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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일반 학생 어 학습자는 물론 어교육 공 학생들을 한 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제2언어는 물론 외국어로서의 어교육에도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효용성은 주로 문학 텍스트의 진정성, 문화 , 언어  가치, 그리고 

개인  감동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목 을 하여 이 논문에서는 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요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외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한 

문학 텍스트의 선정과 련된 고려사항들, 문학과 언어 기능의 교수 학습 방법들로서 어교육에서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교육론에 한 고려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어교육에 문학을 문

으로 목하는 이른바 문학 교육론의 기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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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use of English literary 

works. It will be helpful for both general English learners and college students majoring English 

Education in ESL or EFL context. English literature is very useful pedagogical tool in the 

language class due to its unique valuable characteristics including authenticity, cultural and 

linguistic value, and personal enrichment, which impact on fostering English ability of EFL 

students. For this reason, it is unavoidable to develop a theory and practice regarding using 

English literature as an educational resource for college students in Korea. In this study several 

considerations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selection of the literary works to be applied for 

language learning purpose in the classrooms of universities in Korea. Such attentions will include 

fours skills of English such as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Finally, som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using literary text as a pedagogical tool in the EFL language classroom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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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활용은 문학  가치가 가

져다주는 교육  목 은 물론 텍스트의 진정성으로 인

하여 의사소통  언어교육에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언어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문

학 작품이 언어교육에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하여 열

띤 논쟁이 있어왔다. 많은 교사들은 언어 교수에서의 

문학의 활용을 흥미와 가치라는 에서 고려하고 있

다[1]. 

기본 인 언어의 네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함께 어휘, 문법, 발음 등을 한 테크닉을 발달

시키는데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외국어 교수 학습

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인 방법이다. 더욱이, 

문법  번역을 심으로 하는 많은 통  언어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  문학  텍스트를 

모국어로 옮기는 활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는 번역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다른 교과에서 배

운 언어의 어휘 , 통사 , 의미 , 화용 , 문체  지식

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번역은 언어의 4

기능을 다룰 수 있을뿐더러 언어 교수의 제5의 기능까

지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언어 교수 목 을 해 사용되

었던 고  문학 작품들의 역할로부터 시작된 외국어 교

실에서 문학작품의 활용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성행

하 던 19세기에는 외국어 교실에서 매우 요한 수단

이었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유행하던 당시에는 학생

들이 이해하고 번역할 주요 교실 학습 자료들은 문학작

품이었다. 그러다가 직 식 교수법이나 구두 청각식 교

수법등이 등장하면서 문학  텍스트들은 언어 교실에

서 구두 언어를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서 차 활용의 

빈도가 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어 교육자들은 의사

소통 심 어교육의 향과 입 수능시험 등의 향

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을 읽고 언어의 깊

은 의미를 이해하고 표 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

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의 교양 어 로그램이 

어회화 등 소통 심의 어교육과 토익 등의 취업을 

한 시험 비 어에 많은 을 두고 있는 것이 실

이다. 심지어는 장차 어교사가 될 사범 학에서 어

교육을 공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문학작품에 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교원 임용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 

주의 단편 인 문학 공부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

울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의 목 은 일반 어교육은 물론 공 

어교육에까지 극 이고 심도 있는 어교육을 

해서 문학 작품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하기 한 필요

성을 감하면서 문학을 공 어 교육에 집 으로 

활용하기 한 반 인 문학 교육론의 방향을 탐색

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영어교육에서 문학에 대한 태도와 경향 

언어 교육 로그램에서 문학의 지 와 역할에 하

여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본질주의자

(essentialist)와 비본질주의자(non-essentialist) 가 그

것이다[2-5]. 어떤 학자들은 문학 교육은 제2언어의 능

력이나 능숙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한

다[3]. 

비본질주의자들의 입장은 언어 교수에 문학교육은 

제한 으로 활용해야하며 제2언어의 한 능숙도 발

달에 심을 가지고 문학을 필수 으로 다룰 필요는 없

다는 것이며 다른 유형의 텍스트와 비교할 때 특별한 

장 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5]. 반면, 본질주의자들의 

입장은 문화  인식과[6-10], 비  사고[7][8], 외국어 

교실에서의 동기 유발[6-9]뿐 만 아니라 언어 능숙도 

발달을 진시킬 수 있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8][9][11].  

1980년 부터 지 까지 꾸 히 외국어 교육 로그

램에서 문학의 가치에 한 많은 술과 연구들이 쏟아

져 나오고 있다[12-14]. 문학은 교육받은 사람을 나타

내는 가장 좋은 표시이다. 외국어 교육에 문학 텍스트

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5]. Lazar[8]는 언어 교실에서 문학이 사용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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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문학은 매우 동기 유발 이다.  

- 문학은 진정성있는 자료이다. 

- 문학은 일반 인 교육  가치가 높다. 

- 문학을 활용한 많은 교수요목이 있다.

- 문학은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한 이해를 돕는다. 

- 문학은 언어습득을 자극해 다.

- 문학은 학생들에게 해석 능력을 발달시켜 다.

- 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미있다.

- 문학은 높은 가치와 지 를 지닌다. 

- 문학은 언어에 한 인식을 확장시켜 다.

- 문학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감정을 말하

도록 진시킨다.

McKay[9]도 비슷하게 언어 교육의 목 으로 사용되

는 문학의 가장 요한 공헌은 문학이 언어의 담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지 했다. 이것은 왜 구체 인 언어 

형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한 좋은 시가 되며 이

런 식으로 학생의 언어 인식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 이외에도 McKay는 학생들의 읽기 

능숙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타문화에 한 용을 

증진시키고 언어 교실에서 좀 더 창의 인 학생으로 인

도해  수 있는 등의 추가 인 장 에 하여 언 했

다. Spack[16] 역시 문화 으로 보다 더 용 인 학습

자를 만들어내며 언어와 문화에 한 인식을 가져다주

는 문학의 역할에 하여 언 하면서 문학이 작문과 

쓰기에 자극을  수 있음을 지 하 다. 

최근 들어 좀 더 많은 연구들이 문학과 언어 학습에 

한 추가 인 논평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를 들면, 

Tasneen[17]은 언어 교실에서 문학을 사용한 방콕에 

있는 한 국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학습에 문학 작품

을 활용하 을 때 느끼는 인식에 있어서 정 인 반응

을 보고하고 있으며, Bretz[18]는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

의 사용을 비  사고와 이해력의 발달을 한 발 의 

역할로서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Inan[19]은 학생

들이 문학 작품에서 진정성 있는 자료에 노출된다는 

에서 문학 작품이 의사소통에 한 많은 이 이 있음을 

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인 의견과는 달리 언어 교육에

서 문학 작품의 활용과 련한 부정 인 의견 한 존

재한[3]. 언어학  난이도와 목표 문화에 한 이해 때

문에 언어 교사들은 언어 교실에서의 문학 작품의 장

에 하여 꺼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유사하게 McKay[9]는 언어 교육의 목 으로 

사용되는 문학의 활용에 한 가장 흔한 의견 에 하

나는 언어가 구조 으로 복잡하며 특유의 언어 사용 때

문에 문법의 지도에는 치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하여 한쪽에서는 언어 교육의 목

으로 문학 작품 활용의 장단 이 교사들에 의하여 고려

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실천가들이 언어 

교육 과정의 자료로서의 문학 작품을 사용하기 한 다

른 근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문학을 사용하는 근법 

 가장 잘 알려진 것은 Lazar[8]인데 여기서 그녀는 학

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 첫째이며, 그 다음

은 그에 합한 모델을 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모델에는 세 가지 근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언

어 기반 모델, 내용으로서의 문학 모델, 그리고 개인  

성장으로서의 문학 모델이 그것이다. 

언어 기반 모델은 언어와 문학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

면서 문법, 어휘, 담화 등의 범주를 문학 텍스트를 심미

 단의 상으로 삼는 것이다. 내용으로서의 문학 

모델은 문학을 기본 인 과정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

미한다. 문학  텍스트들은 역사  과 역사  배경, 

장르의 문제, 그리고 수사  장치 등의 문제로 다루어

지고 분석된다. 개인  성장으로서의 문학  모델은 학

생들에게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서 개인  경험과 의견, 

감정을 반 할 기회를 다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교실 활동의 기본 인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2. 외국어 교실에서 문학의 효용성 

Collie 와 Slater[12]는 언어 교사가 교실에서 문학작

품을 활용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 다. 이것은 

가치와 진정성있는 자료라는 , 풍부한 문화  가치, 

풍부한 언어  가치, 그리고 풍부한 개인  감동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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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성 

문학은 진정성이 높은 자료이다. 부분의 문학작품

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목 으로 쓰여진 것은 거의 

없다.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언어의 진정성 있는 표본

( , 여행 시간표, 도시 계획, 각종 양식, 팸 릿, 만화, 

고, 신문, 잡기의 기사 등) 들이 최근의 언어 교과서

에 포함되어있다. 교실 맥락 속에서 학습자들은 실생활

과 같은 실제  언어 표본에 노출된다. 특히 언어 학습 

기의 생존 단계를 넘어선 수 에서는 문학이 그러한 

자료의 유익한 보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학습자는 원어민을 염두에 두고 쓰여

진 언어에 직면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형태의 언어  

형식과 소통 기능과 의미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2) 문화적 가치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에

서 일어나는 소통의 언어  비언어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상 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하여 소설 작품, 연극, 단편 스토리 등의 문학 작품은 원

어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에 한 이해를 진시킨다. 비록 그러한 소설이나 

연극, 단편 스토리 같은 것들이 상상 인 것이지만 등

장인물들이 다양한 사회  지역  배경 속에서 풍부하

고 화려한 언어와 소통의 양상을 보여 다. 독자는 그

리하여 그러한 문학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살아가는 방

식 즉, 그들의 사상과 감정, 습과 통, 소유물, 그들

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며, 즐기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한 통찰력을 발견한다. 이 게 화려하게 창조된 세상이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의 실제 생

활 모습을 형성하는 신조와 선입 을 악하게 도와

다. 문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그 언어가 사

용되는 사회에 한 이해를 발 시키도록 도와주는 가

장 좋은 체물로 여겨져 왔다. 물론  사회는 TV나 

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많은 간 인 

이 가능하지만 언어라는 측면을 직 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매체는 역시 문학 작품을 따를 수 없을 것

이다.

3) 언어적 가치

문학은 학습자에게 폭넓은 개별  어휘와 통사  지

식을 제공해 다. 학습자들은 유의미한 맥락의 텍스트

를 읽음으로써 문어체의 많은 특징을 하게 된다. 그

들은 문장들의 통사 , 담화  기능에 익숙해지고 구조

의 다양성을 하게 되며 많은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

를 연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

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쓰기 기술을 확장시키고 발

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한 자신이 배우려고 노력하

는 언어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인식하게 될 뿐 만 아니

라 그러한 잠재  특성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학습자는 진정성 있는 텍스트의 자연스러움과 진정성

을 통해서 문화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4) 개인적 감동 

문학은 독자에게 불어넣어주는 개인  감동 때문에 

언어학습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 일단 학생이 어떤 

문학 텍스트를 읽으면 그는 그 텍스트에 머물게 되고 

빠져들게 된다. 어휘  항목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스토리의 개를 추구하는 것보다 덜 요해진다. 학습

자는 사건이 개되어 결말에 이르는 동안 일어나는 일

에 몰두하는 동안 열정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

의 등장인물과 자신이 가까워지게 되고 그들의 정서  

반응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총체  언어학습의 과정

에서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

에서 학습자의 필요와 기 , 흥미, 언어 수  등과 

련된 문학 텍스트의 선정의 요성이 뚜렷해진다. 이러

한 효과를 제 로 발휘되게 하려면 어휘와 언어수 이 

학습자의 능력에 합한 것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적절한 문학 텍스트

외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

할 때 언어교사는 학습자의 필요, 동기, 흥미, 문화  배

경, 학생의 언어 수  등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는 

어떤 특정 작품이 그 작품을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와 

강렬한 정 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종의 개

인  감흥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문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문학의 효용성 161

학  텍스트를 읽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고 감동 일 

때 좀 더 장기 이고 가치 있는 효과를 학습자의 언어

학  지식은 물론 언어학 외  지식에 향을 끼칠 수 

있다. 실생활과 정서, 학습자의 꿈과 련 있는 책을 선

정하는 것은 언어의 난이도와 함께 고려해야할 주요 

상이다. 

만일 문학 작품의 언어가 단순하다면 텍스트의 이해

도를 진시키겠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요한 결정  

기 은 아니다. 흥미, 호소력, 련성 등도 매우 요하

다. Collie 와 Slater[12]는 이와 련하여 문학 작품에서

의 즐김을 독자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오는 논 으

로 빠져들게 하는 신선한 통찰력, 독자의 마음속에서 

사고와 상황이 작품 속에서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되도

록 투 되어 가져다주는 즐거움, 혹은 완 히 새로운 

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황들이나 사고, 정서, 감정 

등이 자신들과  같은 것을 알아차릴 때 느끼는 희열

로, 이런 모든 감정과 정서들이 학습자를 언어  장애

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가 됨으로 자료에 어

떤 식으로든 이런 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고 언 하 다.  

III. 언어 기능 교수를 위한 문학 교육론

문학은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네 기

능을 가르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

어 교실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분리되어 가르쳐서는 안 

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를 통합된 부분으로 언어 

기능을 가르치려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단지 단어나, 

구, , 문장들에 하여 구두 형태나 문자 형태의 측면

에서가 아닌 추론  의미와 상호작용  의미를 한 수

단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문학과 읽기 교육론 

EFL 교사들은 문학 작품의 이해를 하여 역동 이

고 학생 심 인 근을 채택하여야 한다. 읽기 지도

에서는 텍스트의 구체 인 참조를 통하여 답될 수 있

는 배경, 인물, 구성 등에 련된 사실에 한 직 인 

질문을 통한 토의를 문자  수 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게 문자  수 의 이해에 도달되면 추론  수 으

로 이동해 간다. 여기서는 학습자들이 작가의 을 

드러내는 인물, 성격, 배경, 주제 등에 하여 구체화되

고 해석 인 으로 옮겨가게 된다. 

문자 , 추론  수 에서의 문학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학생들은 통합된 학습의 비가 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인물과 주제, 작가의 

 등에 한 작품에 한 평가와 그에 한 개인  반

응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한 작품에 한 자

연  문화  논 과 주제들에 한 자신들의 반응을 공

유하는 미묘한 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수 에서는 학생들이 작품에 하여 상상

으로 사고하는 개인 , 평가  수 과 유사한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이다.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되는 토론은 학습자들이 구두나 

문자  활동의 기 가 된다[20].

2. 문학과 쓰기 교육론 

문학은 모델이나 주제 모두에서 어 쓰기 학습을 

한 강력하고도 동기유발에 훌륭한 자원이 된다. 모델로

서의 문학은 학생의 쓰기가 본래의 작품과 매우 유사

한 것일 때 유용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의 내용이

나 주제, 의 구성 혹은 문체 등에서 모방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이 해석이나 분석과 같이 

본래의 생각이 읽은 로부터 나왔거나 창의 으로 자

극을 받았을 경우 문학은 쓰기 주제에 기여하는 것이

다. 문학은 유도된 작문, 통제된 작문 혹은 기타 다른 

유형의 쓰기를 한 많은 양의 다양한 주제를 수용한다. 

1) 글쓰기 활동 모델로서의 문학 교육

문학에 기반을 둔 쓰기 모형은 통제된 쓰기, 유

도된 쓰기, 재생산 모형 등 세 가지 종류로 나 어진

다. 통제된 쓰기 모형은 주로  수 의 형 인 

쓰기 활동으로서 부분 구체 인 문법 구조들을 연

습하기 한 임의 인 방법으로 읽은 내용을 고쳐쓰기

를 들 수 있다. 를 들면 학생들은 생방송 뉴스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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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혹은 3인칭 시 의 

을 1인칭 시 으로 바꾸어서 을 바꿔 쓰는 활동을 

할 수 도 있다.

유도된 쓰기 모형은  수 의 학습자에게 가능

한 모형으로 학생들이 일련의 질문에 응답하거나 주어

진 모델을 이용하여 요약하기, 다시 말하기, 결합하기 

등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어진 묘사 이나 고쳐쓰기 혹은 

요약  쓰기 등에서 주제문이나 첫 몇 문장이 주어지면 

이것을 활용하여 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유도된 쓰기 연습은 특히 문자  수 에서 작품을 이

해하게 된다. 

재생산 모델은 고쳐쓰기, 요약하기, 개작하기 등과 같은 

기법들로 구성되는 모형이다. 이 기법들은 ESL/EFL에 

매우 유용한 쓰기 연습이다. 고쳐쓰기에서는 학생들

이 듣거나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도록 요

구된다. 고쳐쓰기 기법은 학생들이 시를 이해하는 노력

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시작품을 활용할 때 매우 유

용한 기법이다. 요약하기는 사실주의 인 단편 소설이

나 연극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사건들이 주로 연 기  

순서를 따르며 롯, 배경, 인물 등처럼 학생들에게 쓰

기를 유도해주는 구체 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15]. 

개작하기는 산문체의 허구  이야기를 화 이나 연

극으로 다시 쓰거나 반 로 연극이나 시나리오를 서술

 형식으로 고쳐 쓴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문어와 

구어 어 사이의 변이형들을 인식하게 해 다[20].

2) 글쓰기 주제로서의 문학 교육

쓰기는 그 자체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쓰기 교실에 합한 자료를 찾는 것이 때로는 

용이치 않을 수 있다. 작문 과정에서 문학을 읽기 자료

로 사용할 때 한 가지 장 은 읽기가 작문을 한 주제

가 된다는 것이다[16]. 문학이 읽기 자료가 되는 작문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추론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형

상화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한 증거를 찾기 해서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래서 학생들은 창의 이

고 자유롭고 비 인 사고 과정을 배운다. 그러한 훈

련이 논리 인 추론과 독립 인 사고, 그리고 텍스트에 

한 주의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다른 교과에도 도움을 

다. 문학을 주제로 한 쓰기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학에 하여 쓰기와 문학으로부터 쓰기

이다.   

문학에 하여 쓰기는 통 인 과제들로 구성된

다. 질문에 단락으로 응답하기, 집에서 작문 써오기와 

같은 과업인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을 분석하거

나 문학  장치와 문체를 추측한다. 문학에 한 쓰

기는 학생들이 작품을 읽기 에 행할 수도 있다. 교사

는 일반 으로 작품의 주제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논

에 하여 토론을 유도하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토 로 그에 한 생각을 쓴다. 이런 활동은 학

생들에게 작품에 한 흥미를 높이고 작품을 읽고 작품

에 하여 쓸 비를 하도록 해 다. 그러나 읽기 후 뿐 

아니라 읽기  쓰기 과제는 교실의 토론으로부터 나온

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형식을 취하는 데 질문에 답

하기, 토론할 내용 주장하기, 혹은 확장될 주제들, 토론 

그룹 만들기 등이 있다.  

문학으로부터의 쓰기란 문학 작품을 작문의 발

으로 삼는 쓰기로 주로 롯, 인물, 배경, 주제, 비유

 언어 등을 심으로 발달시키는 창의  쓰기 과제

를 의미한다. 문학으로부터의 쓰기는 많은 형태가 있

는데 작품에 보태어 쓰기, 작품을 바꾸어 쓰기, 극의 

감을 받은 쓰기, 작품속의 인물에게 쓰는 편지 등의 

방법이 있다[16]. 

이들에 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작품에 보태어 

쓰기는 상상 인 에피소드나 작품의 속편을 쓰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드라마의 경우는 무 외 인 끼

워 넣기 장면을 창작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화문을 

만드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작품을 바꾸어 쓰기는 학

생들이 작가의 종결과 비교되는 자신들이 창작한 종결

을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단편 스토리의 경우에는 체

를 다시 쓸 수도 있고 일부분을 인물의 시 을 바꾸어 

3인칭 화자의 시 이나 작가 지  시  등으로 바꾸

어 쓰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극의 감을 받은 쓰기

는 연극이나 단편소설, 소설, 시 등을 활용한 쓰기 활

동으로 학생들은 등장인물의 의식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인물의 태도나 감정에 하여 을 쓰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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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작품속의 인물에게 쓰는 편지에서는 학생들은 등

장인물 의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서 

인물에게 특정의 문제나 상황을 어  극복할 것인지에 

하여 개인  질문이나 충고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20].

3. 문학과 듣기, 말하기 교육론 

언어 교실에서 문학 교육은 비록 읽기와 쓰기에 치

된다 하더라도 듣기와 말하기 지도에도 같은 의미 있는 

역할을 기 할 수 있다[20]. 소리 내어 읽기, 극화하기, 

즉흥극, 역할극, 재 하기, 토론, 소그룹 활동 등은 문학

을 통한 음성 언어 학습의 심이 된다. 언어 교사는 듣

기와 발음 학습을 상  수 에서는 문학 작품을 녹음이

나 비디오 촬 을 하거나 낭독을 시킴으로서 흥미롭고 

동기가 유발되며 맥락화된 활동으로 만들 수 있다. 학

생들에게 문학작품을 큰소리로 낭독시키는 것은 듣기 

능력과 함께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발음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발음은 읽기 , , 후 

지도의 이 된다. 

문학 작품을 극화하는 것은 어교육에서 매우 값진 

활동이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작품의 롯에 

한 이해와 인물에 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해

으로서 동기를 유발시켜주기 때문에 구두 소통능력

의 발달을 진하고 가속화시켜 다. 수업에서 연극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 될 수 있는데, 주요 형태는 극화

하기, 역할극, 즉흥극이 있다. 

극화하기는 본화 된 자료를 교실에서 수행하는 것

이다. 학생들은 단편 스토리나 소설의 일부분을 본으

로 만들고 그것을 최 한 실제의 텍스트와 가깝게 개작

한다. 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은 인물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추측해야한다. 물론 학생들이 작성한 

본은 연극으로 공연이 가능하다. 몇 명의 인물이 등

장하는 시도 역시 학생들에 의해서 본으로 개작될 수 

있고 학생들은 할당된 부분의 화를 미리 주의 깊게 

읽고 인물과 롯에 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학생들

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나 숙어 

그리고 발음할 수 없는 단어들을 표시해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트 와 함께 장면을 연습한다. 비록 학

생들이 본을 다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시선 

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고 본의 의미와 감

정으로 행간의 의미를 달할 수 있다. 더욱이 학생들

은 극화된 활동을 통하여 얼굴표정이나 제스쳐 같은 신

체  움직임을 통해서 장면을 무 에서 펼칠 때 미묘한 

의미에 하여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극화한 스토리를 

교실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즉흥극이나 역할극은 모두 문학 작품의 인물, 롯, 

주제를 심으로 발 된다. 즉흥극은 역할극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활동으로 본이 없는 극화하기라고 할 수 

있다. 즉흥극에는 시작, 간, 종말로 구분 가능한 롯

을 가진다. 그러나 역할극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뷰나 패

 토론처럼 극화하기 보다는 읽은 작품으로부터 말하

기 활동으로 연결한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에서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토론하고 기

여한 생각이나 사실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그룹 활동

에서 모든 참여자들을 자극한다[8][9]. 모든 학생들은 

함께 참여하여 다각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문학을 통

한 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교실에서 이

루어지는 소그룹 활동은 토론, 소그룹 활동, 패  토론, 

집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그룹 활동은 학

생들의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고 발음 연습의 요성

을 강조해 다.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 에 발음의 오

류를 발견하면 표시해두었다가 오류를 나 에 수정해

주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문학은 많은 비 어권 국가의 어교육 로그램에

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를 가르치는

데 문학을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먼  외국어 교사들이 교실에서 사용하기에 

합하게 교육학 으로 잘 디자인 된 자료가 드물다. 따

라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는 순수 문학 작품의 원 을 

통해서 작품을 읽고 감상하기를 심으로 할 수밖에 없

다. 그 다음은 어교육 로그램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분야에서의 비가 덜되어 있다. 우리나라 학의 문

학 공이나 어교육 공 과정에서는 부분 문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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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의 도구로서 활용하기보다는 문학  가치를 

탐구하는 쪽으로 집 되어 있다. 심지어는 문학 수업에

서는 발음이나 말하기 능력 등의 어 능숙도는 문학 

공부와는 무 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마

지막으로 어교육 로그램에서 문학의 역할에 한 

명확한 경계나 목표가 없다. 문학을 가르치는 교과목과 

어를 가르치는 교과목의 목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

에 서로의 역을 넘나들며 두 개의 목 을 함께 추구

하는 교과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방하

다. 따라서 어교육 장에서는 어 교실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데 한 그리고 문학 교실에서 어를 가

르치는 데 한 교사 교육과 비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 바로 문학 교육론의 역할

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선 한 일은 어 공이나 

어교육 공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매개로하는 

어 교과목, 혹은 어학습의 목표로 하는 문학 교과

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어 교육 공 학생들에게

는 어 학습을 한 문학 공부에 을 두는 것이 

몇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다. 첫째는 어교육 공 학

생들은 장차 어 교사가 되어 등학교 어 교실에서 

어를 가르칠 것이다. 지 까지의 우리 어 교실은 

수능 상 평가에 억 려 진정한 의미의 어 학습이 이

루어지기 보다는 수능에 출제되는 경향에 맞춘 수업을 

진행해왔던 면이 크다. 특히 교과서 심의 수업보다는 

EBS 수능 비 교재가 오히려 더 요한 학습 자료가 

되어온 면이 있다. 앞으로 수능 평가와 더불어 우

리 등학교의 어 교실이 좀 더 청소년기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어 교실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학에서의 교육과정과 지도에는 교과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어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의 가장 큰 심은 교원 임용 시험이라는 막 한 

문이 커다란 장애로 남아있다. 임용 시험의 공 

어 문항  문학의 비 은 시, 소설, 희곡 등의 주요 분

야에서 각 한 두 문제씩 출제되는 것이 일반 인데 문

제의 유형을 보면 체로 순수 문학 인 이론이나 비평

보다는 독해 능력과 련된 일반 어 학습과 련된 

방향으로 질문이 모아진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어교육과의 문학 수업은 좀 더 어 학습을 한 문

학 학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어 학습은 어휘

나 수사  기법 등에서 고  어 학습을 지향할 수 있

다[9]. 문학은 앞서 살펴본 로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심리 상태나 작가의 깊은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부분이고 사실의 묘사 한 비유  언어와 심

상 등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부분이라서 일반 어 

학습에 활용되는 단순한 표면  의미를 주로 다루는 텍

스트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8]. 

이 게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어 교육을 시행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요하다. 교사는 첫째, 

학생들의 기 와 요구에 련하여 어 교수 학습의 목

표를 결정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된 설문이나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 학습의 요

구와 기 를 조사하고 이를 토 로 교수 학습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한 교수 방법, 교수 기

법, 그리고 교실 활동 등의 차를 선정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교사는 교수 학습의 목 과 목표에 합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어 학습에 사용될 문학 텍

스트를 선정 할 때는 학생들의 어 능숙도, 흥미, 나이, 

성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학생들이 부 한 텍스트

로 인한 지루함을 피하고 한 교육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면 인 고려에 기반을 둔 문학 교

육론은 어 교육의 깊은 토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어 학습을 통하여 보다 

깊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홍

익인간이라는 우리 교육 이념을 실 하는데 요한 인

문학  자양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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