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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바보형 인물에 대해 접근하고, 문학작품에서의 그 양상과 문학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문학교
육을 통해 현 청소년들의 당면 과제인 과열 경쟁, 피로 사회, 파괴된 인성,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문제
에 접근하고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바 크다. 그간 문학 연구에서는 어느 정
도 주목한 바보형 인물이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학교육
에서도 바보형 인물에 주목함으로써 문학교육적 관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인성교육
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에서 바보형 인물을 추출해 자주
나타나는 유형들을 분류한 뒤에 도덕발달이론과 인성교육의 요소에 비추어본 바보형 인물의 인성을
살펴보고, 내러티브를 활용한 가치 탐구 학습 모델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바보 인물, 문학 교육, 인성 교육, 학교 폭력, 도덕 발달 이론, 내러티브, 가치 탐구 학습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aspects of foolish character in literature and the meaning of literary
education. The meaningful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from the viewpoint of
character education, it could help to resolve current issues such as excessive competitive society, exhausting
society, devastated personality, school violence, etc. Next, it provides a meaningful process in which
learners experience the lives of other people in narrative learning style using its results for instruction, and
then they could internalize the experience of various characters in works and identify their value.
Furthermore, the interest coming from the word ‘foolish’, finally, causes the interest of learners in literature.
Keywords : Foolish character, Literary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School violence, Moral
development theory, Narrative, Value inquiry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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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거센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분위
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는 어리석고 멍청해서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뛰
어나고 앞서있고 성공하는 자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앞선 자는 소수이고 모두가 누군가의 뒤에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 게다가 과도한 경쟁 속에서 부족한 자는 무시당하고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
기도 한다. 본고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서고금의 문학이 주목하는 바, 바보형 인물에 시선을 옮겨
문학교육에서의 긍정적 의미와 방향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바보형 인물을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문학교육에서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존재로 접근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
이 목적이다.
바보는 일반적으로 ‘지능이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리석고 못난 사
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전에서는 낮잡아 이르거나 비난하여 욕하는 말이라는 가치판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1]. 그렇다면 문학 속에 나타나는 바보는 어떠한가? 문학 속에서도 바보는 낮잡아
이르거나 욕하여 비난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가? 바보형 인물은 다양한 문학 장르에 걸쳐 존재한
다. 가장 오래된 민담에서부터 현대의 시와 소설, 영화에 이르기까지 바보형 인물은 문학사에서 지
속적으로 등장한다. 앞에서 바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바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향하

理想)과는 정반대의 존재이다. 그럼에도 바보형 인물은 문학작품에서 상당한 역

는 성공이나 이상(

할을 하며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는 단순히 바보형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정상인의 지
적 우월감과 심리적 위안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바보인물의 의미나 유형, 문학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 고
전문학에서는 특히 민담을 중심으로 그 외에 탈춤, 판소리계소설을 다루고 있고, 현대문학에서는
김유정, 채만식 등의 소설을 중심으로 바보형 인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바보
에 대한 의미로는 작품 속의 상황, 사건 전개에 대해 다른 등장인물이나 독자보다 현격하게 열등
하거나, 반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입장이 대표적이다[2]. 또 그 역할에 대해서는
민중 깊숙이 박혀있는 존재로 모든 인습과 잘못된 것을 폭로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3]. 이
렇게 바보형 인물은 열등한 존재라서 비판받기보다 오히려 정상인들이라 자처하는 정형화된 사회
에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던져주는 역할을 비중있게 하며 문학사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바보형 인물이 문학 속에서 하는 역할에 주목하며 문학교육적 관점에서 바보형 인물에
접근하고자 한다. 학습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중층적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인성교육이라
는 측면에서만 국한해 인물을 탐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바보형 인물은 작품 속에서 작
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 전체를 왜곡시키지
않는 전제에서 문학 속에 나타나는 바보형 인물에 주목하되 그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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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교육적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라고 본다.
2.

2.1.

바보형 인물의 문학교육적 양상

바보형 인물의 유형 설정

문학에서의 바보형 인물은 간단하게 한 가지로만 정리되지 않는다. 또 작품 속에서의 인물적 성
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문학교육적 관점에서 바보형 인물에 접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곧
작품 내적 세계에서의 모습과 작품 밖의 현실적 시선의 관계에 따라 바보형 인물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1] 바보형 인물의 유형 설정
[Tab. 1] the type setting of fool character

유형

(혹은

작품 내적 세계
작품 속 주체의 인식)

작품 밖 현실(서술자, 작가)의 시선

1

A형

바보

바보가 아님
(현실을 향한 메시지 전달자)

2

B형

바보

바보
(비난, 조롱, 풍자의 대상)

바보가 아님

바보
(비난, 조롱, 풍자의 대상)

정상인

정상인

3

反

C형 (

A)

D형

反

4

(

B)

첫째, 작품 내적 세계에서는 바보로 존재하지만 작품 외적 세계, 곧 작품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바보형 인물이 진실의 힘을 보여주고 정상인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
는 경우이다. 둘째, 이와는 반대로 작품 내적 세계에서도 바보로 존재하고, 작품 외적 세계인 현실
에서도 그 바보형 인물은 비난을 받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전자를 A형이라고 하고, 후
자를 B형이라고 해보자. 논리적으로, A, B 각각에 대한 대립적 유형을 다시 설정해볼 수 있다. 곧
A형과 반대로, 작품 속에서 인물 자신은 정상인이라고 여기나 작품 외적 세계에서는 바보라고 판

단하는 경우이다. 이를 C형이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B형과 반대되는 경우로서, 작품 속에서와 바
깥에서도 바보가 아닌 경우로, 이는 바보형 인물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표1]에서 바보형 인
물은 3가지를 설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문학 교과서 속에서의 바보형 인물은 어떤 양상인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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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교과서에서의 바보형 인물의 양상

바보형 인물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바보인물의 의미나 유형, 문학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특히 민담을 중심으로 그 외에 탈춤, 판소리계소설을 다루고 있
고, 현대문학에서는 김유정, 채만식 등의 소설을 중심으로 바보형 인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문학 연구에서의 선행연구와 달리, 문학교육에서는 그간 바보형 인물에 그렇
게 주목한 편이 아니다. 연구만이 아니라 문학 교과서에서도 직접적으로 바보형 인물 자체를 주목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문학 교과서의 직접적인 목소리에서 찾기보다 교과서에 실리
는 작품에서 바보형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찾아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표1]에서 보이는 여러 유형 중에서 문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작품들은 A형과 C형이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면과 이면이 그대로 같은 B형이나 D형은 문학의 적극적인 관심의 대
상이 쉽게 되지 않는다. 곧 표면과 이면이 서로 반하는 양상이 문학작품에서 더 흥미롭게 다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2009 개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작품 중 바보형 인물 유형의 예>[4-14]
[Tab. 2] the examples of fool character types in Literature subject tectbooks
A형

‘광문자전’의 ‘광문자’
‘독짓는 늙은이’의 ‘송영감’
‘봄봄’의 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황만근
‘처용가’의 ‘처용’

⋮

C형
‘호질’의 ‘북곽선생’
‘양반전’의 ‘양반’
‘이춘풍전’의 ‘이춘풍’
‘꼭두각시놀음’의 ‘표생원’
‘구마검’의 최씨, 함진해
‘미스터 방’의 방삼복
‘태평천하’의 윤직원
‘치숙’의 아저씨
‘잉여인간’의 봉우
‘용부가’의 용부

⋮

대표적인 예를 들어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A형의 대표작으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들
수 있는데, 바보 주인공의 바보스러움이 드러날수록 세상 사람들의 이중적이고 비인간적 면모가
노출된다. C형의 대표작으로는 <용부가>와 <호질>을 들 수 있는데, 등장인물인 용부나 북곽선생
은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서술자의 시선과 수용자에게는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과서의 작품들 중에서 바보형 인물에 주목해 볼 때, 위 [표2]와 같이 두 유형 중에는 C형에
조금 더 치우쳐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고전문학에서의 바보형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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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실 당대사회에서는 겉으로 바보로 여겨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곧 탈춤에서의 선비와 양반이
나 <호질>에서의 북곽선생 등 이들을 희화화하면서 바보스럽게 형상화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들은
문학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 어리석고 무식하며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 곧 정상인이지만 희화화와 바보형으로의 형상화로 인해 바보형 인물로 등장할 뿐인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역시 정상인에 대해, 혹은 정상인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돌
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바보형 인물 자체에 직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교과서
에 자주 게재되는 작품 중에는 인물의 바보스러움에 주목할 때에 갈래의 이해나 문학의 이해, ‘문
학과 삶’이나 ‘문학과 사회’ 등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학 그 자체에 대
한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에 바보형 인물에
주목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론에서도 문제제기로 지적한 바, 학교폭력과 과도
한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바보형 인물이라는 캐릭터는 인성교육적으로 접근해 삶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룰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방안
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3.

3.1.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본 바보형 인물의 문학교육적 의미

도덕 발달 이론과 인성적 요소에서 본 바보형 인물

과도한 경쟁과 학교폭력 등으로 인성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문학교육에
서는 창의·인성의 관점에서 인성교육이 창의성과 결합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15-17]. 그러나 본고
는 창의·인성교육의 실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으로서, 창의에 대한 규정적 요소이자 근본적 개념
으로서의 인성 교육에 대한 탐구를 통해 창의·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규명의 실타래를 실천적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성 발달의 여러 이론들, 특히 인성과 관련된 도덕발달이론들을 통해
바보형 인물들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인성은 발달하는 것이며 이를 교육할 수 있
는 것이기에 인성 발달 이론을 통해 바보형 인물의 인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
성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성의 발달에 대한 고전적 이론인 피아제와 콜버그의 이론을 비교해 보면, 개인은 공간, 시간,
인간관계, 자신의 행동이 물리적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 분화가 욕구, 감정 그리고 자기
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도덕적 분화보다 먼저 생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
론에서는 어떻게 개인이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권리를 고
려하는 행동으로 발달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18]. 지능의 발달은 유아의 자아중심성으로부터, 세
상을 한 가지 관점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추상적 사고의 획득으로 진행된다. 인지적 발달의 각 단
계는 자아중심적이고 한정적이며 주체와 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과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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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분화된 관점으로 보도록 진행한다.
이는 문학교육이 자아를 확장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학습자를 길러내는 과정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인성의 발달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속에 나타나는 바보형 인물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성의 발달과 미발달을 찾아낼 수 있
고 이를 다시 자신의 인성에 비추어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서와 배려의 인성적 요소에서 이를 접근해보자. 엔라이트는 용서의 단계는 6단계
라고 하였다[19]. 1단계는 내가 받은 고통의 정도와 비슷하게 그에게 벌을 줄 수 있을 때에만 용서
해 줄 수 있는 ‘응보적 용서’로, 2단계는 ‘조건적·배상적 용서’, 3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
를 기대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기대적 용서’, 4단계는 종교나 신념이 용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용
서한다는 ‘법칙기대의 용서’, 5단계는 평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조화로서의
용서’, 6단계는 ‘사랑으로서의 용서’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용서는 더 이상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용서의 대상을 통제하지 않으
며, 오히려 용서의 대상을 해방시켜 준다[20]. 그래서 A유형의 ‘처용’에게 역신은 자발적으로 무릎
을 꿇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유형의 인물들은 인성교육 요소 중 ‘용서’의 덕목에서[21] 높은
단계의 용서를 보여주거나 오히려 도덕발달단계를 넘어서 용서와 배려를 실천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바보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들이지만 학습자
에게 지향해야 할 인성의 덕목을 작품 속에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C유형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콜버그의 발달단계로 보았을 때 6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
관습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성교육의 요소 중에서 정직과 약속, 책임이라는
덕목의 결여라는 결과로도 설명된다. 그러나 인성 발달 단계가 미천한 경우에서도 인성교육의 가
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인성의 덕목들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발달의 과업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육
의 여지를 찾을 수 있고, 이를 문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에 게재되는 작품
들이 C유형이 더 많이 발견되는 바, 학습자와의 공감대가 커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여지도 더 커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 C 두 유형 모두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통념적인 바보들이 오
히려 타인보다 인성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음을 알거나 반대로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목표
를 고양시키며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깊이 이해하는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곧 교육과정상의 성
취 기준을 도달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교실의 장면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차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
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2

내러티브를 활용한 가치탐구 수업 모형의 도입

여기에서는 가치탐구학습의 절차에서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바보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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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분석이 인성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치탐구학습은 가
치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앞에서 인성적 요소로 살펴본 용서, 배려 등도 하나의 가치로서 청소년기
의 학습자에게 가치교육으로서도 유의미하다[22]. 문학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학습은 다양한 가치의
발견과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내러티브는 구조화된 일련의 이야기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고양식으로서 경험을 구조화하는
도식이자 소통 과정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23][24]. 곧, 바보형 인물을 분석하면서 학습자들의 경
험과 문학작품 내의 경험을 연관지어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도 내러티브는 유효하
다. 또한 작품 속의 바보형 인물과 학습자와의 만남, 학습자들간의 소통,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
호 소통이라는 부분도 인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자[7] 내러티브의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러티브적 관점을 활용한 가치 탐구 학습 모형으로 바보형 인물을 탐색하는 수업을 제
안하고자 한다. 각 가치탐구학습의 절차에서 바보형 인물의 탐색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2.1.

자료 탐구하기

위에서 분류한 교과서 내 바보형 인물의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의 인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
는 인성들을 탐구하여 주제로 선정한다. 각 유형 인물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각각의 맥
락을 부여하여 이러한 인성을 보이게 된 이유를 본 텍스트에 앞선 이야기로 상상해 보는 것도 가
능하다. 한 가지 인물군을 선택한 후 이들이 나타난 텍스트를 읽고 바보형 인물의 역할이 어떠한
가치와 연관되는지 서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만일 A유형을 선택하였다면 ‘광문자’, ‘송영감’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텍스
트에서 탐구해 본다. 배려와 용서의 가치를 도출하였다면 텍스트 내의 맥락으로 볼 때 당시 인물
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 상상하며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C유형의 인물을 선택하였다면 ‘호질’
의 ‘북곽선생’, ‘양반전’의 ‘양반’, ‘이춘풍전’의 ‘이춘풍’, ‘꼭두각시놀음’의 ‘표생원’ 등은 어떠한 행동
을 했으며, 그러한 행동은 어떠한 가치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정직’이라는 요소에 위배되는 이
들이 어떻게 텍스트에 나오는 권위와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지,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직
을 발달시킬 수 없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지 각자 상상하여 인물에 대해 접근해 나간다.
3.2.2.

가치 확인하기

앞서 선택한 가치에 대한 근거로 어떠한 내용을 들 수 있는지 텍스트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A
유형에서는 용서를 배제하고 텍스트 내부의 내러티브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본다면, 이
를 통해 용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광문자전’에서도 배려가 없는 ‘광문자’를 상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배려의 가치가 재확인될 수 있다. C유형의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정직
과 약속 등의 인성 교육적 요소들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하고 반대의 인물을
설정하여 패러디해 봄으로써 그들이 위배한 덕목들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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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교육적 요소의 가치들을 더욱 생생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2.3.

평가하기

선택한 가치를 실제 언어로 구현해 보고 이를 행위로 옮김으로써 인물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학생들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짧은 역할극 등 극 형식을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각각의 가치들이 지니는 인성 교육적 요소를 잘 살려 연기할
수 있도록 각 가치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도출하는 것도 각 덕목에 대한 이해의 심화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3.2.4.

가치 재구성하기

선택한 가치들을 내면화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옮겨 자신의 삶에서 각 유형이 시사하는 인성
교육적 요소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 상황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등
이 있었던 경우를 찾아 그 날의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경험
이 가치를 실현한 경우이든지 혹은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이든지 어떤 상황도 모두 각 인물이 보여
준 바보스러운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유형의 해당 인성 교육적 요소를 내면
화하는 결과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바보형 인물에 대한 편견과 획일적인 시선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문학 연구에서는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바보형 인물에 대해 문학교육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연구사의 흐름 속에서 바보형 인물이 문학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바보형 인물에 대한 주목은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부족하고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이 문제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문학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
토해보았다. 바보형 인물에 대한 주목만으로 인성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
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이에 대해 문학교육에서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논의의 기회를 가지
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한 정리로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바보형 인물 유형은 하위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관련 작품은 대체로 시대를 바라
보는 다양한 가치관과 시선을 제시해준다. 특히 교육의 현장에서 ‘바보’라는 부족한 인물의 캐릭터
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이 시대의 경쟁적이고 성공하는 삶에 주목하는 가치관과 달리, 새로운 시선
을 가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바보는 인간이 세워둔 규칙에 따라 규정이 되는 것이지 기준이 달라지면 바보 여부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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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창조적으로 시대를 살아야지, 따라가기만으로 학습자가 자신을 평가해 어
리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바보형 인물에 주목함으로써 문학작품의 세계가 학습자가
살아가는 현실세계라면 자신이 현재 느끼는 어리석음이나 부족함, 멍청하다고 자인하거나 타인했
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살피며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긴 경우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가학적이거나 자만했던 마음을 돌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도 이와 연결된다. 힘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약해 바보 같
아 보였던 누군가를 괴롭히던 입장이라면 문학작품이 말하는 음성에 자신이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며 새롭게 자신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인성교육이라는 가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학’교육으로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보았
다. 학습자가 바보형 인물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같은 유형의 인물도 작가의 의도
에 따라 작품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며, 그 유형의 인물이 어떤 구체적인 양상을 지니는지 알
게 된다. 이는 해당 작품과 갈래의 이해나 나아가 문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교과서에 실리는 정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작품 발굴도 필요하지만 자주 다루어
지는 작품을 보는 관점이나 초점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인물은 현
실을 모방한 결과이며, 학습자에게 현실감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나아가
‘바보’라는 어휘에서 풍기는 흥미적 요소는 결국 문학에 대한 흥미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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