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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literary materials as resources for English learning rather than an

object of literary study can be a genuine tool for the students to learn

English in the form of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This case study

treated the applications of a whole text to the overall course divided into

pre-reading activities, while-reading activities, and post-reading activities

and the applications of some partial passages extracted from various texts

to teaching objectives with many levels of difficulty. This study found that

literary texts could be good materials to teach the target language in EFL

setting. The English-speaking students with little linguistic competence as

a foreign language may be limited in learning English at first, but soon

they can accelerate their linguistic competence by reinforcing the literary

competence through the literary texts. To achieve effectively a desired goal

through the use of literary texts as resources for language development

several concrete techniques should be introduced: teacher-guided question

strategies laying a central emphasis on the text itself, a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student-centered activities, process-based and open-ended

activities should be presented in a variety of ways using many appropriate

activities according to teaching procedure with a careful selection of the

tex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의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교양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는 명제아래 문학작품이 일부 교재에서 소개되어 다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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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인식되어온 것은, 실용적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도 경향과 ‘문법-

번역 교육=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교육 방식은 대부분 목표어에

대한 기능지도만 치중한 연유로 외국어교육에 중요한 상상력 확대 내지는 사고능력의

신장과 같은 정의적 영역이 소홀하여 깊이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은 영어학습 환경에서 언어학습의 자료로서 문학의 사용 가치

를 높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있다: 첫째, 언어학적으로, 문학은 학생들에게

네 가지 기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법을 통달하도록 도와주

고 둘째, 문화적으로 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그 문학이 다루는 특수한 환경의 맥락과

이와 관련된 특수한 사람들의 의식 테두리 안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연구 가능

케 하며 셋째, 심미학적으로, 문학지도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학은 예

술적이고도 지적인 문학구조의 범위 안에서 인간존재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

문학의 제반 요소들 - 가령, 플롯, 인물, 환경, 그리고 주제 등 - 은 특별한 읽기 전략

수행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특별한 도전의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읽

기 과정에서 뒤 처지지 않고 함께 보조를 해나가도록 도와줌으로써 읽기 이해과정을

증진시키도록 돕는다. 더구나, 앞서 말한 제반 요소들은 제재, 맥락, 그리고 다양한 구

어적 활동과 문어적 활동을 위한 영감 내지는 통찰력을 제공하게된다. EFL을 위해 특

별히 쓰여진 ‘자료’(=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틀과 시간적 제약 하에서 인위

적이면서 규범적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동기유발을 거의 줄 수가 없다)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서, 문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책읽

기를 스스로 원하도록 동기 유발시켜주고, 그들이 교실 안팎에서 공히 읽기 습관을 개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영어학습의 자료로서 문학텍스트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난 이십 여년 동안

EFL 전문가들에 의한 단지 배경활동 정도로만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까

지 현행 영어교과서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학텍스트들이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

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 상의 문제에서 교과서 구성체제상 채택된 텍스트들이 양

적인 부족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관심의 부족은 첫째, 연구할 교재나 자료의 부족. 둘째, TEFL프로

그램에서 문학지도분야에 대한 준비의 부족. 셋째, EFL상황에서 문학의 존립 내지는

역할을 정의할 명확한 목적의 부재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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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영역을 다루는 문학텍스트는 목표문화 뿐만 아니라 종래의 어휘와 문법 그리고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상호연계해서 지도 가능한 중요한 언어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문학텍스트에 이미 익숙해있고 일반 언어텍스트와 특별히 다르게 여기지 않

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종래의 잘못된 접근방식을 지양한다면 문학텍스트가 통합적

교육방식을 통한 언어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연구 목적을 두었다.

첫째: 종래의 지나친 연구 중심의 문학지도를 지양하고 언어학습 자원으로서 문학접

근방식을 취한다.

둘째: 기존에 다루던 방식이었던 전체텍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부분텍스트로서도 언

어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자료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찰해본다.

셋째: 통합적인 언어 중심 접근 방식 아래 다양한 자료의 개발과 그 개발된 자료를

실제로 교실현장에 투입하여 효과적인 지도 방향을 제시해본다.

3. 이론적 배경

EFL상황에서 문학은 언어 학습에 특별한 ‘깊이’를 제공한다. Stevick(1976)은 ‘오늘

날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욕구들 중에 하나는 ‘깊이’ 차원의 문제다 ‘실행

가능한 깊이 있는 언어학습활동 중의 하나는 문학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설명한다 이

는 현재의 언어 학습은 표면적인 ‘의사소통’ 내지는 ‘의사소통능력’에 강조를 두는 추세

보다 더 ‘깊은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가 듣고 있거나 말하

고 있는 것에 대한 그의 정신적 관여(mental involvement) 활동을 언급하는데, 이런 과

정은 결과적으로, 단지 현 추세의 피상적 의사소통활동과는 다른 그 이상의 결과를 가

져오게 한다. 때문에 언어학습을 위한 문학의 잠재력은 오늘날 더욱더 실현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

종래에는 지나친 내용 중심적 관점에서 연구를 위한 문학으로서 텍스트를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언어적 모델 관점에서 자원으로서의 문학, 즉

영미문학텍스트를 언어중심 접근방식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바 ‘연구를 위한 문학’과 ‘자원으로서의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Lazar, 1996):

첫째, ‘연구를 위한 문학’은 문학연구에 필요한 자질을 획득하기 위해 학문적이고 제

도적인 환경 내에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평안목과

분석력이 필요한 바, 이러한 환경에서 문학지도는 문학에 관한 지식(예: 문학적 배경,

날짜, 작자, 텍스트 제목, 규약, 문학적 용어 에 관한 사실 축적과 목표문학의 문학사에

문화유산에 관한 간단한 요소도 포함하고, 작가 상호간의 영향력 관계 그리고 그러한

문학적 문화를 구성하는 텍스트와 배경관계 등)이 ‘문학 지식’보다 더 강조되어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되기 쉽다. 이러한 방식은 종래에 흔히 수행되었던 접근방식으로서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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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심층적 이해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다분히 정보 중심적이고

학생들을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어 얻게되는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과 자신들의 의미를 창조

해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자원으로서의 문학’은 문학을 알기 위한 진지한 읽기 활동이다. 개인적인 발달

과 성숙에 필요한 자원이 되며, 흥미에 대한 자극과 동기 부여가 쉬워 언어 교육에 문

학이 적당한 교재가 된다.

자원으로서의 문학의 사용은 덜 학문적이고, 문학지도의 목적은 우리 주위의 세계에

관한 좀더 확대된 감수성, 자기인식, 이해력을 조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

학은 문학교사에게 언어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치 있는 언어 학습의

활동들은 좀더 흥미와 몰입을 자극시켜줄 수가 있는 자료에 기초를 둔다는 것이다. 읽

기 과정, 즉 문체탐구와 더 관계가 깊기 때문에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 창조적 글쓰

기, 다시 고쳐 쓰기, 역할놀이와 같은 다양한 구술활동은 정상적인 영어 학습 절차들로

서 언어중심과 학생중심의 중요 활동들이다. 집단활동 또는 짝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의 인지 능력과 인지한 내용을 표현케 하는 활동은 결국 언어와 문학을 잘 융화시켜

줄 수가 있다.

한편 문학텍스트가 기본적인 정의적, 인지적 계발을 제공하는 데 있는 바, Lazar

(1993)와 Short & Candllin(1987), 그리고 Povey(1984)는 문학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본질적으로 흥미있는 진정한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 둘째, 비유적인 표현과 허구적인 실체를 감

상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사상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문

체의 탐구와 구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문학적인 고유의 연어(collocation)와 통사

구조를 탐구하게 함으로써 언어사용의 규범에 관한 인지력을 확장시켜 언어습득을 자

극시키고 해석과정에서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인식할 수 있다. 넷째, 문학

적 메타언어(문학 용어)는 문학텍스트 내에 있는 변별적 자질을 확인하고 더욱 심도

있게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다섯째, 외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좀더 깊은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주어 다른 언어에 대한 연구

가 모국어에 대한 구조를 인지하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양처럼

일반적인 교육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Ⅱ. 문학텍스트 지도 자료 개발

문학텍스트를 통해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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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들을 개발하였다(이는 편의상 구분했을 뿐이고 서로 중첩되거나 순서가 다를

수가 있고, 자료를 일부로서 독립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위의 구분을 무시하고 어느 때

라도 투입시킬 수가 있다).

1. ‘읽기 전 활동’의 유형

1) 기초 도입단계: 분리된 대화문 결합하기, 대화체 배열하기, 문단 재 정렬하기, 추

측활동, 셋 중 하나 고르기, 장르 구분해보기, 다른 스토리 빼내기, 작가의 논평

인지하기, 핵심어나 핵심문장 사용하기, 빠뜨린 정보를 추측하기, 질문서 사용하

기, 문장 속삭이기 등

2) 스토리 이해를 조장하기: 중요한 새 단어를 선정하기, 언어를 단순화하기(의역하

기), 단어의 소리/의미 이어가기 등

3) 새로운 단어 소개하기: 다양한 그림 활용하기, 실물 활용하기, 마임 하기, 기억 게

임, 그림-단어 연결하기, 펠마니즘, 빙고 게임, 그림 그리기, 단어 그물(word-

web) 만들기, 매스터 마인드(master mind) 등

4)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스토리를 예측하기: 삽화 설명하기, 제목이나 표지디자인

활용하기 등

5) 스토리의 요지를 예측하고 과업을 설정하기: 마구잡이 그림 정렬하기, 스토리내용

그림 그리기, 학생들에 의한 다시 말하기, 스토리 공란 채우기, 주어진 중요단어를

활용한 이야기 예측해보기, 빠뜨린 정보를 추측하기 등

2. ‘읽기 중 활동’의 유형

1) 문학적 장치 이해하기: 등장인물에 관하여 단어로 표현하기, 세부적 인물 스케치

하기, 꼴라쥬기법에 의한 인물이나 배경 스케치해보기, 등장인물을 현실세계로 안

내하기, 현실인물을 작품세계로 안내하기, 배경을 그림에 담아보기, 작품 분위기

에 젖어들기, 플롯 구성하기, 텍스트 이전/이후에 올 단락 고찰해보기, 어조 알아

보기, 공상이냐 실제냐?, 듣기활동: 절정이나 결말부분 예측하기 등

2) 언어능력과 기능 개발 활동: 문맥에 의한 단어 뜻 이해하기, 대화를 이끄는 동사

집어넣기, 동사와 부사 집어넣기, 연결어 찾기, 표현 제안하기, 인용문 붙이기, 계

속적인 예측활동, 사건추이에 관한 일기 써 나가기, 결과-원인(원인-결과) 활동’

관계 알아보기, 글 다시 구성해보기, 공간 메꾸기 활동, 번역활동: 일상어 활용, 듣

기활동: 선택적 회상활동, 듣기 활동(강세와 휴지 인지하기), 단어인지 듣기활동,

들은 내용 스토리 구성하기, 그림 완성해가기, 문장카드와 그림을 순서로 정렬하

기, 문장에 맞는 그림 들어보기, 쓰기 활동: 요약하기, 추측활동에 의한 설명문 작

성하기, 표현에 맞는 장르 써보기, 시제 예측하기, 조건형태와 조건절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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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gender)에 관한 대명사 써넣기, 그림에 캡션 붙이기, 줄거리 구성하기, 전체스

토리 완성해나가기, 다음에 올 스토리를 예측해보기: 중지하고 물어보기, 마음속

에 그림 그려보기, 인상깊은 표현을 활용한 동시 짓기 등

3) 구술 활동에 참여하기: 챈트하기, 동작으로 스토리 내용 진위 가리기, 스토리 계속

이어가기 등

3. ‘읽기 후 활동’의 유형

1) 내용 중심의 토론활동: 대화체를 활용하여 연기상황 창조하기, 각색하기, 관찰활

동, 추억 상기하기, 소리와 침묵 인지하기, 등장인물을 이용한 보고문/기사문 작성

하기, 알맞은 말 집어넣기: 요약한 스토리를 대화체로 바꾸기, 정도의 문제 할당하

기, 구두로 요약하기, Reader's theater 활용하기, 그리드나 워크쉬트를 이용한 토

론 활동, 영화예고편 만들어보기, 비평해보기, 다른 장르로 개작해보기, 서바이벌

게임, 주제에 관해 토론하기, 전통적 방법에 의한 이해도 측정하기: 이해도 질문하

기, 문장/단어 정렬하기, 이해도 측정과 다시 말하기: 정보 공란 메꾸기, 묘사하고

확인하기, 전체 내용 다시 말하기, 스토리 플로우챠트 만들기, 전체적인 스토리 분

석하기, 이야기 속삭이기, 이야기 부풀리기, 혼합된 이야기 가려내기, 드라마화하

기, 연기하기, 즉흥극하기 등

2) 다른 내용 창조하기: 책 만들기, 책 커버 설계하기, 편지 써보기, 잡지 써보기, 스토

리 내에서 이야기 꾸며보기, 음향효과 생각해보기, 주인공과 인터뷰해보기, 자신

의 경험과 비교해보기, 장(chapter)제목 만들기 등.

4. 문화형태 이해활동

이 활동은 위에서 열거한 활동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구

분하지 않았다. 특별히 문화에 보다 초점을 둔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문화적 일화 인지하기 (2)문화이해를 위한 심미적 읽기 활동 (3)작품 배경 이해하기

(4)작품의 의도 내지는 목적 이해하기 (5)시대 배경 이해하기 (6)작품 속의 표현 숙지

하기 등

Ⅲ. 연구 방법

1. 지도 적용 방법

1) 작품 선정 기준: (1)언어적난이도가 현행 교과서수준이거나 약간 그 이상을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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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텍스트들을 선별하였다) (2)전체 텍스트로서 영미단편소설(1편), 문학스토리

(1편)를 그리고 일부 텍스트로서는 영미소설과 영미단편소설 및 문학스토리(22개

활동)를 택하였다

2) 대상: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C도 A시 인문계 O여고의 2 학년을 대상으로 클럽활

동으로서 ‘영미단편 소설 읽기 반’을 개설하여 지도하였다.

3) 학력 수준: 전학년도 영어성적을 참고했을 때 학력수준이 다양했다. 때문에 정규

학급에서 선정한 표본집단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참고적으로 활동전 본 클럽활

동반의 각종 고사 평균 점수는 아래와 같았다: (1)모의 수능 평균 점수(2회): 298

점 (2)자기지향평가 평균 점수 (3회): 269점 (3)교내 고사 평균 점수(3회): 72점

4) 기간: 2000년 3월 중순--2000년 10월 중순(클럽활동: 주당 1시간).

5) 활동 방법: 그들의 욕구에 반응하기 위해 사전 계획된 접근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우선 개인활동이나, 짝 활동, 그룹활동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학업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Class reading’ 뿐만 아니라 ‘Home reading’을 준비시키고 그것을 확인하

는 방법으로서 적용 기간 중에 수행되는 과업들을 통해 진척도를 관찰했고 적용

기간 끝에는 소감문을 받아 다음 지도에 참고하기로 했다.

6) 연구의 제한점: 첫째, 교육현장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충분한 실험연구를 하

지 못했고 제한된 지도사례만을 평가하였다. 둘째, 문학에 흥미 있는 일부 소집단

(영미단편소설반 50명 1회)만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통제집단을 두지 못

했다. 셋째, 통합적인 언어사용 측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에서 본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을 배제하기 어려워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

는 데 한계가 있다.

2. 선행 자료 분석

사전 조사활동으로서 1) 현행 교과서(고등학교 14종)에 실린 문학작품을 조사해 현

행 교과서에서의 수업 접근방법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아 시사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타진해보았다. 2) 또한 문학에 관한 흥미와 관심, 문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설문

조사와 간단한 문학소양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1)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작품 분석(6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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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통영어’에 수록된 문학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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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영역
작 품 명 작 가

장르

유형

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

The Old Man and the Sea Earnest Hemingway Novel

〃 Two Scary Stories (Adapted) A. Schwartz
Short

Story

〃 Two Anecdotes Dan Mardock and L. A. Hiss 〃

〃
Does the Sun Shine in Your

Country?

Charles G. Spiegler and Roger B.

Goodman(ed)
〃

〃 Cornelia's Jewel M. B. James (ed) 〃

〃 Two Brothers (Adapted) Leo Nikolaevich Tolstoy 〃

〃 The Lion and the Puppy 〃 〃

〃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 〃

〃
Laughter Makes Our Lives

Richer
M. Lars & W. Michael 〃

〃 The Model Millionaire Oscar Wilde 〃

〃 More Funny Story L. A. Hill 〃

〃 Stories for Jewish Juniors Gold B. Doris (ed) 〃

〃 The Old Man with a Sack Doris, B. Gold (ed) 〃

〃 Not on My Day Adapted by the writer 〃

〃 Ulysses Returns Home William J. Bennet(ed) 〃

〃 Three Fables (Adapted) Moore L. William (ed) Fables

〃 The Animals of Aesop Robert, J. Dixon 〃

〃 Aesop's Fable Adopted the Writer 〃

〃 Never Seen, Never Heard George Shannon Beach Tree(ed) 〃

〃 Anders Paints a Picture Karin Asbrand Play

〃
A Debate between Two

Brothers
Webster Daniel 〃

〃 The Clever Woman (Adapted) Key Poter Books(ed) 〃

〃 Panndora Box Emilie Kip Baker 〃

〃 Poems of Season (Adapted) Childcraft(ed) Poetry

표 2

‘영어 I, II’에 수록된 문학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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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영역
작 품 명 작 가

장르

유형

High

school

English I

The Clay House Mystery Nora Christine
Short

Story

〃 The Blind Toy Maker Charles Dickens 〃

〃 Heart and Hands (Adapted) O. Henry 〃

〃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Leo Tolstoy 〃

〃 Night Flight Berard Hartly & Peter Viney 〃

〃
A Messenger of Love

(Adapted)
O. Henry 〃

〃 One or the Other Rupot Croft-Cooker 〃

〃
Jonathan Livingston seagull

(Adapted)
Richard Bach 〃

〃
Scarlet Returns to Tara

(Adapted)
Margaret Mitchel 〃

〃 Colin's Chrismas Candle Barbara Raffery 〃

〃 Robin Hood and Maid Marian Susan Nanus Play

〃
King Alfred and the Cakes

(Adapted)
William J. Bannet 〃

〃 The Monny Market Tia Brelis 〃

High

school

English II

A Greenwich Village Story O. Henry
Short

Story

〃 Mr. Know-all William Somerset Maugham 〃

〃 David Swan Nathaniel Hwathorne 〃

〃 Test of True love Kenneth Croft 〃

〃 My Antonia (Adapted) Willa Cather 〃

〃 A Story of Two Leaves Isaac Singer 〃

〃 The Trojan Horse 〃

〃 A Matter of Honor O. Henry 〃

〃 Heat Spell (Adapted) John. L. Hayword 〃

〃 Garage Sale Richard A. Via Play

〃 Portrait of the Ghost William Hogarth 〃

〃 Julias Caesar Adapted by the Writer 〃

〃 Studying Poetry Adapted by the Writer Poetry

표 3

‘영어 독해’에 수록된 문학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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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영역
작 품 명 작 가

장르

유형

High

School

English

Reading

The Vanity of the Rat
Victoria Abelarde and Jesus I.

Martinez

Short

Story

〃 The Wild Geese (Aadapted)
Favorite Children's Stories

from China
〃

〃 Irene's Sister (Adapted) Vina Delmer 〃

〃 Christmas Morning Pearl Buck 〃

〃 A Strange Case Arthur Conan Doyle
Detective

story

〃 Fool's Paradise Isaac Singer
Short

story

〃 The King and His Hawk M. B. James (ed) 〃

〃
The Old Beggar and the

Farmer
Simon Greenall and Diana Pye 〃

〃 The Gift of Love (Adapted) Gwen E. Thornton 〃

〃 Hearts and Hands O. Henry 〃

〃 Promethus (Adapted) David A. Coli
Greek

Myth

〃 Echo and Narcissus 〃

〃 The Fox and the Spider 〃

〃 Sale Resistance Bill Moore Play

(2) 텍스트 유형 분석:

① 위의 표 1, 표 2, 그리고 표 3에서 볼 수 있드시 공통영어(16종 187단원 중에서

24단원 수록-->12.83%), 영어I(8종 106단원 중에서 13단원 수록-->12.26%), 영어II(8

종 105단원 중에서 13단원 수록-->12.38%), 그리고 ‘영어 독해(6종 83단원 중에서 14



190 한 상 택

단원 수록-->16.87%)’ 등에서 소량이지만(1, 2편 내지는 최대 3편) 문학텍스트들을 다

루고 있었다( 총 38종 481단원 중에서 64단원 수록--> 13.31%). ② 시대별로 볼 때 대

부분 근대와 현대 작품을 다루고 있었다. 비록 고대 작품(약 21%)일지라도 대부분 현

대 감각으로 개작하였다. ③ 영미작품 외에 영어로 번안한 외국문학작품(약 35%)도 많

이 있었다. ④ 시간상으로나 난이도 문제 그리고 기타 특정의 교과서 구성체제 상 완결

본 보다는 일부 발췌되었거나 개작된 것 또는 축약된 작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거의

대부분임). 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분량이 적은 문학스토리나 단편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다(약 73.44%). ⑥ 이 외에도 소설(1.56%), 신화(4.69%), 우화(6.25%), 탐정소설

(1.56%), 희곡(17.19%), 그리고 시(3.16%) 등 다른 장르의 문학텍스트도 일부 수록되어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고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양적 가치

를 내세운 상상력 증대와 외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문학(특히 영미(단편)소설)이 각 교

과서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내용 영역 분석

구체적으로 위의 문학작품이 어떻게 교과서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 분석된 학습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듣기 기능 지도 내용 분석: 대부분 교육과정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첫 부분에서

본문을 위한 일종의 준비단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을 묘

사하는 것을 듣고 선택하거나 옳은 순서로 다시 재정리하기 ⓑ 단원의 스토리를 발췌

하였거나 아니면 내용과는 다른 일상화제를 대화 형식으로 다루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 내용을 듣고 주제를 알아보던가, 대화의 내용을 듣고 말하는 자의 의도를 의역한

답을 고르기 ⓓ 그림과 일부대화를 주고 처음에는 그림만 보고 다음에는 힌트어를 참

고하면서 듣기 등이 대부분이다.

② 읽기 기능 지도 내용 분석: 읽기 기능 지도를 위한 내용은 주로 본문의 내용을

다루었다. 읽기 기능 지도 내용 제시 방법은 문학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르에서 다루는

방법과 비슷했다: ⓐ 정보적 질문을 하되 Yes/No유형의 대답이나 간단한 단답형을 요

구하기 ⓑ 본문을 요약하거나 개작한 클로즈 테스트 ⓒ 본문이나 다른 내용의 일부를

주고 어조나 주제를 파악하기 ⓓ 사건이 일어난 순서로 정리하기 ⓔ 본문에 나타난 일

부 표현과 문맥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 고르기 등이 주류였다. 특히 읽기 교과서

(English Readings)는 위의 제시 방법 외에도 ⓕ 대화체문 정리하기 ⓖ 간단한 연결사

활용하기 ⓗ 인물 묘사 ⓘ 예측하기 등이 주류였다.

③ 말하기 기능 지도 내용 분석: 내용은 본문과, 본문과 다른 내용을 분리 또는 병행

하여 다루었다: ⓐ 제시 방법은 주어진 보기처럼 대화하기 ⓑ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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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해서 말하기 ⓒ 그림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화하기 ⓓ 어떤 주제나 화제를

주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 ⓔ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점을 설명해보기

ⓕ 집단활동 ⓖ 게임 ⓗ 역할놀이 ⓘ 본문에 나타난 문법을 활용한 문형연습이 주류를

이루었다.

④ 쓰기 기능지도내용 분석: 교과서 본문과 그외 내용을 고루 다루었다: ⓐ 우리말

을 참고하여 빈칸 채우기 ⓑ 우리말을 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에세이 써보기 ⓒ 본문

을 읽고 느낀 점을 써보기 ⓓ 일정한 양의 글을 주고 그것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보

기 ⓔ 듣고그 내용을받아써보기 ⓕ보기를 제시하고 그 보기와 같이 문장을 구성해보

기 ⓖ 또는 어떤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개작한 글을 제시하고 빈칸에 알맞은 말

을 써보기 ⓗ본문의 문법을 활용한 빈칸 채우기 ⓘ 단어를 문맥에 맞게 써넣기 ⓙ보고

문 쓰기 등이 주류였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제시 방법들은 어느 정도 다양했다고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제시된 활동들이 한 텍스

트에서 전부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록된 교과서 전체를 종합한 사례들이라는 것이

다. 이는 우선 수록된 문학텍스트가 적다는 점, 정해진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교과서 구성 상 필요한 활동을 위해 일부 텍스트만 여러 자료

에서 발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더욱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 기

능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 내용도 다루는 문학텍

스트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을 단지 수용적, 표출적 기능 순서에 따라 수록하여 제시했

다는 점, 다양한 교보재(녹음기 외)를 통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단편소설 뿐만 아니라 소설도 적절히 발췌하면 훌륭한 활동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장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는 지도방안이나 면밀한 해석에 따른

스토리 내용 이해 활동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위의

분석 결과로서 알 수 있드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장르에서 아직까지 영미단편소설

(또는 영어로 번안된 단편소설)이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문학장르들이 개작

되거나 그대로 채택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 작품 또한 언어기능 학

습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바침 해주는 실례들이라 하겠다.

2) 설문지 결과 분석

설문지 결과 <부록1 참조>에서도 볼 수 있드시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도는 대

체로 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미소설과 단편소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문화

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 학생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미(단편)소설이 다

른 장르로 개작된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이미 감상을 했으며, 더욱이 일부 학생들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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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원본은 아니지만 영어로 개작되거나 번안, 축약된 작품들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형별로도 애정, 유우머, 생활경험, 우정, 추리, 공포 등 다양했다. 한 가지 특이

한 사항은 문학텍스트가 지적인 측면과 상상적(정의적) 측면 외에 의외로 언어적 측면

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는 면이 언어적 측면이라고 답하

고 읽는 과정에서도 텍스트의 종합적인 구성 면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잘만 선정,

조직하여 적절히 교실현장에 투입한다면 문학 그 자체가 주는 교양적 가치 외에 언어

학습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3) 문학 능력(소양) 테스트 결과 및 분석

(1) 선택형 평가

표 4

문학 능력(소양) 테스트 평가결과 및 분석(선택형)

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일부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

동(L)이 모두 해당하는 것

은 대표적인 것만 표기)

정답율: 문항당 맞은 총갯수 ÷

문항당 총학생수× 100

70%이상

69%이하

-

30%이상

29%이하

상 중 하

0 0 어휘력 테스트 (I) 0

0 0 독해력 테스트 (I) 0

0 0 듣고 그림 정리하기 (I) 0

표 4에서 보여주듯이 문맥 속에서의 어휘력 숙지는 좋았다. 논리적인 연결어 이해를

통한 독해력도 괜찮았다. 개인별 활동일지라도 그림의 힌트에 의한 듣기활동도 좋은

편이었다.

(2) 단답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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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학 능력(소양) 테스트 평가 결과 및 분석(단답형)

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일부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기)

4가지를 종합 평가

(1)어휘력 (2)문법

(3)논리성 (4)창의력

상 중 하

0 0 0 문법 테스트 (I) 0

0 0 0 대화체문 숙지 테스트 (G) 0

0 0 0 작문 테스트 (I) 0

0 0 0 비유적 표현 익히기 (I) 0

(단편)소설에 관한 소양 알아보기:

0 0 0 등장 인물 취미 알아보기 (G) 0

0 0 0 일반적 기법 알아보기 (I) 0

0 0 0 인물 이해하기 (I) 0

0 0 0 스토리 예측 하기 (G) 0

표 5에서 보여주듯이 단답형에서도 어휘나 문법 문항은 잘 수행했고 말하기나 쓰기

영역을 같이 묻는 경우 간단한 쓰기인 경우와 그룹활동인 경우에 그 효과가 좋았다(즉,

개인별 쓰기와는 달리 그룹 토의 후 쓰기 활동은 효과가 좋았다). 문학스토리에 대한

흥미가 주효한 것 같았다.

(3) 서술형 평가

평가 절차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평가한다(지나친 주관성을 요하는

것은 평가문항에서 제외시킨다).

-개인별 활동과정을 묻는 항목은 일부학생만 평가한다.

-집단별로 활동과정을 묻는 항목들은 전체학생별로 평가한다.

표 6

문학 능력(소양) 테스트 평가결과 및 분석(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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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일부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이 모

두해당하는것은대표적인것만 표기)

4가지를 종합 평가

(1)어휘력 (2)문법

(3)논리성 (4)창의력

상 중 하

단편 소설에 관한 소양 알아보기:

0 0 배경 이해하기 (G) 0

0 0 인물 이해하기 (I/G) 0(G) 0(I)

0 0 플롯 구성하기 (G) 0

표 6에서 보여주듯이 쓰기 영역에서 서술형으로 묻는 문항으로서 개인별로 묻는 문

항은 다소 어려워했다. 그러나 사진을 제시한 활동 중 그룹활동은 흥미 있어 했고 어휘

력과 독창성이 뛰어났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표 4, 5, 6에서도 알 수 있드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즐거워하며 과업을 잘 수행했다.

이는 일단 대상자들이 문학작품 읽기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 근본적

으로 비록 소량이지만 학생들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학텍스트를 다루어왔

고 활동 유형 자체도 언어학습 활동에서 경험했던 것들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는 대학

수학능력고사에서 종종 다루는 유형이라서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단답형과 서술형에서 예상외로 독창성과 창의력이 좋았던 것은 학생들의 문학텍스트

에 대한 근본적인 흥미로 일반텍스트와 문학텍스트를 구별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평가 결과 분석 및 논의

적용 순서에 따라 산출된 평가 결과 및 분석은 아래 표들과 같다:

1) “After Twenty Years” 와 “Elidor” 평가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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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본 연구자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 출제한 내용을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하였다.

(1) 선택형 평가:

표 7

‘After Twenty Years’와 ‘Elidor’의 평가 결과 및 분석(선택형)

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전체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기)

정답율: 문항당 맞은

총갯수÷문항당 총학생수

× 100

70%이상

69%이하

-

30%이상

29%이하

상 중 하

0 0
Understanding setting the

atmosphere/tone of the story (I)
0

0 0 Arranging the exchanges (G) 0

0 0 Understanding some expressions (I) 0

0 0 Grammar learning (I) 0

0 0 Close reading (I) 0

0 0 Understanding thepoint of view (I) 0

단계영역의 모든 0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worksheet와 포트폴리오를 주로 반영함

표 7에서 보여주듯이 개인적으로 묻는 평가문항은 수학능력고사와 비슷한 유형의

것이었다. 때문에 익숙한 문제라서 잘 한 편이었다. 여러 기능을 묻는 어려운 문제라도

집단별로 수행한 활동은 생각보다는 흥미있게 잘 수행하는 편이었다. 본 연구자의 시

각에서 약간 수준 높게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잘 했다.

(2) 단답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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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After Twenty Years’와 ‘Elidor’의 평가결과 및 분석(단답형)

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전체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이 모

두해당하는것은대표적인것만 표기)

4가지를 종합 평가

(1)어휘력 (2)문법

(3)논리성 (4)창의력

상 중 하

0 0 Questioning (personal questions) (I) 0

0 0 0 Friendship definition (I) 0

0 0 0 Finding information of the writer (1) 0

0 0 Determining the facts (1) 0

0 0 Understanding atmosphere (I) 0

0 0 0 Listening activities (I) 0

0 0 Listing emotional adjectives(I) 0

단계영역의 모든 0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worksheet과 포트폴리오를 주로 반영함

표 8에서 보여주듯이 정보적 지식을 묻는 단순한 문제는 단답형 일지라도 잘 수행했

다. 이는 개인적인 활동일지라도 익숙해있던 교실활동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듣기와 분위기 평가 문제도 잘 했다. 이는 문학텍스트의 특징인 여러 가지 표

현기법 중의 하나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 서술형 평가

평가 절차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평가한다(지나친 주관성을 요하는

것은 평가문항에서 제외시킨다).

-개인별 활동과정을 묻는 항목은 전체학생을 평가한다.

-집단별로 활동과정을 묻는 항목들은 전체학생별로 평가한다.

표 9

‘After Twenty Years’와 ‘Elidor’의 평가결과 및 분석(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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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전체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이 모두 해당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기)

4가지를 종합 평가

(1)어휘력 (2)문법

(3)논리성 (4)창의력

상 중 하

<After Twenty Years> 0

0 0 0 Solving the dilemmas (I)

0 0 Telling the story in sequence (G) 0

0 0 Involving the characters (G) 0

0 0 0 Close reading (G) 0

0 Understanding the theme (G) 0

0 Understanding the point of view (I) 0

0 Discussion (G) 0

0 Writing activities about Introduction (G) 0

<Elidor>

0 0 0 Telling the everyday life (I) 0

0 0 0 0 Describing the teacher (I) 0

0 0 0 0 Summarizing memories (I) 0

0 0 0 0 0 Drawing story map (G) 0

0 0 0 Predicting the story (G) 0

0 0 0 Arranging the story (G) 0

0 0 0 Retelling the story (I) 0

0 0 0 Writing a caption (G) 0

0 0 0 0 Responding using 5W1H (I) 0

0 0 0 Retelling the story (L) 0

0 0 Writing three important moments (I) 0

0 0 Writing the characters' feeling (I) 0

0 0 0 0 0 Making up dialogues (G) 0

0 0 0 0 Dramatizing the story (G) 0

0 0 0 Making some additional story (G) 0

0 0 0 Drawing and writing using the posters (G) 0

0 0 0 0 Writing to plan to travel (L) 0

0 0 0 0 0 Discussing about 'spanking' (G) 0

0 0 0 Putting the dreams down (I) 0

단계영역의 모든 0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worksheet과 포트폴리오를 주로 반영함

표 9에서 보여주듯이 서술형은 개인, 집단, 전체별 활동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특히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묻는 활동은 다소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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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러나 참여도는 높았으며 많은 흥미를 갖고 임했다. 특히 스토리가 재미있고

생활 주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문학스토리에서는 잘 수행했다. ‘읽기 후 활동’에

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2) 일부텍스트로서 영미문학텍스트 평가 결과 및 분석

평가 방법: 본 연구자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 출제한 내용을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하였다.

(1) 선택형 평가

표 10

일부텍스트로서 영미문학텍스트 평가결과 및 분석(선택형)

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일부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

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기)

정답율: 문항당 맞은 총갯수

÷문항당 총학생수× 100

70%이상

69%이하

-

30%이상

29%이하

상 중 하

0 0 0 0 어조(tone) 알아보기 (1) 0

0 0 0 0 분리된 대화문 결합하기 (G) 0

0 0 문단 재 정렬하기 (I) 0

0 0 0 작가의 논평 이해하기 (1) 0

0 0 0 어휘력 증강 활동 0

0 0 0 연결어 찾기 0

0 0 0 들은 내용 스토리구성하기 0

0 0 0 0 0 주제 알아보기 0

0 0 0 0 문화 형태(일화) 이해하기 0

단계영역의 모든 0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worksheet와 포트폴리오를 주로 반영함

표 10에서 보여주듯이 개인적으로 묻는 평가문항은 수능고사 출제유형의 것이었다.

때문에 익숙한 문제라서 잘 한 편이었다. 이는 언어 능력 향상에 문학스토리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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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반증이다. 여러 기능을 묻는 어려운 문제라도 집단별 활동은 생각보다 흥미 있

게 잘 수행하는 편이었다.

(2) 단답형 평가

표 11

일부텍스트로서 영미문학텍스트 평가결과 및 분석(단답형)

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일부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기)

4가지를 종합 평가

(1)어휘력 (2)문법

(3)논리성 (4)창의력

상 중 하

0 0 0 빠뜨린 정보 추측하기 0

0 0 0 공간 메꾸기 활동. 0

0 0 0 시제 예측하기 0

0 0 0 오류확인하기 (I/G) 0

0 0 0 단어 채우기 (I) 0

0 0 0 어휘력 테스트 (I) 0

단계영역의 모든 0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worksheet와 포트폴리오를 주로 반영함

표 11에서 보여주듯이 정보적 지식을 묻는 단순한 문제는 객관식일지라도 잘 수행했

다. 이는 개인적인 활동일지라도 익숙해있던 교실활동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3) 서술형(논술형) 평가

평가 절차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평가한다(지나친 주관성을 요하는

것은 평가문항에서 제외시킨다).

-개인별 활동과정을 묻는 항목은 전체학생을 평가한다.

-집단별로 활동과정을 묻는 항목들은 전체학생별로 평가한다.

표 12

일부텍스트로서 영미문학텍스트 평가결과 및 분석(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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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

기

전

읽

기

중

읽

기

후

듣

기

읽

기

말

하

기

쓰

기

일부텍스트 적용 테스트

(개인(I), 집단(G), 전체 활동(L)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기)

4가지를 종합 평가

(1)어휘력 (2)문법

(3)논리성 (4)창의력

상 중 하

0 0 0 배경(setting) 그림에 담아보기 (I) 0

0 0 0 분위기(atmosphere)에 젖어들기 (I) 0

0 0 0 글 다시 구성하기 (G) 0

0 0 0 0 0 추측활동에 의한 설명문 작성 (G) 0

0 0 0 0 대화체를 활용 연기상황 창조 (G) 0

0 0 0 0 다시 말하기 (G) 0

단계영역의 모든 0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worksheet와 포트폴리오를 주로 반영함

표 12에서 보여주듯이 서술형은 개인, 집단, 전체 별 활동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워했다. 특히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묻는 활동은 다소 어려움을 보였

다. 이는 문학텍스트 때문이라기 보다는 평소 이러한 활동을 해오지 않은 데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도가 높았으며 많은 흥미를 갖고 점진적인 발전이

엿보였다.

3) (활동 후)소감문 결과(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전체텍스트로서 단편소설 1편과 간결한 문학스토리 1편, 발췌한 일

부 문학 테스트들, 그리고 문학에 관한 소양테스트 결과에 대해 순서 없이 설문지 내용

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1) 영미(단편)소설을 원서로 읽을 경우, 그것이 여러분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괄호 안은 대답한 수)

① 읽기( 50 ):-- 이유(맥락에 의한 영어의미에 익숙해짐, 문법 의존 없이 독해속도

증가, 독서량 향상, 직독 직해 능력 향상)

② 쓰기( 50 ):-- 이유(어휘력 향상, 문장 형식을 이해, 유사표현의 모방에 의한 영작

가능, 격식과 상황에 의한 단어의 쓰임새를 알게됨)

③ 말하기( 39 ):--이유(어휘력 상승, 상황에 맞는 대사 표현이나 비유를 위한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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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인용, 표현하고 싶었으나 알지 못했던 대화체 표현의 발견에 의한 말하기

능력 진작)

④ 듣기( 12 ):-- 이유(원어민에 의해 녹음된 스토리의 경우 상황에 따른 감정 표현

에 의한 듣기 능력 향상, 배경과 등장 인물에 의한 정황(상황적 맥락)에 의한 듣

기능력 신장)

(2)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어느 면에서인가?

① 어휘력(26) ②문법(8) ③기타: 목표문화 이해, 원어민의 사고방식 이해(7)

(3) 이 번 기간동안 수업 전반에 걸쳐 느낀 소감과 바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써주세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문학 수업을 다양한 활동을 적용시켜 보았던 점에 좋은 느낌을 받았다.

- 수업이 부담이 없고 재미있었다. 즉, 처음 그룹 토론할 때는 어렵고 어색했지만 동

료끼리 하는 활동이라 잘은 못하지만 곧 적응할 수가 있었다.

- 활동에 잘 대답하기 위하여 소설을 꼼꼼히 읽는 과정에서 몰랐던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어서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 토론과정(영어와 우리말로 섞어서 했지만)에서 친구와도 더욱 친해질 수가 있

었다.

-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등으로 구별해서 활동한 것이 흥미 있었고 본문을 이해

하는 데 좋았다.

- 교재위주가 아닌 교재 이외의 자료로 적용한 것이 색다르고 좋았다.

- 비록 전체텍스트가 아닌 필요한 일부를 발췌하여 다양하게 구성, 도입한 것도 많

은 도움을 받았다.

- 다양한 특히 인물이나 배경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예측 활동을 한 것이 인상적이

었다.

- 그림이나 실제 사진을 활용한 것이 좋았다.

- 포트폴리오 형태로 계속 철해 두어서 나의 활동 과업을 알게되어 좋았다. 교과서

시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 가정학습으로 읽기 숙제는 처음에는 귀찮고 짜증났지만 자꾸 하다보니 읽는 습관

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특히 그 과정에서 많은 어휘력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 소설과 관련된 교재도 잘 만 활용하면 영어회화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가령 시, 희곡 등)도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 이런 식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 영미문화도 많이 배운 것 같다.

- 다양한 게임 요소도 곁들이면 좋겠다.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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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내에서 제한된 영역에 관한 지도 사례로서 결과를 단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기초적인 문학 능력에 관한 테스트, 객관적이고도

진솔한 활동 전, 활동 후 설문지, 활동 기간 동안 관찰해온 결과물, 그리고 포트 폴리오

등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수행해온 과업의 결과를 분석해볼 때, 흥미 지향적인 문학

텍스트가 언어학습을 위한 다양한 활동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겠다. 특히 영미(단편)소설과 문학스토리를 학습할 경우 어떠한 면에서 유익한가를 묻

는 서술형 질문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일목 요연하게 고루 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문학

이 주는 장점을 학생들이 잘 포착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심 또한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다른 언어자료를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흥미있는 문학텍스트의 집단별 토

의활동을 통한 언어학습 접근방식은 많은 동기유발을 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문학텍스트가 언어지도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지적 영역

과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활동 자료를 개발하여 교실현장에 투입해본 결과, 예

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텍스트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언어학습에 적극적인 반응

을 보였다. 실제 현행교과서에서도 영미문학텍스트가 여러 가지 장르로 다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 있어 일반자료와 구분하지 않다는 것과, 설문자료에서도 알 수

있드시 학생들은 문학텍스트가 언어학습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답변에서 이러한 반

응의 원인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어려운 일부 서술형테스트에서도 일반 테스트와는 다

르게 수행하는데 많은 열의를 보이는 것은 문학텍스트가 상상력 제고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에 기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교실현장에 투입한 결과, 활동 전 (1)모의 수능 평균 점수(2회): 298점

(2)자기지향평가 평균 점수(3회): 269점 (3)교내 고사 평균 점수(3회): 72점 등이 활동

후 각각 312점, 272점, 80점 등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단지 본

연구의 결과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수능에 나타나는 출제 형식들을 문학텍스트

를 통하여 폭넓고 다양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향상되

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교실현장에 투입했을 때 구체

적으로 많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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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실현장에서 효과적인 문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 제시 방법이 제안될 수가 있다: 1)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의

선정이 중요하다. 2)텍스트 그 자체가 텍스트에 관한 접근보다 더 중요하다. 3)활동은

독자 개인의 문학적 체험과 직결되어야한다. 4)텍스트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시해

야한다. 즉 독해 단계에 따라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 구별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언어개발 생성 절차를 강구해야한다. 5)텍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활동 전, 중간 끝 부분에서 적의 제시되던가, (2)삭제, 축소, 일부로

제시되던가, (3)다른 텍스트와 아니면 다른 미디어와 더불어 병렬적이고 신선한 방법

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6)다양한 장르의 문학텍스트가 도입되어야 한다. 7)텍스트만이

유일한 활동의 성분이 아니다. 텍스트에 앞서 사전 토의활동과 함께 상호작용활동, 추

수지도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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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활동 전 설문지

*다음은 문학에 관한 평소의 여러분의 설문지입니다. 질문 사항에 솔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V 표를 해주세요(괄호 안은 집계한 답변 숫자임)].

1) 문학 작품을 읽기를 좋아하는가? (영미문학 또는 한국문학 구별 없이: 1)--7) )

①매우 좋아한다( 14 ) ②조금 좋아한다( 52 )

③보통이다( 22 ) ④싫어한다 ( 12 )

2) 문학 작품 읽기를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원래 책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8 )

②깊게 이해하기 싫어서( 2 )

③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

④많은 상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

⑤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2 )

3) 읽기를 좋아한다면 어느 정도 읽는가? (평균적으로 말하시오.)

①( 1 )주당 ( 1 )권-(10) ②( 2 )주당 ( 1 )권-(12)

③( 4 )주당 ( 1 )권-(22) ④(5이상)주당 ( 1 )권-(22)

4) 좋아한다면 문학의 여러 장르 중 어느 장르를 가장 좋아하나?

①소설( 24 ) ②단편소설( 20 ) ③수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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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 8 ) ⑤희곡( 2 ) ⑥기타( )

5) 장래의 문학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느 장르의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①소설( 24 ) ②단편소설( 18 ) ③수필( 10 )

④시( 13 ) ⑤희곡( 1 )

6) 작품을 읽는다면 시대별로 어떤 종류의 작품을 즐겨 읽는가?

①고전 작품( 10 ) ②근대 작품( 24 )

③동시대 작품( 12 ) ④가리지 않는다( 20 )

7) 문학텍스트가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도움

이 되는 것 하나 선택)

①언어적 측면에서( 24 ) ②사교적(상식적) 측면에서( 18 )

③정의/상상적 측면에서( 20 ) ④지적인 측면에서( 24 )

⑤문화적 측면에서( 14 )

8) 학교에서 [ 8)--21)] 배우고 있는 영미문학 텍스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①매우 있다( 14 ) ②많이 있다( 40 ) ③보통이다( 26 ) ④거의 없다( 20 )

9) 교과서에 실린 영미문학 분야에서 어느 장르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①소설( 30 ) ②단편소설( 24 ) ③수필( 20 ) ④희곡( 2 ) ⑤시( 24 )

10) 그 이유는?(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소설: 여러 가지 소재로 다양한 생활경험과 연관이 있는 인물과 사건, 대사들이 많아서.

②단편소설: 분량이 짧아서 지루함이 없고 스토리가 명쾌한 것 같아서.

③수필: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쓴 것 같아 직접 느낌이 와 닿는 것 같아서.

④희곡: 대화로 되어 있고 마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⑤시: 우선 분량이 짧고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서.

11)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배운 영미(단편)소설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①2개 이하( 50 ) ②약 3～4개( 40 ) ③약 5～6개( 4 )

④약 7～8개( 4 ) ⑤약 9～10개( 2 )

12) 교과서에 수록된 영미문학작품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수록되기를 원하는가?

①그렇다( 45 ) ②지금이 좋다( 44 ) ③줄여야한다( ) ④잘 모르겠다( 11 )

13) 교과서에 실린 영미(단편)소설이 전체가 아닌 일부 발췌라는 사실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필요하다면 줄이는 것도 괜찮다( 74 ) ②안 된다( 14 ) ③모르겠다( 12 )

14) 영미문학작품을 교과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매우 만족한다( 4 ) ②괜찮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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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60 ) ④상관이 없다( 20 )

15) 영미(단편)소설 중 우리말로 번역된 작품을 읽은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작품명과 작자를

써보시오(가장 감명 깊었던 것).

①있다( 65 )---작품 명: 작가 (Silas Marner: George Eliot, The last leaf/The Gift of the

Magi: O. Henry, Tess of the D'Urbervilles: Thomas Hardy, The Scarlet Letter:

Nathaniel Hawthorne, The Good Earth: Pearl Buck, The Old Man and the Sea::

Hemingway, The Prince and the Pauper/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Mark

Twain, The Moon and Sixpence: Somerset Maugham, Jane Eyre: Charlotte Bronte,

Daddy-Long-Legs: Jean Webster, Sherlock Holmes Stories: Arthur Conan Doyle,

Agatha Christie's Short Stories: Agatha Christie, Love Story: Erich Segal, Moby Dick:

Herman Melville, Wuthering Heights: Emily Bronte, Rich Man, Poor Man: Irwin Shaw,

Little Snow White: J. & W. Grimm, Jonathan Livingston Seagull: Richard Bach,

Treasure Island: Robert Louis Stevenson, Robinson Crusoe: Daniel Defoe, Peter Pan:

James Matthew Barrie, Uncle Tom's Cabin: Harriet Stowe etc.-- 이 상은 중복된 것도

포함)

②없다( 35 )

16) 영미(단편)소설 중 원서(영어로 된 책)로 읽은 작품이 있는가? 있으면 그 작품명과 작자를

써보시오(개작된 것이나 축약 또는 번안된 것도 포함--중복된 작품도 있음)

①있다( 36 )---작품 명: 작가 (Gulliver's Travels: Jonathan Swift, Robin Hood:

Anonymous, Fifty Famous Stories: James M. Baldwin, The Adventure of Tom Sawyer:

Mark Twain, Jonathan Livingston Seagull: Richard Bach, etc.).

②없다( 64 )

17) 영미작품을 원서 또는 우리말로 읽은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매체의 선전 때문에( 28 ) ②친구의 권유로( 42 )

③제목을 보고( 23 ) ④고전 내지는 정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28 )

⑤텍스트(교과서나 다른 참고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79 )

18) 읽은 영미(단편)소설 중에서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왜 그 부분이 생각난다고 보는가?

①인물( 20 ) ②플롯( 10 )

③배경( 10 ) ④전체적 분위기( 20 )

⑤언어구사( 10 ) ⑥위의 자료를 종합한 전체적인 구성 면에서( 30 )

19) 어느 주제의 영미(단편)소설을 주로 좋아하는가?(중복되어도 좋음)

①애정( 38 ) ②모험( 8 ) ③추리( 18 ) ④유모어( 38 ) ⑤생활경험( 30 )

⑥괴기소설( 10 ) ⑦우정( 24 ) ⑧공상과학( 16 ) ⑨미스테리( 18 )

20) 영미(단편) 소설이 다른 장르(영화, 뮤지컬, 연극, 애니메이션)로 개작되어 발표된 것을 알고

있거나 감상한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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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알고 있거나 감상한 적이 있다( 38 ). 작품 명(The Scarlet Letter, The Great Expectation,

Wuthering Heights, Jude the Obscure, The Sun Also rises, The Titanic,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The Adventures of

King Arthur, The Passage to India, Tarzan, Jungle J im, Kim, Emma, Pride and

Prejudice, The Jaws, Gone with the Wind, Love Story, Treasure Island, The Sun Also

Rises, The Scarlet Letter, Rich Man, Poor Man etc.).

②모른다( 62 )

21) 영어로 문학적인 글을 시험삼아 써 본적이 있는가?

①있다( 20 )--- 장르 명: 분량(서간문: 25매, 운문형태: 3편),

②없다( 80 )

부록 2

활동 후 설문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교과서 외 문학텍스트를 학습해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존에 받

아왔던 수업 방식과는 다소 색다르게 다루어진 활동에서 학습 면이나 학습 방법에 대하여 경험

하였거나 느낀 점을 솔직하게 써보시오. 진솔한 생각을 듣기 위하여 서술형으로 제시했으니 생

각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1) 본 수업의 전개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2) 본 수업의 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3) 본 수업의 자료(교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4) 본 수업이 학생에게 준 언어학습 측면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보시오.

(1) 듣기 측면:

(2) 말하기 측면:

(3) 읽기 측면:

(4) 쓰기 측면:

(5) 기타 측면:

5) 본 수업에서 특히 기억이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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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수업에서 개선할 점이 있었다면 말해보시오.

7) 영미 문학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바라는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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