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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시작품의 선정 원리에 관한 연구

오정훈(대아고등학교)

<국문초록>
시교육을 통해 문학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에 해당하는 시작품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편향된 가치관에 빠져 다양한 측면의 작품 선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에 문학적 측면, 교
육적 측면, 편성적 측면의 요소들을 다각도로 살펴 이러한 조건들에 충족되는 작품
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문학적 가치성과 미적 범주의 균등한 안배, 시 갈래의 특성
을 온전히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을 문학적 측면의 고려 요소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가치, 수준, 흥미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 가치를 구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수준에 부합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편성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대의 대표작품과 특정 이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는 성향의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문학, 교육, 편성적
측면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작품은 학생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어 문학적 감수성과 상
상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 주제어: 작품 선정, 문학성, 미적 범주, 가치성, 흥미, 포괄성, 개방성

Ⅰ

. 서 론

시 교육은 기성 작가의 작품을 제재로 이루어진다. 시 문학 작품을 통해 수행되는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
다(김동환, 2007). 작가의 세상에 대한 인식 방식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개성을 시
작품을 통해 느끼고, 나아가 문학적 상상력을 향유하고 감동과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제재의 성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으로 선
택되는 시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정전(正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전이라고 인정받는 작품에 대해서도 가치성에 대한 이의가 없지 않으며 정전과 비
정전에 대한 구분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박인기,
2008).
문학의 영역에 있어서 정전을 확정짓는 문제가 쉽지 않듯이 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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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 작품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가 만만한 것은 아니다.
문학에서의 정전을 규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함께 교육적 요소를 추가적
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시 작품은 문학 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문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해당 작품이 문학 교
육의 목적 성취를 위해 교과서에 수록되기에 합당하다는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
한 작품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 작품을 분석해
보았을 때,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적 선정 기준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작품 선정 기준을 비판하고 총체적 입장에서의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학교과서는 다양한 시 작품을 수록할 수 있는
지면이 충분히 할애되어 있고,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충분히 수록하고 있다고 판단하
기에 연구의 논의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로 제한하고자 한다. 물론 문학교과서와 국
어교과서는 ‘문학적 감수성의 함양’과 ‘의사소통 수행기능의 향상’이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시교육의 위계성과 합리성을 논한
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굳이 국어교과서 속의 시 작품 편제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거시적 안목에서 본다면, 국어교과서 내의 시 작품도 단순한
나열식의 작품 구성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원리에 따라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Ⅱ

. 작품 선정을 위한 인식 재고(再考)

1. 현행 교과서의 작품 선정의 기준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국어 (상), (하)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현대시 작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정지용의 ‘유리창’, 이육사의 ‘광야’, 백석의 ‘여승’, 박재삼의 ‘추
억에서’, 김남조의 ‘설일’ 등이다. 시 학습에 대한 지속성과 위계성의 문제가 먼저 부
각된다.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상) 교과서에는 시 교육을 위한 단원을 마련해 놓고
서 2학기 때 학습을 하게 되는 (하) 교과서에는 시 교육을 위한 단원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구성은 시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단절시킬 뿐만 아
니라 시 갈래에 대한 학년별 시 교육의 연계성과 심화 가능성도 차단하고 만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섯 편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살펴보아도 편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진달래꽃, 유리창, 여승, 추억에서’의 네 편의 작품은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다. 여섯 편의 작품 중에서 네 편의 작품이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정서적
편향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별의 슬픔과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한의 정서는
인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비중있는 정서이며 문학이 다루고자 하는 소중한 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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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별의 슬픔을 통해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그리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카타르시스에 대한 체험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문학에서 다루는 미적 범주에(김학성, 1980; 조동일, 1999; 하르트만, 1985)
슬픔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아미, 숭고미, 골계미와 같은 미의식도 학생
들이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에서 다루는 다양
한 미의식을 치우침없이 골고루 체험함으로써 총체적인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
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내면화가 가능해진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시 작품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
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작품이 문학적 감동과 이해를 심화 확대시킬 수 있음은 자명하다(유
성호, 2008). 여섯 편의 작품이 과연 학생들의 삶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작품이 학생 삶과 밀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제재의 관심도와 결부되는 측면이 있다. 학생들이 해당 작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
과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작품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키
고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바람직한 교육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조대현,
1997).
문학이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학을 교육한다는 입장에 서면
문학적 재미는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문학적 재미는 작품에 관심을 갖게 하
며 재미와 관심은 문학과 학생 소통의 적극성을 부여하는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 이
러한 입장에 섰을 때 현행 교과서의 시 작품에서 학생 삶과의 관련성은 물론 관심과
흥미적 속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문학적 정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일
지라도 문학을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재론의 여지가 충
분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수록 작품은 192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
다. 2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 각각 한 편씩 수록되어 있으며,
30년대의 작품은 두 편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의 작품은 찾아 볼 수 없
다. 문학 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에서는 정전만이 절대적인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정전은 물론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비정전일지라도 적극 수용되
어야 한다(우한용, 2006). 80년대 이후의 작품 중에서도 정전으로 손꼽힐만한 작품들
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80년대 이후의
작품이 부재해 다양한 시대의 모습과 고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삶
과 가까운 시대를 형상화한 작품을 배제시켜 문학과 학생 삶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작품을 시대별로 나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대를 분기점으로
사회상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시대에 따른 다양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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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다채로운 문학적 주제 의식을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따른 작가 의식, 사회 풍속, 시대에 대한 보편적 인식 등을 체험함으로
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
와 관련지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살펴보면, ‘광야’를 제외하고서는 당대의 갈등이나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격동의 시기로 일컬어지는 60년대와 70년대에 생산된
작품의 경우도 순수시 계열의 것으로 시대적 고민과는 무관하다. 문학적 순수성을 지
향하는 작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교육할 필
요성을 인식하고 문학이 시대의 산물임을 알고 있다면 교과서 수록 작품은 재검토되
어야 한다(김현수, 2010).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16종의 국어 (상), (하)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
의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강은교,
고은, 김광규, 김용택, 김혜순, 나희덕, 도종환, 문정희, 신경림, 정호승, 황지우 등 80
년대 이후의 주목받는 작가의 작품을 실어 놓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시기의 작품, 학
생들과 가까운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작품 경향
이나 가치관, 주제 의식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만
하다.
<표1>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발간된 국어교과서의 현대시 작품

출판사
수록작품
기다리는 동안>, 정호승<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김기림<바다와 나비>, 백석
A 황지우<너를
<여승>
목마름으로>, 이육사<광야>, 정지용<유리창>, 고은<머슴 대길이>, 김소월<진달래
B 김지하<타는
꽃>
황지우<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김수영<풀>, 도종환<담쟁이>, 백석<흰
C 윤동주<서시>,
바람벽이 있어>, 김종길<성탄제>
윤동주<쉽게 씌어진 시>, 신동엽<산에 언덕에>, 박목월<산도화1>, 정지용<장수산
D 백석<고향>,
1>, 김소월<진달래꽃>
김용택<그대 생의 솔 숲에서>, 김수영<파밭가에서>, 서정주<추천사>, 신석정<들
E 이육사<광야>,
길에 서서>, 김소월<왕십리>
김수영<눈, 폭포, 풀>, 김소월<접동새>, 백석<수라>, 윤동주<서시, 쉽게 씌어진
F 김광규<나>,
시>
정희성<숲>, 박용래<월훈>, 정호성<슬픔이 기쁨에게>, 나희덕<땅끝>, 윤동주
G 이육사<광야>,
<자화상>
H 정지용<인동차>, 강은교<우리가 물이 되어>, 백석<노루>, 이육사<광야>, 김소월<진달래꽃>
윤동주<서시>, 황지우<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김소월<진달래꽃>, 이육사
I 김춘수<꽃>,
<교목>, 유안진<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J 정호승<슬픔이 기쁨에게>, 김광규<대장간의 유혹>
김광섭<저녁에>, 정호승<우리가 어느 별에서>, 공광규<맑은 슬픔>, 김현승
K 나희덕<귀뚜라미>,
<플라타너스>, 이성수<벼>, 곽재구<새벽편지>, 신경림<목계장터>, 정희성<민지의 꽃>
L 정호승<봄길>, 김종삼<묵화>, 이육사<절정>, 서정주<추천사>, 김기림<바다와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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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서시>, 최영미<선운사에서>, 신경림<길>, 김영랑<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수영<폭포>,
김소월<진달래꽃>
김소월<진달래꽃>, 윤동주<별헤는 밤, 새로운 길>, 김수영<풀>, 신경림<갈대>, 정지용<향수>,
김혜순<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박목월<나무>, 신경림<나목>, 김광섭<저녁에>, 백석<팔원-서행시초3>, 김준태<참깨를 털면서>,
복효근<춘향의 노래>
이육사<절정>, 문정희<찔레>, 서정주<춘향유문>, 박재삼<흥부부부상>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도 작품 선정 기준에 있어 보완의 여지가 있어 보
인다. 80년대 이후의 작품을 수록하기 위해 애를 쓰기는 했지만, 작품 선정을 위한
시기 구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인지에 대한 검증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호승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도
종환의 ‘담쟁이’, 김광규의 ‘나’, 정희성의 ‘민지의 꽃’, 문정희의 ‘찔레’ 등의 작품이 해
당 작가의 대표 작품인지에 대해서도 재론의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주제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화제와 가치관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으나, 학생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자기 삶의 발전으로 체화 가능한 다채로운 삶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 부정적 현실로 인한 좌절과
극복 의지, 자연에 대한 깨달음 등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제 형
상화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
를 다각도로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교훈적 성향의 작품들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문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미적 범주 중에서 ‘우아미’와 ‘해학미’에 해당하는 작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작품 속에
형상화된 가치관을 편향됨 없이 느끼고 사고하면서, 문학의 다채로운 미의식을 경험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미의식을 고루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제재의 위계성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의 입장에서 제재의 난이도를 위
계화하고 이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시 감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교재 구성
방식을 찾아 볼 수 없다. 대단원의 성격에 부합되는 시 작품을 산발적으로 배열함으
로써 시교육의 단계성과 위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치우침
없는 작품 선정과 시교육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재 선택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
적인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작품 선정 기준의 전제 조건

현행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 작품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인식하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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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재 구성을 위한 작품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밝히
고자 한다. 시 작품은 문학 교육을 위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 작품 선정을 위한 기준 속에는 문학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즉, 교과서에 수록 가능한 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는 전제와 교육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문학적 가치성과 교육적 효율성을 원론적 측면의 기준 설정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 측면은 최소한의 작품 선정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과
서를 구성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하는 인식적 합의를 일컫는 것이다.
작품의 문학성과 교육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작품 선정에 대한 기준
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문학적 가치성과 교육 가능성에 부합되는 작품을 모두 교과
서에 실을 수 없기에 실제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첨가되어야 한다. 구성의
적절성과 이념적 중립성을 살펴야 한다. 어느 시기의 작품을 실을 것인지, 어느 시기
의 작품은 배제할 것인지, 시기별로 작품 수를 어느 정도 안배할 것인지, 어떤 작가
를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지, 어떤 작가를 배제할 것인지,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기와 작가, 형식과 내용을 합리적
이고 타당하게 안배하는 것이 편성(編成)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하고 할 수 있다. 또
한, 편성 측면에서 특정 이념에의 편중성에 대한 살핌도 추가되어야 한다. 교육에 국
가 수준의 가치 요구가 배제될 수는 없지만(노철, 2007) 문학을 통해 다양한 가치 인
식을 경험하고 미래지향적인 비판적 인식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차단해
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극우나 극좌로 편향된 시각으로 작품을 선정해서는 안 될 것
이며 엄정한 중용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적 측면

교육적 측면

편성적 측면

[그림1] 작품 선정의 기준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
[그림1]과 같이 시 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을 위해서는 원론적 측면의 문학적 가치
성과 교육 가능성, 실제적 측면에서의 구성의 적절성과 이념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작품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학적 측면, 교육적 측면, 편성적 측
면을 다각도로 살펴서 세 가지 요소에 부합되는 시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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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문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
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문학적 가치를 심도 깊
게 살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적 미의식을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작품을 안배했
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대답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문학 교육을 위해 선
정한 작품임에도 교육적 차원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의 범주를 모두 고려했다고 보
기 어렵다. 즉, 교육목표 성취를 위한 가치 인식에 대한 고찰, 교육내용과 관련한 수
준에 대한 성찰, 교육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관심과 흥미적 차원의 요소를 따지고 살
펴야 함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동시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편성
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시대 안배의 문제와 대표 작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양한
문학적 형식의 반영 여부와 문학적 내용 요소로서의 주제의 다양화에 대한 살핌이
결여되어 있다. 이념과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의 지배 이념을 전제로 한 작품 선정이
주를 이룸으로써 다양한 비판 의식과 전통의 혁신, 사고의 다변화라는 인식 전환을
꾀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적, 교육적, 편성적 측
면의 요소’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작품을 찾아내어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한 물리적인 작업 이전에 선
행되어야 할 철학적이고 인식적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논의가 전제되어 하는 것이기
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범위에서 작품의 선정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 작품 선정의 원리와 적용의 실제

1. 문학적 측면

시 작품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서 살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작품의 문학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요소이다.
시 작품이 문학으로서의 본질적 속성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문학은 인간 삶을 대상으로 사상과 정서를 미적으로 승화시킨 언어
예술이라고 일컫는다. 문학이 진정한 가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
에서 예술적 보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내용의 측면에서는 고귀한 사상과 정신적 가
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풍부한 정서를 발현시킬 수 있는 감수성 자극의 매개가 되어
야 한다. 아울러 비유와 상징 등의 형식적 요소를 통해 사상과 정서를 예술로 형상화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적 요소의 상생으로 인해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고취시킴으로써 보편적인 미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작품
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시 작품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의 예술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문학 연구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문학이론, 문학비평, 작가와 작품연구, 문학사(오
세영, 2003)의 도움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작품을 분석 평가하여 그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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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 보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반 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으로 검증된 작품
을 엄정히 선정해야 한다. 작품의 문학성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인적 견해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론적 타당성과 보편적 합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 작품이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보편적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에
합의를 했다면 미적 범주를 다음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문학의 미는 작가의 세계
관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인생과 예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미적 범주는 작가의
감수성의 차이, 제재를 다루는 기법 정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조기섭 외,
2004). 따라서 다양한 미적 범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미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처럼 미적
범주를 균등하게 안배하지 않고 편중될 경우 학생들의 미의식을 왜곡시킬 가능성마
저 있다. 작품 속에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계미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작가가 세
상을 인식하고 표출하는 방식이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학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가치를 탐색하고 다채로운 미의식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상상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문학의 목표이기에 포괄적인 미적 범주를 포섭할 수 있는 작품 선정이 되어야
한다. 비장미와 골계미를 드러내는 작품만 학생들에게 제시할 경우 학생들은 삶의 부
정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주목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냉소적 자세로 귀결될 수 있다. 반대로 우아미와 숭고미를 드러내는 작품만을 제시한
다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의 결여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삶에 대한 가치관이 한 쪽으로 치우칠 뿐만 아니라
미적 세계에 대한 총체적 안목이 형성되지 않아 심미적 정서의 측면에서도 부조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학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 독자적 특성
이다. 시 교육을 위해 선정되는 시 작품은 시의 고유한 속성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는 문학의 범주에 포괄되는 것이면서 문학의 다른 하위 영역에 속
하는 것들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는 소설, 수필, 희곡과 같
이 문학이 지니는 공통된 자질을 가지면서도 다른 갈래와는 구별되는 시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시 교육을 위해 선택되는 작품은 무엇보다 시로서의 본질적 속
성을 세세히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시 작품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시의 음악성, 회화성, 의미성이다. 시를 시답게 하는 특성은 운율과 이미지, 상
징성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해 선정되는 시 작품은 갈래 상호 교섭을 통해 문학
하위 갈래의 고유한 색채를 상실한 실험적 성향의 것보다 시 고유의 특징을 지닌 것
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문학 하위 갈래의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시 본연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시 교육의 목표 성취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
다. 시 교육은 시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과 규칙을 익히게 하는 일에서 출
발해야 한다(지현배, 2004). 시는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형상적 언어(장도준, 20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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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포성과 애매성(김은전 외, 1996)을 가진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운율과 이미지, 상
징성을 갖게 마련이며, 시 교육은 이러한 시의 고유한 속성을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 교육을 위한 작품은 시의 압축성과 회화성,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시의 독자적인 문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작품을 통
해 개별 문학의 속성을 체험함은 물론 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
력, 창의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적 측면에서 시 작품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는 작품의 문학적
가치성과 미적 범주의 균등한 안배, 시의 독자적 특성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
다.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언어 예술로의 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삶을 바라
보고 미적 가치로 형상화하는 미에 관한 인식 태도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문학적 가치와 아울러 시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등을 묻고 철
저히 따져서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산골에서 자란 물도
돌베람빡 낭떠러지에서 겁이 났다.
눈뎅이 옆에서 졸다가
꽃나무 알로 우정 돌아
가재가 긔는 골짝
죄그만 하늘이 갑갑했다.
갑자기 호숩어질랴니
마음 조일밖에.
흰발톱 갈갈이
앙징스레도 할퀸다.
어쨌던 너무 재재거린다
나려질리자 쭐삣 물도 단번에 감수했다.
심심산천에 고사리밥
모조리 졸리운 날
송홧가루
노랗게 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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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水 따라온 新婚 한쌍
앵두같이 상기했다.
돌부리 뾰죽뾰죽 무척 고부라진 길이
아기 자기 좋아라 왔지!
하인리히 하이네 적부터
동그란 오오 나의 太陽도
겨우 끼리끼리의 발꿈치를
조롱조롱 한나절 따라왔다.
산간에 폭포수는 암만해도 무서워서
긔염긔염 긔며 나린다.
―정지용, 「폭포」, 전문

‘폭포’는 ‘유리창’과 다른 미의식을 지니고 있다. 폭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전의
조마조마한 심정과 갑갑하게 갇힌 산골짝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고 싱그러운 풍경을
동경하는 정서가 감각적으로 그려져 있다. 봄날의 포근하고 고요한 정경 묘사와 그
속에서 신선하고 아기자기한 맛을 느끼는 물의 정서가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되어 있
으며, 특히 조심조심 기듯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두려움을 안고 떨어지는
폭포수에 대한 묘사는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가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비유와 이미지
제시의 참신성, 발상의 특이성 등을 통해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시의 본질적 속성
을 온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폭포’가 ‘유리창’보다 문학성이 뛰어난 시라
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교과서에서 슬픔의 정서와 관련된 시
를 대다수 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폭포’와 같은 싱그럽고 해학미가 돋보이는 작품
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폭포’는 문학적 가치의 측면, 다양한 미의식을
경험하게 한다는 관점, 시 고유의 본질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교육을
위한 제재로 선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2. 교육적 측면

시 작품을 일상적 생활인으로서 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제재로 활
용하기 위한 것이기에 교육적 가치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상인으로 향유하는 문
학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접하는 문학과 그 결과로 도달하
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는 차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상의 문학보다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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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문학에 교육과 관련된 철학과 인식이 관여하게 된다. 일상인으로 접하는 문
학은 선정의 폭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취향과 독서 습관, 경험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개별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선정하게 되는 시 작품의 경우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과 관련된 제
반 사항을 도외시할 수 없게 된다.
시 작품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교육적 측면의 원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는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것이다. 선정할 시 작품이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부합되
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가치성’에 관한 것이다(윤정일 외, 1998). 학생을
교육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제반 교육 자료나 내용은 일정한 절차와 과정
을 거쳐 궁극적으로 가치성을 발현시키기 위함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교육 가치
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시 작품은 공감과 내면화를 통해 가치있는 삶으로의 변
화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할지라도 분명 그 중에는 교
육 제재로서의 가치를 실각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실험적 성향의 작품이라든지, 성
인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나 제재를 형상화한 작품의 경우는, 학생 교육을 목적으
로 한 작품 선정의 과정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작품 선정을 위해서는 문학성을 기본으로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가치개
념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시 작품을 매개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마
음껏 누리고 이를 통해 학생의 인식과 정서적 측면의 성숙함을 이루어 내는 것이 문
학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며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일상적 문학 작품
은 초점이 문학 작품에 맞추어지지만 문학 교육에서는 초점이 학생에게 맞추어지는
것이기에 문학을 통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시 작품이 가치성의 발달이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것일지라도 교육 내용적 측
면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내용은 모든 학생을 상대로 동일하게 제
공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학생의 발달 수준과 단계(정일환 외, 2008)에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
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살필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수준’
에 관한 것이다. 시 작품의 경우도 중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과 고등학교에서 배워
야 할 내용으로 가를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학년에 따른 위계화가 가능하다. 사
용되는 어휘나 상징의 수준, 표현 방식의 낯설음 정도에 따라 문학적 상상과 이해의
가능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 작품의 난이도는 엄격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지만, 주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에서부터 관념적이고 추
상적인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위계화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제 의식을 담
고 있는 것으로는 학생들이 실질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상의 아
름다움을 토로한 작품, 이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 시련을 다룬 작품들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추상적 주제를 다룬 것으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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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찰, 존재의 고독이나 삶의 본질 등과 같이 인식이나 관념적 측면과 관련된 작픔
이 있을 수 있다. 추상적 관념을 다룬 작품은 학생들이 오로지 머릿속으로만 내용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기에 난이도의 측면에서 높은 쪽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 측면
에서 본다면, 시어의 비유나 상징적 의미의 다양성이나 심화 정도, 이미지 상상의 곤
란도, 형식적 측면의 파격성이나 시상 전개 방식의 낯설음의 정도 등으로 단계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시 작품을 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면 문학 감상의 주체가
학생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작품 선정의 원리를 적극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문학 작품 선정 과정의 주체가 교재 구성자인 교사나 문학 연구자라는 인식
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과 학생 본위의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문학 교육의
주체 역시 학생이기 때문이다.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 선정은 학생의 공감대와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이는 문학은 있으되 문학 교육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 목표와 관련된 가치성,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수준에 대한 성찰과 아울러 교
육 방법에 대한 살핌도 간과할 수 없다. 목표와 내용이 타당성을 갖는다할지라도 그
방법적 적합성을 얻지 못하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방법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흥미’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선주원,
2007). 효율적인 교육 방법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시키며 이는 동기유발로 이
어져 시 작품을 적극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교사 중
심의 교육 방법 제시는 시 작품에 대한 감상과 수용에 있어서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특징과 자질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를 바탕으로 교
육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 타당성을 위해 흥미를 고려한다는 것은 학생
의 관심과 경험, 개성 및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기에 선정되는 시 작품은 학생
의 삶이나 속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밀한 정서를 울릴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 학생의 경험과 관련성을 맺지 못한 작품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나 이해와 분석의 대상은 될지라도,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
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깨달음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생 경험과의 연관성을 살펴야 한다. 직접적이
거나 간접적인 경험에 비추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조건이 된다. 작품에 대한 상상은 경험적 토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며
(원자경, 2009), 학생 경험과 이질적인 작품은 진정한 감상과 내면화로 발전하지 않게
된다. 시 작품에 대한 감상은 궁극적으로 정서적 측면의 울림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작품 수용이 관념적 차원의 이해에만 머문다면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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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품 선정을 위한 원리로서 다루어야 할 교육적 측면의 과제는 목표와 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교육 목표를 전제할 때 시 작품은 가치성을 내포해야 하며, 교
육 방법을 고려한다면 시 작품은 수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고, 교육 방법과 관련
해서는 시 작품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 작품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문학이 가지는 고유한 문학성만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인격적 성장을 염
두에 두고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이상이라 생각하는
합의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이 ‘수준’
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설정된 위계
화에 입각해 학생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유영희, 2007).
‘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은 교육적 차별화와 다양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학생의 성향
이나 발달 정도를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경험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학생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작품, 학생의 경험을 폭넓게 확산시켜 갈 수 있
는 작품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공감과 내면화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 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에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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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안도현, 「연탄 한 장」, 전문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전문

‘연탄 한 장’과 ‘대장간의 유혹’은 인간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다. 자기 삶에 대한 반
성이 작품 형상화의 단초가 되며 사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산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시적 형상화 방식이나 비유적 장치의 구현 양상이 달라 학생 수준에 따
라 차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두 작품은 ‘가치’ 측면에서 인생과 삶에 대한 통찰과
그를 통해 가치로운 삶의 방향 설정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기
에 교육 목표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통찰력을 갖고 의도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무심코 흘려버릴 수 있는 일상으로서의 사물과, 자기를 포함한 주변의 변질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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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양상에 관심을 갖고 의미를 재발견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성숙을 꾀하게 한다.
삶의 질서 속에 서려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개별적 삶과 연결시킴으로
써 인간과 사회의 유기적 관련성을 한 번 더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흥미’의 측면에
서 두 작품을 살펴도 학생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관심을 유발시킴
으로써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희생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향해 스스로를 각성시켜나가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제재라
고 판단된다. 두 작품은 세태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시선과 사물을 통해 삶에
유용한 가치관을 발견하며 일상을 의미있게 경영해 나가는 태도를 단순히 감각적 차
원에서 기술하지 않고, 신선한 이미지 제시와 독특한 표현 및 발상법으로 독자의 관
심을 끌고 있다. 또한 객관적 상관물을 일상적 삶과 연결시키는 비유는 심미적 정서
체험은 물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자기 성찰로 이어져, 학생들로 하
여금 상상력과 사고력을 자극시키는 관심 유발의 동기가 되고 있다. 반면에 ‘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두 작품은 다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대장간의 유혹’은 화자의 정
서나 의도가 학생들의 경험과 다소 이질적인 시어들로 표현되거나 다양한 상징어를
통해 생경한 이미지로 제시되며, 무기력한 삶에 대한 각성의 촉구라는 의미 부여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동반되기에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작품으로 받
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연탄 한 장’은 희생이 결여된 자기 삶에 대한 반성적 자각
이라는 관념적 주제를 상징적 매개물과 구체적인 이미지 제시, 작가의 직접적인 정서
표출,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언술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기에 ‘연탄 한 장’은
‘대장간의 유혹’보다는 받아들이기에 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 편성적 측면

문학성과 교육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시 선정의 단계에서 그 모든
작품들을 수용할 수 없기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하며,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편성적
안배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어느 시기까지의 작품을 선
정하고 어느 시기 이후의 작품을 배제할 것인지, 어떤 작가는 수용하고 어떤 작가는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적 자질
에 대한 합의도 전제되어야 한다. 시간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지향적 속성과 진보적 가
치 지향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고 버릴 것이며 어느 선에서 절충할 것인지의 문제와,
공간성과 관련해서는 민족지향적 이념과 통합적이고 탈이념적 가치 중에서 어느 쪽
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 작품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기’ 안배와 관련된 문제는 문학사적 측면의 가치
평가와 닿아 있다. 문학사적 관점에서 작품과 작가에 대해 긍정적 가치 평가가 내려
진 작품과 비평사적 측면에서 검증된 작품을 교육 현장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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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최근 작가의 작품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어 교과서에 1980년대 이후의 작품 비중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작품 선정의 경직된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다. 80년대와 90년
대에 발표된 작품 중에도 문학성이나 교육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작품
들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 제재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시 작품은 특정한
시기에 치우쳐 선정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고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은 시대적 가치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게 마련이기에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포괄적이고 개방적으로 제시해야 다양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
시킬 수 있다.
시기 안배의 포괄성 및 개방성과 아울러 동일시기에 해당하는 작품일지라도 어떤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살필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한 시기
로 설정하고 시 문학사를 몇 시기로 구분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며,
어느 한 시기에서 대표성을 갖는 작품을 선정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10년을 주기로 10년 동안 발표된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문학 내적 준거와 외적 준거를 명확히 살펴 그것을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지
어야 할 것이다. 소재나 주제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의
변화, 표현 기법이나 형식적 일탈 등을 문학 내적 준거로 삼을 수 있으며, 급격한 사
회 문화적 현상이나 가치의 변화,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을 문학 외적
준거의 개별 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이전 시대와는 다른 문학적 변화를 이루어낸 작품을 대표 작품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대표성은 사회문화적 변화상 속에서 문학사의 발전적 성취를 이루어낸
실적을 바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은 특정한 가치와 이념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구인환 외, 1998). 문학은 사회
적 산물이며, 교육을 위해 선택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대행, 2008). 하지만 교육 제재로서의 시 작품은 특정 이념에 대한 편중성
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 지향성은 진보적 가치와 상충되는 이념적 성향으로 보이지
만 전통은 현재와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과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거세된 진보적 성향은 발전적인 미래를 창출하는 이념이 될 수 없는 것이다(김봉군,
2004). 역사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본다면 보수와 진보는 서로가 대안이며 상
생을 위한 비판이 될 수 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리얼리즘 계열의 시와 탈이념성을
표방하는 순수시의 대립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의 마당에서는 더욱 첨예
하게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된 인식은 공교육의 현장에서 현실 비판적 성향의
이념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민족지향적 가치와 국가체
제 옹호적 이념을 중시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가치 지향성
에 몰입되어 다른 이념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념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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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육적 가치에 부합되는 다양한 이념을 수용해야 할 것이
다. 시 작품의 선정을 위해 적용되는 이념적 기준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수용적 태
도라고 할 수 있다.
편성적 측면에서 시 작품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시기’의 문제는 다양한 시대
의 작품을 수용하는 포괄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시기’의 대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선정 기준은 문학적 측면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가치성과 발전적
변화성에서 찾아야 한다. 즉, 문학사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수용하되,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결부되어 문학의 형식과 내용적 측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 시기별 안배와 시기의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념’과 관련된 편성적 측면의 선정 원리는, 특정 이념에
편중된 성향에서 벗어나 허용성과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본
질적 목표를 지향한다는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특정 시기나 공간에 치우친 이념지
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작품 속에 전제된 작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다양하게 포
용함은 물론, 공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 이념을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바
라보는 인식 지평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과 편중된 ‘이념’
적 성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내재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학생들로 하
여금 풍성한 문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문학적 문화 의식에 대한 포괄적 안
목을 길러줄 것이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십삼도
영하 이십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오도 영상 십삼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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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전문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湖)에 산다는
폐어(肺魚)는 학명이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
그들은 폐를 몸에 지니고도
3억만 년 동안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 네 발 대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쉬며
고생대(古生代) 말기부터 오늘까지 살아
어느 날 우리 나라의 수족관에
그 모습을 불쑥 드러냈다
뻘 속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여 뻘 속에서
수십 년 견디는 우리는
그렇다면 30억만 년쯤 진화하지 않겠구나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겠구나
―오규원, 「물증」, 전문

위 작품은 각각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창작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는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외와 빈부격차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이다. 또한, 1960년대
와 1970년대의 정치적 억압 속에 짓눌려 있던 비판 의식이 1980년대에 분출되면서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한 탐색이 2000년대로 옮겨 가던 시기이다. 이념적 다변화에
대한 공감과 인간적 가치 지향,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이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영향력을 미쳐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동인
이 되었다(이승훈,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 제시된 작품은,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를 새로운 방법적 시도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박순재, 1994; 오수연, 2005; 박수연, 2004; 박선영, 2004; 송기한, 2007). 위 작
품들은 기존 시 작품이 보여주었던 언어의 조탁미와 절제된 형식미, 관념적 상징성의
부각과 같은 특징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산문 정신에 입각한 독특한 발상을 최소한의
시적 형식 속에서 새로운 형태미를 추구하고 있다. 시 형식을 빌려 시대적 가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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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민을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시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 언어 질
서에서 의도적으로 탈피한 생경한 표현과, 과도한 상징어의 선택에서 벗어난 잔잔한
비유를 통해 작가의 가치관을 형상화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
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는 민중의 생명력에 대한 긍정과 현실 극복 의지
를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물증’은 인간이 추구해 온 가치를 비판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조망하고자 하는 작가 정신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삶의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통념에서 벗어난 사회 인식 태도를 개성적인 표현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 수록할 만하다.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반영해야 하
고,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이며, 이념의 포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선정 원리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4. 선정 작품의 효율성 검증

본고에서 제안한 시 작품의 선정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학적 측면’, ‘교육적
측면’, ‘편성적 측면’에서 선택된 작품들이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대안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10점 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 얻어진 수치를 해석해 보았다.
설문에 참가한 대상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국어 교사 10명과, 인근의
두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0명을 합해, 총 30명의 국어 교사에게 설문지 방식으로 조
사를 하였다. 해당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 작품과 연구자가 제안한 시 작품을 상
호 비교하게 하고, 어느 작품이 시 교육에 효율적인지에 대해 10점 평점 방식을 활용
해 답하게 하였다. 교과서 시 작품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학적 측면
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비유와 상징의 참신성’, ‘표현 및 발상의 독창성’, ‘심미
적 가치의 형상성’을 설정하였으며, 교육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학생 경험과의 관련
성’, ‘학생 반응 유도의 효과성’, ‘내면화 가능성’, ‘수준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편성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기 안배의 적절성’, ‘작가와 작품의 대표
성’, ‘이념적 비편중성’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10개 항목을 설정해 이에
대해 답하게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작품이 시 교육에 활용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각 평가 항목별로 10점 평점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연구자가 제안한 작품 선정 원리와 그를 토대로 선택한 작품이 시 교육적 상황에
서 효율적인지, 각급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재에 수록된 시 작품이 학생 지도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섯 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적절성을 판단하게 하고,
이를 수렴해 총평의 형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적 요인에 의한 평가의 임의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정한 작품은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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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두 평가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해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자가 제안한 선정 원리에 의해 마련한 작품과,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사
이에는 효율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토대로 수행된 조사의 결과는 아래
와 같이 밝혀졌다.
<표2> 대응표본 통계량
대응
1

기존 작품
제안 작품

평균
60.5833
66.7500

N
30
30

표준편차
11.5165
9.2748

평균의 표준오차
3.3245
2.6774

<표3> 대응표본 상관계수
대응1

N
30

기존 작품 & 제안 작품

상관계수
.825

유의확률
.001

<표4>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유의확률
평균의 차이의 95% 신뢰구간 t 자유도 (양쪽)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하한 상한
대응1 기존 - 제안 -6.1667 6.5064 1.8782 -10.3006 -2.0327 -3.283 11
.007

두 변수의 대응표본 상관계수는 0.825로 상당히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기존 작
품의 평균과 제안 작품의 평균 차이 즉, 대응차(paired difference)가 -6.1667(60.5833
- 66.7500)이고 표준편차는 6.5064, 표준오차는 1.8782이다. 이 평균 차이의 95% 신뢰
구간은 [-10.3006 ～ -2.0327]이며, 이것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안 작품의
선정 효율성은 기존 작품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T검정을 해 보면
유의확률(양쪽) = 0.007〈 0.05이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두 작품군(作品群) 간의 평
균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선정 원리에 의해 마련한 작품과, 기존 교과서에 수
록된 작품 사이에는 효율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균값이
높은 연구자가 제안한 시 작품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적 측면, 교육
적 측면, 편성적 측면이라는 작품 선정의 기준과 원리가 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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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에 의해 마련해 본 작품
역시 교육적 활용도 측면에서 기존의 수록 작품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 작품의 선정기준을 비판적
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시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원리를 제
안하고 그러한 원리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았다. 시 교육을 위해 선정되
는 작품은 문학적 측면, 교육적 측면, 편성적 측면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등한 입장
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측면 중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든지, 혹은
어느 한 측면을 폄하하는 편향된 시각을 고수해서는 바람직한 선정 태도가 될 수 없
을 것이다. 이상적 견지에서 본다면, 문학적, 교육적, 편성적 측면들을 모두 충족시키
는 작품을 교육 제재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 수 있으나, 적어도 세 측
면들 중에서 어느 하나 혹은 둘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문학적, 교육적, 편성적 측면에 부합하는 작
품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적 측면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차원에서 시 고유의 독자성을 드러내고 있는 작
품을 선정해야 함은 물론 문학에서 다루는 미적 범주를 고루 반영한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학적 측면의 원리에 부합되는 작품들 모두를 교육 현
장에서 수용할 수 없기에 문학적 원리에 적합한 작품들 중에서 교육적 측면의 원리에
해당하는 ‘목표’, ‘내용’, ‘방법’의 준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즉,
‘가치’와 ‘수준’,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 가치성을 전제로 한 작품이되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작품이어야만 시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도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론적 차원에 해당하는 문학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의 원리
를 고려한 이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시기’와 ‘이념’적 측면의 요소를 살
필 필요가 있다. 편성적 측면의 원리에 해당하는 ‘시기’는 시기적 편향성과 폐쇄성에
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개념이다. 시문학사와 비평적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을 견지하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이 선
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념’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추구하는 거시적
이념의 틀 속에서 특정 이념과 가치에 편중된 작품 선정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
정 이념에 대한 편중성은 온전한 시교육의 목표 성취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다
양한 경험과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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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Choice Principle of Poetical Works in
Coursebooks

Oh, Jeong-Hun(Daea High School)
In choosing poems in poetry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elect a poem revealing
its own special identity at a level of a form and contents from the literary viewpoint,
and also to include the poem, which equally reflects aesthetic categories dealt with in
literature, in a textbook. In short, it's necessary to select the poetry works that could
obviously show the musicality, pictorial characteristic, and implicity of a poem
differentiated from other genres of literature on the basis of the agreement to the
value of literary works; however, it won't be desirable to handle the aesthetic
categories in literature lopsided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accept all poetry works that correspond to the principle
at a literary aspect at the chalkface; accordingly, it's necessary to contain the things
which meet the standard of a 'goal', 'content', and 'method' applicable to the
principle of an education aspect among the poetry works suited for the literary
principles. In other words, 'value', 'standard', and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It's
because only the work that premises its value, but considers a student's level and can
arouse a student's interest, is able to reach the essential goal of poetry education.
Thus, it's necessary to look into the elements at the level of 'time' and 'ideology'at
a practical, concrete aspect after taking the principle of an cultural & educational
aspect into account.
'Time' which corresponds to the principle of an constitutional aspect is the concept
putting an emphasis on getting out of time bias & closing ; thus, it's imperative that
a writer and work, which could represent the proper time while adhering to openness
that can cover the works created during a variety of periods on the basis of poetical
literature history and critical research outcome, should be select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ideology', the attitude of selecting works that lean too much on specific
ideology and value should be rejected in the frame of macroscopic ideology. The
biased attitude favoring specific ideology and value is obviously an obstacle to the
goal achievement of the whole poetry eduction, and further, it's because such an
attitude cannot but have its limit at an aspect of diverse experiences and formation of
values.
⋆ Key words : selected works, literature, value, aesthetic categories,
interest, comprehensiveness, openness, ide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