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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 우**

31)

< 次  例 >

Ⅰ. 들어가며

Ⅱ. 논술교육론과 고전 과목의 향방
Ⅲ. ‘고전’ 과목을 통한 논술교육의 설계
Ⅳ. 나가며

Ⅰ. T8UV

한국 사회에서 한 개인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통 
두 번의 큰 심리적인 간극을 겪게 되는데, 초등에서 중등학교로의 진학이 
그 첫 번째이며 중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이 그 두 번째이다. 이 시
기에 교수 학습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며, 배우는 내용의 양과 질
에서 현격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두 번의 경험 중에서 중
등학교에서부터 대학의 국어교육으로의 이행(移行)에 대해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한국의 중등학교와 대학의 국어교육을 위계성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 

논술교육은 이 둘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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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창의적국어교육미래인재양성사업팀 연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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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로 논술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활동으로 논술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술
에 대한 연구는 중등학교에서 대학의 작문교육으로 이어지는 국어교육의 
위계를 설정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중등학교의 논술교육을 
더욱 수월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논술에 대한 연구는 대학 입시의 일종으로
서의 논술에 너무 많은 무게가 쏠려 있다. 대학 입시에 뜨거운 관심을 보
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입시의 일종인 논술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중등학교뿐 아니라 예비 교사를 길러내는 사범대학에서도 논술교육은 중
요한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때의 논술교육은 대학 입시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그러나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논술교
육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논술교육이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면, 평가가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기에 논술교육을 학교 교육 안으
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교육이 국어 교과 내에 수
용될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논술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논술교육이 국어 교과 내에 수용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전’ 과목을 그 매개체로 삼고자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하나로 ‘고전’이 새롭게 등장했다. 종래의 ‘고전 문
학’이 아닌 ‘고전’이라는 선택 과목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통
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까닭에 고전 과목에 대한 관심은 호기심을 넘
어 우려의 시각을 담고 있다. 아직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고전 과목

1) 대학의 논술교육론 강의계획서를 살펴보면, 그 세부내용으로 각 대학 논술 기출 문
제 분석을 다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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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학교 교사는 그 정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대학의 연구자들은 
그 실행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어교육 내에서 아직까지 그 정체와 가치가 불분명
한 두 대상, 논술교육과 고전 과목을 중심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교육 방향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논술교육이 고전 과
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논술교육의 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어교육에
서 고전 과목과 논술교육의 위상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먼

저 논술교육과 고전 과목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정체성
을 탐색해 보겠다.

Ⅱ. WX���%�EF�%Y��Z�

1. DE�BC��ry���(8

논술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논술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시
각을 확인할 수 있다. 논술고사가 시작된 1986년 무렵부터 논술교육에 대
한 연구도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김은전(1985: 443-448), 박갑수(1986: 

157-164) 등은 과거에 치러졌던 시험과 논술고사가 어떤 변별점을 지니는
지 설명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논술고사에 대한 연구
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시기는 2000년대라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연구 
역시 대입논술고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
으로 논술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2) 다시 말하면 논

2) 통합논술로서의 논술고사, 외국 논술 고사와의 대비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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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이란 논술고사를 대비하는 교육, 즉 입시를 위한 교육이라는 시각
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도 나타
났다. 논술이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의 산물로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다
면 일회적으로 치러지는 논술고사가 논술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게다가 논술고사의 시험 수준을 볼 때 논술교육의 현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논술

이 국어교육에서 의의가 있는 활동이라면 입시의 도구로 국한할 것이 아
니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국어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논술교육의 정체성을 재조명할 필요를 제기했다. 이

인제(1998)는 국어교육 내에서 논술교육이 조직화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
한 바 있으며, 이영호(2012)에서는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학습 논술 교육을 입시 논술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논술이 어떠한 쓰기 
양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국어사전의 설명처럼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함을 뜻하는데, 이러한 글의 실체를 논술고사의 답안 외에 일상에서
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3) 그렇다면 논술은 교육적으로나 학문적으
로 개념을 규정해야 할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 내에서 
논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9: 174)

�문제 해결의 글쓰기(김대행 외, 2006: 12) 

문들이다. 

3) 일상에서는 이러한 글을 논설문이라고 부르지 논술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56�7"�89�����:���585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한국

대학교육협의회, 2006: 5)4)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논술의 특징은 ‘문제-해결’의 구
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와 해결의 구도로 이루어진 글
은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학문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문이라는 
양식의 글이다. 논문은 글쓴이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합리적
인 과정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 그러한 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논술을 ‘학습을 위한 글’로 분류해 놓은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마) 학습을 위한 글 쓰기
① 작문의 다양한 원리와 전략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을 위한 
글을 쓴다.

②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보고서, 요약문, 개요, 논술문 등의 글
을 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303)5)

이 해설에 따르면 글의 유형은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성찰, 학습 등 5 가지로 나뉘는데, ‘학습을 위한 글’은 학습한 내용을 정리
하거나 지식을 정교화, 내면화,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쓰기 활동
이 학습을 위한 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이러한 쓰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개요를 작성한다거나 요약하는 행위보다 
논술은 더욱 고도의 사고 활동을 요하는 한 차원 높은 쓰기 양식이라고 

4) 이 개념은 김영정(2006: 155)의 설명과 일치한다.

5) 참고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습을 위한 글쓰기’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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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단순히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진단할 필요도 
있는데, 논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학습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를 가지고 글로써 해결하는 논술 활동은 이러한 점에서 학습
을 위한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6)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현대의 작문이론에서는 글 쓰
기 자체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과 ‘문제를 해
결하는 글쓰기’라는 논술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이다. 먼저 교육과정을 살
펴보면, 글쓰기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쓰기의 과정이 일상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동일한 사고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여행 계획 세우기, 시험 보기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때마다 자신만이 지닌 전략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성공한 예술가�과학자�발명가들은 그들 
분야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전략이 있듯이 글쓰
기에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인지주의 작문이론의 설명이다.7) 반면에 논술교육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해답을 다시 글로써 풀어낸다는 의미이다. 

물론 논술도 크게 보면 글쓰기의 일종이므로 문제 해결 과정을 담고 있긴 
하지만, 논술에서 말하는 문제는 글을 완성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
라 언어로 구축된 논리를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음으로써 해결된다.

요컨대 논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로서 다른 유형의 글과 차별성
을 가진다. 논술은 논리적인 글이라는 통념상 설득하는 글과 유사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학습이 본질적으로 본인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착

6) 이러한 논술을 입시 논술과 구별하여 학습 논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영호(2012: 

55-61) 참조.

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린다 플라워 저, 원진숙#황정현 역(1998: 2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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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면 학습을 위한 글인 논술이 상대방의 태도를 변용할 의도를 지닌 
설득하는 글과는 다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2.  [��-�����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고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학교 독서 문화에
서 고전 읽기가 강조된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공통교육과정이 다시 심화
된 형태로 반복되는 선택과목의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 몫을 하였
다.8) 공통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의 영역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라

는 국어활동이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문학과 문법이 결
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이러한 국어활동과 문학, 문법이 일부 결합된 형태로 심화되어 다시 제시
된다. 그런데 이 과목들은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내
용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진 형태인 것이다. 예를 들면 설명이나 설득이라
는 언어활동 자체는 초․중등학교에서 배워 온 내용이지만,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할 대상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선택 교육
과정에서의 심화된 과목들은 반복 심화의 형태를 띤다.

김종철(2010)에서는 이러한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체제가 영역별 심화
에서 ‘정전(正典)’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
다.9) ‘정전’을 중심으로 그 동안 배워왔던 국어활동의 지식과 기능을 통합
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하나의 작품을 두
고 복합적인 국어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수준 높은 교양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심화선택과목의 역할이

8) 선택 과목에 고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민현식 외(2011) 참조.

9) 이러한 문제 제기는 김종철(2010: 93-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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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이러한 취지로 처음 도입되는 ‘고전’ 과목에 대해 기대하는 시각도 있
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고등학

교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워 선택의 가능성이 낮고,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
다. 즉, ‘고전’ 과목의 교육 실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김창원, 2012: 170; 

정재찬, 2012: 85).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본질적인 측면에
서 보면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과목의 정체성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이제 막 생겨난 과목인데다 아직 공개된 것은 교육
과정뿐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고전’ 과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
해 의구심을 내는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살펴보면, ‘고전’ 과목이 다른 선택 과목, 즉 
‘독서’와 ‘문학’과의 변별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형(2013)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다루는 제재의 글, 성취기준에서까

지 고전이 독서�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이재형, 2013: 

337-358). 고전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13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성취기준에서 ‘고전’을 ‘문학’이나 ‘읽기 제재’로 바꾸어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어 교과에서 ‘고전’ 과목은 ‘독서’나 ‘문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과목이 된다. 같은 논리로 고전은 고전 문학만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국어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에서도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철학 고전은 철학 교과에서, 역사 고전은 역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고전 
과목은 이들 교과와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는 먼저 국어 교과 내의 다른 과목과의 차별
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공통교육과정에서 분과형으로 이
루어진 국어활동, 문학, 문법의 교육 내용은 또 다시 별개로 나누어져 심
화 선택과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별개로 다루어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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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활동 영역이 서로 통합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10) 공통교육과정에서 
국어의 각 활동이 과목명으로 제시되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에 필
요한 지식과 원리를 배웠다면, 이러한 지식과 원리를 통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활동 영역이 통합될 수 있는 
장으로서 ‘고전’이라는 제재를 마련하였다. 즉 ‘고전’을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과정 속에서 그 동안 익혀왔던 각 활동의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양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통합의 장을 인류가 성취해 온 위대한 작품인 고전으로 
택한 것이다. 이때의 고전은 문학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인류가 성취해 
온 유산인 고전은 문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인문�사회�예술�과
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여기에서 ‘고전’ 과목과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명하는 열쇠는 국어 과목의 중핵적
인 영역인 국어활동에 있다고 본다. 고전 과목의 제재로 철학이나 역사, 

사회, 과학 등 다른 교과에서도 다룰만한 작품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습의 근간에 국어활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을 통해 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교양을 형성하는 과정은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전’ 과목은 이러한 ‘활동’에 방점(傍點)이 찍혀 교육되
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띤다. 다만 그러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어교육에서 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고는 그 하나의 답으로 ‘논술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3.  [��-��ry���<]�zF�

10) 물론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진정한 
통합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민병곤(2012: 259-28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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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과 논술, 두 대상은 그렇게 낯선 관계는 아니다. 논술고사에서 한
때 제시문 출제를 동서고금의 고전으로 할 것을 권장한 데에서 기인하여 
소위 ‘고전 논술’의 시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했기 때문이다.11) 이때의 논
술고사에서 고전은 핵심 주제를 파악하거나 서로 다른 상반된 견해를 비
교하기 위한 제재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고전이 논술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논술고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지만, 공교육 내에서 ‘고전’ 과

목이 논술교육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의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내용교과로서의 ‘고전’과 도구교과로서의 ‘논술’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어교육은 도구교과로
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때의 도구성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라는 국어활동의 특성이기도 하다.12) 그러나 국어교육 내에는 문법�문
학 영역이 존재하며, 이 영역은 국어활동의 속성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영역을 도구교과의 상대적인 의미로 내용교과로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이 엄밀할 수 없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국어활동 영
역이 갖는 한계를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국어활동 영역은 기능면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에 
관심이 모여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떻게’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무
엇을’이라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진다. 즉 무엇을 가지고 ‘읽고 말
하고 듣고 쓰게’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에서는 목적에 따라 
정보전달, 설득, 친교, 자기표현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

11) 우리나라 대입 논술 고사의 흐름은 ‘시사성 논술(1987～1997)→고전 논술(1997～

2007)→통합 논술(2008～2013)’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노명완(2010: 381-408); 이

욱희(2013: 283-287) 참조.

12) 이러한 국어교과의 도구성은 한철우#임택균(2010: 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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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분은 언어현상에 대한 이해는 될지언정 실제적으로 가르칠 대상을 
확정하는 지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국어활동을 할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은 도구교과가 내용교과와 결합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논술이 쓰기의 일종이므로 도구교과의 성격을 지닌다면 ‘고전’은 그 내용
을 제공해 주는 내용교과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 둘의 결합은 상호보완적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고전’과 ‘논술’의 범교과적 특성이다. 입시논술로 인식되어 온 논
술은 그 시행 초기부터 탈교과적�범교과적 성격을 지향했으며, 최근 입
시논술 경향인 통합 논술은 그 성격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대입 
시험에서 통합 논술을 추구하게 된 까닭은 논술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수준에서 출제된 데에도 기인하지만, 각 교과 지식을 넘나들면서 
사고하는 능력이 미래 한국사회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필요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고전’ 과목 역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고전
을 통한 교양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양을 인간이 완성이라고 범
박하게 정의하자면, 균형 잡힌 사고와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
한 고전을 통해 교양을 형성해야 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이나 편향
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146). 이러한 점에서 ‘고
전’ 과목은 ‘논술’ 교육이 추구하는 범교과적 특성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논술교육’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범교과 학습 영역으
로 포함되어 왔기에, 이를 ‘고전’ 과목을 통해 실제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13)

셋째, 논술교육과 ‘고전’ 과목이 ‘문제와 해결의 학습 구조’를 추구한다

13) 범교과 학습(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 에너지교육, 환경교육 등)은 교육과정에 의
해 강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 현장의 호응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김정우(2013: 132-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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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앞서 국어교육 내에서 논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로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유형에 속한다고 분석하였다. 논술은 학습 과
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글로써 해결해 나가는 과정 혹은 그 결과이다. 그

렇다면 학습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학습 구조를 ‘고전’ 과목의 성취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고전-(7)]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
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양을 형성한다.

[고전-(8)] 고전을 읽고 공동의 관심사나 현대 사회에 유효한 문제 등을 중
심으로 통합적 국어 활동을 수행한다.

논술 활동이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그 가운데 문제를 찾아 이를 글로써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고전은 다른 어떤 읽을거리보다 이러한 활동
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전은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고전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해결해
야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전을 활용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논술교

육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질문을 만든다.”를 기본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
고 할 때, 고전은 그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

Ⅲ. ‘EF’ %Y[�\��W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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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교육이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대상을 다루며 이루어지는 교육
적 기획이라고 본다면, 논술교육을 이끌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원리는 논술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고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고전’

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가 곧 논술교육의 구성 원리라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고전은 개별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원리로서 논술교육의 원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고전은 각 작품이 지닌 특성에 따라 시대 순이나 지역에 따라 선별
되고 배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이 아닌 논술교육에 
적합한 제재 선택과 배열 방법이 요구되는데, 본고는 이를 탐구 주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 주제는 다시 몇 개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으
며 이러한 유형들이 모여 ‘고전’ 교과서를 구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전’에서는 고전 작품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데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인문․사회․과학․예술․문학 등
㉯ ‘인간과 본성’, ‘사회와 갈등’, ‘문명과 기술’, ‘예술과 문화’, ‘전쟁과 평화’ 등

교육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고전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방식을 예시하고 있다. ㉮는 기존의 학문 분류 체계를 따른 것이고, ㉯는 
이를 좀 더 탐구 주제에 가깝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는 고전을 읽
고 문제를 탐색할 때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화
하고 세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전 교
과서는 3종인데, 여기에 제시된 탐구 주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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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철우 외, �고전�, 

교학사

㉡ 김종철 외, �고전�, 

천재교육

㉢ 정민 외, �고전�, 

해냄에듀

Ⅱ. 고전의 탐구
1.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2. 여성의 권리 옹호
3. 군주론 
4. 손자병법

5. 왕오천축국전

6. 월든

Ⅲ. 다양한 고전의 세계로
1. 인간과 고전
2. 사회와 고전
3. 과학과 고전
4. 문학과 고전
5. 예술과 고전

Ⅲ. 고전과의 대화
1. 인간에 대한 사유
2. 인간 세계의 여러 모습
3. 미와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

<  1>     

㉠의 경우는 개별 작품이 곧 탐구 주제인 형태로 제시되어 탐구 주제
가 유형화 되어 드러나 있지 않다. ㉡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분류 체계 ㉮
를 따른 것으로 그 체계에 맞추어 2～3작품들을 묶어 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탐구 주제 유형이 제
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다른 교과서와 구별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전 교과서를 구성하는 원리는 종
래의 학문 체계라는 질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라
는 학문 체계와 이러한 학문 체계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고스란히 드
러나 있다. 그러나 고전 과목이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
려면 종래의 학문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구성 원리로 고전 작품들을 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개발하는 일은 한 연구자 개인의 힘을 넘
어서는 작업이라고 보이며, 여기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위한 예비 단계로 
바칼로레아 시험을 참고해 탐구 주제의 유형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2. ~�C���t�������t4/

바칼로레아 시험은 프랑스 대입 시험으로 서술형 시험으로 치러진다는 
점, 그리고 그 중 철학 과목 시험이 우리나라 논술과 유사하다고 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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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질문(탐구 주제)의 예
인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할까?

인문학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담기는
가?

예술 예술 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

과학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정치와 권리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윤리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욕망과 싸운다는 것을 뜻
하는가?

목을 받아왔다(이병민, 2007: 148-154; 김진하, 2008: 95-120). 1808년부터 시
작되었다고 알려진 이 시험은 오랜 시험의 역사만큼이나 출제되었던 문
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바칼로레아 시험에 출
제되었던 문제들을 분석한 대중적인 서적이 있는데 이 책에는 논술고사
의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14)

<  2>    

이 서적은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10 개 내외로 나열하고 그 
예상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탐구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시사 받
을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위 표의 영역 구분은 편집자의 임의적인 작
업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구분은 앞서 살펴보았던 ‘고전’ 과목과 대동소이
하다. 다만 이러한 영역들이 연역적인 방식이 아닌 귀납적인 방법으로 제
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시점에 탐구할 주제
의 유형과 목록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하면서 탐구
할 주제가 쌓여가는 것이다. 이는 ‘고전’ 과목에서 탐구 주제도 이와 같이 
연역적 방식이 아닌 귀납적인 방식으로 유형화될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렇게 주제들을 수집해 보면, 분명 기존의 학문적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고전 탐구 주제 유형들이 생성될 것이며, 이에 맞추어 논술교육의 

14)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는 최병권#이정옥 엮음(2003)을 참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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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칼로레아에서 논술교육에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탐구 주제 질
문이 매우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들은 일단 이 질문에 ‘그렇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로 답할 수 있다.15) 이

처럼 단순하고 명쾌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왜 그렇게 답했는지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 이 때 동
원되는 다양한 배경지식,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이 중요하며, 당

연히 이러한 요소들이 주요한 평가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
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대답이 옳음을 입증해 가는 과정은 다름 아닌 논증
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논술 교육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이 시험이 단
독과제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논술 시험이 자
료와 함께 문제가 제시되는 자료제시형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여기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
인다. 프랑스에서 단독과제형 논술이 가능한 것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
각을 한 편의 글로 서술할 수 있는 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
는 교육 환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각의 논술 유형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각각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는 교육 활동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읽기 자료를 제공할 
경우 글을 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경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
고, 쓸 내용을 생성해 내는 촉매제로 읽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생으로 하여금 글을 쓰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다. 우리나라 논술 시험에서 자료제시형의 문제점은 자료 제시의 목적이 

15) 이병민(2007: 151)은 한국 논술과 바칼로레아를 비교하면서, 바칼로레아의 장점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된 질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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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등 제한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
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제시의 목적이 제한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쓰기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논술교육은 기존의 자료제시형 논술시험과 
차이가 있다. 

3. ry�����l���Z�(��[:

그렇다면 ‘고전’ 교과를 활용한 논술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까? ‘고전’ 작품은 논술을 위한 읽기 자료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을 형성하고, 또 앞으로 쓸 내용을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매개
로 활용한다. 학습자들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고전 작품 속의 지문들을 읽
고 자신의 논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고전’에 담겨 있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나 인간 사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은 그대로 탐구 주제가 되므로 
학습자들은 고전을 읽고 문제를 발견하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고전 작품을 읽고 발견할 문제는 바칼로레아 시험과 같이 단순
하면서도 명쾌한 질문으로 추출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형태이다. 고전을 통해 탐구해
야 할 주제를 이처럼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방식이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 훨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비로소 학생들의 
논증 활동이 시작될 수 있다. 탐구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답변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와 이유를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주제에 대한 자신
의 관점이 드러난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논증의 추론 방식은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아닌 가
추추론(abductive reasoning)이라는 조셉 윌리엄스(2008)의 논의는 이러한 점



598   �������	32


에서 주목할 만하다(조셉 윌리엄스, 2008: 315-317). 추론의 출발은 ‘근거나 
사실’이 아닌 ‘무언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는 것이다.16) 해결하고 싶은 문
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잠정적인 해법인 가설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추론이며, 이러한 추론을 
가추추론이라고 명명하였다. 해결할 문제에서 가설, 그리고 근거 수집으로 
이어지는 가추추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인 논술 교육에 적용할 만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전을 읽고 ‘예’와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를 쉽게 
구별해 내고, 그 상대와 토론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이다.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이 분명하면 할수록 둘 사이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부터 독서토론대회를 진행해 왔던 한 연구자는 이 독서
토론대회의 방식을 개방형에서 찬반대립형으로 전환한 바 있는데, 그 이
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개방형 토론대회는 독서 후 자신의 생각
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했는데, 생각보다 토론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 반면에 찬
반대립형 토론대회 방식은 비록 독서의 목적을 논쟁으로 변질시킬 우려
가 있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적극적인 독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형 자체가 ‘개방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창적인 생각
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며, ‘찬반대립형’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사유와 논의
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서정혁, 2009: 257-281).

요컨대 ‘고전’ 과목을 활용한 논술교육에서 고전 작품은 학습의 대상 

16) 툴민의 논증 도식은 바로 근거(Ground) 혹은 사실(Fact)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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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읽을거리로 제공되며, 이 고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단
순하면서도 명쾌한 질문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논증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인 논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Z�\��ry������l�����#�����;<

본고는 논술에서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도출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
로 ‘도덕적 딜레마’를 택하고자 한다. 딜레마란 사전적으로 두 가지 선택
의 기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곤란
한 상황을 뜻한다. 이 딜레마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도덕적 
딜레마이며, 이 딜레마는 곤란한 상황이 도덕적 원칙에 의해 충돌할 때 
발생한다.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윤리 교과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다.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잘 알려진 콜버그(Kohlberg)는 도덕적 갈등 상
황을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도덕성의 수준을 진단한 바 있다. 콜버그는 
도덕적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보다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나 근거에 초
점을 두어 도덕성 발달 단계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도덕성 발달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17) 논술 교육은 발달 과정을 진단하
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딜레마 상황에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
식보다는 이를 언어로 풀어나가는 논증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논증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고전’ 과목을 통한 논술교육의 사례들을 통해 논술교육의 

17) 윌리엄 크레인(William Crain) 저, 송길연#유봉현 역(2011: 187-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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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2013년 1학기 S대 국어교육과 전공
과목인 ‘논술교육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앞서 설명한 논술교육의 전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고전 작품 중 도덕적 딜레마 상
황을 담고 있는 작품 속 지문을 찾아 2쪽 분량으로 읽을거리를 만들고, 

그 읽을거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오기”였다. 이 때 제출
된 과제들 중 우수한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

이 과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중에서 이른 바 ‘샹 마티외 사
건’을 다루었다. 장발장을 추적하고 있던 자베르 경감이 샹 마티외를 장
발장으로 오인하여 그를 감옥에 보낸 사건이다. 그 때 장발장은 마들렌으
로 이름을 바꾸고 시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자베르가 그 동안 시장을 장
발장으로 의심했다며 사죄를 구하러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린다. 장발장

은 자신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힌 마티외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만일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관리하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다음과 같은 
대사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아! 이런 일이 있어도 좋단 말인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고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내가 갑자기 죄인
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
람들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하지만 한 죄 없는 
인간이 나의 희생물이 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래도 태연하게 모른 
체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아아, 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
로 제시된다.18) 분명 간결하고 명쾌한 질문이다. 2페이지 정도 분량의 지

18)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고전 작품과 도덕적 딜레마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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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 속 상황을 판단해 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도록 해 보았다. 이 문제는 ‘예’, ‘아니요’라는 간단
한 답변에서부터 출발하며, 그러한 답변에 대한 자신의 이유와 근거들을 
준비하면서 논증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논술 교육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통해 생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19) 딜레마 상황이 주어졌
기에 찬반의 입장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상대
의 생각을 말하고 듣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본인의 첫 논증은 주장과 근
거라는 단일한 차원에서 머무르기 쉽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편의 의
견을 듣게 되면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준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의 논증 과정을 점검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쟁점들
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 문
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정리해 보고 최종적으로 한 편의 논술문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 속에는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통합적인 
국어활동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과학 기술로 인간은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너새니얼 호손의 �주홍글씨�,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은 옳은 일인가?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입양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야 하는가?

공자의 �논어� 자로(子路)편,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 잘 한 
일인가?

19) 논술교육의 활동으로 토론을 기획한 아이디어는 이영호(2012: 155-163)에서 얻었다. 

이 책에서는 협의토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는 점에서 ‘협의’를, 쟁점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토론’이라는 명칭을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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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을 읽고 
문제(도덕적 
딜레마) 

파악하기
→

문제에 대한 
가설을 정하고 
논증하기 →

찬반으로 
나누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기

→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논술하기

읽기 쓰기(논증)
말하기6듣기 

(토론)
쓰기 (논술)

<  1> ‘ ’     

이 활동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를 포함하고 있는 고전 작품을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도해야 할 유의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도덕

적 딜레마가 그 고전 작품의 본질적인 주제와 연관되는가이다. 본질적인 
주제와 연관되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굳이 그 고전 작품
을 다룰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의 경우 “도적이 의로울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는 홍길동전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활동이 되
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 작품을 선정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諮問)이 필요하다. 

또한, 도덕적 딜레마 문제가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 보편의 문제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전의 가치는 보편성과 항구성에 있다. 공간과 시
간을 초월하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가치를 지
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 속 딜레마 문제는 그러한 성격
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레미제라블의 샹 마티외 사건은 공리주의와 선
(善) 의지 윤리가 대립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치를 보여준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원적인 원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은 근원적인 원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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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UV

국어교육 내에서 논술교육과 고전 과목은 그 비중에 비해서 아직 연구
가 많이 필요한 두 영역이다. 두 영역의 정체성을 비롯해서 교육의 실천 
가능성, 교육적 의의 등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본고는 이 문제를 
논술교육과 고전 과목을 결합함으로써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논술
을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로 정의하고 인류의 고전을 통합적 국어활동
으로 탐구하고자 한 고등학교 고전 선택 과목과 결합하면 국어교육 내에
서 두 영역의 존재 의의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도구 교과인 
논술과 내용 교과인 고전의 상호보완성, 범교과적 학습, 문제-해결 구조
의 학습이라는 공통점을 찾았다. 이러한 이유로 논술교육은 고전 과목을 
통해 가능해지며, 고전 과목은 논술교육을 통해 국어교육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고전 과목을 통한 논술교육의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논술교육은 
고전 작품 읽기로부터 비롯되며, 고전 작품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때 
해결할 문제는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좋으며, 그러한 성
격을 잘 보여주는 윤리적 딜레마를 논술의 탐구 주제로 삼았다. 딜레마의 
해결은 찬반으로 의견이 대립하므로 학습자 상호 토론을 활성화시키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정립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술교육의 모형은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화되어 제
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술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탐구 주제 역시 오랜 
시간을 걸쳐 수집되고 귀납적으로 유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읽기 어려운 고전 작품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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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원전을 끝까지 읽고 이
해하는 것이지만,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적 변용
과 도움 자료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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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이 연구는 국어교육 내에서 그 실제  치에 비해 이론  연구가 부족한 두 

역인 논술교육과 ‘고 ’ 과목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고 ’ 과목을 매개로 하여 

논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 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

는 쓰기로서의 논술이 통합  국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고 ’ 과목과 결합할 

때 두 역의 상과 정체성이 정립될 것이며, 그 근거는 도구 교과와 내용 교과

로서의 상보  기능, 범교과  특성, 문제-해결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고 ’ 과목을 통한 논술교육을 해서는 ‘고 ’ 과목을 구성하는 원리가 필요

한데, 이를 해서 탐구 주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한 학습자의 활발한 논

술 활동을 진하기 해서는 명쾌하고 단순하게 제시된 문제를 통해 찬반 토론

을 거쳐 자신의 생각을 한 편의 로 완성하도록 하는 논술교육의 모형이 요구

된다. 이러한 논술교육의 사례로 윤리  딜 마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  작

품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하 다.

[주제어] 논술교육, ‘고 ’ 과목, 문제 해결 쓰기, 통합  국어활동, 윤리  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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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Plan of Teaching Essay Writing Through

the Subject ‘Classic’

Joo, Jae-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dentity of teaching essay 

writing and the subject ‘Classic’ which are necessary but there are not 

sufficie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thesis, essay writing is 

defined as problem-solving writing, and the subject ‘Classic’ is defined as 

high literary standard classics to study integrated activity, hearing・speakin

g・reading・writing to become cultured. Essay writing as tool subject and 

the ‘Classic’ as content subject can be combined with cross curriculum and 

structure of ‘problem-solving.’

A model teaching essay writing through the subject ‘Classic’ must be 

made of inquiry topic, simple and clear question to answer “yes” or “no”. To 

this purpose, this thesis suggested teaching classic included ethical dilemmas.

[Key words] Teaching Essay Writing, Subject ‘Classic’, Problem-Solving 

Writing, Integrating Korean Activity, Ethical Dilemm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