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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학 작품은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매체이다. 특히 사실주의 문학작품
은 그 시대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은 사실주의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통해서 환경적인 이미지, 언어, 문화 등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생
활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한국
작가들에 의해 쓰인 사실주의 그림책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대 아동들의 생활 문화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첫째, 음식이 간편화되고 주거 공간이
개별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생활문화의 특징은 다른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의 사회생활문화인 놀이의 특징은 놀이 공간, 놀잇감, 놀이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실외에서 친구들과 놀기 보다는 주로 실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사람간의 유대와 같은 정신생활문화의 부분은 자연과
이웃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과 단절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현대의 아이들은 자연과 이웃, 가
족관의 관계에서 소통뿐 아니라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실주의 그림책에서 아동의 생활 문화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문화의 특징 즉,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문화를 경험하며 생활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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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란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사적, 물질적 환경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하고 전승하며
창조해 나가는 것으로, 한 사회나 집단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 옷, 거주 공간 등을 비롯
하여 풍습, 종교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박인선(2008)은 문화의 내용을 정신문
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제도문화, 문화제, 학문, 산업기술로 구분하여 살폈는데, 이
중 생활문화란 의, 식, 주 등과 관련하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문화로서의
기본생활문화, 놀이와 같이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문화로서의 사회생활문화, 그리고 인간의 삶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계나 자연에 대한 인식, 가족이외의 더 넓은 대상과의 관계
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정신생활문화 등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장경은(2001)은 문화내
용이란 단계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표층문화와 심층문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때 표층문화란 현대의 일상문화, 보편적인 생활양식, 일상적 행동유형과 같이 아동들
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생활문화를 말한다. 아동기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는 가운데 표층문화 습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생활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아동들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지만,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문학작
품을 통해서 문화를 간접 체험하기도 한다. 이때 그림책은 글 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 독자가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적인 이미지(Reisberg & Han, 2009; Wasta, 2010), 언어(Chappell &
Faltis, 2007), 과거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문화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는 매체로서 의미가 있다. Short(2009)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아
동들이 이야기에 반영된 경험을 해석하고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면, 자국에 대한 문화를 탐
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이야기 속에 표현
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하는 가운데 생각을 키우고 해석하기도 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해 나
가게 된다. 이렇게 그림책은 아동들을 위한 문화전달 매체(최수경, 최윤정, 안소영, 2009)로서
다양한 문화적 이미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문학적 측면뿐 아
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매체이다(허지나, 문철, 2010; 오연주, 김금희, 2010; Bainbridge
& Wolosko, 2001). 그림책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도 특히 사실주의 그림책은 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사회의 변화요인을 가장 민감하게 다룬다. 그래서 Jobe(2003)은 아동
들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사실주의 그림책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한국 그림책(국내 글 작가와 그림 작가에 의해 씌어진 그림책을 한국 그림책이라 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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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독특성과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
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작가의 그림책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의 번
역 출판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한국 그림책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
는 영예를 안으며 세계 그림책 시장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그림책계의 업적
은 한국 그림책의 질적인 성장과 출판의 활성화의 결과로서 외국 번역그림책이 주를 이루고
있던 국내 출판 시장에 한국 그림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한
국 그림책의 성장과 출판의 증가로 아동들은 한국 그림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날로 늘어나
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
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그림책을 대상으로 문화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신세니, 조희숙(2012)은 그림책에 아동들의 문화가 반영될 수 있으
며, 이러한 분석이 아동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후 아동의 문화에 대한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국내 그림책 분석 연구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분석(권
오원, 2011; 박영학, 2008; 최경희, 2011), 전통음식문화(이기현, 2004) 혹은 전래동화 속에 나타
난 가족형태 및 가족 관계(이경민, 현은자, 2005)를 살펴보는 등 주로 한국의 풍습과 같은 전통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아동들의 한국 전통문화 이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현대의 문화 분석은 다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그림책 내용 분석이 대부분일 뿐, 현대 아동들의 생활 문화 내용을 살펴
본 연구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작가들의 사실주의 그림책의 글과 그림에서 아동의 생활 문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읽기를 시도하는 부
모와 교사들에게 아동들이 그림책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생활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책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작가와 출판관계자
들에게 그림책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시켜 그림책의 창작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한국 사실주의 그림책에서 현대 아동의 생활문화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통해서 한국 그림책에 나타난 현대 아동들의 생활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서를 선정하였다. 1차로
2011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출간된 한국 그림책들 중에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추천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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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266권의 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형 서점과 어린이
도서관에서 직접 그림책을 찾아 읽어보면서 절판된 책, 환상그림책과 정보그림책을 제외한 사
실주의 그림책은 20권이었으며, 이 가운데 배경이 삭제되었거나 추상적 그림 양식으로 묘사하
였거나 한복을 입고 초가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은 도
서를 배제한 14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그림책 목록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사실주의 그림책 목록

구분

제목

저자
글

그림

출판사

출판년도

1

달려 토토

조은영

조은영

보림

2011

2

헤어드레서 민지

정은희

정은희

상출판사

2007

3

세 엄마 이야기

신혜원

신혜원

사계절

2008

4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선현경

비룡소

2004

5

우리가족입니다

이혜란

이혜란

보림

2005

6

나의 사직동

한성옥

김서정

보림

2003

7

행복한 우리가족

한성옥

한성옥

한울림어린이

2006

8

바빠요 바빠

윤구병

이태수

보리

2000

9

뒷집 준범이

이혜란

이혜란

보림

2011

10

내거야

정순희

정순희

창비

2011

11

용돈 주세요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07

12

지하철을 타고서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06

13

들꽃아이

임길택

김동성

길벗어린이

2008

14

내 동생 김점박

김정선

김정선

예림당

2008

글과 그림의 조화로운 역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그림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글과 그
림으로 표현된 내용 전반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 때 분석의 단위는 장면을 기준으로 하였
다. 선정된 사실주의 그림책 내용 속에 나타난 생활문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문화체육관광
부(2009)에서 선정한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100대 민족 문화 상징’을
바탕으로 그림책의 이미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요소를 살폈다. 그리고 100대 민족문
화상징에서 배제되어 있는 효와 같은 정신생활문화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의, 식, 주 문화를
살핀 기본 생활 문화, 놀이와 같은 사회생활 문화, 효와 같은 가족 간에 혹은 이웃 간의 관계
방식을 살핀, 정신생활 문화를 살핀 최경희(2011)의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 한국 사실주의 그림
책에서 보이는 현대 아동의 생활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현대문화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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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는 바, 전통 문화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분리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바탕으로 현대에서 변화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실주의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반
복적으로 읽는 가운데 ‘의식주 생활환경의 변화’,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 ‘놀이의 변화’, ‘사회
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아동이 주변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반복된 논의를 통해 ‘급변하는 생활환경’, ‘전원으로의 복귀’,
‘가족관계의 다양화’, ‘관계 속 역할 다하기’, ‘놀이의 변화’, ‘주변과의 공유와 나눔 그리고 단절’
이라는 주제어를 이끌어내었고, 이는 최종적으로 ‘음식의 간편화, 공간의 개별화’, ‘놀이 그리고
대상의 제약’, ‘공유와 소통 그리고 단절’이라는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 작가가 쓴 사실주의 그림책에는 작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서 기
본적인 생활 문화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글과 그림 속에서 반영되었다고 보고, 이 안에서 현대
아동들의 생활문화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음식의 간편화 그리고 공간의 개별화
생활하면서 기거하는 주거 공간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작은 주택에서의 삶은 개인적 공간으로의 명확한 구획보다
는 함께 어우러지며 공유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뒷집 준범이>에는 세 가구의 가족들이 하
나의 뒷마당을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다. 마당에는 나무로 만든 평상이 있다. 평상은 어느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 가족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세 가정의 아이들은 평상에서 함께 놀이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노는 평상 주변에서 아이를 지켜보기도 하고 이웃 간에 이야기를 나
누기도 한다. 글에는 ‘앞집 아이들은 뭐든지 같이 합니다. 유치원 갈 때도 같이 가고, 집에 올
때도 같이 옵니다.’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렇게 마당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가옥의 형태에서
아이들은 이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주거 생활의 변화는 많은
주변과의 관계방식을 바꾸어놓고 있다. 개인의 공간으로 칸칸이 나누어진 아파트는 공동의 공
간을 통해 자연과, 이웃과, 가족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생활보다는 공동보다는 개인이 우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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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이다. <나의 사직동>은 변화를 겪는 도시로서 사직동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집단적인 정감어린 정서가 지배하던 사직동 거리에 재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
면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집이 헐리는 변화를 겪으며 침술소나 한옥집과 같은 익숙했던 주변
공간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인가’ 현수막과 폐업대처분 벽보가 붙고, 이내 타워크레인에 의해 추
억이 깃든 정든 동네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사직동에 살던 주인공은 쇠갈퀴가 뱃
속을 긁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사직동 129번지 대신에 모닝펠리스 103동 801호로
바뀐 도로 명칭과 거리의 모습들은 예전의 사직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사직동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끔 한다.
이러한 주거환경은 음식문화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현대는 가공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즐
기게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기보다는 식당을 찾아 간편하게 즐김으로써
점차 가정식보다는 외식의 횟수가 늘어나는 식사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 생활에서 먹는다
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집마다 엄마들은
가족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해 엄마만의 손맛으로 독특한 입맛을 발전시켜왔으나 바쁜 현

대 생활로 인해서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전통식보다는 간편하게 만들어진 획일적인
먹거리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의 입맛은 획일적으로 만들
어진 음식들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외식을 선택한 가족은 식당의 탁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빠르게 식사를 마치게 된다. 우리 가족만의
공간에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식당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테이블이라는 한정
된 공간에서만 식사가 허락되며 다른 가족들과의 분리가 보장되지 않아 식사시간이 다소 소란
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해야 하는 긴장된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우리 가족>에서 나들이를 마친 가족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 간단히 식사를 한다.
그들은 밥 먹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옆자리 꼬마 때문에 가족만의 식사시간을 방해받고 눈살
이 찌푸려지는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한다.
점점 구획된 구조로서 아파트의 단절된 공간 속에서 어머니의 정 혹은 자연의 자연스러움보
다는 인위적인 인스턴트 음식으로 한끼를 해치우는 바쁜 도시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욱 강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귀농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
으로 전원생활로 되돌아가려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그림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자연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
면서 자연으로 돌아가 직접 야채를 재배하여 웰빙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의 먹거리와 식사시간, 공간의 의미가 새롭게 재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세엄마 이야기>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공간을 옮겨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그것
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건강을 위한 먹거리를 갈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는 가공품으로 넘쳐나고 먹거리가 풍부해진 현대의 소비적인 식문화에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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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있는 또 다른 식문화이며 적극적으로 생활공간의 변화를 꾀하여 전반적인 생활방식
의 틀의 교체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2. 놀이 그리고 그 대상의 제약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사회생활문화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의 주된
매개물인 놀이공간, 놀잇감, 놀이 대상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뒷집 준범
이>에서 공주네 집의 공주, 충원이네 집의 남매, 강희네 집의 남매 이렇게 세 집의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한다. 가옥의 특성상 아이들은 뒷마당에서 함께 논다. 마당이라는 공동
의 공간에는 평상이 놓여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의 공간과 친구, 그리고 놀이의 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당에 있는 평상은 벽이 없는 아주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서, 종이접기, 병정놀이, 물총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하
게 하고 친구 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강아지까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병
정이 되어 평상 위를 기어 다니기도 하고, 쿵쾅거리고 소리도 지르며 몸을 서로 부대끼며 놀이
를 한다. 뒷마당에서 신나게 떠들며 노는 아이들은 뒷집에 사는 준범이에게도 함께 놀자고 손
짓하고 이내 준범이 방으로 모두 들어가 함께 논다. 아이들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강아지까
지 모두 가지고 준범이의 방으로 장소를 옮겨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놀이를 한다. <뒷집
준범이>에서 마당과 그곳에 놓여 있는 평상이라는 공동의 공간은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타
인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당은 누구
나 함께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인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만든다. 때로 아이들은 함께 있지만 각자의 병행놀
이를 하다가도 때로는 함께 하는 협동놀이를 하는 등 놀이의 형태가 시시때때 변한다. 아이들
의 놀이는 장난감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준범
이는 조용히 창문을 통해 앞집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은 준범이에게 손짓하며 서스럼없이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 하자며 놀이를 시도한다. 급
기야 아이들은 놀잇감을 잔뜩 들고 ‘준범아, 놀자.’라며 준범이의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강희엄마는 준범이가 친구들의 노는 모습을 내다보았던 창문을 통해 자장면을 넣어준다. 준범
이와 아이들은 준범이 방에서 먹거리를 나누어 먹고 놀잇감을 공유하며 단독놀이, 병행놀이,
협동놀이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보이고 있다. 준범이와 아이들은 서로를 구별하지 아니하
고, 서로의 삶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간을 공유하고 장난감을 이용하여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주거공간 중 아파트는 개인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구조로서, 이웃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주택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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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로 나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집안에서 혼자 혹은 형제간에 노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
다. 현대의 아동들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놀잇감을 지녔지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
다는 아이러니 속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방과 같이 자연과 단
절되고 제한된 공간만이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허락되었고, 놀이대상도 우연히 만들어지기 보
다는 이미 약속된 한 두 명의 친구, 형제자매 혹은 애완동물만이 놀이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없거나 혹은 한, 둘 정도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놀이대상들과 함께 놀이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모델링을 경험하지 못하기
도 한다. <내거야!>는 처음 만난 두 아이가 어울려 놀이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로
어떻게 함께 놀이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새미네 집에 온 강희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놀잇감을 혼자 가지고 놀려고 하고, 새미는 강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마다 “내거야”라며 빼앗
는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둘은 화를 내고 싸우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뿌린
물에 우연히 서로 젖게 되는 계기는 두 아이를 비로소 함께 놀이하게 한다.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놀잇감만에 의존하여 노는 아이들은 서로의 소유욕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겪
는다. 이 때 새미와 강희는 각자의 영역에 따로 놓여 있다.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서로
의 공간으로 장난감을 들여올 뿐이다. 이 과정에서는 놀이보다는 갈등이 유발되었다. 그러나
물이 담긴 커다란 대야 안에 함께 들어갔을 때 새미와 강희는 서로 몸을 부대끼며 즐거워한다.
여기에서 놀이는 놀잇감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즐거움을 공유할 때 비로
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헤어드레서 민지>의 민지는 형제가 없는 듯하다. 엄마의 화장대 앞에서 강아지와 함께 미
용실 놀이를 한다. 민지는 혼자 상상놀이를 시작한 것이다. 동네에서 본 미용실의 모습들을 떠
올려 상상하며 놀이 친구로서 강아지를 손님으로 설정하고 미용실 놀이를 한다. 민지는 강아지
를 거울 앞에 앉히고,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지 묻고,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파마약을 바르고,
강아지의 머리털에 크레파스 그루프를 말고, 머릿수건을 씌우고, 머리 손질을 해준다. 상상놀이
는 아동들의 대표적인 놀이로서, 아동들의 인지 및 경험 수준을 반영하는 놀이 중의 하나이기
도 하다. 아동들은 자신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상상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
게 된다.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현대 아이들에게 강아지는 놀이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생활주
변에서 본 다양한 어른들의 모습들은 상상 놀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지가 하고 있는 놀이 주제는 엄마와 들렀던 것으로 보이는 미장원에서의 파마놀이이다. 집이
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장난감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를
이용한 운동놀이보다는 상상 놀이가 더 많아지고 있다. 놀이 대상이 없이 혼자일 경우는 더더
욱 그러하다. 발달적으로 신체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아동기임에도, 아동들이 충분히
뛰어 놀 수 없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놀잇감을 이용하여 혼자 놀이하고 있는 모습은 현대 아
동들의 놀이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 26 -

한국 사실주의 그림책에 표현된 아동의 생활문화

그리고 <달려 토토>에서 주인공은 자신만의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경마장에 간다. 손에는 장난감조차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행동들 속에서
주인공은 아동 특유의 시각으로 말을 관찰하며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이 경마장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친구도, 가지고 놀 놀잇감도 없으며, 어른들
의 놀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마장에서 어른들 틈에 끼여 앉아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
이는 처음에는 경기장의 말을 자신이 사랑하는 인형 토토와 동일시하여 애정을 갖고 말을 관
찰하였으며 그 중에서 인형 토토와 닮은 말 토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러나 점차 아이의 눈
에 수많은 말들은 다 똑같은 대상으로 그저 달리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놀이의 반복으로 그마저도 흥미를 잃은 것이다. 아무런
배려를 받지 못하고 어른들의 공간에서 그저 놓여 있는 외로운 아이의 모습인 것이다.

3. 공유와 소통 그리고 단절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공생의 공동체 생활문화를 이루며 힘든 일은 서로 협력하고 돕고 좋
은 일은 함께 즐기고 어려운 일은 나누는 풍습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에서 각자
의 가정을 이루며 따로 살지만 같이 공생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맺음은 사
람과 자연, 이웃, 가족 등 다양한 대상들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소통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마다 다른 고유의 정서를 형성하고 자연과, 이웃과 그리고 가족 내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 자연과의 소통 혹은 단절

<바빠요 바빠>는 수확할 거리로 바쁜 풍요로운 겨울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농촌 가을의 모
습을 보여준다. 수레에 수확한 옥수수, 콩, 홍시와 고추를 싣고 가는 할머니,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돌아다니는 닭들, 알
밤을 줍는 아이와 알밤을 함께 모으는 청솔모, 마당에서 콩을 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도와
서 멍석 밖으로 떨어진 콩을 줍는 아이와 흩어진 콩알을 먹는 생쥐, 감을 따는 아빠와 할아버
지, 곶감을 만들기 위해 감을 널어놓는 엄마와 떨어진 홍시를 쪼아 먹는 까치 등은 자연의 수
확물인 곡식을 사람과 동물이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이며 교감의 모습이다. 엄마와 아빠, 할머
니와 할아버지, 마루와 동물들은 자연이라는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바쁘게, 그러면서도 평온하게 삶을 공유하고 수확물과 풍요로움을 교감하고 있다.
그러나 <달려 토토>에는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놀이 대상으로 말이 등장
한다. 말은 더 이상 자연을 달리는 말이 아니라 경마를 통해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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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관람석에서 그저 달리는 말을 바라볼 뿐이다. 사람들은 자
연을 그대로 즐기기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연을 공유하고 즐기고 함께 하
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보게 됨으로써 사람과 자연물인 말은 서로 교감
하지 못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함께 경마장을 다니던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말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고 말을 한다.
다음 주에도 또 그다음 주에도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경마장에 갔다.
그런데 점점 지겨웠다.
그리고 나는 토토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사실 토토를 다시 본다 한들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말들이 다 똑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달려 토토>의 마지막 장면에서

위 지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말 인형과 닮아 동일시한 토토와 직접
교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바라보기만을 반복하게 되자, 처음에는 다른 말들과는 다른 특징
을 지니고 있는 토토를 통해 즐거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교류하지 못하고 결국 말들이 모두
똑같게 인식되어 말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고 말은 단지 경마를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아이는 토토로 인해 느끼는 즐거움은 일방적이고
그저 바라보는데서 그쳤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였다.
경마를 보며 즐기는 사람들 역시 그러하다. 사람들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는다. 그저 앞만을 쳐다보고 앉아있을 뿐이다. 경마장이라는 같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
가는 현대인들의 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이웃 간의 소통 혹은 단절

공동체로서 이웃과의 관계는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맞이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란 우리가 공동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이나 감정을 갖
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림책 <뒷집 준범이>와 <들꽃 아이>에서 우리는 개인이나 가족을 넘
어서서 이웃과의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돋보이는 우리의 인식문화를 볼 수 있다. 이웃
들이 평상이라는 작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음식을 나눠먹고 경험을 함께 나눈다. 마당을 통해
이웃과의 왕래가 손쉬운 구조에서의 주거 생활은 이웃집 아이들이 마당에 모여서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노는 놀이를 가능하게 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 놀잇감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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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도 하고, 형제 없이 홀로 있는 준범이에게도 함께 놀기를 권유하는 등의 자유로운 소통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들꽃 아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작은 마을에 사는 아이
의 가정을 찾은 선생님은 잠을 설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한다. 마을을 찾은 선생님은 단순히
보선이의 가정방문한 선생님일 뿐 아니라 이웃 공동체로서 마을을 찾은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
는다.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을 개인적인 공간인 집 안이 아니라 공동의 공간으로서 마당에서
맞이하였고, 멋들어지고 거하게 만든 음식이 아니라 평상에 감자떡, 메밀묵, 옥수수술과 같은
직접 땀으로 수확한 재료로 만든 정성과 향기가 그대로 배어 있는 음식을 차리고 선생님을 향
한 꿀 대접 속에 음식을 나눠먹고 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구성
하고 있는 맛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행위이며(김영순 외, 2004) 강한 메시지를 품고 있
는 소통이다.
그러나 ‘가족’을 벗어난 더 큰 단위에서의 공동체로서, 개인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나
이웃, 집단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강한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이
웃을 포함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의 사직동>은 재개발이라는 현상을 통해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점차
개인이나 가족주의로 변화하게 되는 환경적 맥락으로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음식과 같은 무언가를 나누며 이루어지는 소통의 기회가 단절될 것이 예견되
는 환경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체보다는 가족 간의 유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오히려 주변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었다. 즉, 가족이나 개인에 집중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우리 가족>에서는 여가를 즐기
는 모습이 주변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참여가 주를 이룸으로써 많은 이들
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만 서로 눈마주침도 없이 무관심 속에서 함께이지 못한 관계를 유지
함으로써 소통 단절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소연이네 가족을 통해 이웃에 대한 고려
나 배려가 없이 자신의 가족만의 이익과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소연이 가족은 필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독점하기도 하고 마트
에서는 줄을 맡아놓는 등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연이 가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빠는 운전 중 불법유턴하고 과속하며 핸드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장애주
차공간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공공장소인 미술관에 도착해
서 역시 소연이네 가족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방해한다. 소연이는 미술
관 안에서 뛰어다니며 놀이를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제지시키지도 않는다. 소연이네 가족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우리는 소연이네 가족을 통해 오직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밖에 안중에 없는 이기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된다. 즉 한 가족의 하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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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유보다는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가족의 모습
을 통해 주변과 단절된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외로운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3) 다양한 가족관계 속에서의 소통 혹은 단절

아동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은 가족이다. 가족은 모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이다. 현대 사회의 다변화로 가족 형태와 관계 역
시 매우 다양해지며 변화를 겪고 있다.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관
계에 있어서도 핵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국제결혼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가족문제와 갈등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동들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등 정신적인 유대감이나 소통 등의 정신 생활문화도 변화하고 있
는 것이다.
<이모의 결혼식>은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탄생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
이의 시각에서 결혼식이라는 가족 축제를 통해 외모가 다를 뿐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아 불
편하고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낯선 이방인으로서 이모부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낯설기만 한 파란
눈의 이모부를 낯선 공간인 그리스에 방문하여 만난 서니는 모두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며 음
식을 나누어 먹고 소통을 위한 시간과 경험을 나누며 점차 이모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외형적인 형태로서의 가족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현대에는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늘면서 가족
구성원의 의미를 새로 쓰고 있다. <내동생 김점박>에서 동생이 없었던 서니는 동물병원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에게 가족의 성인 ‘김’을 붙여서 ‘김점박’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성까지 붙
여 줌으로써 정말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서니와 점박이는 TV도 함께 보
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등 생활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 점박이를 정말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
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사회에
서 가족 내의 단절과 외로움을 동반자로서 개와의 유대감을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족애의 범위를 혈연이라는 범위에서 확장시켜 함께 삶을 공유하
며 애정을 주고받는 대상으로서 동물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변화된 가
족에 대한 사고 및 정서의 방식이다.
또한 점점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면서 핵가족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병
들고 노령화된 조부모 부양의 방식 역시 별개일 수 없는 당면한 현실이다. <우리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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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따로 살던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아이의 시
선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부모 부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름으
로만 익숙해져 있던 ‘할머니’, 게다가 치매라는 병까지 앓고 있는 할머니가 어느 날 불쑥 나타
나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아이는 낯설고 불편하기만 하다. 할머
니가 이상한 행동으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것도 싫고, 거기에 말도 통하지 않는 할머니
와 함께 먹고 싶지도 함께 자고 싶지도 않다. 처음 주인공 아이는 마음에서 할머니를 밀어내기
도 하지만,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애정을 느끼게 되면서 아이는 서서히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 병든 부모를 힘겹지만 보살피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시선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렇듯 사실주의 그림책에서 보여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가족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가족 관계 안에서 느끼는
사고와 정서 같은 정신적인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 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관계에서 어떠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
고 있는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작가들이 쓴 사실주의 그림책의 글과 그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대 아동
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 문화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들이 이른
시기부터 보게 되는 사실주의 그림책은 은연중에 작가에 의해 한국사회에서 오늘날을 살아가
고 있는 우리 삶의 생활 모습 전반을 글과 그림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할 뿐 아니라 현대 아동
들의 삶이 여러 복합적인 사안들과 결부되어 있어서 급변하는 주변 환경과 구성원들과의 관계
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논의점을 찾고자 한다.
첫째, 한국 작가가 쓴 사실주의 그림책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한국사회의 변화하
고 있는 의, 식, 주를 반영하는 기본생활문화, 아이들의 놀이형태를 반영하는 사회생활문화,
자연이나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과 관련된 공동체의식을 반영하는 정신생활문화 등 다양한
문화의 요소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맥락적 공간이다. 오문자 외(2012)는 아동
들은 사물과 공간, 놀이행위, 구성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관계맺기를
시도하고 그 참여 양식을 변화시켜가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주의 그림책에서 보여주는 글과 그림을 통한 이미지들은 아동들에게 현대 공동체 문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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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정(情)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행동특성이며, ‘나’보다
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한 민족으로서 ‘우리’라는 개념도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도시화, 핵가족의 현대 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의식주 생활
방식, 놀이 방식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방식에 영향을 주며 현대 아동들의 변화된 생활문화를
구성해나가도록 하였다. 김은희(2008)는 아동들은 부모, 형제, 이웃, 교사, 친구, 지역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생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현대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다양한 생활문화 내용들을 사실주의 그림책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경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림책에서 발견하게 되는 물질적인 환경으로서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과 같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는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사실주의 그림책을 문화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하겠다.
둘째,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현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어 주는 사실주의 그림책을 통해
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화의 생활모습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모나 교사들이 그림책을 통해 아동들과 읽기 경험을 함께 하는 동안 아
동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우리 문화를 살피는 교육은 주로 전통문화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인선
(2008) 역시 지금까지의 문화교육은 전통적인 문화나 외적인 문화 산물에 치우쳐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뿐 아니라 현대 문화를
적절한 비율로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실
생활과 관련된 현대의 일상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아동들에게 그
림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생활 방식 즉,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는 자신이 어떤 주
거 공간에서 어떤 놀이를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정서를 가지고 타인과 교류하며 살고 있는지
를 인식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 혹은 타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서 관심을 갖고 더 한층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은 일찍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성장하고
있다. 성장기에 접하게 되는 이미지와 정보는 평생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 아동들에게 문
화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에의 잦은 노출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이미지 홍수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타문화 뿐 아니라 자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발
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어야 할 때이다. Messaris(1994)는 특정 이미지에 친숙해진다는
것은 문화의 시각적 유산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정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읽기는 아동들에게 역사적 이미지를 통한 사회발달과 현 사회에 지배적인 특정 이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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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습적 함의를 알게 된다는 교육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바, 아동들에게 있어 시각문화를 이끄는
가치가 있는 시각매체를 다루는 능력의 의미로움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Short(2009)는 아동들은 주변국의 문화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우선 자신의 문화
를 탐구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문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그림책과 같은 문학을 통하여 가능함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의 문화 교육의 내용
과 그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전통 뿐 아니라 현대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변화하는 가운
데 새로운 문화 형성을 돕고 앞으로 더 좋은 문화를 미래에 전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책을 통해 아동들을 위한 전통 뿐 아니라 현재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
구된다 하겠다.
셋째, 한국 사실주의 그림책에서 아동들이 우리 문화만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실주의 그림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모
습이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으나, 아쉬웠던 점은 현대를 이루고 있는 한국 문화
의 독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아동들은 그림책을 통해 우리 문
화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성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실주의 그림책에서
는 현재 빠른 속도로 서구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무방비적으로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서 전통문화가 자연스럽게 현대 문화와 결합하여 우리 문화 특유의 이미지를 형성해나가고 있
는가에 대하여 깊은 고찰이 요구되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문화체육관광부, 2009)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 무궁화와 같은 민족 상징, 고인돌과
같은 역사적 상징, 한복, 색동, 다듬이질과 같은 의생활 및 김치, 떡, 전주비빔밥, 고추장, 된장
과 같은 식생활을 보여주는 생활 상징 등 글과 그림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적 특징들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출간된 사실주의 그림책들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극히 제한적으
로 표현되어 있었다. Andrew(2010)는 아동들의 문화적 심상을 키우기 위해 그림책에 문화적
이미지를 그려넣음으로써 아동들에게 자주 반복적인 노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
다. 그림책은 아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적 심상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독특한 자신
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들을 위한 그림책에서 자국의 문화이미지가 어떻
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으며(Bainbridge & Thistleton-Martin, 2001; Jobe, 2003; Joyce
& Judy, 2001), 아동들을 위한 문화 요소를 확립하고 그림책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적
이미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여 현대의 그
림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출간되고 있어서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허지나와 문철(2009)은 작가들이 그림책에 표현되고 있는 이미지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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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 이미지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작가들 역시 그림책을 쓰거나 그릴 때에 우리 현대 문화의 이미지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탐색
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실주의 그림책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어떻게 문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개발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 문화 외에 그림책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현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찾고, 아동을 위한 한국 문화의 독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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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Children's Living Culture
in the Korean Realistic Picturebook
Shim, Hyang-Boon
Choi, Kyoung

Literary works are an important medium letting readers encounter and understand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 country. Especially, literary works of realism include stories which occurred or could have
occurred in the period. Therefore, children can encounter environmental image, language, culture, etc.
through the writings and pictures of realism picture books and widen background knowledge for life and
culture of the society. Therefore,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examine how living culture is expressed
by analyzing realism picture books written by Korean writers over a period of about 10 years. It was
discover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at characteristics of basic living culture is
simplified food and personalized living space, and it affects a different way of life. Second, play space,
toys and playing objects for children were very limited. Children play alone or with toys without
playmate in a room, while children are merrily playing with playmate outdoors. Third, moral culture in
modern society is showed by communication or severance with nature, neighbors and family. Children
experience severance of relations as well as communications with nature, neighbors and famil in many
way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let readers recognize characteristics of modern living culture by
examining children's living culture was reflected in korean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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