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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난 세기 후반부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은 국내외에서 비약적
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어교육학의 이론
과 실제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한 예로 한국어교육에서 제재로 활용되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이나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
수-학습의 제재인 문학 작품 선정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 이 논문은 2014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가 수행한 “2014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의 연구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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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正典, canon)(John Guillory, 1994:
303-325 ; 윤여탁, 2008) 목록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교수-학습의 제재이자 다양한 학습 활동 자료
로 선택되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에 따라 문학 작품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각국의 특성과 교수-학습 목적에 적합한 한국문
학 선집을 기획하는 실천적인 연구이다. 즉 한국어 문학 교수-학습의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작품 선정의 이론과 실제를 검토함으로써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어 문
학교육학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모색하였다.
그동안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문학 작품 목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어 문학교
육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국내외의 한국어 교사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질적 연구 방
법이나 양적 연구 방법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 미흡한 수준이었다(윤여탁,
2002: 39-64). 이후 한국어 문학교육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한국문학 강독(講讀)을 위한 문학 선집 등의 교재가 출간되고 있으며, 한
국어 정독(精讀) 교재도 교수-학습의 제재로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작품 목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문
학교육, 문학 제재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이런 외국어 문학교육 연구는
본 연구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사적 반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는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문학교육 실제에 대한 양적 차원의
통계 조사 연구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차원의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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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내외의 한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재에서 수록
되어 있는 한국문학 작품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어 이를 분석하였다. 아울
러 한국의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문학 작품 목록
을 조사하여, 한국어 문학 정전 목록 선정에 참고․대조 자료로 활용하였
다. 이와 같은 1차 연구 결과를 통해 선정된 목록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면담 등의 보완 및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전 목록을 확정하였다.
즉 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문학 정전 목록에 선정될 작품의 수는
고전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차시(1차시 2시간 100분) 기준으로 2
배수 30편 내외, 고전문학 작품의 비율은 20-30%1) 내외를 1차적으로 고
려하였다. 2차적으로는 설문 조사,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이렇게 선정한 목
록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문학 정전 목록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어떻든지 이와 같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 목록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교육학의 실천적인
연구이자 한국어교육학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Ⅱ. 한국어교육에서 정전 선정의 이론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문학 제재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구
체화하기 위해 2002년에 실시했던 전문가 설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1) 자국어로서의 국어교육에서는 ‘문학’ 영역에서 대략 20-30% 정도의 고전문학 작품을
배려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수록 작품의 비율이나 방법은 이 기준을
고려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의견과 각국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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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사들은 대체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고급 수준뿐만 아니라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한국문
학 작품을 교수-학습할 수 있으며, 문학교육을 통하여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재에 수록된 작품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
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점은 한국어 수업에 활용되는 작품의 선정, 활
용도, 분량, 수업 시간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작품으로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되거나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쉬운 작품을 들고 있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재의 교재에 실린 제재들은 이 기준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정전 목록의 선정은 절실하며, 이때 작
품 선정의 기준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하고 흥미 또는 동기를 유발
할 수 있으면서, 한국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응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문학 갈래로는 현대 수필, 현대 소설,
현대시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셋째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관점을 묻는 설문에는 문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학 학습을 통하여 문학 속
에 반영되어 있는 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문학교육에 대한 반응은 보통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급 이상의 수준에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로, 이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문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현대시와 현대 소설 목록을 국어교육에서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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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작품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어 교사들은 현대시에서는 김소월, 윤동주, 정지용, 김
춘수 등의 작품을 꼽고 있으며, 현대 소설에서는 황순원, 이문열, 주요한,
현진건 등의 작품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편찬된 현대
문학 작품을 조사·분석한 결과, 일부 교재에서는 문학 작품을 제재로 수
록하지 않고 있으며, 교재에 문학 작품을 수록한 경우에도 중급 이상의,
주로 고급 과정의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수록하고 있었다. 그
리고 그 기준 역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인이나 소설가, 즉 김소월, 김
춘수, 윤동주, 서정주, 황순원, 이문열 등의 시나 소설을 수록하고 있었다
(윤여탁, 2002: 45-59).

이 연구는 한국어 문학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가르치는 한국어 교
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었으며, 현재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 개선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한
국어 교육과정과 문학 관련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분석(윤여탁, 2007: 102-118)을 진행하였다. 이후 이런 초창기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위계화 문제를 다룬 연구들(김혜영, 2011 ; 김혜영, 2013a)이 있
다. 이런 연구는 주로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른 제재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텍스트의 위계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외에도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최지현,
2004 ; 김정우, 2009 ; 김혜영, 2013b)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교재 편찬이나

문학 정전 목록 선정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국어 문학 정전 선정에서 고려할
변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변인들은 영어교육에서 문학 작품
선정 기준2)을 참고하여 ‘텍스트 변인’, ‘학습자 변인’, ‘과정 변인’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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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텍스트 관련 변인으로는 텍스트의 갈래,
길이와 형식,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중에서 문학 텍스트
선정에서는 먼저 시기적으로 고전문학, 근대문학, 현대(당대)문학의 비중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문학 갈래의 차원에서는 시, 소
설, 수필, 희곡 등의 갈래별 비율도 정해야 한다. 기존 교재들은 희곡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교재는 수필의 비중이 많은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한국의 문학교육에서 준용하고
있는 장르별 비율인 시(2), 소설(2), 수필/희곡(1)의 순으로 그 중요도를 고
려해서 목록을 선정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
하여 각국의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다.
텍스트의 길이와 형식 변인은 시나 수필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문제되
지 않지만 소설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학습 또는 읽기 부담을 고려하여 장
편(掌篇), 단편, 중편, 장편의 순위를 고려할 수 있으며, 텍스트의 게재 형
식으로는 원본, 주석본, 발췌본(extracts)(J. Collie and S. Slater, 1987:
11-13), 축약본(simple text)(M. Vincent & R. Carter, 1986: 208-222)을 수록

할 수 있다. 대체로 소설을 기준으로 길이의 측면에서는 2시간 100분 정
도에 교수-학습할 수 있는 단편 또는 장편(掌篇) 정도의 분량이 적절하
다.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는 원본보다는 현대어 주석본, 발췌본을 수
록해야 하며, 현대소설이나 현대시의 경우에도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언
어로 고쳐 쓴 텍스트나 주석풀이를 한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3) 그리고
2) ① 과정의 유형(type of course): 학생의 수준, 영어를 학습하는 이유, 필요로 하는 영
어의 종류, 과정의 길이와 강도
② 학생들의 유형(type of students): 나이, 지적 성숙도, 정서적 이해, 관심/취미, 문화적
배경, 언어 숙달도, 문학적 배경
③ 텍스트와 관련된 요인들(other text-related factors): 텍스트의 효용성, 텍스트의 길이,
활용 가능성, 교육과정에의 적합성(G. Lazar, 1993: 48-56)
3) 고전문학 작품도 그렇지만, 일부 현대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현대어로 주석하거나 풀
어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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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긴 소설이나 수필을 발췌본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생략된 내용
을 축약본으로 제공해서 문학 작품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과 난이도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학습자의 변인, 즉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전통 문화/현실 문화, 특수 문화/보편 문화 등과 같은 텍스트의 내용적 특
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반영한 정전적인 성격
을 지닌 본격문학뿐만 아니라 현실 문화를 반영하는 대중문학도 고려해
야 하며, 정전적인 작품은 학습 목표 실현을 위한 주(主) 텍스트로 대중문
학 작품은 부(副) 텍스트나 활동 텍스트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난이도도 고려해야 하며, 이런 텍스트의 난이
도에는 문학 텍스트 내적인 요인(언어나 구조의 난이도)과 텍스트 외적인
요인(문화적 거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학 정전 선정에 고려해야 할 학습자 변인으로는
학습 목적, 학습자의 언어 수준, 문화적 배경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학습
목적은 의사소통교육, 사회·문화교육, 문학교육이라는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텍스트도 달라야 한다. 즉 의사
소통교육을 위해서는 비문법적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수사가
많지 않은 보편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 텍스트를, 사회·문화교육
을 위해서는 한국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와 문화적 특수성을 반
영하고 있는 문학 텍스트를, 문학교육을 위해서는 한국문학의 본질과 한
국문학사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정전적인 문학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4)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 등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 목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 목적의 변인도 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4)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현황과 연구,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다음의 글로 대신한다(윤여탁, 2007: 81-96 ; 윤여
탁, 2013: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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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급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교육,
중급의 경우에는 사회·문화교육, 고급의 경우에는 문학교육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위계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학습자 변인으로는 학습자들이 청소년 학습자인가, 성인 학
습자인가도 중요하다. 미주 지역 한국학교의 학습자들인 청소년 학습자
들의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또 다른 자국의 문학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문학교육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학습 경험이지만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국
내외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은 대부분 성인 학습자들
로 자국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국의 문학교육을 이수했을 뿐만 아
니라 문학 속성이나 활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였다. 그래서 한국문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학습한 문학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문학
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교육(권오현, 1996 ; 김정용, 2011)
의 맥락에서 한국문학과 자국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
외동포와 같은 계승어 학습자(HLL, heritage language learner)인가, 아니면
비계승어 학습자(Non-HLL)인가에 따라 문화적 거리에서 차이가 많이 난
다. 대체로 계승어 학습자들은 전통 문화적인 내용이나 정전적인 문학 작
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비계승어 학습자들은 현실 문화나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 문학 작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비계승어 학습자들의 경우
에도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학습자들은 자국의 문학
교육 등의 영향으로 문화적 거리가 멀지 않은 것에 비하여 태국,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의 학습자들은 문화적 거리가 먼 관계로 한
국문학 학습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학습자들에
게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 다른 문화권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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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는 문화의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어 문학 정전 선정에는 과정의 변인도 작용한다. 대체로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학습자 변인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 또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어 또는 전공 관련 학점 이수를 목적으로 학기 단위로 수강하는 학습
자들이다.5) 구체적으로 미주권의 경우에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 계
승어 학습자가 대부분이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대학교 한국
어학과 학생들이나 한국 대학교의 언어교육원 수강생들은 학문 목적 한
국어 학습자, 비계승어 학습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의사소통교육이나 사회·
문화교육에 적합한 문학 작품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사
회․문화교육이나 문학교육에 적합한 문학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6) 그리
고 ‘한국문학 강독’ 교재에는 문학성이나 문학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문학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 정독’ 교재에는 한국어와 한
국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비문법적인 표현이 없으며, 어려운
어휘나 사투리 등이 많지 않은 문학 작품을 수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정독’ 교재에는 근·현대문학 작품이거나 현대어로 고쳐썼거나 주

석 풀이를 한 고전문학 작품이면서, 단원의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미주지역의 K-12 과정이나 한국학교 한국어 학습자는 청소년 학습자들이다. 이런
과정의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나 학문 목적 학습자 모두 의사소통교육, 사회·문화교육, 문
학교육을 위한 작품을 다루어야 한다. 다만 목적에 따라 그 중요도나 비중을 달리
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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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문학 정전 선정을 위한 작품 목록 조사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학교육을 위한 정전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즉
한국, 미국, 중국의 3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교재들에 수록
된 한국문학 작품 목록에 대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
록된 문학 작품의 목록 조사와 통계를 위해 수집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
문학 강독을 위해 제작된 한국문학 강독이나 한국문학사 교재, 한국어 정
독 교재 중에서 한국문학 작품을 제재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급 한국어
교재와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읽기 교재나 초고급
(upper level) 교재들이었다. 또 한국에서의 한국어 문학교육에 적용할 한

국문학 작품 목록 선정에 참조하기 위해 한국의 중등학교 국어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11종 22책)와
‘문학’(11종 11책) 교과서도 조사하였다.

기초적인 통계 자료 조사를 위해 수집한 한국의 한국문학 강독이나 한
국문학사 교재, 한국어 정독 교재는 18종 36책이고, 한국어 정독 교재는
학습자 수가 많은 주요 6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강대)의 교과서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경대 등 주요 대학에서 채택하
고 있는 한국문학 강독, 한국문학사, 한국어 정독 교과서 16종 22책을 조
사 대상으로 하였다.7)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미주
지역 공통 교재인 KLEAR(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한국문학 강독이나 한국어 정독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어서 다른

교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미주지역의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7) 중국의 경우 초기 연구 과정에서는 14종 19책이었지만, 추가로 조사된 교재를 반영
하여 최종적으로는 16종 22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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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 강독 강좌의 커리큘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8책 8강좌를 조사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교재 목록은 이후 보고서에 종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한국문학 강독, 한국문학사와 한국어 정독 교재에 수록
된 문학 작품 목록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갈래별로 정리하였으며, 한국,
미국, 중국의 순서로 통계 처리하였다. 즉 고전시가, 고전산문, 설화·기타,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희곡의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중국의 교재에 수
록된 북한 문학 작품(미국의 경우에도 한국문학 강독 강좌에서 부분적으
로 다루고 있음.)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한국문학 작
품 목록 작성에서는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길이나 개작(改作), 축약,
발췌 등의 수록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전문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문학 작품 제목보다는 작가나 시인별로 합산해서 빈도수 순서로 정리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 과정은 이후 보고서에 공개할
예정이다.8)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연구자들은 수집 정리한
한국문학 작품 목록을 바탕으로 각국의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는 문학 작품의 수록
빈도수, 문학사적 중요도, 한국어교육에 활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
하였다. 특히 한국문학 강독 관련 교재와 한국어 강독 교재에 수록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 시인이나 작가의 경우 복
수의 문학 작품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문학사나 한국문학 강독 등
의 강좌에서 활용되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문학사적 중요도가 선택의
기준이지만, 한국어 정독 교재에 수록되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학습자
8) 이렇게 산출된 실제 자료와 한국문학 추천 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각국 논의
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가 A4 용지
40여 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인 관계로 이 논문에는 수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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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에 맞으면서 비문법적 표현이 적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
는 작품이어야 했기 때문이었다.9)
이와 같은 기준을 준용(準用)해서 한국, 미국, 중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 목록을 선정했으며, 대체로 자국의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의 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목록을 참조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목록
과 빈도(이 내용 역시 이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도 참고하였다. 또
한국문학 정전 목록에 선정된 문학 작품의 수는 한국문학 강독을 표준 강
좌로 해서 1학기 15차시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기당 15차
시 수업이 진행되고 1차시는 2시간, 즉 100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이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적정한 작품의 수는 30편 내외라고 보았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30편의 1.5배인 45편 내외의 작품을 정전 목록으로 선정하
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선정·정리된 한국문학 정전 목록은 다음과 같다.

9) 연구 기획 단계에서 미주 지역 공동연구원이 제안한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장르 선정에서 동화와 동시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K-12 과정이나 대학과정에서
도 동시나 동화를 추천해왔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평이한 시들을 골라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2) 초급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많지 않겠으나 문학성의 고려보다 언어 습
득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작품들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예를 들어서 중급이나 고급의 첫 단계에서 김승옥의 「사랑이 다시 만나는 곳」
이라는 작품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문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
에게 인기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시조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학성보다는 언어의 접
근성을 생각해서 「태산이 높다 하되 ～」 등을 가르쳤었고요.
(3) 미국대학에서 문학 전문가가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한국어로 읽는 문학 작
품과 영어로 가르치는 한국문학 번역 코스는 연계가 별로 없는데 학생들은 오리지
널과 영역을 비교해 본다든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단편과 그
번역본(여러 본이 있을 경우 추천리스트 제공)을 같이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2013. 11. 14.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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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한국)
갈래
고
전
문
학

고전시가
(5) + 1

제망매가(월명사)/찬기파랑가(충담사), 가시리, 동짓달 기나긴
밤을(황진이), 오우가(윤선도), 사미인곡(정철)
-- 두꺼비 파리를 물고

고전산문(4)

이생규장전(김시습), 춘향가(전), 흥부가(전), 양반전(박지원)

설화기타(4)

단군신화, 나무꾼과 선녀, 아리랑, 봉산탈춤

현대시
(15) + 3
현
대
문
학

작품

현대소설
(10) + 3

수필희곡(7)

진달래꽃/먼 후일(김소월), 님의 침묵/알 수 없어요(한용운),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향수(정지용), 거울(이상),
서시(윤동주), 국화 옆에서(서정주), 꽃(김춘수), 풀/눈(김수영),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귀천(천상병), 농무/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연탄 한 장/너에게 묻는다(안도현)
--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고향(백석), 우리가 물이
되어(강은교), 푸른 밤(나희덕)
운수좋은 날/고향(현진건), 동백꽃(김유정), 소나기(황순원),
수난이대(하근찬), 해산 바가지/옥상의 민들레꽃(박완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옛 우물(오정희), 외딴방/엄마를 부탁해(신경숙),
바람이 분다(김영하)
--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탁류(채만식), 광장(최인훈)10)
인연(피천득), 만남(안병욱), 무소유(법정),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또 다른 시작(장영희), 원고지(이근삼),
파수꾼(이강백)

편
수

14

38

<표 2>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미국)
갈래

고
전
문
학

고전시가
(6)
고전산문
(5)
설화기타
(8)

작품

편
수

제망매가(월명사), 정읍사, 가시리, 한 손에 막대 잡고(우탁),
동짓달 기나긴 밤을(황진이), 태산이 높다 하되(양사언)
홍길동전(허균), 양반전(박지원), 춘향가(전), 심청가(전), 흥부
가(전)
단군신화, 바보 온달, 나무꾼과 선녀, 청개구리 이야기, 셋째
며느리의 슬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아리랑

19

10) 고전시가(1), 현대시(3), 현대소설(3)에 별도로 목록에 첨가한 문학 작품은 한국의
국어교육에서 선택하고 있는 문학 작품 목록을 참조해서 고빈도임에도 불구하고 빠
진 작품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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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
(17)

현
대
문
학

현대소설
(21)

수필희곡
(7)

진달래꽃/먼 후일(김소월), 님의 침묵/알 수 없어요(한용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향수/고향(정지용), 모란
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거울(이상), 그날이 오면(심훈), 서시/
별헤는 밤/자화상(윤동주),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 국화 옆에
서(서정주), 나그네(박목월), 승무(조지훈), 풀(김수영), 꽃(김춘
수),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귀천(천상병), 연탄 한 장(안도현)
운수 좋은 날/빈처(현진건), 사랑손님과 어머니(주요섭), 동백
꽃(김유정), 날개(이상),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소나기(황순
원), 무진기행(김승옥), 화산댁이(오영수), 수난이대(하근찬),
관촌수필(이문구), 장마(윤흥길), 엄마의 말뚝(박완서), 우리들
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삼포 가는 길(황석영), 난장이가 쏘
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동경(오정희), 사평역(임철우), 인간
에 대한 예의(공지영),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
었나(김영하), 풍금이 있던 자리(신경숙), 빈처(은희경)
나의 사랑하는 생활(피천득), 무소유(법정), 청구회 추억(신영
복), 생생한 일상을 위한 연습(최윤), 지란지교를 꿈꾸며(유안
진), 외할매 생각(이상석), 원고지(이근삼))

45

<표 3>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중국)11)
갈래
고
전
문
학

고전시가
(5)
고전산문
(3)
설화기타
(2)

현
대
문
학

현대시
(17)

작품

편
수

공무도하가, 황조가, 사모곡, 청산별곡, 아아 내가 한 일이
야(어져 내 일이야, 황진이)
역옹패설(이제현), 취유부벽정기(김시습), 배비장전

10

단군신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진달래꽃/산유화/초혼(김소월), 님의 침묵/알 수 없어요(한
용운), 나의 침실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향
수/백록담(정지용),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오감도(이
상), 와사등/추일서정(김광균), 광야/청포도(이육사), 서시/

35

11) 중국의 경우 이 목록에서는 북한문학 작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설문 조사 등을
거쳐서 보완하고자 한다는 공동 연구자의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 일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북한의 문학사
와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작품 목
록을 만들 때 북한 작품 한두 편 넣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대부분 대학들에서는 아직
북한문학을 교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그 부분 내용을 뺏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로 작품 목록 선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 수렴할 때 이 설문
항을 넣어볼까 합니다.”(2014. 4. 29.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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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15)

수필희곡
(3)

자화상(윤동주), 국화 옆에서/인연설화조(서정주), 청노루/
나그네(박목월), 풀(김수영), 꽃(김춘수), 귀천(천상병), 화살
/백두산(고은),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강/남해금산(이성
복)
배따라기(김동인), 운수 좋은 날(현진건), 벙어리 삼룡이(나
도향), 사랑손님과 어머니(주요섭), 탈출기(최서해), 동백꽃/
봄봄(김유정), 무녀도(김동리), 소나기(황순원), 제3인간형
(안수길), 무진기행/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 수난이대(하
근찬), 병신과 머저리/눈길(이청준), 삼포 가는 길(황석영),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별들의 고향/타인의
방(최인호)
무소유/사람과 사람 사이(법정), 네 잎의 클로버(이어령),
원고지(이근삼))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제시한 한국문학 정전 목록은 전문가 설문 조사
를 거쳐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정전 목록’으로 확정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한국문학 정전 목록
은 정태적(情態的)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사정이나 지역의
형편에 맞추어 유동적(流動的)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교수자들에 의해 조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즉 한국어 교재 편찬자나 강의를 담
당한 교수자가 교재의 성격이나 강좌의 목적, 교수-학습의 목표 등에 따
라 적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목록을 조정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Ⅳ. 한국문학 정전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이처럼 양적 통계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문학 정전 목록에 대해서는
각국의 한국문학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의 수준에서 심층적인 설문지 조사
를 진행하였다. 즉 한국, 미국, 중국에서 각 4명씩 총 12명의 한국어 문학
교육 전문가들에게, 5개 중영역에서 총 13문항의 개방형 설문지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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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로 보내 이에 답하게 하는 설문지 조사법을 선택하였다. 조사 기

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이후 설문 내용을 정리하는 과
정에서 재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전화와 이메일로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
다. 한국문학 교육 전문가들에게 보낸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문항의 중요 내용

1. 대상 자료와 그 통계 처리 방식에 대하여
- 통계 처리를 위해 선택한 각국의 한국문학 강독 교재 및 한국어 정독 교재 선택
에 대한 의견
- 작가 중심의 통계 처리 자료에 대한 의견
-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을 보완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
2. 한국문학 정전 목록에 선정된 전체 작품 수와 비율에 관해서
- 전체 선정 작품의 적정한 숫자(강의 가능한 30 작품, 선정 작품은 1.5배수 이상)
-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율
- 문학 갈래별 비율의 적정성
3. 한국문학 강독 교재와 한국어 정독 교재의 차이와 특수성에 관해서
- 중요 작가의 경우 한국문학 강독 교재와 한국어 정독 교재의 작품을 구분해야
하나?
- 한국문학 강독 교재에 수록할 작품의 선정 기준
- 한국어 정독 교재에 수록할 작품의 선정 기준
4. 국가별 정전 목록의 차이와 특수성에 관해서
- 한국, 미국, 중국의 정전 목록을 각각 만든 것에 대한 의견
- 각국 정전 목록 선정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5. 꼭 추가해야 할 작품과 그 이유, 기타 의견
- 추가해야 할 작품과 이유
- 이 연구와 연구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조언

이와 같은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지는 이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
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설문 내용 중에서 유의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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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전문가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
으로는 각국의 한국문학 정전 목록을 수정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
를 위해서 수집한 12개의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중항목 수준에서 정리한
주요 내용을 여기에 제시하고, 보다 자세한 응답 내용은 13개 소항목별로
정리해서 이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먼저 ‘대상 자료와 그 통계 처리 방식에 대하여’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통계 처리를 위한 일부 기초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료 중에서 일부는 이미 통계에 포함되었던
자료이며, 다른 교재와 자료들도 검토하였지만 유의미한 변별점을 확인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작가 중심의 통계 처리 방식을 존중하면서 작품의
수록 횟수를 정전 목록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사항은
통계 처리 방식이나 원자료에서는 유의미하지만 정전 목록에는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문학 작품처럼 준(準)정전12) 차원에서 각국에서 문학 작품 목록을 선
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문학 정전 목록에 선정된 전체 작품 수와 비율에 관해
서’라는 항목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율이나 문학 갈래별 비율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구팀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전체 선정 작품의
적정한 숫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응답자들 중 몇 사람
은 현재 한 학기 강좌에서 강의 가능한 작품의 1.5배수인 45 작품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수자가 작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
록 2-3배수, 또는 100편 정도까지 제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12) 이 개념은 문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추천 목록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교육 정
전’, ‘의사(擬似) 정전’, ‘전범(典範)’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
학 정전 논의 역시 이런 정도의 함의(含意)를 지니며, 이 연구 역시 이런 논의와 맥
락을 같이 한다(윤여탁, 2002: 138-140).

376 국어교육연구 제34집

연구팀에서는 정전 목록의 수를 무한정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대략 2배수,
즉 60 작품 이상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세 번째로 ‘한국문학 강독 교재와 한국어 정독 교재의 차이와 특수성에
관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구팀의 한국문학 강독 교재와 한
국어 정독 교재를 구별해야 한다는 연구 설계와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즉 한국문학 강독 교재와 한국어 정독 교재에 수록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다른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거나 중요 작가의 경우에는 복수로 문학 작품 목록
을 제시하여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일부 응답자들은 굳이
교재별로 목록을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국가별 정전 목록의 차이와 특수성에 관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정전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정전 목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영어교육에서 정전 해체 논쟁을 경험했으며, 제3자적 관점의
하나인 탈식민주의 문학론이 미국에서의 한국문학의 연구에 영향력을 끼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각국의 정전 목록에 고려할 특수성으
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북한문학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는 중국, 미국에서 북한문학을 교육하고 있기 때
문에 북한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목록을 제시하는 방법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중국의 경우 근대문학 작품이 주로 목
록으로 제시되었는데, 현대문학 작품도 보완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통일/분단/북한문학을 넣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 의견에 따라 이용악(‘전라도 가시내’), 이태준, 이기영, 최윤('아버지 감
시'), 황석영('손님'), 이문열('아우와의 만남') 등을 검토하였다. 또 북한
문학 작품으로 『통일문학』(2008)에 수록되었던 최련의 '바다를 푸르게
하라'와 Columbia대학에서 사용하는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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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Bruce Fulton and Youngmin Kwo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에

수록된 김북향의 ‘The Son’(‘아들’), ‘국경 없는 문학(Words Without
Borders)’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한웅빈의 'second encounter'('두 번

째 상봉', trans by Stephen Epstein)13) 등이 조사되어 검토하였다.
끝으로 ‘꼭 추가해야 할 작품과 그 이유, 기타 의견’이라는 항목에 대
해서는 특이한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추가로 고려할 한국문학 작품을 다
양하게 제안해주었다. 앞부분의 설문 응답 과정에서도 추가해야 할 작품
의 경우나 삭제해야 할 작품을 언급해주었지만, 이 부분에서 보완 차원에
서 집중적으로 제안해주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각
국의 한국어 문학교육의 특성과 지향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경향의 작품
과 작가들을 추가로 추천하여 주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설문 조사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각국의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한국, 최종안)

갈래

고
전
문
학

고전시가
(8)
고전산문
(5)
설화기타
(5)

작품
제망매가(월명사)/찬기파랑가(충담사), 가시리, 십년을
경영하여(송순), 동짓달 기나긴 밤을(황진이), 오우가(윤
선도), 태산이 높다하되(양사언), 두꺼비 파리를 물고, 사
미인곡(정철),
경설/국선생전(이규보), 이생규장전(김시습), 춘향가(전),
흥부가(전), 양반전(박지원)

편
수

18

단군신화, 나무꾼과 선녀, 바보 온달, 아리랑, 봉산탈춤

13) 이 작품들이 수록된 작품의 서지 사항은 김북향의 ‘아들’(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문학』, 문학예술출판사, 1971. 6.), 한웅빈의 ‘두 번째 상봉’(『조선문학』 1999.
9.), 최련의 ‘바다를 푸르게 하라’(『조선문학』 2004. 2.)이다. 이 밖에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Ed. David R. McCann,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에는 한국 근․현대시만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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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
(21)

현
대
문
학

현대소설
(16)

수필/ 희곡
(9)

진달래꽃/먼 후일(김소월), 님의 침묵/나룻배와 행인(한
용운),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향수(정지용), 거울
(이상), 우리 오빠와 화로(임화),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고향(백석), 서시/자화상(윤동주), 해(박두진), 국화 옆에
서(서정주), 꽃(김춘수), 풀/눈(김수영), 껍데기는 가라(신
동엽), 귀천(천상병), 화살/백두산(고은), 농무/가난한 사
랑 노래(신경림), 우리가 물이 되어(강은교), 내가 사랑
하는 사람(정호승),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연
탄 한 장/너에게 묻는다(안도현), 푸른 밤(나희덕)
운수좋은 날/고향(현진건), 고향(이기영), 동백꽃(김유
정),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탁류(채만식), 소나기(황순
원), 수난이대(하근찬), 광장(최인훈), 해산 바가지/옥상
의 민들레꽃(박완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금시조
(이문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장마(윤
흥길), 옛 우물(오정희), 외딴방/엄마를 부탁해(신경숙),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성석제), 바람이 분다(김영하)
인연(피천득), 만남(안병욱), 무소유(법정), 지란지교를
꿈꾸며(유안진),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
복), 또 다른 시작(장영희), 시집가는 날(오영진), 원고지
(이근삼), 파수꾼(이강백)

46

<표 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미국, 최종안)

갈래

고
전
문
학

현
대
문
학

고전시가
(6)
고전산문
(5)
설화기타
(8)

현대시
(17)

작품
제망매가(월명사), 정읍사, 가시리, 한 손에 막대 잡고
(우탁), 동짓달 기나긴 밤을(황진이), 태산이 높다 하되
(양사언)
홍길동전(허균), 양반전(박지원), 춘향가(전), 심청가
(전), 흥부가(전)
단군신화, 바보 온달, 나무꾼과 선녀, 청개구리 이야기,
셋째 며느리의 슬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효성이 지극
한 호랑이, 아리랑
진달래꽃/먼 후일(김소월), 님의 침묵/알 수 없어요(한
용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향수/고향
(정지용),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거울(이상), 그날
이 오면(심훈), 서시/별헤는 밤/자화상(윤동주), 흰 바람
벽이 있어(백석), 국화 옆에서(서정주), 나그네(박목월),
승무(조지훈), 풀(김수영), 꽃(김춘수), 껍데기는 가라(신
동엽), 귀천(천상병), 연탄 한 장(안도현)

편
수

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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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20)

수필/희곡
(6)
통일/ 북한
문학
(7)

운수 좋은 날/빈처(현진건), 사랑손님과 어머니(주요섭),
동백꽃(김유정), 날개(이상),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소
나기(황순원), 무진기행(김승옥), 화산댁이(오영수), 수
난이대(하근찬), 관촌수필(이문구), 장마(윤흥길), 엄마
의 말뚝(박완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삼
포 가는 길(황석영),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
희), 동경(오정희), 사평역(임철우),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김영하), 풍금이 있던 자리(신경
숙), 빈처(은희경)
나의 사랑하는 생활(피천득), 무소유(법정), 청구회 추
억(신영복), 생생한 일상을 위한 연습(최윤), 지란지교
를 꿈꾸며(유안진), 원고지(이근삼))
전라도 가시내(이용악), 달밤(이태준)
아들(이북향), 바다를 푸르게 하라(최련)
손님(황석영), 아우와의 만남(이문열), 아버지의 감시
(최윤)

<표 7>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중국, 최종안)

갈래
고
전
문
학

현
대
문
학

고전시가
(6)
고전산문
(5)
설화기타
(3)

현대시
(20)

현대소설
(18)

작품
공무도하가, 황조가, 사모곡, 청산별곡, 아아 내가 한 일
이야(어져 내 일이야, 황진이), 규원가(허난설헌)
역옹패설(이제현), 취유부벽정기(김시습), 배비장전, 양
반전, 심청가

편
수

14

단군신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리랑
진달래꽃/산유화/초혼(김소월), 님의 침묵/알 수 없어요
(한용운), 나의 침실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
화), 우리 오빠와 화로(임화), 향수/백록담(정지용), 모란
이 피기까지는(김영랑), 오감도(이상), 와사등/추일서정
(김광균), 광야/청포도(이육사), 서시/자화상(윤동주), 국
화 옆에서/인연설화조(서정주), 청노루/나그네(박목월),
풀(김수영), 꽃(김춘수), 귀천(천상병), 성북동 비둘기(김
광섭), 화살/백두산(고은),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우
리가 물이 되어(강은교), 강/남해금산(이성복)
배따라기(김동인), 운수 좋은 날(현진건), 벙어리 삼룡
이(나도향), 사랑손님과 어머니(주요섭), 탈출기(최서
해), 고향(이기영), 동백꽃/봄봄(김유정), 무녀도(김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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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희곡
(5)
조선( 북한)
문학
(7)

제3인간형(안수길), 무진기행/서울, 1964년 겨울(김승
옥), 수난이대(하근찬), 광장(최인훈), 병신과 머저리/눈
길(이청준), 삼포 가는 길(황석영),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별
들의 고향/타인의 방(최인호),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무소유/사람과 사람 사이(법정), 네 잎의 클로버(이어
령), 지란지교를 꿈꾸며(유안진), 당신이 나무를 더 사
랑하는 까닭(신영복), 원고지(이근삼))
시: 조선은 싸운다/백두산(조기천), 나의 조국(김상오)
소설: 불다는 섬(황건), 길동무들(김병훈), 생활의 언덕
(김교섭), 청춘송가(남대현), 58년전 이야기(송병준)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
학 정전 목록을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통계 조사, 전문가 설문 조
사와 면담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위에서 제시한 작품 목록을 확정하였
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두 차례, 미국에서 한 차례 한국어교육 관련 학
회14)에서 연구 내용과 과정을 발표하여, 이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
증받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한국어 문학
교육 전문가들의 검토와 조언을 받았으며,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있었던 ‘정전 해체’ 논의와 같은
정전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서 추천 목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목록
으로 선정한 작품 중에서 중요 작품을 제시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추천
목록의 수를 원래 고려했던 2배수인 60편을 넘겨서 작품을 나열하기로 하
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문학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고전
문학의 비율도 20-30% 정도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또 각국
14) ‘2013년 전국고등원교 한어전업교학창진연토회’(중국 산동대학교, 외연사, 2013. 11.)
와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4년도 국제학술회의’[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
구학회, 중국 천진사범대학교, 2014. 5.], ‘제19차 AATK 연례학술회의’(AATK, 미국
보스턴대학교,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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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정한 작품들의 선정 이유나 적절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로 했다
가 최종적으로는 문학을 교수-학습하는 교사나 학생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정리하였다. 그래서 각국에서 중요 작품을
10편씩 추천 목록을 추가로 제시하고, 이렇게 제시된 추천 작품의 목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정전 목록 선정에서 고려한 특수성을 밝혀두기로
했다. 즉 미국에서는 한국학이 식민지 시대와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 있고,
북한의 역사, 정치에 대한 비상한 관심은 있으나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지
금까지 접근할 수 있던 작품이 없었는데 마침 영어로 번역된 작품이 있어
서 그 작품을 선정했다. 또 한국학을 하는 분들이 북한사회와 가족을 잘
드러낸다고 해서 선정한 작품이므로 일단 이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한국학 연구는 주로 지역학으로서의 실용성에 의
미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대학교 한국어과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선정
할 때 한국어 수준 향상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목적도 없
지 않지만 그것보다 한국문학 학습과 이해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문학사에서의 대표 작가와 대표 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아
울러 중국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상과 비슷한 시대 배경을 가진
작품, 중국과 관련되는 작가와 작품, 오늘날의 한국 사회·문화와 한국인들
의 의식을 반영해 주는 작품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작품을
선정하였다. 조선문학의 경우에는 한(조선)반도 남과 북 양쪽을 포함한
지역학이므로 양쪽 문학을 다 알아야 한다는 인식의 작용과 함께 한국문
학 교육 일변도의 경향에 대한 경계의 차원에서 작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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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연구는 그동안 지난(至難)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이 아닌 맺음말
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연구
자료나 연구 내용 등을 수시로 공개하거나 발표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전
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성과
는 전적으로 그동안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참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동참하여 연구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문 조사, 면담 조
사 등에 응해준 연구자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문헌적인 이론 연구,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조
사와 통계, 이런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 등을 순차적
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미국,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국문학 작품 목록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전 목록’이라
고 명명한 이 목록은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는 목록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한국어 문학교육 현황에 바탕을 두고 교육적 필요성 때문에
선정된 준정전적인 성격을 지닌다. 달리 이야기하면 한국어교육에서 활
용될 수 있는 ‘한국문학 작품 추천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문학교육의 전망(展望)과 지향을 알아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최근의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들은 수용자인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
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어 문학교육은 학습자 중
심의 문학 교수-학습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아
울러 한국어 교수-학습의 실제를 결정하는 가늠자이자 출발점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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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학습 제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15)
그리고 이상과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한국어 문학교육의
장(場)에서도 교수-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중심, 학습자들에
의해 교육 목표와 지식을 구성해야 한다는 구성주의 관점, 교수자의 관점
이 아니라 학습자의 관점이어야 하는 수용자 중심주의(독자 반응) 등의
교육적 지향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수-학습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문학 제재를 통해서 한국어
의사소통교육, 사회·문화교육, 문학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통합적 문학교
육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 연구팀이 이번에 제안하는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그리고 이런 목록은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각각
지역에서 재작성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작품들을
반영해서 이 목록은 다시 새롭게 수정될 수 있다. 어떻든지 이 연구를 통
하여 한국어교육학의 분야인 한국문학 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할 수
*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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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
-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

윤여탁ㆍ유영미ㆍ박은숙
이 연구는 최근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
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학 정전(canon) 목록을 선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교수-학습의 제재이자
다양한 학습 활동 자료로 선택되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이
론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실제적인 차원인 정전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이 연구는 문헌적인 이론 연구,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조사와 통계, 이런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중국, 미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국문학 작품 목록
을 각각 다르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전 목록’이라고 명명한 이 목록은 절대적
인 권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한국어 문학교육 현황에 바탕을 두고
교육적 필요성 때문에 선정된 준정전적인 성격을 지니며, 한국어교육에서 활용
될 수 있는 ‘한국문학 작품 추천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은 고정
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은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각 지역에서 재작성할 수 있으
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작품들을 반영해서 이 목록은 다시 새롭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 교육, 한국문학 작품, 문학 정전,
한국어 교과서, 한국문학 교재와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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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ing Korean Literature Can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USA and China
Yoon YeotakㆍYoung-mee YuㆍPiao Yinshu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literary canons that can be us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we witness recent needs for them in the
ever-expanding field of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midst
of renewed interest in integrating literature with language teaching, we are
encouraged by research results that show that language can be taught
effectively through literature just as literature can be taught meaningfully
through language.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1) a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2)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ists of literary
works currently available in textbooks/syllabi, and (3) obtaining the experts’
detailed answers to our questionnaire.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and
survey results, we propose the three lists of literary works to be incorporated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China and the USA, respectively.
However, these so-called ‘canons’ are not lists dictated with absolute
authority. Rather, they are semi-canons in the sense of “recommended list of
Korean literary works,” derived through a selection process based on current
practices i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nd necessitated by the needs of the
field.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Literary
Work, Literary Canon, Korean Language Textbooks, Korean
Literature Textbooks/Sylla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