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문학 교수․학습 방안

곽 춘 옥(서울 덕의초등학교)

<국문초록>
문학 교수․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고려할 때는 텍스트뿐만 아
니라 독자의 활동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수업을 할 때는 반응중심
문학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에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 중 필
요한 절차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학 교수․학습 원리는 목표, 내용, 방법, 절차와 관련된다. 첫째, 목표를 세분하기
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학습자, 교사, 텍스트 요인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셋째, 텍스트와 독자 중심의 균형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학습 절차와 전략이 통합되어야 한다.
문학 교수․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반응 유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나치게 텍스트 중심적이거나 독자 중심으로 구성하지 말고, 학습자의 문학 능
력에 적합하게 텍스트와 독자 활동을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문학 교수․학습 방법은 수업의 초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응 형성을 위한 수
업이냐, 공유하기에 초점이 놓인 수업이냐, 반응 표현에 초점이 놓인 수업이냐에 따라
절차와 전략을 적절히 통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텍스트와 학습자가 상
호작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 주제어 : 문학교수․학습(Literature teaching-learning), 반응(Response),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Ⅰ. 들어가는 말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문학수업1)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 반
응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6차 국어과 지도서
에 '직접 교수법' 모형이 소개되자, 거의 모든 국어 수업을 직접 교수법으로 한 것처럼,
7차 국어 지도서에 제시된 7가지 모형 중 반응중심 문학교수학습 모형이 문학교육에
1) 이 논의에서 ‘수업’과 ‘교수․학습’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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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문학교육은 반응중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의 모든 문학 영역 수업을 반응중심 문학교수․
학습 모형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들을 문학 수업에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학의 특수성
과 교수․학습의 보편성을 결합한 문학 교수․학습의 독자성을 추구해야 한다. 문학
교수․학습은 문학과 교수․학습의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게중심을 문학
에 두느냐 교수․학습에 두느냐에 따라 내용 중심 대 방법중심의 대결 구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학 현상이 문학 교육과정을 매개로 교수․학습 현상과 만나 상호교
섭2)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문학 현상은 작가, 독자, 맥락 및 텍스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작가,
독자가 텍스트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 의미를 구성할 때 영
향을 미치는 주변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습 등에 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문학 교육과정은 문학 교수․학습의 목적, 목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눈
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수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
우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에 관한 것이다.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 때 필요한 전략이나 기능과 같은 기제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내용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의 문제에만 관심
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용과 방법 모두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필요한 모형들이 있는데, 대부분 모형의 원리가 없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특정 모형의 절차에 집중할 뿐 수업의 전체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고, 한 가지 모형만을 적용하며, 수업의 효율화보다는 모형의 절
차를 따르기에 바쁘다.
문학 수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반응중심모형의 고정된 방법이나 절차에 의존할 필
요가 없다. 대부분 이론을 구체적으로 실제화하지 못한 채, 목표 중심 체제인 7차의
문학 수업을 반응중심모형의 절차대로 하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응중심 모형
은 실천적인 측면보다는 이론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7차 국어과 지도서에 제시된
교수 학습 모형들은 관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형의 필요한 절차를 통합하여
교수․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실제에서 교수․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평
가다. 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교과이든 평가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은 별개의 활동이
2) 박태호(2001)는 특수성으로서의 국어 현상(일상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과 보편성으로
서의 교수․학습 현상이 상호교섭을 하여 국어과 교수․학습 현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초등학교의 문학 교수․학습 방안 45

아니라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방법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고 교수․학습 활동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는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처럼 문학 교수․학습의 체계화는 철학과 이론적인 수준은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수준은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원리, 내용, 방법, 평가를 모
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학과 교수․학습의 매개체이면서 문학 교
수․학습의 이념태적인 교육과정의 체계화는 많은 논의3)들이 있었고, 특히 문학 영역
의 평가는 교수․학습과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
실 문학 수업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의 체계화를 위한 원리, 내용, 방법을 알아보
고자 한다.

Ⅱ. 문학 교수․학습 원리

1. 목표를 세분하기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학교육은 텍스트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감
동을 체험하고 내면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문학의 쾌락적 기능과 함께 교훈적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므로 문학 교수․학습에서는 문학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문학교육은 다른 교과와 달리 도달점 행동이 명료하게 진술되지 않으
며, 한 편의 문학 텍스트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체제상 불가피하게 목표가 나누어지고 단일한 목표에 따라 문학
교수․학습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학 텍스트를 충분히 감상하고 내면화하기는 어렵
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문학교육은 목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단위 수업 시간 구성으로 한 작품을 한 가지 목표
로 다룰 수밖에 없더라도 최대한 문학적 감동을 체험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1996년에 ‘문학 영역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라는 대
주제로 연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텍스트 중심, 학습자 중심, 사회 문화적 맥락 중심의 문학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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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교사, 텍스트 요인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문학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요인4)을 학습자, 교사, 텍스트5)로 볼 수 있는데, 학습
자는 독서 과정의 주체이며 텍스트 해석의 주체이다. 수용이론에서는 ‘이상적인 독자’
로 상정하여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초등학교 학습자는 비평가도 이상적 독자도
아니다. 초등학교 문학 교수․학습의 주체인 어린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발달 도
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급별 문학 교수․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
다. 주체인 학습자가 아직 여러 가지 발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교수․
학습의 내용, 문학텍스트 선정, 교수․학습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1차적인 문학교육의 대상은 문학 텍스트이다. 문학 교수․학습은 문학을 가지고 혹
은 문학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문학 텍스트는 문학 교수․학습의 내용이면서 교재가
된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초등학교 학습자들
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어야한다. 또한 사실동화(Reality)와 환상동
화(Fantasy), 원전과 개작물,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국내동화와 외국동화, 성인 작가
작품과 아동 작품과 같은 텍스트의 이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하
기 위해서는 아동문학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학 교수․학습에서 직접적으로는 교사가 갖고 있는 문학교육의 목표, 문학 교수
활동 자세,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따라 텍스트 수용 및 전달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간접적으로는 교사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에 대한, 아동문
학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문학 교수․학습 상황
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수․학습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문학 교육의 이념태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해석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 아닌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독자로서
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이와 관련된 논의로 김시태(2000)는 문학교육의 현실태 요소를 텍스트, 교사, 학생, 학습자
의 반응 4가지로 보고 문학 수업은 이들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았다.
최지현(1998)은 문학 감상 모형의 변인으로 텍스트, 독자, 교사 외에 문화적 합의 변인을
더 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교사 변인은 문화적 합의 변인과 일치하지 않는 독립적인 변
인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적 합의 변인과 같은 기능을 갖는 변인으로 여
겨지고 있다. 텍스트의 언어 맥락과 장르 관습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화적 합의보다 더
언어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 변인이다.
교실에서의 문학을 교사, 독자, 상황변인으로 보기도 한다. 사회적 의미 구성을 강조한 관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상황은 문화적 합의 변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문학 교수․학습의 구성요소를 교사․학습자․텍스트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5) 엄밀하게는 교재라고 보아야 하나, 논의의 전개상 텍스트로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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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동료와 교사와의 사회
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하며, 경험, 관찰, 언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Tompkins, G.E. ＆ Hoskisson, K., 1995). 교사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습
자의 현재 수준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교수를 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수준
에 맞는 적절한 도움은 비계(scaffolding)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형은 ① 명시적 지도
(instruction) ② 시범 보이기(modeling) ③ 피드백(feedback) ④ 공유하기(sharing)
등이다.
학습자와 교사는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재구
성하게 된다. 이것을 의미 협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의미 협상은 외적 대화와 내적
대화로 나타난다. 외적 대화는 학습자가 교사나 동료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
며, 내적 대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대화
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문
학 텍스트는 교수․학습을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문학 교수․학습의 열쇠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초등학습자의 경
우,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에 적합한 비계를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로 그
역할은 교사의 교수 화법6)에 의해 드러난다.

3. 텍스트와 독자 중심의 균형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문학 교수․학습의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즉 대상에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문
학에 관한 연구나 문학교육 연구는 대부분 텍스트 자체에 대한 것이었고, 주체인 학습
독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체중심 문학교육에서는 문학사, 작가
와 작품 등과 같은 사실적 지식을 내용으로 다루었고, 신비평의 관점인 속성 중심에서
는 시의 율격이나 이미지, 이야기의 인물, 사건, 플롯 등과 같은 요소를 분석하는 명제
적 지식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문학을 보는 관점이 실체 중심 → 속성 중심 → 활동 중심으로 달라지면서 문학 교
수․학습의 내용에 학습자의 개별 체험을 포함시켰다. 또한 구성주의 학습 이론, 학습
자 중심 문학교육, 반응 중심 문학교육에서도 학습독자에 많은 관심을 갖음으로써 문
학 작품에 대한 심미적 감상 자세를 강조하여 ‘문학은 지식이 아닌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문학 수용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발달적 특성을

6) 최근 들어 교수 화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수업 상황의
교수화법에 대한 연구로는 “박태호, 이수진(2003), 김교사의 읽기 교수화법 분석 연구”,
“이수진(2004), 쓰기 수업의 교수 대화 양상 연구, 교원대 박사 논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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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학습자들의 경험과 성향을 다루는 수용론적 접근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자
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익히고 향유하는 모든 활동 자체가 교육 내용이 되는 것
이다. 반응중심 문학교육은 텍스트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독자의 위치를 부상
시킨다. 그런데 반응 표현 활동에만 치우침으로써 정작 중요한 텍스트와 독자와의 상
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쓰기 교수․학습의 과정중심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과정과 전략만을 강조하여 텍스
트요인을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쓰기 교수․학습을 과정 중심
을 기반으로 하되 결과 중심의 접근법을 수용하자는 의견(박태호, 2001)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문학 현상도 신비평과 반응중심을 대립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보자는 제안(권혁준, 1997)7)도 이미 나온 바 있다. 그러므로 특히 아직 텍스
트 수용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습자의 경우, 텍스트에 대한 학습독자의 문학 수
용 능력이 어떤지, 텍스트와 학습독자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반응을 형성하게 해야하
는지에 대한 것과 독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측면 모두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텍스트와 독자 활동이 물리적으
로 균형 있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하게 텍
스트와 독자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교수․학습 절차와 전략이 통합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현상은 교사와 학습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교사의 비중이 크거나 학습자의 비중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상호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객관주의 교수․학습에서는 기초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므
로 교사 주도로 반복연습을 통해 습득한다고 보았다. 구성주의 교수․학습에서는 고등
지식(의미 구성)은 학습자 주도나 교사나 동료의 중재를 통한 자기 조절을 하여 습득
한다고 보았다. 구성주의가 대두되면서 객관주의의 교수․학습이 잘못된 교수․학습
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나, 객관주의 교수․학습은 직접 교수법 모형을 만들었고, 이
교수․학습 모형은 원리나 개념을 학습할 때 유용하다. 물론 6차 국어과 교사용 지도
서에 이 모형이 제시되면서 모든 국어 수업에 이 모형을 적용하는 폐단이 생기기는
했으나, 둘을 상호교섭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학 교수․학습 역시 ‘문
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문학의 개념적 지식과 심미적 읽기․듣기 전략을 익히기

7) 최근에는 문학의 실체, 속성, 활동 세 가지 지식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그것이 다 갖추어짐
으로써 비로소 유기적으로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관점(김대행 외, 2001)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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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적 지식을 교수․학습할 때는 객관주의 교수․학습이 필요하고 전략을 적용
하여 반응을 형성하거나 심화할 때는 구성주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문학 수업에 유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교수 원리와 학습 원리에 따른 교수․학습
일반 모형과 문학 특성에 적합한 전략 중심 교수․학습 모형, 수업 방식에 관련된 교
수․학습 지원 모형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교수․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연결하는 통합8)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Ⅲ. 문학 교수․학습 내용

1. 학습자의 반응 유형에 따른 내용
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는 인지, 언어, 도덕성, 정서, 사회성, 창의성 발달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 또한 주로 외국 이론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한 발달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초등학습자의 문학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습자 반응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이고 부분적인 연구
로 이루어져 각 발달 단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문학 발달이란 일반적 읽기가 아닌, 문학 고유의 능력을 고려하여 문학 읽기의 발달
적 특성이나 변인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문학능력 발달에 관한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
은 실제 어린이들의 반응 유형을 조사하여 학년별 발달의 특성을 범주화하고, 거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반응중심 문학교육에서의 반응
은 독서 과정과 독서 후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 독서 과정에서 텍
스트의 역할을 빼앗지 않고, 그것을 독자의 역할, 문화, 독서 경험, 성향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독서가 끝난 뒤 반응을 표현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초등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습자들의 반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문학 텍스트를 읽고 그 반응을 인터뷰하거나 글
로 쓰게 한 다음 반응의 범주를 구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독자의 내부에
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비언어로 표출되는 반응은 연구의 영역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
8) 이에 대해 박태호(2001)는 이러한 모형 통합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교수․학습 절차로
이루어진 모형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원리 사이의 상호교섭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상호교수의 핵심인 사회적 중재를 통한 자기 조절 사고 능력 신장, 근접 발달 지역
내의 스캐폴더에 의한 책임 이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교사는 ‘질문, 요약, 예측, 명료화’
라는 교수 전략과 절차에 의지해서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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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응 유형을 조사한 연구들(Wollman-Bonilla,
J.E. ＆ Werchadlo, B., 1999; Sipe, L.R., 2000; 염창권 외, 2001; 김상욱, 2001; 김은
영, 2003)을 종합해보면 크게 텍스트 중심 반응과 독자 중심 반응으로 범주화할 수 있
다.

◈다시 말하기

◈등장인물 이해 등장인물의 성격, 생각, 감정, 동기에 대해 이해

텍
스

⑴분석적

트

하기

한 것을 표현한다.

◈질문하기

플롯, 등장인물의 행동에 관한 호기심을 표현하
거나 질문한다. 궁금한 것을 묻는다.

중

◈예측하기

심

텍스트의 등장인물이나 사건, 주제가 비슷한 다른 텍스트를
연관시킨다. 또는 같은 작가의 다른 텍스트와도 연관시킨다.
◈단순 연상하기

⑶개인적

심

⑷자아성찰적
⑸수행적

텍스트, 등장인물, 또는 읽기 경험에 대한 단순
한 감정을 표시한다.

◈경험과 관련짓 텍스트의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진술하거나 나
기

자
중

텍스트의 사건을 예측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정한다.

⑵상호텍스트적

독

내용을 단순 반복하거나 텍스트의 사건을
차례대로 얘기한다.

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진술한다.

감정이입을 하거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와 같은 다짐을
표현한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자기의 느낌과 생
각을 몸으로 표현한다.

학습자들은 분석적 반응과 상호 텍스트적 반응을 통하여 해석적(hermeneutic) 몰입
을 하고, 개인적 반응을 통하여 개인적 몰입을, 자아성찰적 반응과 수행적 반응으로
심미적 몰입을 한다. 해석적 몰입은 김은영(2003)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중 ① 텍스
트의 직접적인 의미 수용이며, 개인적 몰입은 ② 현실 체험의 확장에 의한 의미 생산
이고, 심미적 몰입은 ③ 가치관과 도덕성의 개입에 의한 의미 생산으로 볼 수 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 따르면 텍스트 중심 반응은 전체 반응의 54%10)로

9) Wollman-Bonilla, J.E. ＆ Werchadlo, B.(1999)은 1학년 학습자들에게 9주 동안 2권의 책을
읽어주면서 적절한 비계를 제공하여 지도한 후에 나타난 570개의 기록에는 700개의 반응이
있다. 크게 텍스트 중심, 독자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7가지를 범주화했다.
10) ①다시 말하기(retelling):7% ②등장인물 이해하기(understanding characters):11%
③질문하기(Question):13% ④예측하기(Predictio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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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시 말하기 ②등장인물 이해하기 ③질문하기 ④예측하기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예측
하기가 2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 교사가 비계11)를 제공하면서 예
측하도록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 중심 반응은 46%12)로 ①개인적 반
응 ②경험과 관련짓기 ③감정이입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반응이 3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저학년 학습자들은 자아 중심적 성향이 문학 반응에도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13)에서는 분석적 반응이 73％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저학년 학습자들은 느낌이나 개인적 연관보다는 텍스트의 내용에 더 관심이 많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14)에서는 개인적인 정서나 경험에 근거한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
났다. 이는 감정 이입을 통한 공감적 반응, 자신의 경험과 연계된 반응 등 대부분이
내향적 반응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며, 학습자들은 주로 내향적 반응인 몰입(재미있다,
흥미로웠다), 감정 이입, 연계 등의 교섭적(transactional) 체험을 진행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독서 감상문과 같이 형식이 주어진 글쓰기나 수업의 절차와 내용을 제시하
는 교과서 장면 등 본질적으로 학습 활동이라 지칭하는 것들은 주로 텍스트 해석적
성향의 것으로 요약, 해석, 평가 등의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물론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반응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학년들
은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다시 말하기나, 예측, 질문, 등장인물에 대해 말하기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고학년들은 유추, 부연 설명, 해석, 평가 그리고 줄거리 파악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자 중심 반응에서 저학년은 개인적 경험과 관련을 짓거나 감정 이입, 신체
표현 등이 나타나는 반면, 고학년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의지까지 표현
하며, 다른 경험이나 텍스트와 연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등학습자의
반응 유형을 참고로 하여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1) 시범 보이기(교사의 사고 구술) - 적절한 지원하기 - 미니 레슨 - 일대일 피드백 - 공유
하기 및 그룹 피드백
12) ①개인적 반응(Personal reaction) : 38% ②경험과 관련짓기(Relating to experience) :
6% ③감정이입(self in story) : 2%
13) Sipe, L.R.(2000)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래동화(빨간 모자), 사실동화(Fly
Away Home), 환상동화(돼지책) 그림책을 교사가 읽어주면서 7개월 동안 지도한 것을
녹음과 관찰을 통해 4,165개의 대화를 분석하여 문학 이해의 양상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
다.
14) 염창권 외(2001)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반응의 유형을 자아를 중심으로 내향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① 내향적 반응 - 정서적 취향, 자기 경험에 근거(㉠ 몰입, ㉡ 감정 이입, ㉢ 연계) ② 외향적 반응 - 해석적 취향, 텍스트 자질에 근거(㉣
요약이나 부연, ㉤ 해석, ㉥ 평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유 반응 쓰기로 직접 실험
을 하여 거기에 나타난 반응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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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15)에 따르면 3학년은 주제 파악이 잘 안되고 서사의 특정한 장치들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학의 개념적 용어들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망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3학년의 경우, 제재 선정에 있어 내용이나
주제의 위계를 고려할 수가 없으므로 제재의 내용에 따른 위계보다는 텍스트의 길이
나 어휘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16)이라고 추론했다. 6학년은 배경의 이해,
인물의 심리, 서사의 줄거리, 성격의 분석, 허구적 양식의 이해들을 분석의 틀고 삼고
있어 6학년 학습자의 잠재적인 능력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저학년과 고학년의 명확한 발달의 차이가 문학교육의 결과인지, 여타의 사회적 경험에
따른 인지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인지 밝혀봐야겠지만, 고학년의 경우는 제재 선택의
위계뿐만 아니라 목표와 활동에 따른 위계화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7차
교과서는 목표 중심의 제재 선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실 속 학습자들의 발달
능력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작품이 담고 있는 경험 세계의 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위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내용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이 학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텍스
트 중심, 독자 중심 내용17)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표 2 >와 같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1, 2, 3학년은 주로 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4학년부
터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학년의 텍스트 중심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2)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격을 상상한다.’
에서는 상상하는 활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시범이나 안내를 통하여 텍스트를 읽거나 듣고 인물의
성격을 상상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상상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학년 수준으로는 어
렵다. 앞서서 먼저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르친 다음에 성격을 상상할 수 있어야

15) 김상욱(2001)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3학년과 6학년의 반응을 분석하였다.『오소리네 집 꽃
밭』 그림책을 읽으면서 사고기술을 하게 하고, 전체적인 글의 감상을 쓰게 하였다.
16) 아이의 읽기 수준에 책이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손가
락 검사”를 들 수 있다. 아이에게 어떤 책을 선정해서 주고, 책의 한 쪽을 읽으면서 의미
를 모르거나 읽을 수 없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가락을 꼽아보게 한다. 맨 끝까지 읽었을
때 손가락이 몇 개나 꼽아져 있는지에 따라 책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손가락의 수가 0-1개이면 아이에게 쉬운 책이고, 2-5개면 중간 수준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6개 이상일 경우는 도전해 볼만한 책인데, 스스로 읽을 경우에는 중간 수준의 책
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Ruddell, R.B., 2002).
17) ‘태도’ 내용은 독자 중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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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4학년의 경우 텍스트 중심의 내용이 ‘(4-1) 작품의 구성 요소를 안다.’와
같은 개념적 지식은 단편화된 지식이지만, 구성요소의 의미 기능을 아는 것까지 나아
가기에는 4학년 수준으로는 어렵다. ‘(4-2) 작품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한
다. ’와 같은 방법적 지식 또한 매우 수준 높게 되어 있다. 일단 작품의 구성요소 인물,
배경,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주제를 파악하는 수준
높은 방법적 지식을 요구한다.
적어도 4학년까지 문학교육 과정의 내용은 좋은 작품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
에 그저 읽는 행위 자체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하며, 읽은 결과를 여타의 활동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내용(김상욱, 2001b)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텍스트를 무시하라
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이해나 해석, 주제 파악, 텍스트 평가 같은 내용은 5, 6학년에
들어 최소한의 요소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대한 사실적 지
식이나 명제적 지식보다는 텍스트를 듣거나 읽는데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반응을 형성하고 그 반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 후, 활동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충분히 작품의 아름다움, 인물의 정서와 성격을 내면
화할 수 있다.
< 표 2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내용
학년

텍스트 중심

독자 중심

(1-1) 작품에 표현된 말에서 재미를 느낀다.
1 (1-2)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 (1-3) 작품을 즐겨 찾아 읽는 습관을 지
격을 상상한다.
닌다.
(2-1)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2

(2-2) 이어질 내용을 상상한다.

(2-3) 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서 글을 쓴다.
(2-4) 작품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습관을 기른다.

(3-1)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안다.
(3-3) 작품의 분위기를 살려서 낭독한
3 (3-2) 작품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다.
(3-4)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본다.
파악한다.
(3-5)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는 습관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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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작품의 구성 요소를 안다.
(4-2) 작품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한다.
(4-3) 작품의 구성 요소를 창조적으로 재
(4-6) 읽은 작품에 대해 독서록을 작성
4 구성한다.
하는 태도를 지닌다.
(4-4)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4-5)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사고 방식을
이해한다.
(5-1)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수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5-2)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 (5-5) 작품의 일부분을 창조적으로 바꾸
의 관계를 이해한다.
어 쓴다.
5
(5-3)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5-6)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
찾는다.
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5-4)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6-3)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6-1) 문학의 갈래를 안다.
(6-2)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와 배경의 관 표현을 음미한다.
(6-4) 작품에 창의적으로 반응한다.
계를 파악한다.
6
(6-5)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 (6-6) 작품을 다른 갈래로 표현한다.
한다.
(6-7)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
을 선별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 내용이 구현된 7차 국어과 교과서도 텍스트 중심․독자 중심
으로 되어 있다18). 주로 <읽기> 교과서에 정서 표현 마당에 구현되어 있는데, 1-1학기
를 제외하고 다섯 마당 중 두 마당이 정서 표현 마당이고, 이 두 마당은 대부분 텍스
트 중심 한 마당, 독자 중심 한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목표를 보면 주요 내용이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일이 일어난 차례나 사건 전개와 배경, 주제, 비유적 표현
등으로 나아가며, 인물에 관련된 목표로는 인물이 한 말,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 인물
이 한 일, 인물의 생각과 한 일, 인물의 성격, 인물의 다양한 삶 등을 다루고 있다. 독
자 중심 내용으로는 주로 이야기를 감상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그치고
있다.
텍스트와 독자 중심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안배하기 위해서는 독자 범주에 해당하
는 교육내용을 더 많은 비중으로 선정해야 하며, 또한, 이야기 구조나 플롯 등의 내용
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명숙(2003a)은 1학년부터 6학년에 걸쳐 있는 초등 학습독자
18) 제7차 국어과 교과서 문학단원의 대단원목표 내용요인 분석 결과(한명숙,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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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년을 고려하고 교육내용을 구조화한다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도구로서 이야기
구조 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
에서 더 나아가 문학적 기반으로서 문학 텍스트의 다른 요소들을 교육적 자장 안으로
끌어 들이도록 심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Ⅳ. 문학 교수․학습 방법

7차 국어과 지도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은 보편적 현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절
차 위주로 소개되어 있다. 7가지 모형 중 ‘반응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그나마 7가지
모형 중 유일하게 국어수업을 염두에 둔 것이나, 실상 모형이라기보다는 문학교육이론
에 터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문학교육을 위한 이론층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반응의 형성―반응의 명료화―반응의 심화’의 세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

구분

세부 내용

내용요인 분석의 세부 내용 (빈도)

인물

인물이 한 일(3), 인물이 되기(2), 인물이 한 말, 인물의 성격
(3),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 인물의 생각과 한 일, 인물이 추구
하는 삶, 인물의 다양한 삶

사건

일이 일어난 차례, 이야기의 흐름,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

배경

사건과 배경의 관계

품
텍 작
스 구성
트 범주

주제

주제

표현

인상적으로 표현, 표현이나 생각의 재미, 비유적 표현, 표현의
효과

중
심

내용

알맞은 내용, 재미있는 내용, 앞 뒤 내용, 내용 간추리기, 이어
질 내용(2), 이어질 이야기

장면

떠오르는 장면, 장면

분위기

분위기

작품 언어 표현 흉내내는 말(4), 꾸며 주는 말(2), 시간을 나타내는 말
언어
범주 말의재미 말의 재미
독자
독 감상
자 범주
중
심 독자
표현
범주

생각이나 생각이나 느낌(9), 생각하거나 느낀 점(3), 서로 다른 생각이나
느낌
느낌, 느낌,
겪은 일
읽기

내가 겪은 일과 비교, 겪은 일과 관련
실감나게 읽기, 창의적으로 읽기

다르게 일부분 바꾸기, 다른 형식의 글, 새롭게 나타내기, 새롭게 꾸미
표현하기 기, 다른 갈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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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것이다. 초등학교 문학 수업의 경우 ‘반응의 형성―반응 공유하기―반응의 표현’
의 단계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문학수업에서는 반드시
단위 시간에(1차시)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의 초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반응의 형성' 위주의 수업을 할 경우도 있고, '반응 공유하기' 또는 '
반응의 표현’ 위주의 고수 학습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접 교수의 ‘설명 및 시범’ 절차를 이용하여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전략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거나 시범을 보인 후 협동학습의 절차
에 따라 반응을 표현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 4-2 말․듣․쓰기 둘째 마
당 >의 대단원 학습목표는 "시나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시나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는 듣기와 읽기를 통해 텍스
트와 상호작용하여 반응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반응 형성하는 전
략을 가르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반응 표현 쪽에 초점이 놓여 있으므로, 1차시 도입학습에서는 생각이나 느
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고구술을 통한 시범이나 안내와 같은 직접 교수법
의 시범 보이기 단계와 방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하기’ 그리고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즉 방법적 지식을 1차시에 배운 후 2-3차시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 수업 모형의 절차를 경직된 교수․학습 절차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보고 적절히 통합하여 적용19)해야 한다.
반응을 형성하건, 공유를 하건, 반응을 표현을 하건 그 때마다 필요한 방법적 지식
이 있다. 반응을 형성할 때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심미적 듣기나 읽기 전략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토의 절차와 방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쓰기, 말하기, 몸으로 표현
하기, 그림이나 조소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교수․학습해야 한다. 이 때는
방법적 지식을 처음 가르치느냐, 익숙한가에 따라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 수업 방식
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 표 3 >처럼 그 때마다 적용할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나 수
업 방식이 다르게 된다.

19) 직접교수모형은 교수의 원리로, 문제해결학습모형․창의성계발학습모형․가치탐구학습모형
은 학습의 원리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학습협력학습모형․역할놀이
학습모형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모형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
에 해당한다(최영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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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방법적 지식 교수․학습의 예
처음 가르칠 때

― ― ― ― ― ― ― ― →

방법적 지식 소개 및
시범 보이기
주체 교사의 주도적 역할
직접 교수법의 설명
과정
하기, 시범 보이기
수업
방식

강의식

⇒

익숙할 때

방법적 지식 연습하기

방법적 지식 적용하기

교사 - 학습자

학습자의 주도적 역할

직접 교수법의 질문하
기, 활동하기

⇒

개별학습/전체학습

문제해결 학습의 문제해
결 방법 탐색, 문제 해결
하기
협동학습

1. 텍스트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중심 교수․학습
반응을 형성하는 것은 텍스트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한
다. 물론 동기유발에서도 반응이 형성되지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이해를 바
탕으로 한 인지적 정의적 반응 모두를 말한다. 문학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듣기의 이해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저학년이거나, 필요에 의해 교사
의 읽어주기 방법을 활용하여 반응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읽을
때는 심미적 읽기 전략을 교사가 읽어주기를 할 경우에는 심미적 듣기 전략을 활용하
게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읽기와 듣기의 전, 중, 후 활동과 전략을 활용하여 교
수․학습을 하는 것도 좋다.
전략을 처음 가르치고자 한다면, 교수․ 학습 중 교수활동에 비중이 더 많으며 직접
교수법의 절차를 다 따를 필요는 없다. 이때는 설명하기와 시범 보이기 절차만을 가지
고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수업 방식은 아마 강의식이 될 것이다. 주로 전략을 제시하
고 전략을 설명하며 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얘기해준다. 그리고 전략의 사용 방법
을 안내하고 교사의 전략 사용을 시범 보여줄 수 있다. 사고 구술과 같은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멈춰 가면서 시범을 보인다. 교사는 자신에게 “음...내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큰 소리로 묻고 스스로 답한 내용을 칠판에 적어가면서 시범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 학습자들과 교사가 시범을 보인 전략 사용에 대해 서로 대화해 보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심미적 읽기나 듣기 전략은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전에 읽어보았거
나 들은 적이 없는 처음 접하는 텍스트일 경우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를 추측하거나
예측하면서 계속하여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서 예측했던 것을 수정해 나가는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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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predicting)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이 많지 않고 풍경이나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텍스트일 경우에는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나 그림을 그려보는 이미지화하
기(Creating a mental image)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경험과 관련된 현실동화와 같은
텍스트일 경우에는 텍스트 내용을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관련짓는 전략과 문학 텍스
트의 사건, 인물, 다른 측면을 자기가 겪은 경험과 관련짓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주된 문학 반응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 어릴수록 잘 나
타나는 반응인 감정이입하기 전략은 이야기의 세계를 순간적으로 자신의 세계로 동일
시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구조, 주제, 등장인물이 뚜렷한 책일 경우에는 이야기 구조에 대한 지식
적용하기(Applying knowledge of story structure) 전략을 활용해 플롯, 등장인물, 배
경, 주제, 시점에 대한 배경지식을 적용하게 한다. 혹은 비디오나 영화로 봤던 이야기
일 경우에는 장면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게 할 수도 있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책일
경우에는 전에 읽었던 이야기, 혹은 봤던 영화와 관련을 짓는다. 비유적인 표현이 많
거나 문장 표현이 잘 되어 있는 책일 경우에는 문체에 주목하기(Noticing the power
and beauty of language) 전략을 활용해 작가가 왜 이 언어를 선택했는지 문장 표현
을 어떻게 했는지, 작가의 비유나 익살스런 표현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표현은 메모해 두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슷한 제목이나 주제의 책과 비교하게 할 수도 있다. 비디오나 영화로 봤던 이야기
일 경우에는 장면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게 할 수도 있다. 다른 문학 텍스트와 관련
짓기(Connecting to literature) 전략을 활용해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읽었던 이야기
혹은 영화의 주제, 등장인물, 일화를 다른 이야기와 관련짓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학습자들은 전략을 소개받고 교사의 시범을 보았다고 해서 금방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도움을 통한 많은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다.
교사는 다른 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이 전략을 연습하도록 기회를 준다. 고학년일 경우
학습자들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 기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개
별 학습 방법으로 하는 동안 교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를 도와줄 수 있다. 저
학년일 경우에는 교사가 텍스트를 읽어주면서 함께 전략 사용을 함께 연습할 수도 있
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학습이 될 수 있다.
전략 사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사용하여 반응을
형성할 수 있다. 텍스트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교수․학습 목표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동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교사의 도움 없이 동료와의 협의를 통해 텍스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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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하기 중심 교수․학습
공유하기는 전략을 사용해 텍스트와 가진 정서 체험을 정서의 의미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심미적 체험을 언어로 의미화하도록 안내 할 때 반응언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나는 ---- 하기 때문에 동의한다. / 내가 또한 주목한 것은
-----------이다. / 내가 그것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다. / 나는 -----을 이

해하지 못했다.” 등과 같은 반응언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의미를 표현하도록 한다.
정서의 의미는 처음에 자신이 텍스트를 듣거나 읽었을 때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체험된 정서의 의미를 물어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
의 말을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간다. 정서의 의미란 협상하는 과정 즉 공유하
기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간의 공유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의 반응 공유도 중요하다.
공유하기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공책 한 권을 반응일지로 정한 후, 책을 읽을
때마다 간단하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 있다. 독서록은 줄거리 파악과
느낀 점 쓰기 위주이지만, 반응일지는 저학년일 경우에는 제목과 작가를 쓰고 이야기
와 관련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도 되고, 거기에 몇 개의 단어나 한 문장 정도를 덧붙
일 수도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소감과 연상되는 장면이나 인물을 상상하여 그리게
해도 좋다. 고학년일 경우에는 반응 일지에 동화의 내용과 자신의 생활을 관련짓는 내
용, 인상적인 부분, 등장인물에 대한 소감을 기록하게 하는데 자유롭게 쓰게 하거나
반응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이나 주제를 제시하여 주고 쓰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들간의 대화나 토의는 학급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
을 학급 공동체 해석과 비교할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
의를 활용하여 반응을 공유할 경우, 교사중심 전체 토의 → 학생중심 소집단 토의로
하는 것이 좋다. 반응을 공유하는 토의를 하고자 할 경우 일단 학습자들이 토의 방법
을 익혀야 한다. 전략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의 방법을 가르칠 때도 초기에는
방법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도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 토의에 참여함으로써 토
의 방법을 익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토의시 이야기를 주도해 학습자들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된 토론 지도자가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함께 텍
스트를 읽고 즐기고 대화하는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습자들의 토론 모델이 되기
도 한다. 초기에는 토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점차 토의할 내용과 토의 방
법을 비슷한 비중으로, 그리고 방법에 익숙해지면 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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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 표현 중심 교수․학습
7차에서 많이 강조된 학습자들의 활동을 중요한 학습내용으로 삼는 반응 표현하기
에 교수․학습의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응 형성과 공유하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초기에는 반응 표현하는 방법적 지식을 익히고 적용이 된 후
학습자 주도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험, 관찰, 언어를 통한 학습 중 가장 좋은
것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활
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뿐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 활동을 안
내해주고,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 보여주도록 한다. 쓰기나 미
술 활동과 같은 프로젝트는 다른 학습자들의 작품을 예시 자료로 보여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는 한 가지 활동을 교사 주도로 전체학습을 통해 해
보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익힌 후 소집단으로 협동학습을 통해 흥
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예를 들어 표현 활동
을 극화20)로 할 경우, 반응중심교수․학습 절차의 ‘반응 형성 단계’와 역할 놀이 절차
의 ② 준비․연습 ③ 실연21) 과정을 협동학습 수업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Ⅴ. 나오는 말

교육의 핵심은 교수․학습이다. 교수․학습이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
가와 관련된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행위이다. 즉 가르친 후에 배움이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행위라는 것이다(Sotto E.,
1994). 국어과 영역 중 문학 영역은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뿐만 아
니라 텍스트도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이 세 요인들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때 효율
적인 문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학 교수․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고려할 때는 텍스트뿐만 아니
라 독자의 활동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문학 능
력에 적합하게 텍스트와 독자 활동을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수업
20) 드라마, 방송극, 무언극, 그림자극, 인형극, 음악극, 촌극(skit)
21) *역할 분석․선정-역할(도깨비, 나무꾼 등)의 성격을 분석하고 성격에 맞게 배역을 정한다
*연습-맡은 역할을 개인적, 단체적으로 대본 연습과 몸짓 등을 연습한다.
*실연 준비-총연습, 무대, 소품 등 준비하기 *실연하기-친구들 앞에서 역할극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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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는 반응중심 문학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에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 교수․학
습 모형의 절차 중 필요한 절차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
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에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수업은 텍스트의 활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단원이나 차시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문
학을 위한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으로 수업의 방향이 정해진다. ‘문학을 위한 교육’
은 문학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작품으로 문학 텍스트 자체를 즐기고 감상하며, 문
학 감상 능력을 위한 활동들을 펼치거나 이야기 창작 능력을 기르는 정서 표현의 언
어를 다루는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문학을 통한 교육’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언어
능력을 기르고자 의도하는 정보, 설득, 친교의 언어를 다루는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최근의 문학교육 관련 논의들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
사용 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재 구성22)의 특성상 문학단원이라
하여도 그것이 순전히 문학 수업으로 갈 수만은 없으며, 언어사용 능력과 관련을 갖게
된다. 사실, 문학을 감상(수용)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듣기의 언어의 이해 기능이 전제
되어야 하고, 반응을 표현하고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쓰기의 언어의 표현 기
능이 필수적이다. 이 논의에서는 문학과 언어사용 기능을 통합23)한 교수․학습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다루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는다.

22) 7차 국어 교과서의 경우, 문학단원의 수업이라 할지라도『말하기․듣기』교과서나『읽
기』,『쓰기』및『말하기․듣기․쓰기』교과서로 문학단원을 다루기 때문에, 모두 문학 수
업으로서의 이야기 감상과 언어사용 능력 신장을 동시에 지도하게 된다.
23) 한명숙(2003 b)은 차후의 교과서 편찬에서는 문학과 언어사용 기능과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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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thod of teaching⁃learning literature
in Elementary school.

Chun-ok Kwak(Duk-yi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of elementary literature teaching⁃learning.
Literature teaching⁃learning is connected what and how will learned.
First, The principle of literature teaching⁃learning is concerned goal, content, and
way. The goals are integrated. Text, teacher and reader are interacted. The content is
balanced of text and reader. The process and strategy are integrated.
Second, The content of literature teaching⁃learning must consider student’s literary
characteristics by literature response. The important issue is the balance between text
and reader.
Third, The way of literature teaching⁃learning must consider the focus of instruction.
The focus is differed from formations of response, response sharing and clarify and
strengthening extension response. Text, teacher and reader are interact direct or indirect
in this ste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