경향이다. 읽기라면 읽어야 할 자 

료를 규정하기도 하고， 쓰기라면 쓸 양식이나 대상을 규정하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활동의 범위를 계열화하여 진술하고 있다. 

주요 기능에서는， 말하기에서 명료성， 유창성， 홍미성을 갖춘 말의 중요성올 

안다든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말하며， 말할 내용을 조직하고 

그에 꼭 맞는 말을 선택하기 등 그 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주요 능력들을 열거하 

고 있다. 축어적 수준을 넘는 의미， 언어의 선태과 양식이 내재적 외재적 의미에 

끼치는 영향 둥과 같은 언어 활동에 필요한 능력적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08) 

표춘영어와 언어학습은 표준영어의 구조， 어휘， 문법， 언어 변화 등과 같은 

지식과 이해의 항목， 그리고 구어와 문어의 차이， 문장 간에 웅집력을 갖추어 

문단 쓰기， 언어의 사용과 선택에 관한 토론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 기르기 

동 문법적 지식과 언어 활동에 필요한 지식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 

육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던9) 부분이며， 또한 

우리의 국어교육에서 언어 영역의 성격을 생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 

8) 영국의 교육과정이 각 영역올 다시 범위와 주요 기능으로 나누어 기술한 것은 시 

사하는 바가 많다. 언어 활동의 종류와 양식， 그리고 그 활동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서의 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분류의 방식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나중에 재론될 것이다. 

9) 표준영어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왜 표준이 되어야 하며，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언어에 대한 지식 혹은 전통 

적으로 문법(Grammar)이라고 해 온 것뜰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두 계열로 나뉘어 격돌한 사정은 Brian αX， Cox on 

재e Battle for English Curriculum(H여ders & Stoughton, 1995)에 자세하게 기술되 

어 있다. 저자인 Cox는 국가교육과정의 개발올 위한 실무팀의 책임자로서 1989년 

에 보고서 English for Ages 5-16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저서는， 자신들의 의 

도가 정치적 간섭이 끼어뜰어 많이 뒤틀어진 교육과정으로 수정되어 버혔다고 말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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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10) 

여기에 다시 각 영역별로 성취목표(Attainment Target)가 예외적 수행 수준 

까지 합쳐 모두 아홉 항목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말하기/듣기의 성취목표 

를 예로 들어 본다. 

〈수준 1> 

직접적 관심사에 대해 말한다. 남의 말을 듣고 적절히 반웅한다. 간단한 의미 

를 여러 유형의 뜯는 사람에게 전단하며， 알아듣게 딸하고1 생각이나 이야기에 

구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수준 2> 

말하고 듣는 데， 특히 관심을 끄는 화제일 때 자신감은r 보이기 시작한다， 때때 

로 듣는 사람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구체성을 갖추어 말한다. 생각을 전개하고 섣 

명하는 데에서 명료하게 딸하고 어휘의 확장을 보인다. 남이 하는 말을 항상 주 

의 깊게 뜰으며，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수준이 높아진다 어떤 상황에서는 보다 

공식적인 어휘와 어조가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지 시작한다. 

〈수준 3> 

생각을 해 내고 소동하는 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자선을 가지고 딸하고 

듣는다. 토콘에서 주요 쟁점을 이해한다. 유관한 논평과 질문을 함으로써 주의 

깊게 들었음을 보인다. 어휘 사용과 구체화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뜯는 사밤의 

욕구에 적절하게 반웅하게 시작한다. 표준 영어에 대하여 인식하고， 언제 :1것이 

사용되는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수준 4> 

말하는 상황이 다양해져도 자선감을 가지고 말하고 뜸는다 말하기가 목적에 

부합한다. 즉， 사려 깊게 생각하고? 열을 기술하고 의견올 전달하는 것이 명료하 

다. 토론에서는 주의깊게 뜰어 조력도 하고 첼문도 함P펴써 남의 생각이나 관점 

에 적절히 반웅한다. 표준 영어 어휘와 문법적 뜩정을 인식하고 웬만큼 사용한다. 

〈수준 5> 

공식적인 말하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듣는 

10)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언어’는 영역이 아니라 각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로 션계되 

어 있다. 말하자면 말하기/듣기에서도 언어플 학습하jL 읽가나 쓰기에서도 언어 

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 교재용으로 편찬된 도서에서도 언어쓴 각 단원에 포함되 

는 것이 보통이다. 언어가 문학과 함께 별개의 과제로 독립하는 것은 KS4의 시험 

인 GCSE에서이며， A-level에 이르변 과목이 된다. 



12 국어교육연구 제 4집 

다. 표현과 어휘를 변화시킴으로써 듣는 사람의 홍미에 적합한 말을 한다. 토론 

에서는 남이 말하는 것올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생각올 발전시키기 위하여 질문 

올 하고， 남의 판점올 고려하여 조력도 한다. 공식적 상황에서는 표준 영어를 쓰 

기 시작한다. 

〈수준 6> 

여러 가지 상황적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용하여 말하고 자신감이 점차 증대된 

다. 어휘와 표현의 다양성올 구사함으로써 듣는 사랍의 홍미에 부합하게 말한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들의 생각과 감각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 공식적 

상황에서는 언제나 표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수준 7> 

여러 가지 상황적 필요에 부합하게 말하는 데 자신감이 있다. 어휘를 엄밀하 

게 사용하며 명료한 의사 소통이 되게 말올 조직한다. 토론에서는 남의 생각올 

평가하고 참여하는 시기와 방법올 적절히 함으로써 의미있는 조력을 한다. 펼요 

한 상황에서는 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데 안정감을 보인다. 

〈수준8>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목적올 달성하는 말하기를 전개한다. 적절한 어휘와 억양 

및 강조법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명료하게 만든다. 토론에서 분별력 있게 듣고 감 

각 있게 토론을 발전시킴으로써 폭넓은 기여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데 안정감을 보인다. 

〈예외적 수준〉 

여러 가지 상황에 적합하게 말의 짜임， 문체， 음역을 선태하여 사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어휘와 표현올 자신있게 달리한다. 여러 가지 감각 있는 발언 

올 함으로써 토론을 이끌어 내고 전개시킨다. 토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양 

하고 복합적인 말을 주의깊게 듣고 이해한다.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표준 영어 사용에 확실성과 유창성을 보언다，I 1) 

이상의 아홉 단계는 영어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말하게듣기의 목표 

인 셈이다. 이러한 수준 배열은 영어교육의 전과정이 철저히 位階性에 의해 셜 

계되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저학년은 낮은 수준을， 그리고 고학년은 높은 

단계를 성취목표로 삼는다. 단계에 따라 성취해야 할 표준은 다음과 같다. 

11) De뼈rtment for Education, Engl，앙'h in the National Crriculum: England Q1떠 

Wales, HMSO, 1995, pp.25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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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이 수준 2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5-6세의 2년간 교육을 받은 학생이 

도달할 능력 수준으로 2가 표준이라는 뜻이다. 실제로는 그보다 하위인 1의 수 

준인 학생도 있고， 우수한 학생은 3의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2년간의 

교육을 같이 받은 학생이라도 그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1-3동급 안에서 상위 

(high-tier)와 하위(low-tie디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문제로 시험을 치른다. 현재 

개발중인 우리의 제7차 교육과정이 수준별을 지향하게 된 것은 이러한 구조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표가 보여 주듯이 KS4는 이 수준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GCSE의 채점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으며， 진학반인 A-Ievel도 역λ1 마찬찌로 

별도의 기준이 부여된다. 

3 試驗의 種類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한 결과는 개인별로 평가된다. KSI-3은 국 

가시험(National Test)에 의하여 임제히 치러지며， KS4가 끝나논 학생은 

GCSE(General Certificate for Secondary Education)라는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은 각 지역의 지정된 기관이 주관한다 12)이 시험의 결과는 득점에 따라 Ai 

-10, A-9, B-8, C-7, DEF-6 . 5, G-4, U-3 .2 . 1로 나누어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 등급을 매기논 채점 기준은 따로 제시되어 있다. 읽기 영역의 채점 기준을 

보기로 한다. 

<4등급〉 

@ 뜻을 잘 드러내면서 유창하게 읽고1 여러 유형의 친숙한 문학 작품에 대하 

여 자신감을 보인다. 

12) 이 기판은 지역별로 하나씩이다， 잉글랜드에 넷， 스코틀랜드1 웨일즈， 북아일랜드 

에 각각 하나씩， 이래서 모두 얼곱 개의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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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나 시작품올 다양하게 읽고 그에 대하여 말하는 데 좋은 점올 발견 

하는능력을보인다. 

@ 이야기， 시작품， 비문예문， 기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추리， 연역， 이전 독 

서 경험올 사용하여 읽는 능력을 개선해 보인다. 

@ 분류표， 목록， 데이터베이스 등올 이용하여 잡지나 도서를 찾고， 조사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는다. 

<5등급〉 

@ 자신이 읽은 이야기와 시작품에 대한 말하기와 쓰기에서 좋은 점을 설명하 

는능력을보인다. 

@ 허구물， 시， 비문예문， 기타에 대한 말하기와 쓰기에서 자신의 관점올 수립 

하고， 글에 있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해 보인다. 

@ 토론에서 비문예문과 매체 자료에 제시된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분간 

할수 있음을보인다. 

@ 자신이나 남의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참고서와 기타 정보 자료 

를 선택하고 방법을 구안한다. 

@ 작자의 특수한 단어나 구절 둥의 선택이 독자에 끼치는 영향올 알아차리고 

있음을보인다. 

<6등급〉 

@ 다양한 소설과 시를 얽고 구체적 자료를 통해 그 작품의 좋은 점을 말하거 

나글로쓴다. 

@ 문학， 비문학， 기타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면서 자신의 관점을 개 

발하고 글 속에 있는 근거를 뜰어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인다. 

@ 토론이나 글쓰기를 통해 비문예문이나 매체 언어에서 다룬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별해 내는 방법올 적용하여 분간한다. 

@ 주요 핵심을 명료하게 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다양한 참고자료 

를 찾아 낸다. 

@ 독서에 대한 토론에서 말의 용법과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7등급〉 

@20세기 전의 것을 포함하여 소설， 시， 비허구적 문예문， 극본 둥올 읽고 어 

느 것을 왜 좋아하는지를 구체적 근거를 대어 말 또는 글로 설명한다. 

@ 문학과 기타 글에 대하여 말하고 쓰며， 개인적 반웅‘의 증거를 제시하고， 작 

자의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 

@ 비문예문， 매체언어 둥에서 정보， 규정， 확인， 젤득올 위한 표현상의 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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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낼 수 있음올 논의를 통해 보여 준다. 

@ 다양한 참고 자료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찾고， 보완하며， 조합 

한다. 

@ 음성 효과와 그 밖의 문학적 상치를 작가가 사용했음과 그것이 독자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 내는 것을 논의와 달쓰기를 통해 보인다. 

<8등급〉 

@ 20세기 전의 문학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에 걸쳐 소설， 시， 비허구적 문예 
문， 극본 등을 얽는다. 

@ 문학 기타의 텍스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쓰며， 개인적 반웅의 증거를 대 

고， 작가가 사용한 장치와 구조에 대한 이해콜 적절하고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통 

해보인다. 

@ 비문예문과 매체언어에서 정보， 규정， 확인， 설득을 위한 표현상의 특정에 

대하여 심사숙고된 의견을 갖는 능력을 논의와 글쓰기에서 보인다. 

@ 여러 가지 참고자료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식별하여 선정， 보완， 평가한 

다음 이를조직한다. 

@ 읽기의 과정에 관계되는 영문법의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쓴다. 
<9등급〉 

@20세기 전을 포함하여 소섣， 시， 비허구적 문예문， 연극 둥을 다양한 범위 

에 걸쳐 읽는다. 

@ 문학과 기타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반웅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대며， 

작자가 사용한 특별한 고안과 구조를 이해함을 보이고， 그 텍스트 안과 다른 텍 

스트와의 비교를 할 줄 안다. 

@ 비문예운과 매체 텍스트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관습을 알고， 그 용법의 

정보적 효과에 대한 판단을 토론과 균쓰기를 통해 보인다. 

@ 여러 가지 참고 자료에서 독자석으로 정보를 식별해 내고 선정， 보완， 평개 

조합하여 정보의 효율성윤 높인다. 

@ 문학의 언어에서 어휘와 문법의 효과적 사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보 

인다. 

<10등급〉 

@20세기 전을 포함하여 소설， 시， 비허구적 문예문， 극본 등을 다양한 범위 

에 걸쳐 읽는다. 

@ 문학과 그 밖의 텍스트에 대하여 개인적 반웅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고， 

작자가 사용한 방법과 구조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고1 텍스트 내의 다른 부분이 

나 다른 텍스트 간에 비교를 해 보임으로써 섣득력 있고1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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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글쓰기를 한다. 

@ 토론과 글쓰기에서 비문예문과 매체 텍스트의 표현 기교와 관습올 평가하 

는 능력올 보이고， 그 용법의 효윷성올 평가한다. 

@ 여러 가지 참고 자료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식별해 내고 선정， 보완， 평7}， 

조합하여 효윷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사용이 되게 한다. 

@ 토론이나 글쓰기에서 언어 변화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태도， 언어 사용 

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한 생각 동에 대한 이해를 보여 준다. 

이 기준은 물론 교육과정의 요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겠지만， 통일한 평 

가 요소의 동급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러한 채 

점 기준은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도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준별 교슈L학습올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단계와 영역마다 이러한 기준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GCSE에서 성적 총점이 C둥급 이상은 되어야 A-level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통념이 되어 있으며， 그 수는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다)3) 

또 2년간의 A-level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다시 A-level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은 AEB(Associated Exa뼈피ng B얘rd)， cam바idge대학， 

London대학~ NEAB(Northern Examinations 없띠 Assessm히lt B얘rd)， Oxford r11 

학， 북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둥 대학과 지역 기관이 주관하는데， 이 시 

험에 웅시하여 평가받은 결과를 가지고 희망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그 대학 

의 판단에 따라 서류 전형만으로 혹은 면접을 거쳐서 또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 

는 필기 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도 한다. 

각 단계에서 치르는 전국적인 지필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14) 

13) GCSE에서 학생들이 얻는 성적이 학교의 동급올 매기는 기준이 된다. Grammar 

School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들로 대표되는 명문 사립학교들은 100%의 합격률 

올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14) KSl 단계는 국가 시험보다는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수업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 동의 규정이 없다. 매년 선태에 

의해 이 단계의 시험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편 말하기/듣기도 교실에서 교사에 의 

해 측정되며， 국가 시험과는 별도로 읽기와 쓰기 영역도 교실 활동올 통한 측정 

이 개인 성적에는 포함된다. 그 벼중은 말하기/듣기가 20%정도， 얽기와 쓰기가 

각각 10%정도 반영된다. 따라서 지펼고사 성적은 대체로 60%의 비중을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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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KS 1 KS 2 KS 3 KS 4 A-Ievel 
*독해 *읽기(45분) *읽기， 쓰기- *영어 *언어 

*쓰기， *쓰기(45분) l시간 30분 @문예문- @문예문-

철자， 철자， *셰익스피어 2시간 3시간 

글씨쓰기 글씨쓰기 l시간 30분 @비문예- @비문예-

시험 2시간 3시간 

과목 *영문학 *문학 

@읽은글- CD 읽은글-
2시간 3시간 

@낯선글- @낯선글-

2시간 3시간 

m. 英國의 各種 試驗과 文學의 位相

1. Key Stage 1( 7세) 

1단계 학생은 그 교육이 끝나는 해 5월경에 독해(Rea며ng Comprehension), 

철자(Spelling)， 쓰기(Writing Task), 읽기(Reading Task) 15)의 시험을 치르는데， 

평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담당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채점 역시 교사가 한 

다 16) 독해와 읽기의 자료로는 이야기(story)나 편지 혹은 그립을 곁들인 이야 

다. 또 A-level의 실제 과목명은 ‘문학’이 아니라 ‘영문학’이고 ‘어학’이 아니라 

‘영어언어’ 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와 대벼가 용이하도록 바꾸어 

표현하였다. 

15) A-level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말하기/듣기가 평가된다. 대체로 그 비중은 전체 

의 20% 정도이며， 평가는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시험의 

과목을 보이는 데서는 제외하였다. 

16) 교사가 접수렐 매긴 것 가운데 일부를 관련 기관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1996년의 채점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점에 대한 의문 제기나 수정은 

전체의 2%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School Curriculum and Assessm뼈 Author

ity, Repon on the 1996 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s for 7-year-olds: Stan

dard at Key Stage 1, 1997, pp.3). 그러나 이러한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더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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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쓰기에서는 이야기나 뉴스를 만들라는 요구가 주어 

진다. 

1996년도에는 독해 문제로 한 페이지 분량의 이야기 자료와 정보 자료를 주 

고 선돼형으로 답하는 문제와 글로 써서 답하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읽기 문제〉 

* 수준 2: 놀라움-이야기 자료 

윌리엄은 매우 신이 났다. 방학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여행에 데리고 가겠다 

고 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윌리염의 친구도 함께 갈 수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는 말하지 말렴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우리 그걸 놀라움으로 만들자꾸나!" 

• 어머니는 윌리엄을 어디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개 

( )여행 ( )가게 ( )학교 ( )치과 

·누가 함께 갈 수 있는가? 

·무엇이 높라운가? 

·시작 부분에서 누가 놀라움에 대해 알았는가? 

* 수준 2: 위험 정보 자료 

기관차 운전사는 다른 기차를 살피기 위해 내다보아야 한다. 

어둡거나 안개가 끼어 있올 적에는 이젓이 매우 어렵다. 

이따금 기관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충돌 사고가 생긴다. 

· 기관사는 무엇올 내다보아야 송}는개 

* 수준 3: 이야기와 정보 

세상을 정복한 당나귀(이야기 자료.)， 당나귀에 대해 알아보기(정보 자료) 

• 당나귀는 왜 적을 향해 탈려갔는가? 

• 이 이야기 중에 몇 부분은 웃음을 자아낸다.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쓰라. 

• 당나귀는 무슨 일을 하는개 

• 이야가의 시작 부분에서 당니귀의 모습을 그린 두 단어를 쓰라. 

· 야생 당나귀는 어디에 사는가? 

대체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절반은 선택형이고 절반은 써서 

답하는 문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야기 속의 

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채점이 잘못된 사례를 사진까지 찍어서 신문 

에 커다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생긴다.(The Sunday πmes， 199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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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글 전체에 산재하는 정보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앓을 바탕으로 해야 답 

할 수 있는17)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답을 쓰는 데 추리의 근거， 논리 

적 추론， 개인적 반웅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 

의 문제에서 ‘웃기는 부분’에 대하여 쓰라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읽기 자료로는 허구적 이야기와 정보적 비문예문이 반반인데 교육 현장에서 

는 이야기가 주로 선택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평가는 물론 교수 학습에서도 

보편적인 경향인 듯하다. 이 점은 런던 사내 45개 학교의 읽기 교육을 조사 분 

석한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읽기 자료로 허 

구적 산문이 대부분이라는 지적 18)이 그 점을 확인하게 해 준다. 영어교육에 관 

계되는 자료의 곳곳에서 광범하게 끌을 읽도록 권하고 있음에도 붉구하고 학 

교 교육은 문학적 전통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읽기， 쓰기와 철자〉 

‘밤의 동물’과 같은 읽기 자료를 주고 그와 판련된 이야기(story)나 정보적인 

글을 쓰도록 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학생들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짓기도 

하고， 자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남에게 알리는 내용을 글로 쓸 수도 

있고， ‘야간 동물원 안내’와 같은 실용문을 짓기도 한다. 

이렇게 써 낸 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평가된다. 

• 글의 구조←이야기 전체에 비추어 시작이 적절한7}， 일이 전개되는 순서에 

맞게 썼는7}，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현실에서 환상으로 넘어가는 등의 절차를 

갖추었는7}， 매듭을 제대로 지었는가 등이 평가된다. 이런 구조의 능력을 갖추 

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구성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는 것이 

효파적 19)이라는 충고도 한다. 

• 어휘， 문장 부호， 철자←자료로 준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나쁜 점 

수를 받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자신의 딸’로 글을 쓴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 

17) SCAA, Report on the 1966 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s for 7-yea-olds: 

English, 1997, p.5. 

18) Office Fcπ Standards In Education, The Teaching of Reading in 45 Inner London 

Primary Schools, 1996, p.12. 
19) SCAA, 앞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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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다. 문장 부호가 제대로 되었는7t， 철자가 제대로 되었는가 둥이 평가 대 

상이다. 특히 어휘와 철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긴 글에 군데군데 빈 칸을 두어 

메꾸는 문제도 출제된다. 1996년도에는 ‘boat’를 ‘boot, bote, bout, bowt ... ’ 둥 

으로 쓰는 장모음의 단모음화 표기， ‘shout’를 ‘sout'로 쓰는가 하면 ck, 1I 등에 

서 자음의 누락， ‘pitchers’를 ‘pichers’로 쓰는 둥 소리나는 대로 써 버리기， 

‘net’를 ‘nat’로， ‘헤end’를 ‘frend’로 표기하는 둥 음운에 대한 인식의 부족 둥 

의 경향이 혼한 오류로 지적되었다，20) 

이러한 시험에서 자신의 반웅을 중시하는 경향은 영국의 영어교육에서 두드 

러진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가 강조하는 바이다. 총론에서만 보더라도 “영어과 

목은 학생들의 말하기와 쓰기에서 의사 소통을 효과적으로 함은 물론， 말을 이 

해하며 듣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또한 열성적이고， 반웅할 줄 알며， 지식 

을 갖춘 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앞에 제시하고 있다. 

이런 대전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반옹에 이르는 것이 중 

시되어 영어교육의 가장 초기 단계이자 학생들의 연령 수준이 아주 낮은 단계 

에서도 출제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음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찾으라 

든가， 주어진 글을 읽고 그것을 소재로 자기 이야기를 쓰라는 것 둥은 그것이 

다. 

‘밤의 동물’을 읽고 쓴 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학교에 있는 쥐 

나는 너에게 얘기해 줄 비밀을 가지고 있다. 매일 밤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변 그 다음에는 쥐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놔두고 간 

것들을 가지고 논단다. 

학생의 글이 보여 주듯이 말하기/듣기는 물론 원기나 쓰기 모든 언어활동을 

자선에게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반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국의 영어교 

육은 이런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천됨을 알 수 있다. 반웅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SCAA의 보고서가 그 분석을 토대로 제시한 교수학습에 주는 시사점 

에서도 드러난다. 

20) SCAA, 앞 책， 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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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 낭독에서 중간 및 최종 장모음파 자음의 발음 방법에 대한 지식 함양 

· 글을 읽고 단순히 축어적인 반웅을 넘어설 수 있도록 추리와 연역하는 기회 

부여 

• 교살에서 비문학적인 글을 광범하게 읽도록 더 많은 비문학 책을 비치하고 

읽는 방법 교육 

〈쓰기〉 

· 달쓰기의 목적에 맞는 쓰기를 하는 데 효과적인 실마리를 찾도록 다양한 글 

쓰기 상황조성 

·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직해 내고 결말을 짓는 기회 제공 

• 비문학적 글쓰기 기회 확대 

• 구조적으로 철자에 안정감음 갖도록 하고， 어휘를 모험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 

• 철자에서 음성적 · 시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단어 구조 

지식 확대 

· 지난 5년 동안 이룩된 글씨 쓰기의 표준이 유지 개선되고 글씨 쓰기가 무시 
되지 않도록 노력21) 

2. Key Stage 201세) 

수준 2에서부터 5까지가 해당되는데， 이 단계의 기준 성취 수준은 4이다. 과 

목은 읽기， 쓰기， 철자와 글씨 쓰기의 세 가지이고， 읽기와 쓰기는 각각 45분 

안에， 그리고 철자와 글씨 쓰기는 시간 제한 없이 치러진다. 

〈읽기〉 

1996년에 출제된 읽기 시험은 자료로 〈시계의 기원〉이라는 설명문<해시계 

만들기〉라는 제작법 안내문，<시간의 고민〉이라는 이야기 등 세 가지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의 특정은 시간에 관련된 문예문과 비문예문으로 한 묶음을 이 

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자료를 대상으로 내용에 나타난 정보를 찾아 내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글의 구조가 그리된 이유를 묻는 문제， 특정 문장을 고닥체로 표시한 이유를 

21) SCAA, 앞 책，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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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문제， 왜 필자들은 정보를 제시하는 데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개 이 

글들은 9세 아동이 이해하는 데 용이한개 왜 그렇게 생각하는7쩨 이르기까지 

내용 파악에서 비판적 읽기의 단계에 걸쳐 묻고 있다. 

*분야 1 

-다음 질문은 ‘시계와 해시계’에 담긴 정보에 대한 것이다. 

1. 읽기 자료 4쪽을 보라. 이 구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시계를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렬까?(1점) 

2.5-6쪽에 나온 시간 헤아리기 부분은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는 네 가지 방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 네 가지를 쓰라.(1 점) 

3. 춧불시계와 모래시계는 해시 계보다 더 유용하였다. 그 이유는?(1점) 

←다음 질문은 ‘해시계 만들기’에 대한 것이다. 

4. a) 7쪽에 있는 해시계 만들기는 목록으로 시작되어 있다. 시작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점) 

b) 문장 안의 어떤 것은 고덕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1점) 

c) ‘너의 해시계를 해가 비치는 평평한 곳에 놓으라’와 ‘이 모양을 잘라내서 

서로 둥지게 세우라’ 중 너는 어느 것을 먼저 하겠는가?(1점) 

7쪽에 나온 지시에서 위의 답을 어떻게 얄 수 있는가?(1 점) 

d) 4쪽의 정보는 7쪽의 정보와는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22) 무엇이 두 글의 

차이를 가져오는가?(1 점) 

e) 글쓴이는 정보를 배열하는 방법을 왜 달리했는가?(1 점) 

5. 해시계를 만드는 지시설명문은 9세 어린이를 위해 쓴 것이다. 

너는 이 지시설명이 그 나이의 어린이가 이해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가? 

예 아니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라.(3점) 

*분야 2 

→이 분야는 ‘시간의 고민’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자료집의 8-14쪽을 

읽고1 적당한 것을 고르라. 

22) 4쪽의 정보란 ‘시계의 기원’이라는 제목 아래 200년 전에는 시계가 없었기에 낮 

에만 일하고 밤에는 일을 멈췄으며， 그래도 시간올 알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 

었다는 내용올 기술한 설명문이고， 7쪽의 정보란 ‘해시계 만들기’라는 제목의 공 

작 관계 지시 성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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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아버지 시계가 처음으로 소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날 오후였다. 그 

소년이 갖게 된 느낌은?(l 점) 

행복하고 만족했다， 피곤하고 졸렸다， 귀찮고 화가 났다， 즐겁고 상기되었다. 

2. 그것은 그달 오후가 무엇으로 가득했기 때문인가'?(1점) 

문제점， 놀라움， 슬픔， 고통 

3. 소년은 시계가 말하는 것올 듣고 낳랐지만， 시계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는데 그 이유는7(1 점) 

분침이 움직여서， 실내에 아무도 없어서， 시계는 말할 수 있으니까， 시계가 

전에 말한 적이 있어서 

4. 그 소년은 시계에게 그날 오후의 염청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 글에 나오 

는 헤리스 부인은?(l 점) 

이웃，어머니，아주머니，선생님 

5. 사실상 그날 오후는 무척 좋지 않았기에 만약 소년은 다시 돌아보 

고 싶었다.(1점) 

시 계가 그렇게 해 주변， 두 번째는 전보다 낫다연， 10펜스를 찾을 수 있다 

면， 모두가 나쁜 꿈이라면 

6. 놈랍게도 시계는 그 오후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변 

그가 해야 했던 일은?(l점) 

시계에게 돈을 지볼함. 그 대신 시계에게 다른 오후를 줌. 시계와 함께 자 

리를 옮김. 두 번째에는 잘 행동하겠다고 약속함. 

7. 아무도， 섬지어 시계조차도 그 소년이 그날 오후륜 다시 겪게 된다면 그것 

이 이미 겪은 오후와 비교할 때 될지 알 수 없었다.(1 점) 

완전히 똑같게， 보다 낫게， 더 나쁘게， 그처 펌 지겹게 

8. 결국 이 소년에게 이 일은 어떤 일이 되었는가7(1점) 

나쁜， 좋은， 의미 있는， 운 좋은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답하라 

9. 두번째 오후가 첫 번째 오후와 달라진 세 가지 점을 쓰라.(3 점) 

一다음 질문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10. a) 그 소년이 다음 수요일 오후플 잃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 까닭은?(I 

점) 

b) 너는 그 소년이 위험을 무씁쓰가로 결정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 

송}는개(l점) 

11. 그 소년이 ‘높랍고 의섬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2 

점) 



24 국어교육연구 제 4집 

12. 그 소년의 아저씨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오후에 즐겼던 세 가지 일 
올 쓰라.(3점) 

-다음 질문온 이야기를 쓴 방법에 대한 것이다. 

13. 그 소년이 아저씨와 함께 그날 오후에 즐겼다는 것올 보여 주는 두 단어 
를 쓰라.(2점) 

14. 작자는 처음 이툴의 오후를 기술하는 데 ‘그리고’로 시작하는 문장올 많이 
쓰고 있다. 작자가 왜 이런 선택올 했다고 생각송}는개(1 점) 

15. 그 소년은 삼촌과 함께 즐겼던 재미난 오후를 기억할 수가 없었기에 기분 
이 나쨌다. 그 소년의 나쁜 기분올 보여주는 단어나 구절올 네 개 골라 쓰 

라.(4점) 

16. 시계가 ‘시간의 흐름올 지킬 따름’이고 그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1(1 점) 

-다음 질문온 이야기에 대한 너의 의견올 묻는 것이다. 

17. 소년은 그의 형과 사이가 좋아졌는가? 

( )그렇다 (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의 몇 부분올 사용하여 답하라.(3점) 

18. 너 자신은 시계를 친구로 삼겠는가? 
( )그렇다 (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의 몇 부분을 사용하여 답하라.(3점) 

19. 소년은 지난 수요일올 돌려달라고 했다. 시계가 그것올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 ( )아니다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개 이야기의 몇 부분올 사용하여 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밝히라.(3점) 

20.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싶다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게 된， 혹은 좋아하지 않게 된 점이 무엇인지 

셜명하라.(3점) 

배점으로 본 실용문과 문예문의 문종별 비중은 12:38로 대략 1:4정도이다. 

그러나 비중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설명적이거나 실용 

적인 문장이라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 의도와 

효과 그리고 그 적절성 및 효율성까지를 묻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 

취 목표를 셜정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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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식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 이야기를 대상으로 내용 파악에 관련되는 질문들을 선태형 문제로 묻 

고 난 뒤， 야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서답형으로 묻고 있다. 우 

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씌어진 방법’과 ‘너의 의견’ 

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글의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후자는 분석적 

이해를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자신의 반웅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분석 

적 읽기와 주체적 반웅에 중점을 두는 영국 교육의 지향을 감지할 수 있는 대 

목이다. 

〈쓰71> 

이야기 쓰기가 세 문제， 정보적인 글쓰기가 한 문제 도합 네 문제를 제시하 

고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쓰도록 하였다. 제한 시간은 45분이고1 별도로 글 

을 쓰기 위한 계획을 메모할 종이를 주고 답안지는 줄을 그은 종이를 따로 주 

고 었으며， 15분간은 계획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다. 배당된 점수는 35점이다. 

[이야기 쓰게 

1. 누가 말을 하는가! 

읽기 문제에 나온 ‘시간의 고민’이과는 이야기는 시계가 말을 하는 것으로 시 

작하고 있다.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하여 너 자신의 짤막한 이야끼를 지으라.(그 아래에 나무， 축구공， 과자 

봉지， 곰 인형， 소파{다섯 가지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유의사항 :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 무엇에 대해 말을 하는가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 앓을 시간이 없다! 

“시간만 더 있다면 모든 일은 잘 될 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잃어버릴 시간은 없다 

이 생각을 사용해서 짤막한 이야기를 지으라. 

유의사항 : 다음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 이야기에 누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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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 가장 긴 하루 

‘가장 긴 하루’라는 제목의 글을 쓰라. 

유의사항 : 다음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 이야기에 누가 나오는가 

•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 무슨 일이 일어나는기.23) 

[정보적인 글쓰기] 

학교의 나날들 

우리 지역 신문이 1996년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담은 타임 캡슐올 만들어 땅 

에 묻으려고 한다. 이 신문은 11세 난 학생이 다니는 너의 학교에 관계된 품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학교 생활이 실감나도록 기사문{와tic1e)올 쓰라. 너의 달은 

생생하고 흥미 었으면서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주어야 한 

다.24) 

이 문제에 대한 채점은 목적과 조직， 문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 

는데 전자에 21 점， 후자에 14점이 배당된다. 이 중 후자인 문법은 문장표기와 

문체의 둘로 다시 나누어 각각에 7점씩을 배당하고 있다. 

최고점이 배당된 채점 동급 수준 5+에 해당하는 답안의 구비 조건으로 논의 

된 사항을 보면 영국의 영어교육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가 드러난다. 

먼저 목적과 조직에서는， 기사문의 관습에 맞고， 중심 문제를 잘 다루었고， 

필자의 목소리와 역할을 잘 보이는 서두와， 독자에게 적절하고 설득적인 요약 

을 하고 있는 결말， 세세한 사항과 전개의 순서가 독자의 홍미를 계속 끌고 있 

으며， 초점이 적절하며 잘 조직되었고， 학교 생활의 여러 국면이 모두 망라되 

23) 글쓰기를 계획하는 종이에 다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 
고 있다. 그 내용은 배경(어디서 언제)， 인물{누구， 어떤 사람)， 시잭이야기 시작 

의 방법)， 사건(일어난 일)의 네 항목으로 되어 있다. 

24) 별도 연습지로 준 종이에는 너의 학교(즉， 어디에 있고1 어떤 규모인지)， 학교에 

있는 사람툴， 일상적인 일들， 중요하고 비일상적인 일들， 학교에 대한 너의 생각 

둥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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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1 문단이 생각의 전개를 잘 나타내고 있다 둥으로 되어 있다. 

또 문장 표기에서는， 문장이 다양하면서도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있으며， 쉽 

표가 모호성이 없도록 잘 찍혔고， 절과 절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며， 긴 문장에 

서 문장 부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둥으로 요약되어 있다. 

한편 형식에서는 비개인적인 양식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등 양식의 선택이 

적당하며， 논평에 무게를 싣는 일반화가 적절하고1 채용된 형식성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문장과 구조에서 친연성이 있으며， 어휘가 다양하고， 말의 순서 

가 주제를 전개하고 독자의 흥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바해고 있다 등이 제시되 

어 있다.25) 

〈철자와 글씨쓰기〉 

시간 제한 없이 하는 문제로 바른 철자를 측정하는 문제는 긴 글에 207H의 

괄호를 주어 거기에 알맞는 단어를 써 넣는 형식을 취하고 단어 하나에 0.5 점 

씩으로 배점한다. 글씨 쓰기는 문장플 주고 자신의 달씨로 쓰도록 하여 글씨의 

흐름이 매끄럽고， 잘 연결되면서 판독 가능하고 필체가 안정감이 있는 것에 최 

고 점인 5점을 준다. 

3. Key Stage 304세) 

수준 5와 6이 성취목표이며 우수한 학생은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수준 

8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 시험 과목은 1시간 30분 동안 치르는 ‘읽기와 반응， 

쓰기’가 있고， 다시 1시간 15분 동안에 걸쳐 치르는 ‘셰익스피어’라는 과목의 

시험이 있다. 이 수준에서 셰익스피어가 둥장하는 끈거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 소설， 희곡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에 다시 또 셰익스피어의 희곡 두 편 이 

상， 크리스토퍼 말로우， 버나드 쇼와 같은 주요 작가의 작품 등으로 명시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26) 

25) SCAA, The Parent ’'s Guide to National Tests: English Key Stage 2, 1997, pp.14 

-27. 

26) 셰익스피어나 말로우 또는 쇼 같은 작가들의 이름이 교육과정에 오르기까지에도 

만만치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더an Cox, Cox on Cox: An English 

Curriculum for the 1990 ’'s, H때ders & Stoughton, 1995, pp.67 -85.) 이것은 11二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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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1: 원기와 만떨， 쓰기〉 

읽기와 반웅 그리고 쓰기 과목에서는 세 과제를 해결한다. 두 과제는 주어진 

글을 읽고 그에 대하여 반웅， 즉 분석하고 비평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글을 쓰는 것이다. 세 개의 

과제가 주제나 소재면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제시되는 글은 이야기， 시， 광고， 편지， 기사문 둥 다양하다. 

읽기와 반웅 자료 첫번째로 1996 1녕도에는 Helen Thayer의 ‘Pol없 Dr，않m’이 

라는 글을 재시하고 다음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 펼^r는 글 속에서 ‘위험’의 감각올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있 

는가? 

· 이 글의 필자는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사고와 정서가 뒤섞이고 있음올 

설명하라. 

이 두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분석한 보고서는， 서사적 기술의 효과， 관련된 

부분의 인용 둥을 통하여 이해력을 보여 주고， 서사에 대한 앓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사의 특정을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서술자와 작자를 혼 

동한다든지， 이야기와 사실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보인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인용이나 논거의 적절성， 그 추리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27) 

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얽힌다는 것은 영국의 문학적 우월성 

올 내세우기 위해서도 펼요한 일이겠고， 문화적 자긍심과 1E體#의 확보를 교육 

적으로 겨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올 것이다. 그러나 인종 차별적 성향， 성 

차별적 성향 둥올 문제 삼게 됨으로써 많은 사랍이 제외되어야 하는 과정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그의 텍스트가 그 후대 사람들의 기호에 

의해서 변모되어 온 것이라는 점이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영 

국은 셰익스피어를 교육과정에서 제외할 만큼 가혹하지는 못하였다. 셰익스피어 

가 이만한 힘을 갖게 된 것은 그 작품들의 친숙성， 친연성， 불멸성 말고도 영국 

사람들이 지닌 조국애 또는 국가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그들은 굳이 감추려 

들지 않는다.(Susan Leach, Shakespeare in the Classroom , open University Press, 

pp.3 -1 1.) 

27) SC때， 앞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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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과제의 자료는 사진을 곁들인 유람선 여행 권유 광고 전단이다. 팽 

뀐새가 얼음을 배경으로 서 있고， 물개와 바다새의 사진을 곁들여 그 아래 유 

람선의 모습까지 적절히 배치하고 기사문투로 내용을 적은 광고를 자료로 하 

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 이 광고는 유람선 여행을 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 

너
 다 
답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논평해야 함. 

• 사진의 선택과 광고의 배열 

• 그곳을 찾아가 볼 만한 곳으로 기술한 방법 

· 유람선과 그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 방법 

· 사람블이 유람선 여행을 가고 싶도록 그 광고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는 미적 구조의 기준을 알 

아야 함은 물론， 설득적 언어의 종류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선행한 뒤라야 그 설득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기 

준을 고려하면서 그 평가에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 

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언어활동이란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이 없고 보변 경 

험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운 것임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과제는 쓰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 사람들은 위험한 운동이나 취미 생활 또는 모험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위험 
에 빠뜨리는가 하면， 나아가 그뜰음 구하려는 사람들의 생명마저 위험으로 올아 

넣기도 한다.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활동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라. 

글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람들이 하는 위험한 운동이나 취미의 구체적인 예 

· 사람뜰이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그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 

• 이런 일을 허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야 힘E지 

이 문제의 형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논술 문제와 홉사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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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건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넓은 범위를 망라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분 

명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요구한 점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 나라 학생들의 나이 

로 친다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학생에게 요구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글로 쓰려면 매우 폭넓은 삶의 이해가 뒷받 

침되어야 쓸 수 있는 문제이다. 

물론 이 시험 문제의 답안을 검토한 보고서28)는 개인적인 관점이 논리적 절 

차와 구조에 관거하여 전개된 예가 드물었다고 분석은 하고 있지만 그 목표 섣 

정 자체로서만으로도 교육의 높은 수준을 시사해 준다. 

〈시험 2: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의 작품 가운데서 r한여름 밤의 꿈J，쥬리어스 시저 J，로미오와 

쥬리엣」은 독서 목록으로 지정되어 학교에서 이미 수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제시된 두 문제 가운데 하나를 태하여 l시간 15분에 답하도록 출제 

된 1996년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쥬리어스 시저 2막 1장 제1 행부터 228행까지〉 

이 장면올 보는 청중에게 홍분과 불안의 느낌올 조성한 셰익스피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셜명하라.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홍분과 불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다음을 생각하라. 

· 음모햄의 회합 장소와 시간 

·부르터스가 한 말 

· 음모7.1-들이 행동한 방식 

• 다음날에 대한 음모자뜰의 불안 

이 문제는 희곡의 분석 능력을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언어의 함축적 의 

미는 물론이려니와， 이것이 무대에 올려졌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효과 

까지를 살펴야만 묻는 바의 해결에 도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 

불일치， 기후나 밤중이라는 시간 등을 모두 아우르면서 상황이 추리되고， 이것 

을 가지고 극적 긴장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작자 

28) SCAA, 앞 책， 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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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적 상황 조성 효과를 겨냥한 글쓰기의 분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은 물론이다. 

수준이 이쯤 되고 보면 훌륭한 비평가의 수준이 되어야만 이런 논의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싶기까지 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런 논의가 과 

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조차 없지 않다. 이 문제의 답안을 분석한 보고서29)는 

학생들의 글이 시간과 장소라는 자연환경과 모임의 관계， 즉 장면에만 주로 눈 

을 두었으며， 흥분을 조성한 행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올 하고 있어 역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그 자체가 교육 수준이나 지표를 이해하는 데 의미를 던진다. 

4. Key Stage 4(16세)-GCSE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인 11년이 끝나는 이 단계에서 치르는 시험을 GCSE 

라 한다. 시험의 목적도 하위 단계의 국가시험은 국가가 학교교육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비중을 더 둔다면， GCSE는 개인의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개 

인 평7써l 더 의미를 부여하는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따로 설치된 시험 주관 

기관에 따라 시험의 내용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시험 과목은 영어와 영문학으로 두 과목이다. 교육과정 

상으로 보면 KS4는 KS3과 함께 처리되고 있어서 이 단계의 특별한 성취목표 

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영문학 파목이 독립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어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영문학과목올 함께 수 

강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과목과 영문학과목은 많은 작품이 서로 겹치고1 한 

과목의 과제로 두 과목을 수행할 수가 있는 손쉬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 

하기도 한다. 

〈영어〉 

먼저 영어 과목 안에서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는 문학작품을 대상으 

로 한 것이고 하나는 비문학적인 글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험 시간은 각각 

두 시간 정도가 보편적이다.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 목록은 시험 얼마 전에 시 

험 관리기관이 지정하여 공개한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예습을 할 수 있다. 

29) SCAA, 앞 책， p.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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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창작 작문 과제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험 1: 사전 예고된 문학 작품과 창작〉 

이 시험에서는 시험 실시 몇 주 전에 시험 기관이 결정 공고하는 작품올 대 

상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여기서는 쓰기도 함께 시험올 치른다. 

1996년에 뻐배and 지역에서 출제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단편소설 한 편과 

시 한 편을 자료로 하여 출제하였는데， 그 중 상위 수준을 대상으로 한 소설 

문제는 Doris Lessing의 ‘Flight’라는 단편을 대상으로 “엘리스 스티븐， 그리고 

루시에 대한 할아버지의 느낌을 기술하고，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그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술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하위 수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는 lan Strac뼈n의 작품 Flawed 

Glass와 Stephen Spender의 시 My P:뼈lts Kept Me를 읽기 자료로 사용하였 

다. 소설에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작품 가운데 나오는 ‘쇼나’는 어떤 사람인지， 가능한 한 너 자신의 말로 설 
명하라. 

답에는 다음 사항을 각각 언급해야 한다. 

• 그의 신체적 장애와 그가 그 장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느낌 

• 그의 남자 형제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이 쇼나를 대하는 데 대한 느낌 

• 그 여자의 느낌을 이해하는 데 특정한 단어나 구절이 어떤 도움올 주는지 

설명하는 것올 잊지 말 것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이미 독서 목록으로 지정되어 읽은 바 있는 작품과 

시험 문제로 나온 또 다른 글과를 비교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글쓰기 문제로 출제된 Northem England의 문제는 다음 중 하나를 선돼하게 

되어 있으며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글의 맨 앞에 “나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문을 잠갔다는 말올 놓고 이 문 

장올 계속 이어 나가라. 이야기를 지어도 좋고，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어 

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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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차가 도난 당한 날의 일에 대하여 쓰라. 네가 본 것과 느낀 것에 대 

하여 모두 쓰라. 이것은 실제의 일이라도 좋고 상상이라도 좋다. 

←너는 네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련되었으며， 그 사건은 신문 

에 커다렇게 보도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쓰라. 

하위 그룹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를 태해 글을 쓴다. 

네가 누군가를 도와 주었을 예와 누군가가 너를 도와 주었을 때에 대하여 
쓰되 다음을 기술하라. 

·문제가무엇인지 

·무엇을도와주었는지 

• 관계된 사람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너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쓰되 다음을 기술 

하라. 

·무엇을 잃었는지 

• 그것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다음은 어느 이야기의 시작 구절이다. “이유고 밤이 깊었고， 제임스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걱정을 했다 .. 이 이야기를 이어가되 다음을 기술하라. 

• 제임스 부인이 왜 걱정을 하는지 

·무슨 일이 별어졌는지 

·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시험 2: 비문예문과 매체 언어〉 

비문예문과 매체 언어를 대상으로 독해와 반웅을 측정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응시 수준에 따라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시험의 자료로는 논설문， 해설， 

자서전， 전기， 기행문， 편지， 신문 잡지의 기사 또는 선전 광고문， 보고* 요약， 

연설 등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하게 출제되기도 한다. 

1996년 북잉글랜드 지역의 시험은 상당한 길이에 걸쳐 아버지를 회상한 글 

을 제시한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서술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7"라는 문제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한 시간 정도에 걸쳐 읽고 

답해야 한다. 완성된 한 편의 글로 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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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문제로 1994년에 웨일즈에서 출제한 문제는 

Deborah Moggach의 작품인 ‘Some Day My Prince Will Come’。1라는 자전적 

인 글의 한 부분을 주고， “작가와 그가 살아 온 삶에 대한 너의 가장 주된 의 

견은 무엇인가? 그 의견에 이유를 제시하라와 같은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주어진 자료를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대화 이어 나가 

기， 자료들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 알아내기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됨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자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아내는 능력 

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괴 주어진 정보를 찾아 그것을 입체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1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반웅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본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 다음 두 글은 자동차와 운전에 관한 것이다. 이 글들은 오늘날의 문제에 대 
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이 동의하는 바를 기록해 두라. 

그리고는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너는 토론 원고를 쓰게 된다. 

자료 1: ‘자동차 운전의 황끔시대는 빛을 잃었다’는 제목의 환경관계 정책 

토론기사 

자료 2: 디젤이라야 할까 디젤이 아니라야 할까30) 

토론은 “어느 집이라도 한 대 이상의 차량은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안 

을 두고 이루어진다. 너는 그 제안자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너 

의 토론원고를쓰라. 

이 문제가 보여 주듯이， 앞의 자료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자료1 즉 연료비， 

도로 유지비， 자동차 산업， 국가 경제 둥 여러 측면의 현황과 견해를 보도한 것 

이고1 자료 2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가격과 소모량 등을 차종에 따라 비교해 가 

면서 제시한 조사 보고이다. 따라서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 

지는 않는다. 수험생은 이런 간접 자료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근 

거로 찾아 이플 단서로 추리(inference)해 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실용문도 

단순히 정보 찾기를 넘어서서 반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30) 이 글의 원제목은 햄릿의 표현을 따서 To ‘D’ or not 10 ‘D’라고 했으며， 잡지에 

실린 시사 문제 조사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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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문학〉 

영문학 과목은 글자 그대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을 가지고 평가 

하는 시험이다. 영어 과목에도 문예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있지만， 영문학 

시험은 그보다 심화된 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비평에 이르는 수준을 요구한다. 

또 시， 소설， 희곡 등 여러 장르에 걸친 작품이 출제된다. 

이 시험의 내용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그 내용의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 보통 두 시간 동안에 세 푼제에 답하는데 하나는 5~ 

6종 정도의 책을 미리 예고하여 공부하게 하고는 그 중 한 책에 대하여 포괄적 

으로 묻는다. 예활 들면 “맥베스는 악인인가， 연약한 사람인가， 변덕쟁이인가，C)" 

같은 것인데， 책플 가지고 뜰어가 시험을 보므로 윌 필요는 없으나 시간을 낭 

비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충분히 작품을 얽어 두어야 한다. 문제는 주제， 사상， 

구조， 인물， 플롯， 배경， 분위기， 문체 등에 대한 수험생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는 데 중점을 둔다. 때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논평을 요구하는 등의 맥 

락적 질문도 하는데 어느 경우든지 삭품 전체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하며， 때로 

는 두 세 작품을 관련지어 논의하기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작품에서 필요한 부분윤 발춰l 제시한 다음 “이 발훼된 내용에서 

상황이 여기에 이므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 기술하라. 이 작품에서 주인공에게 

닥친 또다른 위기에 대하여 쓰라"와 같은 문제가 출제펀다. 이런 문제들에 대 

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반응하고1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인용을 해야 하며， 작자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평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된 전문가는 충고하고 있음을 본 

다.:1 1) 

세 번째 문제는 보지 봇한 작품을 두고 묻는 것으로， 1996년 웨일즈에서 출 

제된 문제는 시 작품 전문을 제시하고 

* 이 작품이 너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쓰라. 다음 사항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31) The SW)(iay Times, English Exampwn, Times Newspapers Ltd., 199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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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내용-무엇에 관한 것인가 

• 시인이 독자로하금 생각하기를 바라는 생각 

·시에 나타난 분위기 

• 씌어진 방법-흥미를 느끼는 어구나 시의 조직 둥 

·시에 대한 자신의 반웅 

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요구하는 답은 어떤 수준의 것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주는 충고32)는 이 점을 판 

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듯하지만， 이 충고의 내용은 문학 

작품을 다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작품 분석력， 작품의 내용에 대한 숙지도， 작 

품과 그 이외의 것들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능력，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증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A-level 시험(1 8세) 

이 시험에 부여되는 과목의 명청은 영어(English)， 영어언어(English 뼈n

웰age) , 영문학{English Literature) , 영어와 영문혁(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둥 다양하다. 이 과목의 명칭도 주관하는 데서 임의로 정하는 경향 

32) 앞 책은 p.13에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주고 있다. 

• 질문에 대한 답은 유일하지 않다 영문학 시험관은 정답올 두고 채점하지 않는다. 

• 마음을 결정하고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논증하라. 
· 견해는 텍스트에 나온 사항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텍스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이해하는 것， 생각한 것을 보이면 높은 접수를 얻는 
다. 

· 작자의 생애에 대해 쓰는 것으로는 접수를 얻을 수 없으니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말라. 

• 잘 쓴 짧은 문장이 더 많은 점수를 받으니 장광설올 늘어 놓지 말라. 

· 극에 대해 답을 할 때 무대， 연출에 대하여 언급하면 회곡 자체에 대한 논의에 그 

치는 것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 

· 본 적이 있는 연극이나 영화 또는 흥행물올 연관시키는 것도 좋으나 관련성을 분명 

히 해야한다. 

• 답을 문단.9_로 조직하라. 
·속어를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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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2년간의 수학을 마치고 웅시하는 것이 

보통인 이 시험은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서 파목의 명칭이나 분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을 결정하는 실라버스들이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AEB가 주관하는 시험에는 영어가 없는 대선에 영어와 영문학， 영문학， 영어언 

어의 세 가지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는 달리 캠브리지대학이 시행하는 

시험에는 영어， 영문학의 두 가지만 있고， 옥스포드대학이 시행하는 시험에는 

영문학과 영어와 영문학 두 과목만 션치되어 있다. 

과목명이 다르므로 그 내용도 명칭에 따라 다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명칭 

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의 조합은 달라도 그 근본 요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털어 영어언어라는 명칭과 가까운 과목에는 

자료 반응， 음성학， 철자， 어휘， 의미콘， 문법， 담화이론， 언어 변이， 언어 변화， 

언어 발달， 사회와 언어， 사회 작용과 언어， 텍스트 분석， 청 Ar를 고려한 작문 

등 그 내용이 어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 자료로는 문예문과 비 

문예문이 모두 다루어진다. 영문학은 셰익스피어， 초서， 시 분석， 드라마 분석， 

소셜 분석， 문체와 심상， 두 시 작품 대비， 주제， 배정， 문예비평 둥 문학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비평적 능력이 주류를 이루고1 자 

료는 익숙한 고전에서부터 낯선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룬다. 

이것을 약간 가감하거나 조정하면 다환 이름의 과목이 된다. 예를 들어 북부 

잉글랜드 지역의 시험과목인 영어언어와 영문학을 보면， 시 분석， 드라마 분석， 

인물， 언어， 셰익스피어의 무대， 언어 변화， 언어와 사회， 언어 변이， 언어 습득， 

음운론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A-level의 시험 과목에서 기둥을 이루는 것은 영어에 관한 어 

학적 능력과 문학적 능력의 측정 두 가지로 나쉰다고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측 

정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기관의 지향과 제도적 효율성을 위하여 둘을 함께 과 

하거나 나누어 하거나 하고 있음을 알 수 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준에서는 어 

학적 능력과 문학적 능력의 두 계열보 평가가 체계화되는 것이다. 

이 중 어떤 과목이 몇 가지 시험을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 보는가도 한결 

같지는 않다. A-level에 재학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세 과목， 많아도 네 과목 

만 수강하므로 대학별로 요구하는 과목의 수는 이 범위를 결코 넘어서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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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영어나 문학은 이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만이 수강하므로 공통이니 필 

수니 하는 개념이 없다. 

이 시험의 성격을 지적하면서 한 전문가는 GCSE와 대비되는 이 시혐의 특 

정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 A-level에서는 많이 읽고 자기 시간올 자기가 요량하여야 한다. 

· 지식의 깊이와 폭이 요구된다. A-level의 한 문제는 GCSE9.1 열 문제에 해 

당하므로 자신의 지식을 특별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 ‘기술하라’ 둥으로 묻는 GCSE와는 달리 평가하라， 논하라， 비교 • 대조하라， 

비평적으로 고찰하라， 어느 범위까지 동의하겠는가 둥으로 묻는다. 따라서 

답도 보다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주어지는 자료의 어려운 정도가 크게 다르다. 또 A-level에서는 주제， 섬상， 

도덕적 • 정치적 사상， 상정 둥 보다 구체적인 선에서 묻고， 묻는 방식도 보 
다 구체적이다)3) 

이처럼 지적된 특정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언어〉 

다음은 1996년 시행한 AEB의 영어 문제이다. 

* 다음 글 A와 B를 읽으라.A는 소녀 잡지 Mizz의 가십란에서 뽑은 것이고， 
B는 자전거 잡지 AWOL의 가십 칼럼으로 실린 경기 보고이다. (발웨문 생랙 

필자가 그 독자와 목적에 맞게 언어를 사용한 점을 논하라. 두 끌의 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논평하라. 

다음 사항올 고려할 수 있다. 

· 어휘와 의미 • 문법 • 문장 표기， 웅집력， 배열상의 특정 

* 다음 달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어떠한 언어적 선택이건 일반적으로 다음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소를 

반영할 것이다. 

1.참여자 : ‘누가’ 말하는개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개 

33) R，α;;emary Coxon, A-level English, Letts, 1993,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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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경 혹은 상호작용의 사회적 맥락 : ‘어디’서 말하는7}? 

3 화제 ·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4.기능 : ‘왜’ 그들은 말하는7}?(Holmes， An Inσ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gman에서) 

위의 요소 가운데 둘을 골라 그 요소들이 화자의 언어 사용에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끼침을 논하고 예시하라. 

•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사용된 언어의 예를 뜰어야 함. 

· 다음 요소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논승}는 것도 가함음성， 어휘와 의미， 문법 

* “말하기와 쓰기는 기능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매체가 다르기 때문 
에 형식이 달라진다끼Leech， Deuc따r and H∞genrad， English Grammar for 

T때ay， Macmillan에 서) 

구어와 문어는 형식이 어떻게 다픈가? 이 차이가 구어와 문어의 용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답을 할 때 구어와 문어에 관한 다음 용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어의 매체와 문어의 매체 • 어휘와 의미 · 문법 · 응집력 

* 다음 발혜문은 1994년 노동당원에게 행한 존 프레스코트의 연섣이다. 노동 
당은 그를 부당수로 그리고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선출하였다. 첫 구절에 나오는 

선거란 이것을 가리킨다. (연설문 생돼 

프레스코트는 자신의 연섣을 효과적으로 초점화하기 위하여 언어를 어떻게 사 

용하였는가? 이 연설은 열마나 성공석이라고 생각하는가? 

답을 작성하는r 데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 

·어휘와 의미 ·문법 ·응집력 

·반복과 병별 구조 

· 구어 연설임을 시사하는 특정들 

* 업무， 직업， 직장， 조직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그 고객이나 이용자에게 효과 
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 다음 자료눈 요크 지방의 방언으로 고쳐 쓴 것이다. 어휘， 문볍에 나타난 특 
정에 대하여 논평하고 표준 영어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이러한 변이가 생기 

게 된 이유를 밝히라. 

* 다음 자료 A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따온 것이며， 자료 B는 같은 구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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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번안한 것이다. 두 자료 사이의 언어적 차이를 밝히고， 그러한 변화로 생기게 

된 효과에 대하여 논하라. 

이 밖에도 신문 기새 시 작품 둥을 대상으로 출제된 전체 14문제가 대체로 

언어 사용에 관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적 단위 또는 체계들이 운용되 

고 상호 작용하는 것올 논하고 그에 대하여 논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서 세 문제에 답하는 것이 하나의 시험이고1 이와 같은 비중의 문제를 

세 시간에 하나 더 풀고， 그 다음 2,500 단어에서 4，αm 단어 범위에서 글올 써 

내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다. 앞서 살핀 대로 주관 기관에 따라 그 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 정도 분량이 보편적이다. 

이 시험 답안을 평가하는 공통 기준은， 

• 현재와 과거의 영어 사례들에 대하여 반웅， 기술， 설명， 논평하는 능력 

· 언어 연구에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알고 사용하는 능력 

• 맥락에 따라 언어의 형식과 의미에서 편차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 언어 사용과 관련된 개념올 이해하는 능력 

· 목적과 청자에 따르는 다양성에 대하여 기술하는 능력 

· 언어 연구에 적합한 지식， 이해， 통찰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등이며， 여기에 제시된 중핵적 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준으로 

• 주어진 텍스트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 개인적 반용 결정 

· 텍스트 내에서 인물， 플롯， 사상 둥의 상호 작용 이해 

• 필자가 독자 혹은 청자에 대한 반웅을 각기 달리하는 것을 드러내기 

• 텍스트의 가치와 태도를 평가하고 고려하기 

둥을들고 있다. 

이상의 시험 문제와 평가 기준에서 언어 지식이 언어 사용올 중심으로， 그것 

도 실제의 언어활동을 자료로 하여 적용되는 데 평가의 중점이 있다는 점이 드 

러난다. 또 그 자료로는 연설， 논문， 대화， 시 둥 언어의 전 국면에 걸쳐 광범하 

게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34) 이런 특정은 영국의 영어교육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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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한결같은 특징이다. 

〈문학〉 

다음으로 문학 시험도， 역시 뼈B의 예에 따르면， 두 번 또는 세 번의 시험 

을 치르는데， 처음과 두 번째의 시험은 각각 3시간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과제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두 시간 반에 걸쳐 시험을 보기도 한다. 

첫번째 시간에는 비평적 감상과 텍스트 분석을 하는데 시， 산문， 셰익스피어 

텍스트의 세 분야에서 각기 하나씩 골라 쓰고? 둘째 시간에는 미리 정해 준 작 

품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셰익스피어， 드라마， 시， 산문의 네 분야에서 각기 하 

니씌에 답하며， 세 번째로는 주어진 과제에 따라 2,500 단어에서 4，이)() 단어에 

이르는 작문을 과제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달리 문학연구의 영역이 

라는 명칭 아래 〈주제>， <시간과 공간〉， 〈이야기하기의 방법〉의 셋으로 나뀐 

분야 중 두 항목에 걸쳐 답한다. 1996년 〈주제〉 분야에는 ‘검은 아메리카와 

‘사랑과 유대’<시간과 공간〉 분야에는 ‘20세기 여성들의 끌쓰기’와 ‘워즈워 

스’<이야기하기의 방법〉 분야에는 ‘단편소설’ 또는 ‘풍자적 글쓰기’ 등이 하 

위 항목으로 주어져 었다. 다음은 1996년 시행한 AEB의 세 번째 시험인 문학 

연구의 영역 문제이다. 

선택 1 : 검은 아메리캐지정 작품 Uncle Tom ’'s Cabin 뻐꺼et Beecher 

Stowe, 1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 Maya Angelou) 

1. Uncle Tom ’'s Cabin 제25장과 1 Know Why π!e Caged Bird Sings의 시작을 

되새겨 보자. 각각의 이야기에서 교육과 배움은 어떤 중요성윤 갖는가? 교육과 

배움에 대한 작자의 태도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개 

선택 2: 사랑과 관계(지정 작품 Emma - Jane Austen, Jane Eyre-←Charl아te 

Bronte) 

34) 여기서 한 가지 의아스려운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영국 국내에서 A-level 시 
험을 돕기 위하여 발행되는 각종 참고서는 이상한 현상을 보인다. 분명히 영어 

참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차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Stu따t Sì1lars, Longman Study Guides: A-level English, 1997 
이 나， Rosemary Coxon, Letts Study Guide: A-level English, Letts Educational, 
1995, 또는 Ian Barr & Chris Walton, A-level Questions and Answers: English, 
1995 등이 그런 본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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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mma의 제1장과 Jane Eyre의 제12장을 되새겨 보자 작자가 각기 그 부분 

의 인물을 존경스럽게 소개하는 방법을 비교 · 대조하고1 이 이야기들이 소셜의 

주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의미를 그 표현 방법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셜명 

하라. 

이런 유행의 문제들이 보여 주는 것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면밀한 분석 위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분석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이러한 견고한 분석과 해석을 거쳐서 판단 

과 평가에 이르는 반웅이 결정되리라는 점 둥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감상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감상의 과정은 작품을 읽어 내는 독해의 능력， 그것을 문 

학적 틀에 비추어 음미하는 능력의 작용 ò 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음미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체험적 배경과 세상사에 대한 이해 능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합 또는 작용하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감상 능력이라고 하건 반웅 능력이라고 하건 용어에 상관 없이 이와 같은 과정 

을 수행하는 능력은 체계적인 지식과 풍부한 체험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갖추 

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시험 주관 기관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평 

가 기준은 이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 상이한 유형과 상이한 시대의 텍스트를 이해하여 반웅하는 능력 

• 의미의 표현을 위해 작가가 형식， 구조， 언어를 선택한 방법을 알아 내는 능력 

• 문학 작품이 창작되고 이해되는 맥락에 관한 지식올 보이는 능력 

• 자신과 타인들의 텍스트 해석에 대한 논의 능력 

• 정통하고 독자적인 의견과 판단을 생산하는 능력 
·문학 연구에 적절한 지식， 이해， 통찰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여기까지가 중핵적 평가 사항이며， 이 밖에도 함축된 의미 탐색， 인물， 논의， 

심상 등과 같은 텍스트의 특색 감상， 텍스트가 독자를 고양하는 방법 가시화， 

텍스트들 사이에 의미있는 연계， 독자 자신과는 상이한 사회 배경과 상이한 용 

어의 작품 탐색， 반웅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구두로 반웅을 표현하기 

둥에 이르기까지 평가 항목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평가 기준에서 우리는 문학 감상의 능력이 결국 분석 능력이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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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의 틀을 바탕으로 얻어 내는 반응의 능력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된 

다. 또한 비단 문학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언어 활동에서도 막연하고 무질서한 

반응이란 불가능한 것으로1 그것은 지식과 그 적용으로서의 분석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지금까지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교육과정 

을 비롯한 시험의 취지는 이해와 반응이 지식을 기반으로 낀밀하게 연결된다 

는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IV. 英國 自國語敎育의 指標

지금까지 살펴 본 영국의 각종 시험 문제는 영국의 자국어교육이 우리의 국 

어교육과는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듭 확인하지만， 영 

국의 교육은 그플의 것이고1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자 

국어교육이 본받을 만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찰 검토하는 과정은 반드 

시 펼요하다. 

그런 검토를 위해 영국 자국어교육이 지년 꽉정을 교육 구조의 측면과 교육 

지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그 결파를 바탕으로 우리 국어교육과 

의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접파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1. 敎育의 構造

가統合性 

영국은 영어교육의 영역을 말하기/뜯기， 읽기， 쓰기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그렇기는 해뇨 실제로 영어교 

육이 시행되는 모든 국면에서 이 세 영역은 풍합을 지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는 특정을 보인다. 

모든 시험 문제가 ‘쓰는’ 것을 주된 형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 

다. 이는 모든 읽기의 결과를 쓰는 능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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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 본 쓰기의 평가에서까지 ‘토론을 통해 또는 글쓰기를 통해’ 어떤 능력 

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도 언어활동의 통합적 운용 

을 통한 능력 배양올 겨냥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 A-Ievel을 제외한 모든 단 

계에서 교실 학습은 읽기와 쓰기의 과정에서 말하기/듣기가 요구되고， 이를 토 

대로 개인 성적의 20%를 차지하는 말하게듣기 성적이 매겨진다는 점도 이러 

한 특색의 구체적 모습이 된다. 

능력의 통합을 지향하는 경향은 영역 사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역 

내의 교육 요소들 간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인다. 신문에 난 지원병 모집 광고를 

보고 병사의 아버지가 되어 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든71-. 남의 가족 

이야기를 기술한 글을 읽고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한 시를 쓰라든가 하는 시험 

문제는 실용과 문학 사이의 통합을 겨냥하고， 정보 전달과 상상적 언어 활동 

사이에 통합을 겨냥하는 지향올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영국의 영어교육은 영역간 그리고 교육 요소간에 통합적 활동을 매 

우 활발하게 지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여 준다. 

나.位階性 

영국의 영어교육은 철저히 위계성에 근거하여 계획 · 실천되는 특정을 보인 

다. 이러한 특정은 교육과정에서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데서나 주요 기능을 

지정하는 데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드러난다. 그 일례로 저학년에서 고학년 

으로 가면서 ‘이야기(story)→서새narrative)→허권fiction)→소설(novel)’ 둥으로 

용어가 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시를 지칭하되 ‘시→현대와 고전시→시의 

형식과 문체 풍→필독 시작품’ 등으로 용어가 구체화하는 것도 위계성의 정표 

가 된다. 저학년에서 ‘이야기하기’ 둥의 용어가 차츰 ‘생각해 내고 계획하고 기 

술하기’의 단계를 거쳐 ‘발견하고 가정하고 분석하기’ 둥으로 발전하는 것도 

그러한 예일 것이다. 

또 과목의 설정도 위계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KS2까 

지의 저학년에서는 철자와 글씨쓰기(Spelling and Handwriting)가 시험 과목으 

로 설정되어 평가 대상이 되는 점도 그러하고， 읽기라는 용어도 낭독{rea이ng 

혹은 reading alou이과 독해(r않며ng comprehension)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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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저학년에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 분할하여 시험을 

치르다가 고학년이 되면서는 영어와 문학으로 또는 어학과 문학으로 과목의 

이름조차 바꾸어 설정하고 시험의 내용올 그렇게 하는 것도 위계성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 준다. 저학년에서는 언어활동의 구체적 여러 모습을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밀도 높은 전형적 언어를 통하여 체계적 학습 

을 도모õ}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 

다 媒體 름語의 重視

영국의 영어교육에서는 매체 언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매체 언어 

란， 잡지， 신문， 기타의 출판물， 방송， 집회， 전단， 기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여러 유형의 언어활동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는 문예물과 구분하여 정보 자료라는 명칭을 써서 자서전， 전기， 전문 

기관지， 일기， 편지， 여행기， 전단 둥을이 포함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언어활동 자료에 대한 교육을 다루어야 할 ‘범위’에 명시하고 있으며， 각종 시 

험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매체 언어를 다루는 데도 위계성이 철저히 고려된다. 저학년에서는 사전， 정 

보 매체 참고자료， 허구적 형태로 표현된 정보 등에 중점을 두다개 어른을 위 

한 정보→ 비허구물， 신문 등으로 확대되고1 텔레비션， 영화， 라디오 등으로 매체 

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한 그 언어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식으로서 제목이나 내 

용을 배열판f 방법에서 시작하여 섞차 목작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분간 

해 내고1 나아가 사실과 의견을 분간하는가 하면， 같은 정보라도 다른 방법으 

로 구상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변 정보의 질과 표현 및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준으로 나아가 

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고르게 

기획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험도 그렇게 실시된다. 

그렇다고 하여 매체 언어의 중시가 곧 문학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오해를 가 

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 때 생활 중심이라는 말을 곧 문학의 배제 

또는 약화로 오언했던 어리석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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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적 관점을 가졌다는 정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 시험이나 교과 

서가 보여 주는 바에 따르면， 매체 언어가 다루어지는 비중은 경우에 따라 다 

르지만 약 4분의 1 정도라 할 수 있고， 여기에 정보 자료까지 합쳐서 문예문과 

비문예문으로 나눈다면 2:1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저학년에서 실시되는 국가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대체로 그러하고， GCSE의 영어라는 파목이 문예문과 

비문예문을 함께 다루며， 이와는 달리 문학이라는 과목이 또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사실은 이런 비중 논의는 부질없는 것인데도 우리의 불행하고 어두 

운 과거가 있기에 이를 굳이 밝혀 둔다. 

라. 知識 中心

영국의 교육과정이나 시험은 지식(knowledge)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 

고 강조한다. 시험 문제에 대한 채점의 기준에서 ‘지식을 보여 준다’는 것이 자 

주 반복되는 것이 그 증거이며， 교육과정의 ‘2.주요 기능’ 부분도 지식의 기반 

을 강조하는 증거가 된다. 용어상으로는 ‘기능’이라는 말을 썼지만 기능이 활 

동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논 데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그 기능을 수행 

하는 기본 원리를 앓으로써 활동의 수행을 교육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35) 

영국이 지식적 기반을 중시하는 관점은 그 과목 편성에서 강하게 부각된다 

고 할 수 있다. 저학년의 시험과목을 읽기와 쓰기로 나누다가 고학년으로 가면 

언어와 문학으로 나누고 있음이 이를 두드러지게 보여 준다. 앞에서 살핀 시험 

과목 편성과 그 시험 문제들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지식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이러한 분위기를 

35) 이것도 굳이 되풀이하면 웨언이 될테이지만， 그 동안 우리의 국어교육은 ‘ 중섬’ 

이라는 말을 늘 이분법적으로 사고해 온 관습과 역사 때문에 강조해 두고자 한다. 

실제로 지식과 실천은 모든 활동에서， 특히 언어활동에서는 반드시 펼요한 두 요 

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심’이라는 용어륜 ‘지식 무용’ 또는 ‘지식 배 

제’로 몰아 간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자취이며， 본질을 벗어난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지삭이 개개의 사실 자체를 아는 것으로 인식되어 버 

린 저간의 사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활동의 원활하고 효용적인 수 

행은 그 방법적 지식올 터득하고 있올 때 가능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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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있는 방법은?’이나 ‘펼자가 자신의 집필 목적을 딸성하기 위해 사용 

한 특정은?’이라는 물음은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두루 보인다. 또 이런 문제는 

문예문이나 비문예문에 뚜루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답에 포함될 지식의 

항목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이는 언어활동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삭은 교육의 단계에 따라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자 그 지식이 어학적 지식과 문학적 지 

식으로 뒷받침된다는 관점의 표현이라 하겠다. 

2 敎育의 指標

가. 反應 中心

영국의 영어교육이 도랄하고자 하는 지표의 핵심은 ‘반웅’으로 압축된다. 교 

육과정과 시험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상의 총 

론{General Requirements for Englκh)은 말하게듣기와 읽기에서 ‘이해’와 함께 

‘반웅’이라는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이런 관점이 대전제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준 

다. 또한 쓰기의 능력을 측정하는 각종 시험은 읽기 자료에 대한 반웅으로서의 

글쓰기를 요구한다. 주어진 자료를 ‘너 자선의 경우로 바꾸어 쓰라’든개 ‘그 

입장이 되어 쓰라’든가 하는 것은 이러한 지표가 구체화한 것임을 얄게 해 준 

다 

여기서 우리가 ‘문학교육은 학생들의 반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제 

한적인 명제를 떠올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듯하다. 그 까닭은 반웅이 문학의 

전유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반응 그 자체이며， 특 

히 언어활동은 반응적 특성이 더욱 강하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결국은 나의 

반응을 위한 것이며， 글을 읽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반웅을 형성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36) 글을 쓴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모든 자극에 대한 언어적 

36) 언어활동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나머지， 끊을 읽어 내용을 파악하 

논 데 교육의 종점을 마련하고， 끌을 쓰는 데 절차만을 알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거냐， 말하기의 방법이며 듣기의 방법올 강조하는 것에서 그쳐 버린 것이 국어 

교육의 치명 적 약점이다. 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즐겁게만 언어활동을 

하도록 션계했던 우리의 국어교육은 요령만을 강조하는 잘못에 빠지고 말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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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웅으로 글올 쓰는 것이다. 모든 언어활동은 ‘나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루진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국의 반웅 지향이라는 지표는 매우 타당한 것이며， 

이를 문학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해준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글， 이른바 ‘지문’이라는 것을 

가리켜 ‘자극 자료(S빼버us Mate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37) 한다는 점이 

다. 결국 시험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자료는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자극 자 

료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삼라만상 

그 어느 것이건 언어활동을 자극하고 고무하는 자료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q. 個A的 主體性 重視

언어활동올 반용으로 보는 관점은， 모든 개인이 책임과 자유를 지니고 권리 

를 행사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 가야 한다는 인간관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누구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기 위하여 자기만의 

판단올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체적 인간 

이라고도 한다. 그러고 보면 영국의 교육은 언어활동에서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적 반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독자적 

(independent) ’ 또는 ‘자신의 말{o뼈 word)’이다. 

독자적이라고 하면 기이성이나 예외성을 혼히 연상한다든지， 아니면 천재성 

으로 치환해 버리는 것은 우리 교육의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이고 자신 

의 것인 반용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정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는 것도 영국 교육의 특정이다. 그것은 반웅 앞에 이해(뻐derstan뼈19) 

를 반드시 앞세워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각종 시험에서도 단어나 구절이 그 맥락 속에서 함축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 

진단할 수 있다. 언어활동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며 ‘나의 태도’ 

임은지당하다. 
37) Ian Baπ & α띠s Wa1ton, GCSE Questions and Answers, Letts Educationa1,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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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묻는 데서 시작하여 나타나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앞 

에서 흔히 보았다. 그 이해는 정보 수준에서부터 함축적 혹은 상정적 이해에 

이르는 의미의 이해까지로 나아간다. 이런 이해 능력올 묻기 위해 ‘요약’을 하 

라는 문제도 간혹 출제된다. 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다음의 물음은 대체로 

‘성격의 창조를 위해 필자가 쓴 방법’이나 ‘분위기를 형성한 방법’ 혹은 ‘이야 

기를 이렇게 시작한 효과’나 ‘설득에 효과적인 이유’ 둥 비평적 분석에 이른다. 

그러기에 영어 학습에 관계된 요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이 보통 

이다. 

• 시대와 유형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텍스트룹 이해하고 반웅하는 능력 

• 작자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형식， 구조， 언어의 여러 방법에 대 

한이해력 

• 글이 씌어지고 이해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력 

•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낚의 해석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능력 

• 정통하고 판자적인 의견과 판단에 이를 수 있는 능력 

• 연구 방법에 부합하는 지식， 이해， 통찰력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38) 

이처럼 반웅이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간다. 실제 시험에서 세계 각국의 정치인 명단을 알리는 앵네 

스티 전단을 제시하고는39) 그 본부에 보내는 편지를 쓰거나 이야기 한 편을 

만들라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이 모든 것은 독자적이고 자기 자신만이 지년 

반응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체적 활동으료서의 언어활동을 강조한 것이 

라 하겠다. 따라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평7t， 판단， 선택 등이 요구되며， 저 

학년에서는 의견괄 설명하기를 요구하고1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문제로 생 

각하기，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기 등을 구체화하모록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38) Ian B따r & Chris Walton, A-level Question and Answers, Letts Educational, 1995, 
p.3. 

39) 학습용으로 출판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전단에 수록된 양심수 가운데 아웅 산 

수 지와 함께 한국 사람이 간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다. 

John Lisle & John Cahdfield, Key Stage 3 National Tests, Letts εψcational， 

1997, Booklet,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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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英圍의 自國語 敎育 觀點 檢討

지금까지 영국의 영어교육이 지닌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 

만， 이것은 영국의 교육이며， 영국의 교육은 영국의 교육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거나 본받을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정당성 또는 타당성이 검증된 다음 

이라야 한다. 그런데 미리 결론을 앞세운다면， 영국의 교육은 언어， 인간， 교육 

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한 위에 구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 살핀다. 언어를 어떻게 보는가는 언어교육을 설 

계하는 데 결정적인 방향타가 된다. 지금까지의 우리 국어교육은 언어를 ‘의사 

소통의 도구’로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어교육을 ‘언어 사용 기능의 교육’ 

이라고 한 것이라든다， 국어교과플 ‘도구 교과’로 규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이런 관점은 국어교육을 도구 사용술 교육으로 유도하는 경향을 보였고1 

활동을 많이 체험하면 방법에도 익숙해진다는 식의 지극히 평면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말았다. 

실제로 언어는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언어의 한 특정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이 인용문은 스코 

트랜드의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그들의 언어교육관이다. 

언어는 어린이들의 학습에서 중심을 이룬다. 언어를 통하여 그뜰은 대부분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많은 기능을 습뜩한다. 언어는 남들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 

로 의사 소통을 하게 해 주며， 동시에 자신과 남의 경험， 감정， 생각을 살펴 그것 

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 언어쓴 어련이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전의 중심 

으로서 모든 교육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의 용집되고 발전 

적인 학습올 도와 준다.찌) 

언어가 도구이기는 하되， 그것은 수단이자 인식 그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삶 

의 양상 그대로라고 보는 언어관 및 언어교육관이 ‘질서와 의미률 부여한다’는 

데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언어의 이런 국변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를 바라보 

게 된다면 언어 활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식과 가치의 문제라는 데 중점 

40) 깨e Scottish Office Education Department, 앞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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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교육으로 나아가게 마련일 것이다. 

이처럼 언어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든7t， 언어 자체가 생명을 가진 유 

기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둥을 고려한 다음 견해가 언어가 지년 입체성 

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언어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다. 

• 언어는 우리에게 1E體件을 확립하게 해 주며， 타인들과의 유대를 갖게 해 

준다. 

•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목작과 의도를 획듀하게 해 주는 도구이다. 

· 언어는 타인틀이 내게 작용하는 수단이다. 

· 언어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판점을 형성해 준다.41)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다소 치우친 듯한 느낌을 없지는 않지만， 이쯤으로도 

언어의 입체성은 충분히 드러난다. 이 밖에도 언어가 지닌 수많은 기능과 본질 

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 

는 언어를 업체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평떤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다. 국어교육에서 문학이 읽기 자료의 하나라논 정도 이외에는 별반 다른 의미 

가 없다고 한다든지， 글 내용의 이해， 말하는 형식에 대해 알기， 글 쓰는 절차 

얄기 등에 치우치는 교육은 언어의 도구성이라는 측면만을 평면적으로 바라본 

결과이다. 그 대신 통합성， 지식 기만 반응 중심， 개인의 주체성 중심을 지향 

한 영국의 교육은 언어의 입체적 본질을 잘 살핀 설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에 대한 관점올 살핀다. 인간올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도 관계될 뿐더러 인간의 중요한 특정인 언어와도 관계된다. 인 

간을 보는 관점을 일일이 살펼 능력도 없고 그럴 계제도 아니지만 영국의 영 

어교육이 보여 주는 반응 중심과 개인의 주체성 중심이라는 지표는 인간 개개 

인이 지닌 삶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보인다. 전체성， 평균성윤 강조하 

는 사회가 흔히 놓치기 쉬운 개인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 

하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살아 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점도 영국의 그것이 타당해 보인다. 특 

41) AEB, op. cit.,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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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보게 되면 기능의 습득을 통해 무엇엔가 기여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고양하고， 그 개인 

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능력의 함양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 고양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관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국면올 살핀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도 

능력 밖이며 지금은 그렬 자리가 아니지만，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일반적 통념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은 삶의 여러 국면에 전이될 수 있어야 가치를 가질 것이며， 

교육은 그러한 능력과 태도를 동시에 길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언어활동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도록 설계한 점은 교육할 

대상의 실상에 부합하며， 지식이 기반을 이루도록 한 점은 학습된 능력의 전이 

를 용이하게 하고， 그것을 위계에 따라 셜계한 점은 활동의 실상과 지식의 체 

계 그리고 인간의 발달 단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할 대상이 개인적 삶올 발전시키고 향유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반웅 중심과 개인 주체성 중심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런 관점은 교육할 지식 자체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의 가치 

와 전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실제로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에게 

편지를 쓰라든개 담배에 관한 정보 자료를 보고 금연을 설득하는 연설문올 만 

들라든가 하는 등등은 개인의 견해를 중시하면서 학습 내용의 전이 효과를 극 

대화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영국의 영어교육 

은 언어， 인간， 교육의 세 국면에 두루 가치 있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退照: 國語敎育의 省察

지금까지 영국의 영어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는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영국의 그것이 타당한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는 논의의 진행 과정에 정당 

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일 따름이지 실상은 불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필자는 국어교육이 이러한 관점에 서야 한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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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교육의 설계는 관점이 좌우한다는 전제 아래， 국어교육이 다룰 언어 

활동의 본질은 도구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인간을 도구적으로 

바라볼 때 교육은 피폐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게 되면 

교육이 아닌 훈련으로 전락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42) 

이런 관점에 서서 바라보면 영국의 교육은 이색적이거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이론적으로 그러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영국의 교 

육은 이미 그런 관점에서 설계되고 실천되는 구체적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그 동안 전개해 온 필자 나름의 이론적 주장이 실제적 

입증 자료를 영국에서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국어교육을 돌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지 

금까지 보아 왔듯이 영국의 영어교육과 우리의 국어교육 사이에는 많은 차이 

가 있다 그 거리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시 

험의 형식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참으로 엄청나다고 할 수 었다. 영국에서는 교 

육의 초기 단계인 저학년에서만 일부 채용되고 있는 多破擇 →의 방법이 우리 

나라에서는 평가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저쪽은 말하고 쓰는데， 이쪽은 고르고 찍는다. 

그러나 이런 형식상의 문제플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논의를 그만두자는 것 

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교육의 제도와 구조라는 완고한 체제의 문제이며， 혹 

대안이 있더라도 실현의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언제나 먼저 떠오르게 되는 문 

제로서 현실적인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푼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 국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력을 절대 평가하는 기준을 지금 구상중에 있다고 하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를 계기로 평가의 풍토와 함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대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여기서는 비켜 가고자 한다.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 

은 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2) 졸저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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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本質 中心과 領域 中心

몇 가지 형식상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두 나라의 자국어교육이 공통된 기 

반을 지니고 있다는 점올 확인하게 된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기능에 바탕 

을 둔 교육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교육과정이나 평가 기준에 

‘skill’이라는 말이 혼히 보이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기능’이라는 용어가 

흔히 보이는 것과 상통하괴 저쪽의 ‘use’라는 용어는 우리의 ‘샤용’이라는 말 

과 짝을 이룰 것이다. 영국의 교육과정이 기능에 기반을 두어 설계된 것이라는 

점은 그쪽의 학자들도 분명히 인정한 바 있다.43) 그러면서도 한 · 영 양국의 자 

국어 교육이 지닌 차이는 크고 심각하다. 

그런 차이의 하나로 저쪽은 本質 中心 혹은 감語 中心인 데 반하여 우리는 

領域 中心으로 교육을 설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영어교육 영역을 셋으로 나누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말하기와 듣 

기를 한데 묶어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이 

두 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강조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말하기 

/듣기라고 한 단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의 영역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사실 이론적 근거로 본다면 말하기와 듣기는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으로서 

그 각각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표현이론과 이해이론으로 그 성격이 다를 수 있 

다. 이를 모를 까닭이 없는 영국이 말하기와 듣기를 한 영역으로 묶어 버린 것 

은， 이 두 영역이 디루어야 할 대상인 언어가 口 話이며 이는 文샘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양자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경향은 이에 관련된 여 

러 문헌에서 넙리 발견된다 .. 44) 

우리 국어의 실상을 보더라도 ~J 語와 文話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에서 이 방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거나， 교육의 장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떠올려 논의하는 경향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아마도 영 

역 분류의 방식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말하기는 곧 쓰기와 다를 바 없는 

이론적 뒷받침을 받기에 이른다. 표현론과 이해론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사정 

43) An이ew Stables, An Approach to English, Cassell, 1992, p.12. 
44) Andrew Stables, 앞 책， 1992,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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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텀標 中心과 過程 中心

이 방면의 연구가 아직 많이 쌓이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표현과 이해의 이 

론은 그 과정이 어떤 機制로 되어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데 머무른 

감이 없지 않다. 익히 알려진 일이지만， 순수과학적 관심에서는 機制 그 자체 

를 파악해 내는 것만으로도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국어활동 능력을 길러 주 

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해명된 機制 자체를 바탕으로 목표의 성취 

방법이 구안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機制 자체의 구명에 그치는 이론은 

순수학문의 수준에 머물고 말게 된다.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이다. 

그런 탓인지 우리의 국어교육 설계며 실천은 過탠 ψ心的 경향을 보인다. 

과정 중심이란 활동의 과정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머물러 버린 현상을 

뜻한다. 읽기의 절차를 아눈 것이 우선시되고1 쓰기의 과정올 섣병하는 능력올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그 활동은 한 과정 한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었다.45) 

이에 비한다면 영국은 닙標 냐」心씨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쓰기가 주제 선정， 자료 수집과 선택 ... 의 과정별로 

전개되는 것과는 달리 아예 한 편의 글올 쓰는 얼을 처음부터 겨냥하고 있으 

며， 그 귀결점을 ‘반웅’에 설정하고 있음을 본q-. 영국쪽의 여러 문헌에서 이 

단어를 빈번하게 발견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는 젤차촬 강조하는 우 

리와 큰 거리를 갖는 차이점이다. 

영국쪽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반웅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앞의 

여러 인용에서 보았지만， 그것은 이해， 발견， 분석， 평 7}， 태도 등의 여러 요소 

를 함축하면서 필요한 절~}를 거쳐 이루어지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 

들은 이 목표를 강조한다. 어찌 보면 교육의 초점화 또는 단위성을 고려에 넣 

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마디의 말이， 혹은 하나의 문장이 만틀어지 

45) 이 점에 대해서는 수행 능력의 함양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만 것이 보다 효과적 
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전체 

적 특색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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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만도 매우 복잡다단한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반웅이라 

는 도달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세 살짜리도 말을 하고 산디는 점에서 본다면， 또 세 살짜리에게도 

그 나름의 세상 보는 안목이 있대이를 철학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차에 대한 이해만이 교육의 최선은 아닐 것으로 본다. 세상의 모든 

일에 층위가 있고 선후가 있으므로 위계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그것을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학교 급별이 있고 거 

기에 다시 학년 구분을 둔 것은 이런 관점의 확연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점화 또는 단위성이라는 것이 활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토막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가 말 

을 처음 배울 때는 단어부터 습득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단계를 조금만 넘어 

서서 자기 문법을 갖게 되면 문장 표현을 통해 담화를 실현하는 것올 본다. 그 

담화의 질이나 형식에 위계는 있겠으나 절차상의 위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 

다는 생각에 도웅을 주는 사례이다. 영국이 서사적 특정을 가진 언어 구조물을 

지칭하면서 저학년에서는 이야기， 조금 올라가면 서사， 그 다음에 소설로 나아 

가는 것도 질적 위계를 절차보다 앞세우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절차적 과정과 목표 가운데 어느 것을 앞세우는 것이 더 타당한가는 일률적 

으로 단언할 일이 못 될는지 모콘다. 그러나 언어교육을 두고 말한다면， 언어 

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을 검토함으로써 도움올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은 목표 도달을 중시하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견해료 스코트랜드의 교 

육과정에서， 

학교는 학생들로하여금 그 개인과 그 세계의 필요에 적합한 맥락에서 꼭 맞는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기회 제공은 다음과 같은 것들올 포함해야 한다. 

• 소통하기 : 예) 생각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놀기， 생각과 정보를 가 
다듬기， 증명하기， 따지기， 설득하기， 말하고 쓰기， 보고하기 

• 생각하기 : 예) 사색하기， 가설 세우기， 발견하기， 반성하기， 일반화하기， 종 
합하기，분류하기，평가하기 

· 느끼기 : 예) 기술하기， 자신의 느낌과 남의 느낌을 반성하고 고려하기， 정 

서적 복잡성을 처리하기， 가치와 느낌 사이의 갈등을 감싸기， 해결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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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 만들기 : 예) 이야기， 시， 편지， 보고서， 도안， 녹음이나 녹회A6) 

처럼 제시한 교육과정 설계는 언어활동이 하나 하나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구 

현하는 단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위 

성이 성장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단위마다에서 목표가 설 

정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활동이 교육되는 것은 방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닐 

것이다. 

다. 知識 中心과 活動 中心

이처럼 단위 활동이 목표를 겨냥하는 언어활동이 되도록 설계한다 하더라도 

교육의 국변에서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방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活動을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영국은 知識의 습득을 통해 거기 도 

달하고자 하는 관점을 보여 준다. 영국의 교육과정이나 평가 목표 또는 기준에 

서 지식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는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 일례로 

시험의 평가목적을 

* 수험생들의 다음과 같은 지식과 이해력 개발에 목표를 둠. 
• 의미를 생성하는 언어 체계 

• 구어와 문어의 차이접 
언어 변이와 변화의 본질과 원언 

· 의사 소통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 사회적 요인 
· 특정 문화에서 언어의 위치，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태도47) 

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시사적이다. 영국의 교육과정이 반웅이라는 목표 앞에 

‘개인적， 독자적， 평가적’ 등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데서 반용을 감정적 무정 

46) The Scottish Office Education De뼈rtment， Curriculum and Assessment in 

Scotland National Guμlelines: English Language 5-14, 1991. p.3 
47) AEB, 1997 Syllabuses: English, 1995, p.I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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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태나 가이성 또는 돌출성 정도를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들이 

무질서나 무원칙의 산물이 아니라 타당한 기준과 적절한 절~l를 거쳐 도달하 

는 필연적 결과일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됩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은 체계적인 지식의 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강조된다. 

국어교육에 충전할 만한 지식이 체계화하지 못했음을 늘 우려해48) 온 터에 지 

식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어교육을 목표 지향적인 것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 지식 중심의 설계를 

하게 되면 그 형식은 위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식에는 그 자체의 질서 

때문에도 위계가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영국이 성취목표를 모두 아홉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활동의 수행을 중심으로 해 

온 우리의 교육과정이 동어반복으로 되어 있는 점은 설계 기술상의 문제로 그 

리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피하지 못할 귀결이었다. 이를 수준별 교육과정과 

뒤섞어 생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굳이 그렇게 결부시킨다 해도 지식 

의 위계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지식이 아닌 수행 그 자체로 설계하 

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누차 지적한 바 있다.49) 

21 多元主義와 -元主義

국어교육을 도달 목표 중심으로 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된 지식 중심이나 위 

계화는 논리적 축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실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점은 언어를 어떻게 보는가 õ~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그것이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단선적이었다는 점도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50) 언어를 의사 전달의 도구 쯤으로 치부해 버 

리는 데서 도구론이 둥장하고 그에 따라 국어교육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를 가리켜 도구적 -π主義라고 할 수 있다면 이와는 달리 언어를 입체적으로 

보는 多元主義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원주의적 관점 

48) 졸고 r21세기를 대비하는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과제J ， ~21 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Æ ， 한국교육개발원， 1997. 4-6면. 
49) 졸저국어교과학의 지평Æ ， 서울대출판부， 1995.35-36면. 

50) 앞 책， 52-9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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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를 검토하면 이 생각의 고리가 타당함이 더욱 입증될 것이다. 언어를 

다원적 • 입체적으로 바라본 관점은 앞에서 충분히 예시한 바 있다. 

언어가 지닌 다원성과 입체성을 전제한다면， 언어교육도 다원적으로 보는 것 

이 펼연적이다. 언어를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언어의 본 

질에 맞는 교육을 기획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의 폭과 깊이가 확대된다. 또 국 

어교육의 입체적 설계로 쉽사리 나아가게 됨으로써 교육의 입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문제는 언어와 교육이 한데 작용하는 총체인 언어교육을 어 

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의 

관점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적 성장의 관점， 범교과적 관점， 성인 욕구적 관점， 

문화 유산적 관점， 문화 분석적 관점51)이 그것이다. 

이 중 어떤 입장에 서느냐 하는 것은 철학적 선택으로는 어렵지 않겠지만， 

현실적인 선택은 쉽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 방안의 

선택에서 어떤 관점에 좀더 기울어지는 경향의 차이흉 보일 수는 있다. 그러 

나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완전히 제압하는 배제적 선택의 상황은 상상하기 어 

렵다. 다소 어정쩡해 보이더라도 포괄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까 

닭은 앞에서 살펀 바와 같이 언어의 실상이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라는 데서 비 

롯하는 것이며， 현실이 또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후 얽혀 돌아간다는 점과 관 

계가 있다. 국어교육을 다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은 이런 면에서도 정당성 

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의 영어교육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붐으로써 우 

리의 실상을 좀더 뚜렷하게 드러내였으며， 또 그 허술한 부분을 아프게 집어 

내기도 하였다. 이것이 어쩌면 천박한 사대주의로 비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 

나 선진국이라면 무턱대고 모방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매우 격렬하게 

비난해52) 왔던 점， 그리고 여기서 살핀 바 있는 국어교육에 대한 진단이 그 동 

안 필자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그 동안의 이론적인 분석이 실제 자료를 통해 입 

51) Anφew Stables, 앞 책， pp.3-4. 
52) 졸고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J，교육과정연구~， 한국교 

육학회 교육과정연구회， 1996. 41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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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는 과정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진행된 셈이다. 

v. 文學의 {파텀: 國語敎育과 文學

1. 文學이 왜 問題언가 

이제 정작 중요한 화제로 삼고자 하였던 문제를 드러내어 살필 차례가 되었 

다. 영국의 교육과정이 주는 낯설은 사실 영역 구분의 차이에서부터 비롯한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학을 공부해 온 필자로서는 영국 교육과정을 처음 대했 

을 때 그 영역 구분에 문학이 없는 것을 보고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 

다. 그러나 그 의문은 이내 해소되었다.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영국의 자 

국어교육에서 문학은 최소한 3분의 2이상이라는 비중올 차지하면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었다. 교육의 초기부터 시를 읽고 들으며， 상상력으로 그려 낸 이 

야기도 하고 그에 대하여 반웅도 해야 한다. 문학의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읽 

어야 하고， 중요한 작가의 작품도 읽어야 하며， 시의 형식이며 서사의 형식을 

본받아 글을 써야 하고， 작품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반웅을 글로 써야 하며， 

심지어는 연극의 대본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교육에서 문학은 이렇게 중핵 

을 이루고 있다. 자국어교육이 이렇게 설계된다면 문학 영역을 굳이 설정하지 

않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타당성의 인정이 충분한 설명을 동반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오혜를 불러 올 수 있기에 두렵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 

의 근원에까지 이를 수 있겠는지， 그리고 생각한 바가 올곧게 풀려 나와 文面

에 드러나게 될는지 걱정이 없지 않지만， 문제의 실상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 

다. 따라서 성급한 단정보다는 논리의 축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국어교육의 영역에서 문학을 논할 때는 그 성격 규정이 모호해질 때가 

많다. 문학이 지식인가? 문학사나 문학 용어들을 생각하면 그렬 것도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문학이 그러면 기능인가? 문학작품올 감 

상하고 창작을 한다는 점을 두고 보면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능일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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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지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기에 

기능만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 동안은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본격화하지 못한 것이 사 

실이다. 그런 탓에 국어라는 교과 안에서의 위상이나 가능은 차치해 두고 ‘문 

학교육’이라는 용어가 주는 강렬한 독자적 어감 때문에 예술로서의 문학을 교 

육하는 문제에만 우리 학계의 정력이 집중된 감이 없지 않았다，53) 

문학교육이 문학 ‘을’ 교육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다. 문학의 본질이 예술인 한， 그 교육을 본질에 입각하여 논의송}는 것은 권장 

될 일일지언정 결코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마는 것은 교 

육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오직 ‘하나의 자리’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 국어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문학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지난날의 논의 전개를 가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53) 이 방변에 축적된 연구 엽적은 이제 상당한 양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예술 

로서의 문학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일일이 예거할 펼 

요는 없을 듯하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구인환 외문학.l.l육론~(삼지원. 1988)에 

서 구체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여러 학회가 중심이 되어 문학교육 문제를 주제로 

삼아 방법론의 측면에서 연구사가 검토되찬가 하면， 그 전망까지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을 적시해 두는 것으로 그지고자 한다 1997년 한 해에 이루어진 다음 목 

록들이 이 방변의 열기와 축적을 감지하게 해 준다 

〈문학교육학 창간호， 한국문학교육학회〉 

윤여탁문학교육 연구사의 비판석 검토와 전망」 

김창원문학교육 연구 방법환의 비판적 검토」 

김종선운학교육의 패러다임 점 검과 전망」 

〈문학교육의 반성과 방향 모색， 선포지움 발표자료집， 민족문학사연구소〉 

윤여탁문학교육의 방법론파 업사 제도」 

김종철고선문학 교과서의 구성 문제」 

김동환현대문학 교육의 목표와 방법의 분제」 

〈고전 교육의 문제와 전망，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박경주고전문학 교육의 연구 현황과 전망← 시가교육을 중심으로 

신재홍고전산문 교육의 현황과 파제」 

노진한국어교육과 문학사의 관겨l에 대한 고찰」 

이처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응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은 보기 어렵다. 노진한의 제목이 그에 가까우나 내용을 살 

펴보면 역시 문학교육 자체의 질서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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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지만은 않다논 점을 이해할 것이다. 또 국어교육 안에서 엉거주춤하게 

다른 영역， 말하자면 말하게듣기 같은 분야와 산술적 비중54) 논쟁이나 벌이는 

것은 문학의 본질이나 기능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대목을 

논의할 실마리를 영국의 영어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2 文學의 實務: 言語와 文學의 兩價性

영국쪽의 영어교육 시험과목 구조에 나타난 특색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거 

기 나타난 특색들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하급학년의 대부분 활동에 문학이 포함되어 있다. 

• ‘문학’이라는 과목명은 ~급 학년에서 나타난다 . 

. ^J-급학년으로 갈수록 과목은 단순해진다. 

• 셰익스피어라는 과목의 설정이 매우 이색적이다. 

·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에서 문학， 언어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이제 이런 특색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플 생각해 볼 차례다. 영국이 자국어 

교육 안에서 문학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문학이 단순히 평면적이고 일의적 

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파해 낼 수 있다. ‘문학’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 

하더라도 그 어느 국면을 지칭하는가는 달라진다.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 

별로 살펴 본다. 

가. 言語活動으로서의 文學

먼저， 하급학년의 말하게듣기나 읽기와 쓰기 둥에서도 문학이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그것을 굳이 문학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 대신 ‘문학’이라는 과목 

명은 ̂J급 학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개 

54) 제 5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동학교 국어 상 · 하권에 문학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왜 그리되었는지 하는 논의가 이런 측면에 관계된다. 또 화교 교육을 지 

배한다고까지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학이 30%의 지분을 확보한 과정도 

이런 문제를 반추하게 한다 이론적 추구가 없으면 유사한 상황이 언제고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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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꼭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구분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여타의 언어 활동과 공통되는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급학년에서 다루는 문학일수록 

문학만이 지닌 특수한 성격이나 고유한 세계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으며 또 

그럴 펼요도 없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하급학년에서 문학작품을 읽는 일 

을 주로 이해( comprehensio띠라 하는 대신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감상{appre

ciation)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좀더 심화된 과정에서는 연구{study)라고 

하는 관행도 이 문제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 

그러기에 하급학년에서는 문학이라 할지라도 그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언어활동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문학을 언어활동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판점은 타당하다. 

예를 들어， 상상을 통해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엮어 말하는 것이 꼭 소설이나 

연극이라는 예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를 통해 이루어전 생각을 감각으 

로 형상화하거나， 리듬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 또한 시에서만 보는 현 

상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활동에 널리 행해지고 있고 또 필요한 일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학을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할 때에도 예술로서의 고유한 세 

계와 언어활동으로서의 보편적 세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펼 

자는 강조해 왔다)5) 

영국의 영어교육이 보여주는 문학의 위상은 문학을 언어활동으로 바라볼 펼 

요성을 실제로 입증해 준다. 문학이 언어활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언어활동 자료로서의 문학이고1 다른 하나는 언 

어활동의 방법으로서의 측면이다. 이는 펼자가 일찍이 강조한 바 있는56) 도구 

로서의 언어를 다시 하위 분류한 체계와 사용에 관계된다. 

문학작품은 문법적으로 바르고 정확한 언어 사용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 

다는 점에서 전자， 즉 체계성의 학습 자료가 되며， 실천의 구체적 방법이 되어 

준다. 또한 문학은 말하고， 듣고， 읽고1 쓰는 자든주제가 되어 준다. 삼라만상 가 

운데 그 어느것보다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자극제로서 우리의 생각을 활발하고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해 준다. 그러면서 문학 작품은 언어활동이 본받을 표본 

55) 졸저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176-185변. 
56) 졸저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137- l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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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준다. 표본은 본받올 만한 본보기이라는 뜻이지만， 단순한 재생이나 

반복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틀로서 작용한다는 뜻이다. 틀은 곧 방법을 뜻 

한다. 잘 정제된 구조물인 문학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활동의 방법 

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 점에서 문학은 사용으로서의 언어활동이 되어 준 

다. 문학의 연구가 곧 국어교육의 연구로 전개될 수 있고 또 그래야 송}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학은 단순히 자료 수준을 넘어서서 방법적 지식을 습 

득하게 해 주는 통로로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 言語文化로서의 文學

문학이 도구 수준의 언어활동 자료이자 방법이라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그것 

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는 해석으로 나아가게 해 준다. 문화의 정의는 단순하 

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보거나， ‘세련된 형식’으로 보거나， 

‘의미 생산과 순환’으로 보거니.57) 간에 문학은 언어문화임이 분명하다. 문화은 

곧 삶의 방식이자 세련된 형식이면서 의미 생산과 순환의 구조물이라는 데 이 

의가 없기 때문이다. 문학이 언어활동의 자료이자 방법으로서 최상의 것이 되 

는 까닭도 바로 이런 문화적 성격에서 비롯된다.58) 

57) Pa띠 du Gay, et 따s， Doing Cultural Studies: The Stoη 01 the Sony Wal.때Uln， 

Sage, 1997, pp.I-5. 

58) 언어활동의 문화적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은 필자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 
해 온 바 있다.(졸저국어교과학의 지평J ， 서울대출판부， 1995. 참조) 그런데 이 
런 생각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 성격을 띤 의견들이 상당히 냐와 있는 것올 

보았다. 그 회의와 비판은 대체로 문화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실제로는 복합 

적인 것올 공연히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다분히 환원적이다， 예술성을 操象하고 

있다 둥으로 요약될 듯하다. 이런 견해들은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올 줄 안다. 

그러나 일일이 답하는 것으로 펼자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물음올 

던지고자 한다. 문화가 무엇인가 동}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Fe:떠inand de 
싫ssure， 빼얘lew Arnold, Raymond WiJlams, Jacques Lacan, Michel Foucou1t, 
Iρ띠s Althusser, Antonio Gramsci. ... 그 누구의 ‘문화’인가를 묻는 것은 그 누구 

를 따르겠는가를 묻는 것과 동일할 따름이다. 완벽한 방법은 없다(Graeme T따

n하， British Cultural Studies: An lnt"α싸ction 2nd 잉.， Rout1벼ge， 1992, pp.ll-

37.) 정작 중요한 것은 언어활동이 문화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문화를 규정 
하는 요소인 사회성， 체계성， 의미성， 정체성 둥이 언어활동에 담겨 있는가 그 반 

대인가를 분별하면 논의는 정리된다. 언어의 습득 자체가 문화적 현상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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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언어생활올 살피더라도 문학의 이런 측면은 쉽게 드러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활동도 일종의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행해지는 하나 하나의 발화와 그 수용， 그 자체를 가리켜 문 

화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 하나 하나가 개별적인 사실로 머무른다면 

문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란 유통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데 유통은 

유형성 또는 경향성을 지닐 때 비로소 구체화한다. 이 구체화한 모습이 문화의 

형식이며， 그 형식을 통해 우리는 문화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기에 하나 하나 

의 발화는 유형성 또는 경향성이라는 행식성을 지니지 못할 때 하나의 사실에 

그칠 뿐， 문화라고는 하기 어렵다. 

문학이 언어문화로서 중요한 의의플 갖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문학작 

품은 한 개인에게서 행사된 하나의 언어 행위이지만 거기에는 필연코 유형성 

과 경향성이 잠재해 있다. 문학에서 사조를 따지고 장르를 구분하거나 문학사 

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문학작품이 이러한 문화로서의 형식성을 지니기 때 

문이다. 때로는 톨연성과 함께 나타난 형식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돌연성 

이 맺고 있는 의미의 그물 속에 있기 때푼에 여전히 유형성이며 경향성으로 인 

식된다. 

시나 희곡 작품 또한 이 점에서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흑자는 그 작품들이 

이따금 내보이는 문법적 일탈을 지칭하여 그것을 문학의 별세계적 정표라고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만한 일탈은 우리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허다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까닭은 언어가 본질적으로 규범성이라는 구섬력과 일탈 또는 창 

조라는 원심력을 그 원동력으로 지니기 때문이다. 

언어활동의 문화적 국면은 다시 생활문화와 예술문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59) 생활문화로서의 언어활동은 주로 매체언어， 대중문화， 구전담화 동에서 

사회적으로 구체화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 또한 생활문화 

식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Saussure의 용어릎 벌어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langue가 곧 문화이다， 또 언어활동의 입체적 성격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도입된 용어릎 두고 방법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함과 동시에 편향적이 

다. 언어활동이 문화라는 전제작 판단이 그르지 않다면 그 어느 방법을 따플 것 

인가는 연구자 저마다의 몫일 따침이다. 언어활동이 이러한데 문학이 유독 예외 

인 까닭도 물론 따로 있을 리 없다고 본다. 
59) 졸저， 암 책， 같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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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편지를 쓰는 일이 대체로 그 나름의 

형식성을 따른다든개 전화로 주고받는 말에 일정한 격식이 었다는 것 둥은 생 

활문화적 모습들이다. 이런 양식성 또는 정체성으로 설명되는 문화적 요소들이 

법정， 병원， 정치， 시장의 언어 등 여러 가지 유형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6()) 

문화는， 다음에서 살피게 되논 셰익스피어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필연적으로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 생산에 관계가 있다. 국어로 말할 때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경향은 민족적 정체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선분의 과시를 통해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 

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투의 印歐語式 표현을 경계하거나 

‘상당한’이라는 말 대선에 ‘일정한’이라는 북한식 표현을 쓰는 것을 경계하는 

것 등은 모두 생활문화 차원의 문제들이다. 

언어의 문화적인 국변을 생활문화와 예술문화로 가를 때， 문학은 이 둘 가운 

데 후자에 가 있는 것이 제 위치를 찾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생활문화적 

현상의 많은 부분이 문학을 셜명하는 틀로 살펼 때 쉽사리 이해된다는 점은 이 

방변에서 또한 문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광고 

의 의도와 그 비평적 수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며 주제 또는 상정의 이 

론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신문의 사설이나 방송의 논평에 대하여 반웅하는 

데도 문학에서 널리 강조하는 시점(point of 꺼ew)의 이론은 효율성을 가진다. 

문학은 생활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대조적 자료로서도 그 표본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20-40년대에 집필된 신문의 

사설이나 보도 기사는 과거에 그런 글을 썼다는 의미 이상을 지니기 어려운 경 

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저 유명한 ‘기미독립선언문’도 그 역사적 가치와 민 

족적 의의를 제하고 나면 낡은 문장의 표본으로 전락할 따름이다. 거기서 우리 

는 우리 언어에 얼마나 심각한 왜색이 깃들였으며， 그것이 왜 그러했는지를 살 

펴 오늘의 국어활동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통찰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말하자 

면 그 시대의 생활문화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동인， 김유정， 채만식 등의 

소설작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하기/듣기의 교재이자 그 방법적 암시 

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60) Norrnan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grnan, 1995. Cristopher Nash 
00. , Narrative in Culture, Rout1edge,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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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훌術로서의 文學

문학이 예술이라는 점에 대해서 길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노룻이다. 또 문 

학이 지년 예술적 미덕을 여기서 다 말하려고 하는 것도 무모한 일일 것이다. 

실상 그 동안 문학을 교육의 자리에 놓고 이루어진 대부분의 엽적뜰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놓여 있었으므로 새삼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충분한 견해의 교 

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었다. 

영국에서 ‘문학’이라는 과목이 ~급학년에서 비로소 설정된다는 사실은 문학 

의 예술성과 교육의 위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관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급학년에서의 문학교육은 속성으로서의 문학성을 과제로 삼는 데 반해 ̂ J-급 

학년에서의 문학은 그 양식성을 과제로 삼는 것이 과목의 명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예술이 인간 정신의 고양된 형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셜 

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양된 형삭’이라는 말을 고급 예술에 한정하는 명 

명으로 오해할 펼요는 없다. 그것이 고급 예술이건 아니면 띤속 또븐 대중 예 

술이건 모두가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이루어진 최고의 고양임에 의문의 여지 

가 없다. 그 가치가 어느 측면에 놓이는가를 분간은 할 수 있겠지만， 가치의 유 

무를 따지는 일은 부질없어 보인다. 

언어활동을 교육하는 과정에 그 고양펀 형식을 논외로 하는 것은 무지의 소 

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이상은 인간이 이문 최고의 상태플 딛고 다시 

거기서 새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자는 것이지， 물려 받은 유 

산이나 반복적으로 답습하다가 마감하는 그렌 노예적 존재로 키워 내려는 것 

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학의 교육은 그 창작의 수준A로까지 이어져 

야 함이 필수적이다. 예술로서의 문학성 교육닫 강조하는 논의조차도 창작의 

문제는 도외시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문학의 교육이 창작으칙까지 이어지려면 방법 적 세련이 필요하다. 교육은 어 

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천재 앞에서는 무용하다. 현실적으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그 어떤 천재도 형태가 다를지언정 어느 수준의 교육이 있어야 탄 

생하는 법이다. 문제는 방법에 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펼 

요해진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 

이고 정통한 개인적 반웅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뜬 앓은 다른 상황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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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될 때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이 바로 창작으로 익 

어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수준에 관한 

것， 분량에 관한 것이다. 소설 작품을 읽고 소설올 한 편 쓰라고 효}는 것。l 아 

니라 시를 써 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도록 요구하는 영국의 시험 

출제 방식도 이런 부분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고려는 문학을 문화로 볼 때 보다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문학을 문화로 보자는 말은， 문학을 천재성의 산물로 보는 데서 관점을 옮 

겨 사회의 산물이며 그 의미의 공유로 보자는 것이다. 위대한 문학은 천재성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 천재성조차도 그 사회가 창출해 낸 하나의 의미이며， 그 

것의 유통 과정은 이미 문화적 과정이다. 이 점이 주목될 때 예술로서의 문학 

도 비로소 민족문화의 성격을 띠게 된다. 

è~. 精神文化로서의 文學

민족문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셰익스피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셰익스 

피어를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은 앞에서 말한 바 있 

다.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것을 초둥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이수토록 

하였고 시험과목으로까지 둥장하게 된 것은 음미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셰익스피어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혼히 그를 가리켜 훌륭한 작 

개 영국이 낳은 문호라고 한다.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말도 기억한다. 생각을 여기서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이런 표현 속에는 영국 

의 우월감 또는 애국적 의지가 담겨 있음을 그들은 솔직히 시인한다. 그것이 

그렇게 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더듬어 본 사람은 연극 문화 종주국의 간판， 식 

민지 통치 시대에 마련된 우월감의 상정성， 비펑적 연구의 표적으로서 드러난 

작품의 견고성 둥을 들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셰익스피어는 영국이라는 

국가를 상정하는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62)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한 때 ‘선’ 

61)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는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중류 

계급의 애호를 받는다는 계급적 이유도 그 하나라는 점은 흥미롭다. Maurice 
Gilmαrr， SIu않'speare for All in Primary Schools, Casse\l, 1997, pp.I-5. 

62) S뾰an 냐acb， Shakespeare in the Clιssroom， open U피versity Press, 1992, pp.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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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지에까지 이프렀지만， 오늘날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는 ‘위대한 문학 유산’ 

이라는 말이 적당하다고도 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영국 자국어 과목의 절반 비중을 갖는 시험과목으로 

등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보여 주는 언어는 과 

거에 국한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는 발전을 보여 주며， 그것은 언어와 사고와 

지각을 일깨워 주는가 하면， 그의 작품에는 지혜가 있고 웃음이 있다는 공리적 

인 측면도 강조되지는 한다.63) 그러나 이러한 공리성 또한 그의 작품이 지닌 

위대성의 하위 항목이 된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숨쉬는 공기이자 먹는 음식 

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고 영국인을 영국인답게 하는 한 요소64)라고 

까지 말하기도 한다. 

영국인을 영국인답게 한다는 표현은 무척 홍띠롭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 

변 영국인의 正體性이라논 말이 적당할 것이다. 문학작품이 한 민족 구성원들 

의 정신과 삶의 한 구성 요소로서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이 

는 동질성， 공감성， 유대감 동의 용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각과 관계될 것 

이다. 바로 이런 지각을 갖게 해 주는 한 요소될 가리켜 우리는 민족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셰익스피어가 영국인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라는 말은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현행 국어과목의 교육과정이 민족문화의 계숭과 창달을 말하고 있다 

는 등의 제도적 전거를 앞세우는 것은 천박하다. 그것은 제도 이전에 우리 삶 

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본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바로 이 점에 

서 중핵적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문학을 교육하는 일은 민족 구성원 개개인이 

민족의 일원다와지는 도달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이 여기서 새겨 

야 할 교훈이다. 문학을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이런 지식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63) Bob Al!en, A School Perspective on Shakespeare Teaching, Les!ey Aers & Nige! 
Whea!e ed., Shakepeare in the Changing Curriculum, Routledge, 1991, pp.44-
45. 

64) S펴an 냐ach， 앞 책，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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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知識으로서의 文뿔學 

영국의 영어교육은 상급학년으로 가면서 말하기/듣기 ...... 등의 활동으혹 나 

누던 영역을 점차 언어와 문학으로 바꾸어 셜정한다. 그러면서 언어활동을 말 

하게듣기 ...... 와는 다른 국면에서 분류한 것이다. 이처럼 다른 국면에서 분류 

가 가능한 것은 언어활동의 입체성 때문이다.65)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또한 

언어와 문학은 학문적 지식을 내포하는 명칭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그 학문적 이름은 흔히 福學과 文學學66)으로 불린다. 

어학과 문학학은 각기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67) 

이 학문이 다루는 지식 체계는 곧 언어활동을 설명하는 두 종류의 상이한 것이 

다. 어학은 일상어를 주된 대상으로 삼으면서 문학어도 포함한다. 문학학은 문 

학어를 주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 대신 어학은 언어 자체가 지닌 체계성에 학 

문적 관심을 집중하는 반면， 문학학은 문학어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립시 

키는 모든 요소， 이를테면 그렇게 말한 사람， 그 환경， 그 내면， 그 결과， 그 영 

향 ... 둥 언어활동에 관여동}는 모든 것에 두루 관섬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 

언어활동을 교육하는 장에서는 언어를 운용하는 규칙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 

여하는 모든 요소가 두루 문제가 된다. 이것이 언어활동의 업체성 때문임은 앞 

에서 이미 살핀 바 있다. 따라서 언어활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두 학문이 

개발한 지식이 중요한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영어교육이 싱L급학년으 

로 가면서 어학과 문학의 두 과목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이 두 학문의 지식 

65) 국어교육이 다루어야 할 언어활동의 입체성에 관한 생각은 박영목 외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연구~(교학사， 1995. 11 면)에서도 볼 수 있다. 

66) 이처럼 문학을 연구하는 것올 지청할 때 작품 또는 창작이나 감상 활동과 구별하 

기 위하여 文f힘學이라는 용어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젓이 타당할 듯하다. 종래 

에는 이런 경우에 詩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짧가 곧 문학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4、

說의 詩學이라는 말도 한다. 그렇지만 오늪날처럼 詩라고 하면 장르의 특성이 먼 

저 연상되는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짓고 읽 

는 일， 즉 향유하는 일과 달리 그 지식올 다루는 것은 학문적 성격을 띠므로 이런 

용어가 타당하다. 특히 문학이라는 용어에서 ‘-웰’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혼란 때 

문에도 이런 구분은 해 두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것이다. 

67)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문학학이라는 명칭이 필요해진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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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어활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런 해석에 다소 의아해 할 수 있겠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어학 

은 언어 그 자체의 규칙이나 질서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해 왔다. 문학의 

연구도 그 예술성에 주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언어활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의 장에 

서는 어학의 개념파 범주가 그 간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나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A-level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목차가 그 실상을 

보여준다. 

S따a Thorne, Mastering Advanced English Languge, M삐삐II없1， 1997. 

1. Reference - the structure of 암19lish 

1.πle StruCture of English 

2.Phonetics and Phonology 

3.Style 

4.How to U'ie your knowledge 

11. Language Issues-aspect of English 

5.Some basic conepts 

6. English: a living language 

8.Language variation: regional and sociaI 

9.Child language-leaming to talk 

III. Varieties-English in use 

1O.Spoken 당19lish 

11.The language of newspapers 

12.The language of advertising 

13.πle language of literature-narrative prose 

14.The language of literature-poeσy 

15.The language of law 

16.The language of the Church 

17.The language of p이itics 

18까le language of broadcasting 

19.Other v없ieties 

20.How to use your knowledge. 



72 국어교육연구 제 4집 

한편으로 문학학도 문학이 지닌 예술성 못지 않게 일상성과의 관련을 추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행과 실상을 넘어서서 관점의 쇄선이 필요해 

지는 것이 이런 필요성 때문이며， 필자는 바로 이 점올 강조해 온 것이다.68) 

관점의 쇄신이라는 말은 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추구 

해 온 문학 연구의 지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혁명처럼 괴롭고 혼란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의 지양이나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걱정스럽다. 문학이 예술적 가치를 고양하는 

길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막을 사람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 

서도 안 된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전통적인 데만 억매어 있던 관점에서 이제 

국어교육에 필요한 지식의 개발에도 눈을 돌리자는 것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 

서는 이미 충분히 언급하였다. 

바. 文學의 多面性과 國語敎育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겠다. 문학은 그 용어의 함축이 多面

的이므로， 특히 국어교육의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그 지칭하는 국면을 

명확하게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文學學으로서의 문학은 국어교육에 소용 

되는 즙語活動에 관련된 지식을 개발하는 동시에 藝術的 가치의 비밀을 설명 

하는 학문이자 그 지식 체계이다. 이 문학학의 기반 위에서 문학의 여러 국면 

이 조명되어 교육의 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일이 될 것이고， 그러해야 할 것이다. 즙 

語活動으로서의 문학은 다양한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해 줄 것이고， 찬語文化 

로서의 문학은 국어활동에 투영된 삶의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져신의 언어를 

세련되게 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활術로서의 문학은 예술이 지닌 가치들을 향 

유하게 해 줄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 한 핵인 精神文化로서의 문학은 민족적 

일체감과 삶의 가치를 깨우치게 해 주고 새로운 창달로 나아가게 해 줄 것이 

다. 지금 우리 국어교육 및 그 연구의 실상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못한가를 두 

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지향올 분명히 하는 

것만이 문학의 존재 의의를 분명하게 해 줄 것이며， 국어교육을 기름지게 해 

68) 졸저 r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238-239연. 



英國의 文學數育 73 

줄 것이고， 문학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전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수용되는 상황이 의심 없이 이루어지기만 한 

다면， 문학은 굳이 국어교육의 여섯 영역 중의 한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을 펼 

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영역 구분과는 관계 없이， 그것으로부터 표연하게 

떠나서 국어교육의 한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야만 문학도 

본질을 다하고 국어교육도 힘찬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학과 국어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방향을 추구하고 발전해 나가자 

변 교육을 논의하는 데 그 위계성에 대한 고려를 앞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 

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는 교육의 단계에 따라 문학이면 문학， 언어활동이면 

언어활동이 그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 온 셈이므로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대략적인 그림올 그려 본다면， 단계가 높아질수록 언어 

의 일상성에 근거한 교육은 축소되는 반면에 예술성은 확대되도록， 활동을 기 

능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축소되는 대선에 지식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확 

대되도록 설계해 볼 수 있다. 

교육이 우리를 둘러싼 삼라만상 하나 하나를 모두 가르치려 하지 않고 보편 

적 현상에 주목하고 또 그 현상의 기반이 되는 원리를 교육하는 것은 시 • 공간 

적 경제성과 교육 행위의 효율성을 겨냥하기 때푼이다. 또 언어활동이란 본질 

적으로 체험을 필요로 한다. 多讀， 多作， 多商量이라는 ;多를 권했던 교육 방 

식은 바로 이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활동의 이런 측면으로 미 

루어 보더라도 언어활동 개개의 사실이나 보다는 지식과 체험을 중심으로 교 

육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문학은 이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피는 분제의 본질이 이러하므로 문학은 국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해 

진다. 문학작품을 문학작품으로 보는 데 한정하지 말고， 언어는 사회를 성립시 

키는 삶의 방식이자 세련된 형식이면서 의미를 창출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 

하는 것이라는 입체성에 큰거를 두고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래야 문학의 진정 

한 의미에도 충실해질뿐더러 국어교육모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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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는말 

영국의 영어교육이 보여 주는 몇 가지 측면을 실마리로 삼아 구상해 본 논 

의를 마무리하면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신기한 발견이거나 이색 

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관점을 일찍부터 지녔었고 또 그것 

을 한결같이 피력해 왔음을 그 간의 궤적이 보여 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새삼스레 늘어 놓고 다시 논의한 것은 영국이 이러저러하다는 소개의 의미를 

넘어선다. 지구 저편에 이미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가 있다는 실증적 

뒷받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올 되풀이하는 것 

은 부질없어 보인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체화 하는 일이 남아 

있다. 그 한 예로，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전망이 가능함을 보이기 위하 

여 국어교육이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매체언어와 대중문화를 가 

지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매체언어와 대중문화가 국어교육의 장에 들어오는 문제부터 논란이 예상되 

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생활 방식의 변화는 그것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 

어 가고 있다. 전자 시대 혹은 정보 시대로 호칭되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담장 

을 둘러치고 들어앉아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매체언어나 대중문화는 문학이 오래 동안 추구해 오던 인간 

성의 고양이나 승화보다는 본능적 욕구를 충동질하거나 자극에 대한 즉물적 

반응에 충실한 萬默의 차원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이들을 교육의 장에 불러 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딪혀 감당해야 하고1 해야 할 일이라면 적 

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69)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문학 또는 문학학은 훌륭한 틀이 되고 잣대가 될 수 

69) 영국에서도 매체 문제가 영어교과에 포함되는 데는 ‘영어’라는 전통적 교과관의 
확대를 펼요로 했으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고， 그 가운데 특히 문제 

되는 것이 이론의 개발과 교사의 교육이라는 점올 말하고 있는 것이 흔히 목격된 

다. Andrew Gα녕wyn， En，빙상'h Teaching and Media 따‘cation， ÜJ야n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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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이것은 문학이 국어활동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 

가지다. 다만 문학이 지향하는 바와 매체언어 또는 대중문화가 지향하는 바가 

거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문학을 잣대로 삼아 이들을 측정하는 데 유용 

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조의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나 가정적 구상이다. 

그렇기는 해도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고양을 겨냥하는 예술이므로 거 

기서 개발된 잣대로 매체언어와 대중문화를 챈다면 그 걸고 짧음과 밝고 어두 

움이 드러나리라는 가정이 무의미한 것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므로 어차피 마주쳐야 하는 매체언어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대조 분석이 문학의 예술성을 설명하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하 

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태도를 결정하는 마지막의 목표에도 순조로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美德이나 善으로만 가득할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이고 보면， 그 안에 

살아 가면서 자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자체가 수없는 판단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 반웅을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국어교육이 그것을 겨냥한다변 

그 일을 해 내도록 이론적인 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문학학이다. 이런 짐을 

앞에 놓고 오로지 문학의 예술성에만 눈을 주고 골볼해 있는 것은 책임의 회피 

이거나 기득권에 안주하는 일일 수도 있다. 물론 매체 언어에 대한 논의는 앞 

으로 우리의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 세계의 통찰과 방법론적 

심화를 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 

문학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자리에 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는 뜻이다 .. 

영국의 영어교육에서 보는 문학의 위상은 국어교육에서 문학이 짐져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재띠있고 유익한 국어교육을 

위해 문학학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그 결과는 효율적이고 풍요로운 국어교 

육의 구체화로 나타나고야 말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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