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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학교육과 정전

머리말
중국 문학 교과서의 정전 구성과 원리
불면의 정전 중국 대 명작
맺음말

머리말
문학은 곧 인학 人學 이다 그만큼 문학교육의 효용성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문학교육의 정전화 문제는 교육계와 문학계의 중
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무서운 기세로 밀려오는 대중문화의 충
격으로 오랜 기간 인문정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정전들의 지위가
흔들리는데 서 비롯된 것이며 풍부한 정신세계 구축이 외면당하고 물질
지상주의 추구에만 급급한 당대 사회를 향한 일종의 저항적 대응이기도
하다 객관 현실에 대한 이와 같은 판단은 인류 정신의 근원과 그 본질적
가치를 제시한 정전 수립의 필요성을 더 절실케 한다 정전에 다가가고
본 연구는
국어능력계발 인재양성 사업팀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가 후원한
년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정전과 문학교육
에서 발
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

그것에 담긴 깊은 뜻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을 정신적 위기에
서 해탈시키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정전

은 보존하거나 학습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텍스트나

작가의 목록을 지칭한다

따라서 정전에 관한 담론은 교육 특히 문학교

육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떤 잣대나 기준으로 정전 목록을 구성하느
냐가 중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다분히 가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
음에도 가르칠 가치가 있는 典範으로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승인 받아
야 한다는 것이 정전화 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정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
지고 해체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국가
기구로서의 학교라는 제도 그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한 시대와 개인의 변화를 수용하고 育人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전을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정전이 인간 정신의 근원과 사회 개인적 윤리 가치의 추구에
교육의 초점을 두었다 점은 국경과 민족과 이념을 뛰어 넘어 담론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인간 본연의 본질적 특성과 보
편적 가치는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이웃 사이로 오
랜 문화적 친연성과 공동의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동아시아
를 하나의 학문적 단위로 묶어 논의하고자 하는 사고는 논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성을 동시에 끌어안았다고 할 수 있으며 회통적 협동의식이
강조되는 학문의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탁월한 대안이다 동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문
제는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거대한 대상 앞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식
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공동 정전의 목록을 확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 그 대응책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

윤여탁 문학 교재 구성을 위한 현대시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 집

면

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화라는 동일한 문화적 풍토에서 이루어낸 동아시아의 풍부한 고전
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이다 그 문학적 심미적 윤리
적 가치가 이미 판단과 비판 선별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학습자들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정전 목록 구
성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홍루몽

삼국지 같은 우수한 고전 작품을

동아시아 공통의 정전으로 채택하는 데에 의의를 제기할 비평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것이 본고가 중국의 고전 그것도 동
아시아에 널리 알려진 중국 고전의 정전화에 주목한 이유이다 물론 중국
의 정전 목록 구성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동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을 위
한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확신도 일조를 했다

중국 문학 교과서의 정전 구성과 원리
중국만큼 고전에 애착을 가지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긴 세월의 풍상을
이겨내고 전해 내려온 위대한 고전은 줄곧 국가의 자랑이요 민족의 자부
심이었다 또한 세기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부흥에 자신감과 용기를 주
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과거를 대표하는 고전이 현재와 미래 사회의 궐기
를 이끌어내는 정신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기대 때문에
그 위상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존적 가치가 있는 고전이 곧 정전이
라는 논리가 의문 없이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 교과서에 실
린 정전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국에서 시대적 총아로서의 고전이 얼마
나 중요시되고 있는 가를 대뜸 알 수 있다 다음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중
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들에 대해

조사 분석한 통계 수치이다

인문판 중학교 <어문> 교과서 수록
작품
고전문학작품
17%
134편

31%

52%

현대문학작품
81편
외국문학작품
43편

인문판 고등학교 <어문> 교과서 수
록 작품
16%

32%

52%

고전문학작품
84편
현대문학작품
52편
외국문학작품
25편

서중옥판 대학교 <어문>교과서 수록
12%
작품

고전문학작품
54편

27%

61%

현대문학작품
24편
외국문학작품
11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 교과서에서 고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
은 현대문학이나 외국문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

년 월 세기 교체를

계기로 중국 국가 교육부는 고전 시가 암기 篇目이 중학교

수 고등학

교 수 규정된 새로운 교수 대강을 반포하였고 문학교과서는 거기에 맞
추어 즉각 개편되었다 고전 작품 수록은 숫자로만이 아니라 그 범주도
시가 소설 산문 희곡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었다 중화민족의 도도한
정신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고전을 통해 문학교육의 역할을 최대화하려
는 강한 의지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중국 문학 교과서는 고전 문학 정전의 목록 구성과 배열 과정에서 지
식과 정서 가치와 정신 교육의 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고
자 노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자연미 정서미 예술미 언어미 인
격미가 함께 어우르는 국가와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시가 텍스
트들을 선별하고 학습자의 단계별 수준에 맞게 조직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방대한 중국 시가의 흐름과 눈부신 성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준 것이
다 특히 이백과 두보의 시를 단독 단원으로 빼서 따로 취급한 점이 주목
되어야 한다 산은 평야를 따라 다하고 강은 넓은 들로 흘러드네 달이
기우니 天鏡이 나는 듯하고 구름 피어나 신기루를 이루네

어찌 눈썹

내리고 허리 굽혀 權貴를 섬겨 나의 마음과 얼굴을 펴지 못하게 하리오
호방하고 웅장하고 거침없는 기백과 도고한 지조가 넘쳐흐르는 이백의
이런 시들은 학습자들의 문학적 환상을 자극함과 동시에 정서적 쾌감과
인격적 승화를 불러온다 이에 반해 나라는 부서져도 산하는 여전하고
도성에 봄이 오니 초목은 무성하네

이 늙은 몸이 기력은 비록 쇠하

나 칭컨대 이 밤으로 나리 따라 가 급히 河陽 전쟁터에 다다르면 새벽밥
바라지야 할 수 있으리 와 같은 두보의 시들은 소박하고 친근한 언어로

山隨平野盡 江入大黃流。月下飛天鏡 云生結海樓 李白 渡荊門送別
安得廣夏千萬閒 大庇天下寒士俱歡顔 李白 夢游天姥山吟留別
囯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杜甫 春望
老妪力雖衰 請從吏夜歸 應急河陽役 蕕得備晨炊 杜甫 石壕吏

우국우민의 정서와 애국심을 전달해줌으로써 이백 시와는 또 다른 학습
효과를 거두었다 서로 다른 삶의 자세와 예술 풍격을 지닌 두 천재적인
시인 이백과 두보를 같은 단원에 동시에 등장시켜 상호 비교와 보완 속
에서 정전적 효능을 극대화하려는 독창적인 면이 돋보인다
또한 문어체 文言文 로 된 소설들만으로 한 개 단원을 만들어 고전지
식의 정확한 습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주력한 점도 특기할만하며 사
마천의 사기 가 문학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홍루몽 의 수록 분
량이 대폭 증가된 것 역시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정전화 성향
에는 물론 우수한 고전 작품을 통해 학습자의 문학적 심미적 소양을 높
여주려는 것도 있겠지만 고전의 세계를 최대한 넓게 풍부하게 펼쳐 보임
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민족문화의 찬란한 전통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중화 부흥의 힘을 이끌어내려는 깊은 뜻이 깔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긴 검증의 세월을 거친 도도한 고전에 비해 현대문학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기와 수난이 점
철된 근대 격동기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혁과 혁명 그리고 전
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에 휘말리면서 치열하게 달려온 세월 속에서 태어
난 텍스트들은 그 평가 자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현대
문학의 정전 비중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시대적
물결을 타고 기존의 묻혀 있던 수많은 작가들이 문학사 안에 다시 들어왔
으며 정치적이고 도식적인 비판의 틀을 깨고 보다 열린 시각으로 텍스트
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보여서 희망적이다 이데올로기보다 텍스트의
예술적 가치와 인간의 보편적 윤리의식이 평가 기준에 더 많이 작용할 때
정전적 권위가 부여된 현대문학의 정전 목록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문학 교과서에 실린 정전들을 새로운 잣대로 그 유효성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부터가 시급하다
외국작품이 중국의 교과서에 수록되기까지는 무에서 유를 이뤄내는 힘
든 과정을 겪어왔다 의식형태와 주류문화가 신생 사회주의 정권의 안정
을 위해서 철저하게 복무했던 시기 외국 문학의 정전화 대상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구소련의 작품들에 한정되었으며 주제나 장르도 단일했다
그러다가 개혁개방을 계기로 문학을 동반한 서양문화가 대량 유입되면서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 수가 많아졌고 국가 분포도 넓어졌다 그러나 당
시 국가의 교육 대강이 여전히 사회주의 도덕성과 숭고한 심미의식 애국
주의 사상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 선정 범위는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과 무산계급 문학이라는 두 개의 영역에만 국한되었다 따
라서 발자크의 수전노 모파상의 목걸이 고리끼의 어머니 휘트만
의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등이 이 시기 대표적인 정전으로 자리 잡았
다
이처럼 오랜 기간 문학 교과서의 구석 자리만 지켜왔던 외국문학이 본
격적으로 정전 목록 구성에 가담하게 된 것은 글로벌화가 대추세인

세

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문화의 다원화 인간 본연의 도덕성 주제와 장
르의 다양성 텍스트 자체의 예술적 가치가 고려된 새로운 잣대가 만들어
지면서 사상정치성에만 치중했던 평가 기준의 틀이 깨진 덕분이었다 호
메로스의 오디세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푸쉬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버지니아 울프의 벽의 자국 디포의 로빈슨 크루
소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마리 큐리의 나의 신앙 스티븐 호킹의 우주의 미래 등 풍부하고 다
채로운 내용을 담은 유수의 텍스트가 포섭된 정전 목록의 구성은 학습자
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달아주었다 그러나 정전의 공간적 분포가 여전히 서양 국가들에 집중되

어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가 소외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으며

또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불변의 정전 중국 대 명작
눈부신 중국 고전의 세계에서 대 명작으로 불리는 수호전
의

홍루몽

삼국연

서유기 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심금을 사로잡는 스토리

생동감 넘치는 인물형상 천재적 문학 감각이 녹아 있는 예술수법은 대
명작을 중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공동의 총아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따라
서 이 소중한 자산의 현재적 미래적 의미를 발굴하여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고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에 주어진 과제
이며 정확한 정전화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대 명작의 정전적 지위는 확고하다 의로운 영웅들의 치열했던 삶의
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한 수호전 지혜와 용기가 넘치는 인물들의 힘겨
루기로 격동적인 역사 현장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삼국연의 중국 봉건
제도의 징표인 대가족의 흥망과 사랑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복잡한 모순
충돌 속에서 긴장감 넘치게 풀어나간 홍루몽 현란한 변신술로 사악한
요괴들을 굴복시키는 손오공을 내세워 정의의 승리를 환상적으로 보여준
서유기 모두가 당대 예술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작품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장편이라는 텍스트 특성 때문에 문학 교과서 수록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들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을 임의로 떼어다가
실어도 정전 효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정전을 만

중국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아시아의 작품은 일본 편 레바논 편 인도 편이 전부
다

드는 사람들을 더욱 고민스럽게 하는 요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과서
가 국가의 교육 취지를 직접적으로 체현한 도구라면 아무리 훌륭한 텍스
트도 정전적 가치 평가 과정을 뛰어 넘을 수가 없다 학습자들의 학습 단
계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성과 취미성 도덕성과 사회성을 갖춘 가장 결속
력 있는 정전 형성을 위해 대 명작 역시 끝없이 재발굴 재평가되고 비
판과 선택을 요구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 문학 교과서에 수록
된 대 명작의 발췌 부분들은 텍스트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날카
로운 통찰력 진지한 사고가 뒷받침된 결과물로 나름대로 전형성과 독특
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지로 중국 문학 교과서에 실린 지혜로 생일 선물을 탈취하다 는
수호전 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작품에서 처음으로 치밀한 계
략이 펼쳐지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순차적 서술방법을 택했음에
도 살아 있는 듯한 생동한 인물들로 구수하게 엮어가는 이야기와 생생하
고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들 때문에 단조롭지가 않고 읽는 재미가 있다
특히 지혜롭게 호송하는 생일 선물을 지혜로 탈취한다 는 설정은 독
특하다 양지의 철저함과 기민함이 상세하게 묘사될수록 우용 등의 지략
은 더욱 돋보인다 물이 불어나면 배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 水涨船高
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문장마저도 감동과 운치가 넘쳐나
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에 김성탄 金聖嘆 은 지혜로 생일 선
물을 탈취하다에서 보여준 시내암의 묘필 妙筆 은 천고에 남을 것이
다 고 극찬하였다 지혜로 생일 선물을 탈취하다 는 이처럼 뛰어난 예
술성에 지식성과 취미성 도덕성까지 가미되어 문학 교과서의 한자리를

수호전 제 회 양지는 금은보화를 호송하고 오용은 지혜로 생일 선물을 탈취하
다 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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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굳게 지키고 있다
방대한 구성을 자랑하는 삼국연의 에 등장하는 인물은 수백 명에 달
한다 그들 중 양수 楊修 는 결코 중량급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문학
교과서가 양수의 죽음 에 주목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국가대사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사건을 대하는데 서 드러나는 두 인물의 부동한 태도와 성격
을 격렬한 모순 충돌 속에서 선명하게 부각한 점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개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미워하다
오하다

더욱더 증오하다

분노하다

증오하다

더욱 증

죽일 생각을 하다로 점점 격

화되는 양수에 대한 조조의 태도 변화 과정을 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와 성격 특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날카로운 묘사는 오늘의
읽는 이의 내면세계를 자극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효과
도 이끌어낼 수 있다 양수의 죽음이 주는 계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
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전으로서의 문학성뿐만 아니라 그것의 현재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것이 양수의 죽
음 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이유가 아닐까 한다
얼기설기 복잡하게 얽힌 스토리와 그 속에서 활동하는 독특한 개성의
다양한 인물들 거기에 작가문제까지 겹쳐 홍루몽 해석을 둘러싼 논쟁
은 아직도 뜨겁다 그러므로 홍루몽 의 어느 한 부분을 확연한 합의하에
서 정전으로 채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이 홍루몽 이
대 명작에 속하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 텍스
트가 더 많고 변화 또한 심한 원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학교과서
에 수록된 보옥이 매를 맞다 와 대관원을 수색하다 는 그 중 비교적 안
정적인 정전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홍루몽 의 제

회에서 발췌한 보옥

이 매를 맞다 는 전반 작품에서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는 부분으로 스토리
전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옥을 다시 벼슬길로 끌어오
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전통에 철저하게 등 돌리게 만드는 계기가 된 부자

간의 정면 격돌 장면을 주인공의 격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순서적으로
논리성 있게 설계했다는 점이 특히 평가 받을만하다 가정과 보옥이라는
두 인물의 뚜렷한 인격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세부묘사와 대비수법을 적
극 활용한 것 역시 텍스트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준다 대관원을 수색하
다 는 홍루몽 의 전체 스토리의 절정단계이며 또 가씨 가문이 번성에서
쇠락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는데 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때문에
보옥이 매를 맞다 가 가족의 전성기에 그 구성원에게 걸었던 기대가 부
서지면서 생긴 모순 충돌 그 속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청춘 남녀
들의 연정에 묘사의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대관원을 수색하다 는 사
라져가는 희망을 마주한 쇠락해가는 가족의 구성원의 처절한 몸부림 그
러한 상황을 초래한 인물들의 오만과 고집을 그리는 데 필묵을 집중했다
다 같이 가족 내부의 모순 충돌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이야기가 벌
어졌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착안점을 달리했던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에
게 이 두 부분의 정전화를 통해 홍루몽 전체 작품의 대략적인 스토리와
인물성격을 파악하고 소설 창작 기법도 익히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
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이렇게 확정된 정전들은 흔히 문학 교과서의 같은 단원에 수록되어 학
습자들로 하여금 비교와 대조 속에서 작품들의 각기 다른 특징을 찾아내
는 훈련을 하게하고 아울러 중국 고전 소설 특히 명청 시기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고전인 서
유기 만은 교과서에 수록하지 않고 과외필독서로 지정하여 학습자들의
독자적 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중학교 교과서에 전문 하나의 장을 마련하여 서유기 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새롭고 독특하다 정전 학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열린 의식과 국제적인
감각 인본주의 사상과 이성적인 비판 정신이다 정전화 문제에 관한 논
쟁이 끊이지 않고 문학 교과서 목록이 계속하여 수정되는 것도 이러한 수
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에
관한 담론의 배경도 물론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각
국이 그 동안 이루어놓은 소중한 문학 자산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
는 과정은 더 넓은 세상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아직도 이 준비를 위한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통 정전 구성을 위한 평가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자국의 정전 목록을 구성하는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다 자체의 정전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동아시아 국의
정전이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느냐가 뚜렷해질 것이다
그 이전에 동아시아 전체에 익숙하고 정전으로서의 권위가 입증된 중
국의 대 명작과 같은 텍스트들에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통
정전 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윤동주의 서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최서해의 탈출기 염상섭의 만세전 등 인간 본연의
정서나 감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문학적 특징과 가치가 공감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한국의 정전들을 중국이나 일본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하고
자 하는 시도 또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문학 교
과서 정전 목록에 단 한편의 한국 작품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에 앞서 문학의 활
발한 교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에서 비
롯된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문화에 매몰되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려면 가끔 타자의 눈을 빌릴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작품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은 교류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동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은 상호이해와 협동정신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 만만찮은 작업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통 정
전 구성의 매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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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川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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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교재 구성을 위한 현대시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 집

쪽

본 논문은
정되었음

투고되었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

국문초록
중국의 문학교육과 정전

가까운 이웃나라로 오랜 문화적 친연성과 공동의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
서 형성된 동아시아 문학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풍부하
다 중국 고전에 대한 공유가 이 점을 말해준다 동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은 상
호이해와 협동정신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 만만찮은 작업이다 하지만 동
아시아 공통 정전 구성의 매력 또한 여기에 있다
주제어 문학교육 정전 동아시아 대명작

中国的文学教育与正典效应

一衣带水的邻邦地缘承载着永久的文化亲缘与共同的历史境遇。在此基础
上 孕育而生的东亚细亚文学 其自身也富涵了共同通往实现交流会通的可
能之机。中国古典的共有共享正恰恰说明了此点。东亚细亚共同正典的意识
机制形成并非一件易事。它的实现需要相互间的理解、共同间的协作以及彼
此的忍耐与不懈。然而难之背后的魅力之处也正体现于此。
文学教育 正典 东亚细亚 四大名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