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적 탐색 

초[ 흥 원‘ 

< 次 例 > 
I 문제제기 

n 문제 해결적 사고의 일반적 의미와 교수 · 학습 방법 차윈의 적 용 
m 문제 해결척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척 접근의 필요성 
W 문학교육에서 문제 해결의 특질과 구조 
V 과제와 전망 

I 문제제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였으 

며 문제 해결적 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 또한 중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문제 해결 능력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면서 여러 교육적 행위를 정 

당화하는 근거로 인식되고 였다 탐구의 파정을 강조하는 수학 파학 교 

파는 울론이거니와 국어 교파에서도 언어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은 교육 

의 본질이면서 중요한 파저뾰 요청되고 였다 몇 개의 국어교육학 개론서 

에서 문제 해결의 측면을 언급하고 었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융파 같다 

극어 교파를 통하여 갈라주고자 ð~는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은 모든 학습 

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 능력임과 통시에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 건주대학교 국어교육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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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력을 선제로 하는 고퉁 사고 능력이대빅변목 외， 2(Xl3: 35 밀즐은 

연구자) 

국어교학써 문식생어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받 이유는 21세기 지식챙보화 

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지식챙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의사 

소통파 문제해결 상뺑1 놓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 

(이삼형 외， '2JJJ7: 19 밀줄은 연구자) 

이틀 모두 국어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사고력에 두면서 문제 해결 능력 

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였다 일찍이 제2차 제3차 국어파 교육파정상의 목 

표에 ‘문제 해결’이 퉁장하는 것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어교육적 관 

삼아 오랜 연왼을 갖고 었융을 획인할 수 였다 

(2) 국어 생활을 효고}직으로 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갈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대저12차 극어과 교육파정←초퉁학퍼 1) 

(내 국어를 통S때 지식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S뜯 힘을 갈라서， 벨선ð~는 

사회에 적웅하게 하고 양깅을 개척해 나가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대저〔차 

극어과 교육파쟁 초퉁학교) 

3 국어를 통S때 지식파 경힘을 넓히고 문제를 발견 해결ð~는 힘을 갈라 

서，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착하고 사회 발선에 적응하며， 나아가 이를 선 

도하는 데 죠썩하게 한대저 차 국어과 교육고냉 고등학교) 

1) 이러한 문게 해결에 대한 관싱을 두고서 “연어 교섭으로 자신의 문게를， 또는 문게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했으며， 사물을 바르게 보고 쟁곡을 찔러서 

판단 팽가뺨 데 연어가 가지는 기능을 잘 이해하도록 설겨1한 것"(박봉배， 1없r 

θ에E로해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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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 해결에 대한 이 같은 관심파 요구에도 불구하고2)， 실제 교 

육에서는 일부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제한된 국변에서 편향된 채 다루어 

져 왔다 일반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언어 활통에 단순 대입 • 작용하여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것으로 긴주하는 인식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인지이론을 기반으로 글쓰기를 열련의 목 

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파정으로 규정하면서 고차왼적인 문제 해결 전략 

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대표적이다3) 이 같은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 전략을 각 쓰기 단계별 계획하기 내용 창안승}가 내용 조작하기 표 

현하기， 고쳐쓰기 로 나누어 제시하고 학습7}가 이를 약혀 적절하게 활 

용할 때 효파적인 글쓰기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본대빅영목， 때용 33-27) 

쓰기를 문제 해결 파정으로 인식하연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적절한 문 

제 해결 전략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계획해1’ 단계의 문제 해결 전 

략은 다음파 같이 제시된대Flower 저， 왼진숙 외 역， 1쨌 15)-233) 

자산이 생각하는 문제의 이미지를 판칠해} 

스스로에게 과제를 설병해 보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과 무엿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서1워라 

· 목표를 보다 실행 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중략) 

• 내용 중심 계획으로부터 시행 중심 계획으로 관점을 선환시켜라4) 

2) 물론 이때의 문게 해결을 두고서 “국어교육의 목표에서는 벗어난 주변 요인"(강수엽， 

19!용 l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정도 존재한다 
3) 쓰기를 문게 해결 과쟁으로 보는 이와 같은 관점은 쓰기 교육에 큰 앵항을 주었으며， 

이른바 플라워에。、뼈)와 헤이즈(Hayes) 의 ‘인지작 쓰기 모형’ 또는 ‘문제 해결 모형’ 

은 이를 설맹õ}C 대표작인 모형으」로 팽가받는디〈노영완 외， 1됐 31E • 320) 
4) 쓰기에 고째작인 문제 해결 전략이 요청된다고 보면서 그 과쟁을 ‘생각꺼내기’， ‘생 
각묶기， 짧게 쓰기， ‘다듬기， ‘팽가하기’， ‘츠많화õ}기’의 여섯 단계로 구분õ}기도 한 

다 이들 단겨1들은 다시 하위 과갱들로 세분펀 수 있고 학습자가 각 단계에 작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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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에서 문제 해결이 쓰기라는 특정 영역의 전략파 파정 차왼에 

국한된 것인가에 대한 울음에서 이 연구는 출발힌다 문제 해결적 사고는 

모든 교파어써 강조되고 였으며 사고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국어교육의 

여러 연구에서도 거듭 논의되고 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어교육에서 

실현되는 맥락파 내용을 살펴보연 쓰기라는 특정 영역에 국힌되어 었음 

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문제 해결적 사E} 국어교육어써 구체적으로 어 

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현행 국어파 교육파쟁에서도 대부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글을 쓰거내 ‘말하는 것’ 정도로 구현되고 였다 

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5) 

따라서 문제 해결적 사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쓰기라는 특정 영역 

에서 전략파 파정 차원으로 접근승뜯 더1 머무르고 었는 기존 논의의 한계 

를 인식하고 다ÒJ한 국면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가 실현됨을 업중하는 더1 

문게 해결 전략을 사용할 때 주어진 문제를 보다 효과작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최현섭 외， :JXlj: 3fB-l굉) 
5) 'JJJi년 개쟁 국어과 교육과영 중 문제 해결이 연급되어 있는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 

다 

생취 기준 내용요소의 예 

l 연설문의 특성 이해하기 
(쓰기 -jH2)) 문제에 대한 자신의 l l 문제와 해결의 짜잉으로 내용 챙리하기 
관점과 해결 방안'1 잘 드러나게 l 

L챙중을 고려하여 스E기 
연설문을쓴다 1 

연설문을 바탕으로 연설하기 

l 건의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쓰기 7-(3)) 문제 해결 방안이나 1 

μ문제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쓸 내용 챙리하기 
요구 사항을 당아 건의하는 글。 I 쓰다 21_간결하고 명확하며 진지하게 표현하기 
'---1. 건의하는 글이 소통되는 일반척인 맥락 이해하기 

。 I 알맞은 전문가 선청하기 
(말하기 9-(1)) 문제 해결을 목척 l 

l 갱보를 얻는 데 척합한 질문 준비하기 
로 전문가를 선청하'1 연당한다 1 

1-수집한 청보를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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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표를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학이야말로 문제 해결적 사고가 

가장 두드러질 수 었는 영역이연서， 이를 실현승F는 데 효파적인 질료가 

될 수 었융을 밝히그l자 힌다 이를 위응H서는 문제 해결적 사고의 개념파 

의미를 재정립하고 문학 감상 고}쟁이 문제 해결적 사고와 어떠한 관련성 

을 갖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펼요하다 

이러한 파정을 통해 문제 해결적 사고로서 문학 감상의 특질이 구명될 

수 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 해결적 사고로서 문학 감상 행위에 대한 

탐구는 문학 사고 국어교육의 교직을 명확히 드러내연서 문학교육파 문 

제 해결작 사고， 그리고 국어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l-}ó}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탐색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학교육이나 국어교육뿐만 아 

니라 사고 교육의 측연에서도 문제 해결적 사고를 재개념화하고 실제 교 

육 내용을 새롭게 구안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였다 

U 문제 해결적 사고의 일반적 의미와 교수 · 학습 방볍 차원 

의 적용 

일반작으로 문제 해결적 사고는 문제를 명료화하고 가능한 똥멘플을 

탐색하여 창안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구체화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사고 파쟁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적 사고를 위한 교육 또한 문제 

사태에 직연한학습자가문제를해결할수 었는능력을신장시카는 더1 목 

표를 둔다 사고는 문제 상황에 직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파정에서 나타 

나는 지적 활통이며， 따라서 사고력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항한 고 

퉁정신능력을 육성하려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활통〈허경첩， 199): 19)으 

로 정의되기도 힌다 이러한 문제 해결적 사고의 구체적 절차로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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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견(]: ldentifying problems) 문제의 정의(D: Definir핑 Rηblems) 해결 

대안의 탐색(E: 뼈onng 머떠nat:ive 聊뼈ch) 계획의 실행(A Acting on a 

I뻐1) 효파의 확인(L 1따cing at the eff，따s)’파 같은 ‘m돼L 모형 

(Br.러lsfmJ & Stein 저， 검신주 역， 1땐)’이 대표적이다6) 이러한 모형이 

각 교파교육학 연구에서 교수 • 학습 방법 차왼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문제 해결 학습 모형’ 혹은 ‘탐구 학습법’ 퉁은 바로 이 모형파 절차에 기 

반하여 개발된 대표직인 교수 • 학습 방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사회 

파나 파학파 수업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끼까 。1를 해결해가는 파정 

을 중시하는 방법이었으나 현재는 여러 교파 내용이 제기하는 문제를 체 

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탐구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국어파에서도 교 

수 • 학습 방법의 하나로 제안되고 였다 

먼저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일반화하는 활통을 강조하는 학 

습자 중삼의 모형이다 이는 최대한 학습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 

아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자발적인 학습 침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탐구력을 신장사카는 장점을 갖고 였다 다융에 제시되는 절차와 활동 퉁 

이 대표적이대최미숙 외， 2% E암91) 7) 

6) 문게 해블에는 일쟁한 단겨1와 걸자가 있다는 점에서， 단계와 절차에 대한 연구가 다 

수 이루어졌다 표)EAIι 모형 이외에도 W따]as(IS26)는 준비， 부화， 해결 빚 확인의 4 
단계를， Po]ya(I957)는 문제의 이해， 계획의 궁리， 계획의 실행 벚 되돌아보는 것의 4 
단계를" Wes영8(19.)2)는 문게의 쟁의， 전략의 궁리， 전략의 수행 빛 목표를 향한 진 

도의 팽가 4단계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이들 내용에 대허H서는 강C영채(1됐) 참조 

한란 과학작 문제 해결의 절치어써는 해결 빙한의 탐씩 부분이 7녕의 생생←검증」 

팽개로 보다 쟁교화되는 5\)이가 있다 
7) 문제 해결 모형의 절치는 문제 확안 문제 표연 전략 선택， 전략 이행， 결과 팽개 과 
쟁 분석 풍으로 제인되기도 힌대Eggen & Kauch없 저， 엄청환 외 역， 2(ffi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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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정치 
과정 주요활통 

문제 확인하기 
1 문제 진단 및 확인 
문제 요이 분석 

해결 방법 찾기 
1 문제 해결에 통원되는 지식(전략)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절차 확인 

문제 해결하기 
언어척 문제 해결 활통 

l 원리 터득/전략 습득 여부 확'1l 
일반화하기 

j 문제 해결의 과청 되돌아보기 
적용상의 문제점 추출 및 대안 저1시 

둘째 탐구 학습법의 경우， 문제 상횡을 설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파정어써 어떤 사질이나 

개념， 문제 해결 방법 퉁을 발견해 나가는 방법을 일걷는다 탐구 학습법 

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파 같이 구체화된대최미숙 외， 때8: 10l-1(J2)BI 

과정 

문제 확인하기 

문제 탐구하기 

문제 해결하기 

〔표 21 텀구 학습범의 절치 

탐구 분위기 조성하기 

학습 절차 확인하기 

학습 과제 확인하기 

주요활통 

관련 지식 및 개념 익히기에수 학습 확인 

문제 상황 제시 

문제 진단 및 발견하기 

문제 분석하기 
가설 설청하기끼녕 진술하기 

문제 해결 방법 탐색하기 

필요한자료모으기 

자료분석， 병가하기 

81 연구자에 따라 탐구 학습법의 절차 역시 ，，)이가 있다 φ 질문 확인하기， ø 가설 만 
들기， 0 자료 수집하기，@ 가설 팽가하기，@ 일빈화，@ 탐구 파갱의 분석 등으로 

절차가 구성되기도 한다{Eggen & Ka미chak "1, 엄청환 외 역， :J'X)3: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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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하기R칙성 발견하기 
해결 과쟁에 대한 설명하기/토의하기 

유사한상황에 척용하기 

일반화 기등성 탐색하기 

척용하기 l 일반화하기 
일상의 언어 상황에 척 용하기 
학습 활통 병가 및 청리하기 

이들 교수 • 학습 빵법은 세부 절차어μ1는 약간의 차이가 았으나〕 대체 

로 ‘문제 확인’ ‘문제 탐구 또는 문제 해결’ ‘작용 또는 업반화’로 정리될 

수 였다 이는 ‘문제 발견’ ‘문제 정의’ ‘해결 대안 탐색 ‘실행’ ‘확인’이라 

는 문제 해결의 일반적 절차에 바탕을 두고 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어 

교육어써 문제 해결적 사고는 학습의 방법파 전략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일반적 절차를 교수 • 학습 방법으로 차용하는 형태로 다루어지고 었다 

m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l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국어교육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는 쓰기와 같은 특정 영역의 차원 혹은 

문제해결 학습 모형， 탐구 학습법 퉁파 같은 교수 • 학습 방법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었융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인식은 모두 문제 해결적 사고를 

습득해야 할 ‘전략’파 ‘가능’으로 바라볼 뿐， ‘어떠한’ 사고를 해야 하는가 

와 같은 사고 ‘내용과 ‘방향상’에 대빼는 관삼을 기울이지 못하는 공통 

된 태도를 갖고 있다 ‘무엣을 사고해야 할 것인개와 같이， 사고의 내용파 

대상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더1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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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인식파 관정 전환의 펼요싱파 관련하여 멕팩(McPeck)의 

주장에 주목할 펼요가 였다 그통안 사고 교육의 프로그램파 접근 방법들 

이 ‘사고의 내용’보다는 ‘추론의 고}정’에만 주목한 결과 사고 가능들을 향 

상시카고 훈련시카는 전략파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었융을 비판한 것 

이다 멕팩에 따르면， 사고는 항상 어떤 것에 관하여 생각승F는 것이며， 。1

때 어떤 것은 결코 ‘열반적인 모든 것’일 수 없고 항상 어떤 특수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고는 특정한 분야 또는 문제 영역파는 별도의 독 

립적인 가능우로 볼 수 없우며 모든 주제어1 작용될 수 었는 일반적인 가 

능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였다는 지적이다{McPeck 저， 빅영환 

외 역， axJ3) 따라서 사고는 문게 활통 또는 교파 분야 퉁파 같이 항상 

‘대쌍파 관련되어 였으며 결코 고립되어 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대검공략 l쨌 8)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연， 사고 교육은 모든 내용파 영 

역에 작용될 수 었는 일반적 • 보펀적인 가능 차원어써 접근하기보다는 

특정한 영역 즉 교파 내용 속에서 구체화될 펼요J} 였다 문제 해결적 사 

고 역사 사고 일반의 차원어써 국겨교육에 단순 대입하는 수준에서 벗어 

나 국어라는 고유의 교육 내용 및 영역파 문제 해결적 사고의 접점을 찾 

고 그 본질파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 

은자영해진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문학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 

엽 수 였다 문학은 현실의 문제 사태를 대상으로 고유의 문제 해결 파정 

파 방법을 갖고 였으며 감상의 파정에서 독자에게 의미었는 문제 해결의 

경힘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렁에도 불구하고 문학파 문제 해결적 

사고의 교집힘에 대해 관삼아 부족한 더1에는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편 

향된 인식에서 그 왼언을 찾을 수 였다 

일찍이 문제 해결의 패러다압을 탐구하던 인지삼리학에서는 듀아 

(아wey)의 사고 모델을 채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듀아가 고전적 인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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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여 파학에 대한 충성삼을 철회해본 적이 없었던 

태도와 인식을 갖고 았었다는 점이다{Lirrnan 저， 박진환 외 역， 때E 

5'3-59) 파학적인 탐구야말로 탐구의 일반이며 탐구주의를 따라 교육 전 

반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문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은 사고와 관련성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실중 • 겸중의 파학적 탐구 영역과 실제 사실파는 무 

관한 가공적 사유를 구별하고 이생理想)파 같은 후자의 영역에 대해 부 

정적 입장을 피력함우로써， 사고의 문제가 요직 현실 개선에 도옴이 되는 

체계적 • 파학적 사고로만 국힌되는 결파가 。t기된 것이다 가령， 구름을 

보고서 폭풍우를 생각승F는 것， 이는 인고}적 관계와 그 실현 가능성에 의 

해 반성적 고찰이 요구되는 사유가 되지만， 구틈을 보고서 다른 사람의 

모습파 얼굴을 상기하는 것은 대상파 암시된 사유 간에 인파 관계가 성립 

하지 않고 관찰파 실험에 의해 겸중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고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이 된다 이처럼， 대상파 의미 사이의 관련성파 그 실현 빛 검 

중 가능성이 ‘사고’와 ‘상쌍을 변별하는 주요한 기준파 준거가 되면서 문 

학은 사고의 대상파 질료로 가능하는 것이 왼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사고 교육에서 요청되는 것은 일반적인 왼리나 방법을 가르치 

는 것 못지않게 사고의 질파 방향， 즉 올바르게 사고하도록 교육하는 것 

이라는 지적(곽병선， l ffi7: 24)에 주목할 펼요가 였다 。1때 ‘올바르게 사고 

힌다 는 것은 특정한 사고 가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인간됨’ 

의 모습에 눈을 뜨도록 하는 것임을 의미힌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연 

사고 교육은 사고에 관해 단순하고 기계적인 가능의 습득이 아니라， 인간 

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었는 것이어야 힌다 여기서 문학파 문 

제 해결작 사고의 접점이 획인된다 문학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 사태를 

대상으로 한다는 ‘소재론적 공통성’ 이외에도1 ‘인간론적 가치’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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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고 그 해답의 탐색을 요청힌다는 본질적 측면에서 사고 교육에 중 

요한 가능파 역할을 담당할 수 였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고는 정보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축적응H서 한 줄에 꼬아 만든 단순한 고}쟁이 아니 

고 ‘인간’이 개업되는 파쟁이며(Broudy; 한명희(Eß7: 23))에서 재인용) 문 

학이야말로 인간됨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문학에 주목하는 배 

경이 여기에 였다 

2 문제 해결에 대한 문학 교육내용적 접근 

암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 해결적 사고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의 

미로 사용되고 였으며， 관점에 매+ 강조되는 부분파 다뤄지는 방식에 차 

이가 였다 문제 해결파 관련한 교육적 접근은 크게 ‘교수 • 학습 방법적 

차원과 ‘교육파정적 차완’으로 구분할 수 었는데， 문제 해결의 절차를 교 

수 • 학습 방법 차원으로 반영하는 것파 문제에 대한 발견파 해결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 각각에 해당힌대조연순; :ms: 15-16)9) 다만， 

‘교육과정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항의승뜯 포괄상으로 인해，l0) 본 연구에 

서는 ‘교육내용적 접근’으로 대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살펴보기로 힌다 교 

수 • 학습 방법파 교육내용이라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문제 해결적 사고 

의 실제 구현 방식파 내용을 결정하는 틀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본다연， 문학파 문제 해결 능력의 접점 또힌 다 

9) 조연즙，\:r03)의 논의에서 문게 중십 학습이란 ‘실세계의 비구조화된 문게로 시작하 
여 문제를 해결õ}는 피갱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자스스로 "H올 수 있도록 이끌 

어 가는 교육작 접근’으로 쟁의된다 

10) 오늘날 ‘교육피쟁(curr:ic띠w:n)'은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행위의 

과정과 결과 전체를 포괄õ}는 넓은 개녕으로 사용되는 일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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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 같은 두 가지 %탱으로 구분될 수 였다 첫째， ‘문학 텍스트’를 학습 

독자가 해석해야 할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였다 문학 텍스트 역사 

자연파학에서의 탐구 대상파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탐구하고 파악경H야 

할 하나의 ‘파제’가 되는 것이다 텍스트는 독자에게 의미의 파악이라는 

문제를 딘지며 독자는 해석이라는 일정한 목적 아래 그 문제를 풀어 나가 

는 것을 말힌다 따라서 학습 독지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1 

위하여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학습 전략의 수립이 요청되며， 

문제 해결 파정의 일반적 절차나 탐구 학습 모형 퉁은 그 전략파 방법어1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 창작을 문제 해결 파정으로 보연서 일련의 

문제 해결 전략을 시 창작 파정에 작용하려 한 것(자호엘， 때7)도 통일한 

맥락으로볼수였다 

둘째 문학 텍스트에 퉁장하는 문제 사태와 이에 대한 인물의 대용 방 

식을 문학 감상의 주요 ‘내용’파 ‘대쌍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였다 텍스트 

가 제기하는 문제 사태와 텍스트 속 문제 해결 파정이 독자가 감상하고 

경험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작자가 퉁장인물이나 사울을 통해 문 

제 사태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다연 독지는 텍스트를 통 

해 작자가 저1기한 문제와 해결 파정을 이해하고 파악송F는 파정을 밟게 된 

다 그런데 문학 감상 파정에서 。1러한 문제 사얘와 해결 파정은 단순히 

이해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가치 판단은 물론 독자 나름 

의 새로운 해결 뺑1을 모색 • 탐구하게 만드는 가능을 한다는 데 유의할 

펼요가 였다 독자가 텍스트 속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파정을 이해하 

면서 통사에 새로운 해결 뺑1을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파제 

인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적 접근은 바로 이러한 측연에 주목 

하는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작 사도까 ‘교수 • 학습 방법적 차원’이 아닌 

‘교육내용적 차원에서 접근될 펼요가 였다는 입장을 취한다 기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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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적 사고가 학습을 위한 ‘도구’와 ‘전략의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라 

고 한다연， 교육내용적 차왼의 접근이라 항은 사고할 ‘대쌍파 ‘문제’에 주 

목하여 어떤 문제 사태에 대한 해결 고}정파 결고}를 경험하고 수행하는 것 

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매써 문학교해써 문제 해결적 사 

고는 텍스트가 저끼하는 문제 사태를 발견， 인식하고 이를 ψ1 자신파 

조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수행승F는 사고 활통으로 규정할 수 였다 텍스 

트가 제기하는 문제 사태와 해결 파정을 대상으로 독자가 이를 경험하고 

판단하는 파정파 활통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될 수 었다고 부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념화는 문학에서 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7} ‘텍스트 

의 이해’에 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속 문제 사태의 발견파 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다옵’의 문제를 경험 • 해결하고 반성하는 파정에 었융을 

분명히 하기 위힘이다 

W 문학교육에서 문제 해결의 특질과 구조 

문학교육파 문제 해결작 사고는 쌍방향상을 갖는다 문제 해결의 시각 

은 문학교육의 의미었는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력이 되고 문학교해1 

서 문제 해결의 구현은 문제 해결적 사고의 본질을 새롭게 하면서 교육적 

효파와 의의를 극대화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여타의 한빡 구별되는 

문학교육에서의 문제해결이 어떠한 특질파 구조를 갖는지가 해명되어야 

힌다 이러한 해명은 문학교육파 문제 해결적 사고의 접점을 분명히 하연 

서， 그 교육직 의의와 가치에 대한 확인 또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적 사고를 텍스트 속어써 딘순히 도출하고 분석하는 기술 

적 접근 대산 문학에서 문제 해결이 어떠한 구조적 특질을 갖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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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기로 힌다 이는 문학 감상의 파정을 문제 해결적 사고의 일반 

적 절차에 따라 재구조화동뜯 일이 될 것이다 

l ‘문제 발견 및 인식’의 차원 

1) ，문제거리에 따른 문제 발견과 인식 

일반작으로 문제란 어떤 。}이디어 힘 또는 옥적이 역의 。}이디어 힘 

또는 목적의 반대를 받-ó} 갈퉁을 일으카는 것으로 정의된다 두 가지 반 

대되는 요인이 지속되어 팽팽히 맞설 경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고 어느 

한 쪽01 더 강해지거나 이길 경우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김영채， lffi8: 

238) 문제 해결적 사고는 그 용어에서 보듯，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요 목적 및 파제로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이 되는 문제해결 

방식을 배우고 그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λ까 제공하는 일정한 패러다암 

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일반화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 

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정의가 잘 된 문제(wellτlefir뼈)’와 ‘정의가 제대 

로 안 된 문제(illτlefined probleml’로 구분되는데ll)， 후자는 문제의 시초 

상태 목표 상태 조작자 및 조작자 제한에 관한 정보가 적게 주어지거나 

아계 주어져 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대김영채， 1쨌 l떠) 이런 분류에 따 

른다연 문학어써 문제 사태는 정의가 제대로 안된 문제 혹은 비구조화된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였다 

문학이 제기하는 ‘문제’의 경우 현실파 이상의 차이에 따른 불만족으로 

111 연구자에 따라 질 구조화된 상횡，w리htructtπ001'과 ‘비구조화된(ilhtructurOOI 상 

향으로 규쟁하기도 하고(Fr빼ikson， 1잃 333-4띠1 ， ‘잘 구조화된(빼 structedl’, 
‘중긴수준으로 구조화된(mcrlerate1y structtπed l'， ‘비구조화된Glhtructuredl’의 세 가 

지로 구분Õ}7)도 한다Willrn， 1982: 9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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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좌절파 투쟁을 。t기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었대V러빼ndy; 박 

병기(때XJ: 61)에서 재인용) 문학의 문제 사태가 현실파 이상의 피리라는 

인간의 존재론작 한계에서 연유한다는 것으로 ‘문제 해결’보다 ‘문제거리 

(problemrtic)' (lirxrnn 저， 박진환 외 역， 때:n: 96)로서 문학에 주목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였다 문학 텍스트가 제기하는 문제 사태는 외부에서 

주어진 인위적인 것，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승뜯 것이라기보다는， 확실하 

지 않으며 실제 삶의 장면에서 부딪힐 수 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였 

다 삼지어 문제 끼}제가 슴겨져 었우며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치관 및 。1

해(in떠-est)와 관련되는 중충적인 구조를 갖기까지 한다 그에 따라 독자 

마다 발견하는 문제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통일한 독자라 하더라도 텍스 

트를 통해 발견하는 문제는 변호}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특질이 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파 문제 발견의 차이는 과학교육파 인문교육의 근본 

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대표적 표지로 설명되면서(liprrnn 저， 박진환 외 

역， 2αE: 96), 한펀으로 문제 해결파 문학의 관련성을 약화시카는 주요 근 

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고 교육으로서 문학이 의의를 가갈 수 았 

는 것은 사고 교육의 지향점을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발견’에 두어야 

하는 데 었융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문학교해써 문제 해결적 사고는 

문제 해결의 뺑1을 마련하는 것 외에 텍스트가 제기하는 인간 존재의 근 

왼적인 문제 사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펼요가 였다 

문제 해결적 사고에서 문제가 단순히 주어진 파제에 국한될 수 없고 오 

늘날 학습자에게 요청되는 문제 해결적 사고는 인간 삶 속에서 인간 존재 

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이를 ‘성찰하는 것이라 할 수 였다 

2 댁스트가 제기하는 문제 사태의 가치와 보편성 

기존의 문제 해결적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비판은， 교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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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다루는 문제 대상 자게가 일상의 것파 차이가 크다는 점에 였 

다12) 이러한 문제 사태의 고립성파 비전이성은 문제 해결적 사고 교육의 

효파에 대한 의문파 불신으로 연결된다 그통안 사고 기술을 위해 설계된 

특별한 프로그램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제 생활파 관련성 

을 갖지 못한 채 이론적이고 가공적인 문제 사태만을 대상으로 한 데 였 

다는 비판 역사 이를 뒷받침한다 기존 사고 교육에서의 문제 상황이 실 

제 생활어써 영상적으로 접승F는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 측면이 었융은 부 

정승}7] 어렵대박인기 외， 2α1í: 73) 

이처럼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다연 

문학교육어써 문제 해결적 사고 역사 이 같은 비판어써 재주로울 수 없 

다 문학은 자족적 • 예술적 세계인 탓에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본질이 

현실파는 통떨어진 미적인 예술의 차원으로만 이해될 우려가 었기 때문 

이다 문학은 분명 현실이 아닌 여술의 세계를 그리고 았으며， 결코 현실 

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문학의 세계는 허구 • 가콩의 ‘언 

어적 세계페로 텍스트의 세계와 현실의 세겨까 별개의 것이라는 구별은 

자칫 현실의 문제 해결파 관련하여 문학이 기여하는 바에 대해 의구삼을 

갖게 만들 수 였다 그통안 문학교육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가 다뤄지기 

어려웠던 것도 이 같은 인식파 관련이 깊다 

그런데 문학이 의미었는 ‘문제거리’로 간주될 수 었는 것은， 일차적으로 

12)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디루는 문제와 일상의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존재한다 실헝 

실에서의 문제들 이 대처1로 전형작으로 잘 쟁의된 것이고 해결에 필요한 모든 쟁보 

들이 제공되는 데 반해，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게들은 잘 쟁의되지 않은 것 

이 많고 필요한 쟁보가 부족하며， 많은 경우 쟁당 혹은 최선이라고 알려진 해결책 

D}"l 없cj는 특정이 있cj{Fre떠iksen， 1뼈1 αa엽 h이y∞k&S때따 19'맨) 
13) 해바왜llayakawa 저， 강C영준 역， 1따7: 28←:m는 말을 통하여 도달하는 세계를 연 

어작 세겨r라 [영[영하면서 이를 ‘외재작 세계(外在的 世界)’와 구별한 바 있다 연어 

작 세계와 외재작 세계는 흔히 지도와 실제 I당의 관계로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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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태의 다양상파 포괄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였다 문학의 대상 

。1 ‘물태인정(物態人淸)’， 곧 사울파 인간의 모든 세계를 포괄승F는 것으로 

표현되듯이， 문학이 대상으로 승F는 문제 사태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이는 곧 문제 해결적 사고의 대상파 질료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문학의 의 

의와 가치를 "J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의 ‘문제’가 갖는 보다 큰 의의는 문제 사태의 가치와 보편성에서 

찾-ó}야 할 것이다 문학의 정의에서 빠지지 않는 ‘가치었는 체험’이라는 

말이 나타내듯 문학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대상우로 하연서도 그 문제 

사태의 가치성 역사 중요하게 고려한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이 제기하는 

문제 사얘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겪어봄직한’ 일상의 경험 차원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λ뿔파 현상을 었는 그대로 모방하여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λ뿔의 은폐된 참모습의 재현으로 문학을 설명하는 해석 

학은 이 같은 문학의 본질에 특히 주목한 관점이라 할 수 였다 겪어야만 

하는 겪을 수뱀1 없는 근왼적인 문제 사태에 대한 반성파 성갈을 가져 

오는 것이 문학교육에서 문제 해결이 갖는 특질이라 할 수 였다 예컨대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의를 갖는 것도，<청산별 

곡〉의 문제 사태가 인간의 피안지향성이라는 존재론적 욕망을 대상으로 

하는 더써 갖을 수 였다 〈황조가〉어써 〈진달래꽃〉 퉁으로 이어지는 일 

련의 이별 사가틀 또한 만남파 이별이라는 문제 사태를 통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파 한계에 대한 존재론적 울융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였다 특 

히 개인 경험이 갖는 단편성 일회성 제한성 퉁의 특성파 비교할 때 문학 

의 문제가 갖는 보펀성파 항구성 근원성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처럼 문제 해결적 사고와 문학 감상은 모두 문제 사태의 발견파 인 

식이라는 공통된 요언을 가지며 문학 텍스트의 문제 사태에는 보편성파 

근왼성이 내재되어 였다는 특정이 었다 문제 해결적 사고가 일상적 문제 

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난 범죄 환경 파피 전쟁 불안감 퉁파 같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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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를 다루는 능력"(St없ll:erg 저， 김경옥 외 역， 199J: 442)파 관계되 

는 것이라면， 문학을 통한 접근은 。1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파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효파적인 방반이 될 수 였다 

2 ‘문제 해결 과정’의 차원 

1) 작자1 등장인물1 사회 문희F적 환경의 중층적 깨입과 곤뻐 

문학에는 여러 주체가 관여힌다 실제 작개 내포작개 서술객 피화재 

내포독재 실제 독자 퉁의 존재어써 보듯 문학의 의λ남통 체계는 중충적 

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텍스트의 생산파 수용 구성파 전개 고}정에 끊임 

없이 관여하고 개입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문학 텍스트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는 여타의 영역파 달리 주체 개별의 독립된 형태로만 작용할 

수 없고， 작7、t 퉁징년1울 퉁 여러 주체의 사고와 복합적으로 뒤얽히는 특 

정을 갖는다 즉 텍스트에서 퉁장인울이 수행하는 문제 해결을 보면서 독 

자는 이를 판단 • 평가하는 파정을 거치게 되고 이 속어써 독자만의 새로 

운 문제 해결 방인의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해결 파정에서 여러 

주체가 개입하고 관여하는 이러한 업체성은 문학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주요한 특정이라 할 수 였다 

문제 대용 방식의 특이성은 현실파 구별되는 문학 장르 자체의 특성에 

서도 연유하지만， 작자의 세계관이나문화적 맥락의 개업 및 관여와도 관 

련 깊다 예를 든다면， 강호가되江湖歌道) 작풍에서 드러나는 세계와 나 

의 관계 맺융은 오늘날의 양상파는 상탕한 차이를 갖고 였다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에서 발견되는 출처(出處)의 갈퉁은 오늘날파는 사뭇 다른 

문제 저1기이며， 강호에 대한 인식의 삼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가는 문제 

해결의 파정 또한 매우 이질적일 수 였다 이러한 이질성은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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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독자의 삼리적 거리를 확대사킴으로써 이해의 난해함파 수용의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었지만，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본다연 현재와는 다 

른 문제 인식파 해결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7}의 인식 확장에 기여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자연을 비롯한 외부 환경은 인간 

삶의 바깥어써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인간은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인간 스스로 

자연의 전체적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에 봉사하고 헌신하여 우주의 질서 

와 조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 퉁이 바로 그것이다 퉁ε엔물의 시각파 

태도를 통해 오늘날파는 다른 문제 제기와 해결 방식의 경험이 가능해진 

다 。1처럼 작자 퉁장인물 퉁 여러 주처117} 텍스트의 문제 사태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오운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이 개업함에 따라 다양하면 

서도 이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독자의 인식 지평 

확장을기대할수였다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었는 작자와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평 융합은 흔히 문학의 본질이면서 존재 의의로 설명된다 

(p따Ilff 저， 이한우 역， 2(01) 그런데 문제 해결적 사고의 측면에서 본다 

면 이는 문제 해결 파정에서 작자 퉁징엔울 퉁 타자의 문제 대용 방식이 

갖는 득이성에다 그 대용 방식마저 상당히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타자의 

대용 방식 특히 그것이 이질적인 것일 때 문제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 

져다주는 왼천으로， 자신파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새롭게 되동아보게 하 

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독자 자신의 경험이 갖는 폐쇄성파 유한성을 

극복하고 미처 발견 · 인식하지 못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길을 따르기 마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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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명ltmm， 1쨌 s떠nl:erg， lffi6; 350-2134), 문제의 유형은 ‘연산적 

(머goritlrrnic) 해결’이 펼요힌 문제와 ‘발견작(1;밍πstic) 해결’이 펼요한 문 

제로 크게 구분된대김영채， 1땐 때 371) 전끼까 대개 정답이 하나 존 

재승F는 경우로 정해진 사고의 절차를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연， 후 

자는 정답이 하나만 존재힌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고의 정해진 

절차가 갖춰지기 어려운 것틀이라 할 수 였다 쉽게 말해 이틀은 학교안 

의 문제와 학교밖의 문제로 구분될 수 였으며， 이러한 문제 유형의 차이 

는 곧 문제 해결 고}정의 차이로 직결된다 

그런데 문학의 문제 해결은 ‘발견적 해결’의 성격을 가지연서도 ‘창의작 

해결’의 성격도 。F울러 갖는다는 점에 유의할 펼요J} 였다 여기서 창의 

적 문제 해결은 “문제를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벗어날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없었던’ 문제의 창조까지도 포괄’(박병기， 때XJ: 63)하는 것을 뜻 

한다 문제는 였으나 문제 상황의 재구조화가 요구될 때 또는 문제를 해 

결하는 파정에서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 창의작 문제 해결이 

요청되는데 14) 문학의 감상 파정이야말로 이러한 요구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였다 독자는 텍스트 속 문제 사태 。1외의 문제를 새롭게’ 

발견 • 구성하게 되며 자신파의 조용 파정에서 새로운’ 해결의 처1험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라보는 관점파 시각에 따라 텍스트 속 방식파는 다 

른 입장을 가질 수 았고 학습자의 수준이나 노력 역사 다양한 해석파 결 

론도출을가능하게 한다 

문학어써 문제 해결이 텍스트 속 문제 사태와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 

14) 창의작 문게 해결 모형과 관련해서는 오스온(Os띠11)의 ‘사실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안 발견’의 단겨1작 모형과 이를 발전시킨 파너I~Pames)의 ‘샤살 발견←문제 발 

견←아이디어 발견←해결안 발견←수용 발견 등이 대표작이대Osbcrn 저， 신세호 외 

역， 1981; lsackson & Treffir멍er， 1985) 그러나 이들은 창의작인 문제 해결 일반의 전 
처1작인 틀을 제공õ}는 데 불과해}는 점어써， 문학어써의 창의작 문제 해결이 갖는 

고유한 특질을 충분히 딩，，}내지는 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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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연， 자칫 텍스트에 제시되는 해결 방식을 추수적으로 쫓。}7}서 수용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였다 그러나 문학 감상은 텍스트에 저씨된 해결 

방식을 독자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펼요가 였 

다 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히려 텍스트가 제안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판단이며， 이것이 곧 감상의 본질에 해당한다 텍스 

트의 문제 해결 방식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모 

색승F는 것은 여타의 문제 해결적 사고오}는 구별되는 문학 감상 고유의 파 

정 및 절차라 할 수 었우며 여기서 창의작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텍스트를 읽고 난 후 ‘퉁장인물의 대용 방식에 통의， 반대 혹은 공감 

할 수 었는가?’， ‘너라연 어떻게 행통하겠는개?’ 퉁의 질문들이나〕 ‘퉁징엔 

울에게 편지쓰기’ ‘또 다른 인물 퉁장사카기’ 퉁의 여러 활통은 문제 해결 

파정으로서 이 같은 특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수용자의 적 

극적인 감상을 이끌어내는 활통 차원에서 제안되는 것으로， 여기서도 문 

제 해결적 사고로서 문학 감싱1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재차 확인할 수 였 

다 인지삼리학어써 규정하는 문제 해결의 파정， 즉 “주어진 파제를 정보 

나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염밀한 논리조작작 파정을 거쳐 객관적 

으로 검증될 수 었는 하나의 정닙L이나 최선의 대안에 이르는 지적 조작 

파정 ’(이삼형 외， 'ZIJJ7: 2139)파는 분명한 써가 였다 

이처럼 텍스트 속 문제 사태와 해결 방식의 파악은 감상의 일차적 대 

상파 절차이면서 또한 독7}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된 

다 통사에 텍스트 속 문제 사태와 해결 방식의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독 

자의 판단파 그에 따른 새로운 해결 방식의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특질이 

었다 이들은 문학에서의 문제 해결적 사고와 일상의 것 사이의 차이를 

재차 확인사켜 준다 문학에서 문제 해결작 사고는 텍스트가 전개하는 문 

제 해결 방식에 대해 독자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파정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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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 및 ‘전이’의 차원 

1) 소동을 동한 문제 해결의 수정 및 변화 

문학어써 문제 해결이 갖는 또 다른 특질은 텍스트 소통 파정에서 문 

제 해결의 수정 및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문학 감상은 개인 차원 

의 이해와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타독자오}의 소통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 

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판단파 의건의 수쟁을 거치게 

된다 문학 감상의 파정에서 문제의 발견파 해결 똥멘의 모색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 지평 속에서 형성되는 탓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때 타 

독자 및 집단파의 소통은 자신의 관점파 시각을 되동아보게 하고 해결 

방안을 수정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자신이 갖고 었는 기존의 경험파 

지식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파 인식 퉁을 타독자들파 소통 • 공유하는 파 

정이 자신의 사고를 수정하고 발전시카는 계기로 가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텍스트를 넘어선 새로운 문제 인식파 해결 방식의 모색 또한 가능 

해진다 따라서 문학의 문제 해결 파정 및 절차는 단순히 텍스트 내부에 

국한되거나 자신만의 문저1해결 방식을 수립한 것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타독자와의 소통 파정을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이 수정되고 발전되는 단계 

까지 포괄승F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은 타자의 대용 방식파 사고 모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데 이때의 타자는 암서 살펴본 작자나 텍스트의 퉁장인물 이외 

에도 타독자 또한 중요한 역할파 가능을 담당한다는 특정이 였다 의미의 

생성은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타협 및 상호 작용의 파정이자 산물이다 자 

신의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파정은 명시적 

이건 암묵적이건 타인파의 상호 작용하는 파정이거나 그 파정의 연장선 

으로 설명된다{손민후 2뼈 7C까) 문학의 문제 해결은 이러한 파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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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고 였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수정 및 발전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유.6]-론적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적절성， 타당성을 제고할 

수 었는 장치가 마련되어 었는 것이다 

2 문제 해결 방식의 확장과 전이 

텍스트에서 문제 해결의 수행은 퉁장인물을 통해 。1루어진다 감상의 

파쟁이란 독끼}가 퉁장인물을 지켜북연서 문제 사태 및 해결 파쟁을 대리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였다 이는 문학어써의 문제 해결이 갖는 장점이 

면서 한계이기도 하다 무엿보다 작품파 현실이라는 거리 ‘문제 사혜에 

직연한 것은 퉁장인물이며 자신은 안전하다 가 보장하는 삼리적 안정감 

은 죽음 이별 퉁파 같이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문제틀을 안전하게 경험 

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가져다준다는 장점을 갖고 였다 통사에 이러한 문 

제는 어디까지나 문학 속의 문제이며 현실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본질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학은 암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고 였다는 점에서 해결 방식의 확장파 전이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을 내용으로 하는 탓에， 텍스트 속 인물파 인물의 

관계 텍스트와 현실 세계 사이에는 펼연적으로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긴 

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텍스트에 반영되어 았고 텍스트가 제기하는 문 

제 사태 자처117} 현실 세계에서 인간으로 살。}가연서 겪게 되는 중요한 문 

제를 대상으로 하고 였다 문학파 현실 세계의 이러한 긴밀성파 긴장은 

텍스트 속 문제 사태의 유의미성을 담보하며 이에 따라 문학 텍스트 속 

에서 문제 발견파 해결의 경험은 현실의 문제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질수였다 

이처럼 문학은 텍스트 속 문제 사태가 인간 삶의 전반적인 문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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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관련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반영성의 측면을 갖고 였다15) 이러 

한 성격으로 인해， 독지는 텍스트 내부로의 이입파 외부 세계로의 회귀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파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 속으로 틀어가 

서 ‘나라면 어떠했을ηF를 겪어보는 일인칭의 경험파 더불어 텍스트 세계 

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텍스트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실 세계를 

조망승F는 거리두기는 문학 경힘을 형성하는 주요 가제졸고 'ZIJJ7: 33J짧) 

。1 면서 문제해결을 전이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텍스트 세계에 몰입하여 

그것을 경험한 뒤에 그 경힘을 반추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며 。1러한 반추 

는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X싸의 현실을 되비추어봄으로써 가능해진다 

텍스트 세계에 몰입된 독자가 현실의 X싸로 회귀하는 파정에서 텍스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조용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파정이 뒤따르게 되 

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에 ‘빠져들기’와 ‘빠져나오기’의 반복은 일차적으로 

텍스트 속 문제 사태를 겪어보고 해결 파정을 살펴보게 하면서 궁극적으 

로는 텍스트 외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 발견파 인식을 가져오는 일이 

된다 가령 〈제망매가?에서 제기된 죽융의 문제와 종교적 송화의 해결 

방식을 경험하면서 통사에 현실 세계에서 이 같은 죽음파 그에 따른 사 

별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었는지에 대해 모색하고 성찰하게 되는 것 

을말힌다 

사고력 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잣대 중의 하나가 바로 일상생활로 

의 전이성이라 할 때(박인기 외， 때:n: 73), 문학은 저끼하는 문제 사태 자 

체가 보펀성파 근왼성을 갖고 였으며 독자에게 텍스트 문제 사혜로의 이 

입파 현실로의 회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어써 장점 

15) 문학의 갱험이 총처1캉을 갖고 있으며 삶의 과쟁을 이해하고 그 방향생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며， 삶의 내밀한 질서를 발견õ}는 통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서 문학교육의 의의를 찾고 있는 구인환 외(1ffi5: '1:))의 논의는 본 연구에 시사하 

는바가크다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척 탐색 261 

을 갖고 였다 문학 감상의 여러 파정파 활통 자커까 가장의 꾸며진 세계 

와 현실의 실제 세계를 연결짓고 그 속에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였으며， 이는 실생활로의 전이를 통해 실천성이 극대화될 수 었는 왼 

천이 된다 

V 과제와전망 

현재의 문제 해결적 사고 교육이 문제 해결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의 

전달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무엿이 왜 문제인가에 대종H서 관섬을 갖지 못 

하고 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힌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기계 

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숙달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파정 

이 인간다융의 고양으로 이어질 수 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고를 잘 한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고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숙고하고 토의할 펼요가 였다’(않emJ:erg 

저， 김경옥 외 역， 199J: 445)는 지적에서 보듯， 사고의 본질파 그 교육직 

의의 및 방향상에 대õl서 끊임없는 탐색파 반성이 요청된다 

더 많이 안다는 것파 더 잘 사고힌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여기서 문제 해결적 사고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종H서가 아니라 보다 더 반성적이고 합 

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게 하기 위종H서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진 

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카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한 절책} 전략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엿이 문제이며 그것 

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에서부터 출발할 펼요가 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 교육을 위한 가장 효고}적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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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상이 문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업중하려 하겼다 

다만， 문학교육파 문제 해결 모두 이론적 담론 차완의 설명 이외에 교 

육 현장에서의 실행을 위한 수행적 담론을 펼요로 하는 파제들이다 문학 

교육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가 제대로 다루어지기 위õl서는 사고의 조작 

이나 파쟁을 기본 요소로 밝히고 그 구조와 절차를 밝히는 작업이 뒤따라 

야 한다 예컨대 파학 파정 접근\Scienæ-a prαess Appn 때 SAPA)어써 

는 파학의 기본적 인지 고}정이라고 할 수 었는 관찰하기， 시공간의 관계 

이용하기 숫자 사용하기 측정하기 분류하기 전달하기 예측하기 추론 

하기에 초점을 두고서 인지활통의 구조와 절차 및 전략 퉁을 밝히고 이를 

프로그램화하는 사도를 한 바 었대않emberg 저， 김경옥 외 역， 1앉j/: 425) 

문학교육에서도 문제 해결적 사고로서 문학 감상의 파정파 구조가 보다 

정치하게 탐색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왜’ ‘무엣을’ 사고해야 하 

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르지 않는 방법론적 경도를 경계하고 

자 한다 문학교빽써 문제 해결적 사고가 의미었게 구현되기 위한 펼요 

조건으로 수행되어야 할 수많은 파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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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적 탐색 

초[흥원 

이 연구는 국어교왜써 문제 해결이 특정 영역의 차원 흑은 교수 • 학습 방 

법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어써 출말하였 

다 습득해야 할 전략과 기능으로 접근할 뿐， 무엇을 사고해야 하는가와 같이 

사고의 내용에 대빼는 관심을 갖지 못õ}는 데 주목한 것이다 띠라서 문제 해 

결적 사고 교육은 어떤 문제 사대에 대한 해결 과정파 결과를 경험， 수뺑R는 

것을 내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라한 교육내용적 차원어써의 접근에 

뻐+ 문학교쐐써 문제 해결적 사고는 텍스트가 제기하눈 문제 사대를 발견 

인식하고 이를 자기 자신파 조응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파정을 경험하고 수행하 

는사고로재규정하였다 

뒤이어 문학 감상의 과정에 따른 문제 61결적 사고의 구조를 ‘문제 발견 벚 

인식의 차원’， ‘문제 해결의 차원 ‘발전 벚 전이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 특질 

을 도출하였다 이라한 문제 해결적 사고에 대한 문학교육적 접근은 문학교육 

의 의미있는 실행을 가능하게 하눈 통력이 될 수 있다 문학교쐐써의 구현 또 

한 문제 해결적 사고의 본질을 탐색하띤서 그 교육적 효파와 의미를 새롭게 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문제 해결적 사고 문학교육， 교육내용적 접근， 문제 발견 벚 얀식의 자 

완 문제 해결의 차권 발전 벚 전이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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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olving Thinking in the Literature Education 

Chd, 벼ng-oon 

This stαIy bE정 갱1 with the critical mind that pn이Jltm-solving in K뼈an 

edocation is restrictiνely cl없lt with the 뼈'ffision of s])'rific area 퍼æ wntmg ol 

m펴10d of teacbing-leaming 1T!JÒe1. It was fccussed on the mψty that 

pr얘，ltm-solvir핑 thi머m밍 IS r뻐zed as stra탱ies and 얀이ls to a때rire and 벼e 

contents of thinking like ‘wh따 to think’ are 1밍10red Thus, this study was 

I따JOSed to constitute the COl따nts to 앉Iffierce and !ffÍonn the solvir밍 mαess 

and the result ahout a 떠tain probltm in the probltm-solving thi뼈1핑 educatiα1 

Furthenmre, this study 、NaS inquired the stru=e and fe때ares of the 

prooltm-solving tI뼈<ing according to the prccess of li떠 뻐1fe 따lJreciation. It was 

clarified the dirrension of prooltm discov，메T， probltm-Solving and develOprrent and 

spread 

[Kty WJÙ3J 며뼈1밍， probltm-solvir핑 뼈1kir핑， literature educatioo, a때Xτlach of 

뼈rationa1 띠뼈1l.s， the dirrensirn of αW1tm discov，뼈T and remgnitioo, 

the dirrensirn of problem-solving, 벼e dirrension of develo=nt and 

spr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