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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이 글은 우리의 옛이야기가 현재 어린이 문학의 중요한 장르를 차지하는 전래동화에
어떻게 재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피는 과정의 일한으로 진행되었다. 옛이야기 전달과 수
용이 시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그 시대에 맞는 재화는 어쩔 수 없는 구비문학적
요소임을 감안하여 재화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 전래동화에 대한 장르규정이 명확히 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본고에서는 설화를 근간으로 하여 아이,
어른 구분 없이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가능한 동심에 적합하도록 글말로 정착된 이야기로 보겠다(조
성숙, ｢전래동화 장르론｣, 교육이론과 실천｝제15권,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5).
** 충북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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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는 옛이야기가 ‘말하기’ 문화가 아니라 ‘읽기’, ‘보기’ 문화임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요즘은 출판문화에 의해 좌우되는 어린이 전래동화 수용과정을 고려해 연구에서
제외되어 온 상업적 목적 출판물을 연구의 텍스트로 삼았다. 상업적 성격이 짙은 출판
물일수록 어린이에게 보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화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 즉 해학적 요소들을 찾아
보았다.
연구 결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우화적 요소, 상상적 요소를 시각화시킨 그림 요
소, 우리말의 위트와 반복을 통한 언어적 요소, 어리숙한 행동, 지나친 욕심이 빚어내는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통한 행위적 요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판타지 요소 등이
나타났으나 재미를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우화적 요소에서는 비
논리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그림 요소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언어적 요소에서
는 인물의 명명과정에서 좀 더 진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행위
적 요소에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옛이야기의 기법을 비교적 잘 계승하고 있으나 여러
모티브를 합성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실패
한 경우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판타지는 옛이야기에 많이 나타나는 요소지만 지나치게
보편적인 작품들을 선정한 경향이 보인다. 전집류를 기획하면서 작품 선정에 좀 더 신
중함을 요한다.
전래동화는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대로 쓰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하지만 제일 중
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그것을 읽고 우리 조상들의 사상이나 생활상을 연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해 재미있는 글을 쓰는 것은 당연
하다. 하지만 재미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어린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제어 : 전래동화, 읽기와 보기, 우화적 요소, 그림 요소, 언어적 요소, 행위적 요

소, 판타지 요소, 어린이

1. ‘들려주기’ 시대에서 ‘읽어주기’ 시대의 전래동화
1) ‘읽어주기’, ‘보여주기’ 시대의 전래동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이다. 마땅히
놀 것도 볼 것도 없던 시대에서는 할머니,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자장가였으며 상상의 즐거움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들려주는 이야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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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그려보고, 배경도 상상했으며 나름대로 무섭고 슬프고 웃기는 즐거움
을 만끽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와 함께하는 즐거
움이었다. 이렇듯 옛이야기는 말의 이야기문학이다. 그러나 단순히 말하고
듣는 이야기문학이 아니라 들려주고 들어주는 이야기문학이다. 말하기와
듣기가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들려주기와 들어주기는 상호작용적인 것이
다.1) 들려주는 이야기꾼은 들어주는 청중에게 같은 이야기 말하고 듣지만
각기 자신이 만들어 낸 인물을, 느낌을 즐기게 된다. 이때 들려주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의 표정을 읽고 내용이나 어조를 변화시켜 그 상상의 정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라 옛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요즘 옛이야기는 말하기가 아닌 읽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읽어주
는 부모도 듣는 어린이도 같은 인물, 같은 배경을 본다. 즉 읽기와 듣기가
‘보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호랑이의 입 벌린 모습도 같고, 방귀뀌는
며느리의 표정도 같다. 우스꽝스러운 바보의 천진함에 미소 짓고, 의성어와
의태어가 주는 언어적 장치에 흥이 나기도 한다. 많은 전래동화책이 글과
그림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 대상 전래동화는 그림
을 통해 보여주는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글 텍스트는 사건의 서사
를 맡고, 그림텍스트는 인물, 배경의 묘사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
로 읽어주고 보여주는 어른이나 듣고 보는 어린이는 모두 작가가 의도한 대
로 이야기를 감상하게 된다.

2) 전집류가 많은 전래동화
요즘은 출판물의 홍수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책들이 쏟
아져 나온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사는 경쟁하듯 다양한 유형
1) 이지호, ｢옛이야기 그림책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창비 어린이, 2007,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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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판물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
명한 작가의 그림 기법이나 한지공예, 클레이, 사진과 그림을 접목하는 등
어린이들은 읽는 행위는 물론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게 한다. 책의 표
지도 화려함은 물론이고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서점
이 생겼으며 대형서점에는 어린이 대상코너가 가장 활발할 정도로 어린이
대상 출판물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책을
구입하는 편이며, 시립, 도립 도서관, 각 학교의 도서관, 책 대여점 등이 많
아 언제 어디서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출판물시대에서 어린이 독자들은 스스로 책을 선
택하기 보다는 부모, 선생님들에 의해 선정된 책을 읽게 되는 경향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 특히 전래동화의 경우 낱권의 구입보다는 전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린이 대상 출판사의 경우 낱권과 전집 판매용 사업부가
따로 구분될 정도로 전집류의 출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책을 선택하는 부모나 선생님의 경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출
판 양에 맞추어 적절하게 선별할 수 없는 한계와 전집류를 중심으로 유도되
는 판매시장의 구조가 낳은 결과이다.
전래동화 시장은 특히 심하다. 각 유명 출판사들이 주력 상품으로 내놓
는 분야이며 매출이 가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근래 가장 많은 판
매부수를 올린 교원 출판사 ‘호야 토야의 옛날이야기’ 전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구비적 요소의 계승 정도나 구현 방식, 작가의 글쓰기 능력이나 사
회적 인지도, 그림의 수준이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작품 선정이 아니라 어
린이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대상을 찾았다. 텍스트로 선정한 교원출판사 전
집은 가장 좋은 작품들이어서가 아니라 횬 도서 소비성향을 고려한 선택이
다. 모든 문화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선도
하는 대로 옮겨지는 것처럼 정래동화집 또한 소비성향이 짙은 작품들을 무
시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체적으로 좋은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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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이든 가정이든 책대여점이든 가장 많이
분포된 책을 가장 많이 읽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구비문학적인 요소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호야 토
야의 옛날이야기’ 시리즈는 모두 100권이 출판되었으며 50권은 ‘고쳐쓰기’
에 가깝고, 50권은 ‘다시쓰기’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2) 그 중에서
전자만을 다루고저 한다. 출판연수도 앞서 독서 시장 분포도가 높을 뿐 아
니라, 작가가 어린이에게 옛이야기를 ‘고쳐쓰기’를 통해 어떻게 재미를 안겨
주는지 보고자 한다. 그 과정은 ‘고쳐쓰기’가 전래동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
게 잘 전달하는 방법인지, 고쳐쓰기 즉 재화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
제점은 무엇인지 찾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재화과정에 나타난 해학적 요소와 문제점
많은 어린이 독자들이 가장 편하게 읽는 장르는 전래동화임이 틀림없다.
또한 가장 쉽게 권할 수 있는 종류임에도 분명하다. 분명 전래동화 속에 내
재된 어떤 힘이 오랜 시간을 거쳐 디지털 세대의 어린이에게도 흥미를 잃지
않은 것이다. 전래동화가 무엇이며 어떤 요소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었을까?
우영호는 ｢구전동화의 고찰｣에서 “전래동화는 민간설화 중에서도 그 대
2) 1권부터 50권은 옛 이야기의 기본적 원형에 작가가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고쳐 쓰기를 했으며,
51권부터 100권은 전래되는 내용에 충실하여 다시쓰기 방법을 이용했다. 서정오는 동화작가들
이 옛이야기를 고쳐 쓸 때 왜곡이 심하다고 하며 옛이야기의 참모습은 말로 전하는 것인데 오
늘날에는 글자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동화작가들이 글로 써서 나타낸다고 하며 글을
쓸 때 나타나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1. 받아쓰기(채록)는 말로 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2. 다시쓰기(재화)는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읽기에 알맞도록 손질한다. 3. 고쳐쓰
기(재창작)는 부분적으로 고쳐 쓴다. 4. 새로쓰기(창작)는 소재나 분위기만 빌어서 전혀 새로
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다(장영미, ｢<여우누이> 다시쓰기에 나타난 현대적 의미고찰｣, 동
화와 번역｝9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5에서 재인용).
5

62 구비문학연구 제25집 (2007. 12. 31)

상을 어린이로 하는 동심의 세계를 그린 옛날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민족
적인 서사문학으로 정착된 소박한 생활속의 동화이다.”라고 했으며, 최운식
과 김기창은 전래동화 교육론에서 “전래동화는 설화의 한 부분일 뿐이고
설화가 모두 전래동화인 것은 아니다. 설화 중에서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
동심이 깔려 있고, 그것이 어린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래동화이
다”라고 정의한다. 이은희는 ｢한국 전래동화 연구｣에서 “전래동화는 신화,
전설, 민담 중 환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인 민담이 기본이
되어 주로 교육적 목적으로 어린이에게 감명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 조
상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고 도덕적인 교훈성을 갖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
다.” 조말현은 ｢구조분석을 통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비교연구｣에서 “전
래동화는 그 민족의 집단적 의식이 공동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성은
주로 환상적, 서정적,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정소영은 ｢한
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 수용 양상 연구｣에서 “전래동화는 동심이 내재
된 서사문학이며 어린이에게 교훈과 흥미와 환상을 주는 설화를 선별하여
수용한 어린이 문학이다.”라고 했다.
다소 장르를 규정하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래동화를 바라보
는 시각은 같다. 즉 전래동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스며있는 이야기이
며, 어린이를 위한 교훈적 이야기이며, 지루한 훈계나 경계가 아닌 환상과
재미가 있는 이야기이다. 약간의 언어적 차이를 겪고, 시대적 사고의 변화
에 맞춰 그 모습은 원형을 이루지 못하지만 거시적 의미의 구비전승에서 본
다면 전래동화는 또 다른 구비전승임에는 틀림없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전승되어 온 이유는 바
로 재미이다. 그 재미를 이루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학 즉 웃음에 있다. 억
지로 자아내는 웃음이 아니라, 강제로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교과서로
배우는 전통문화와 의식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깨닫고 느끼는 웃음이 옛이
야기로 변화된 전래동화를 읽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웃음을 가볍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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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옛이야기의 웃음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아픔과 고난
을 극복했으며 옳고 그름을 가르쳤으며, 잘못된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으
며 참 인간으로서 참웃음을 웃기도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본
고에서는 전래동화 50편을 통해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해학적 요소를 찾아보
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앞으로 전래동화가 나아갈 길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책

명

해학적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
술이 나오는 그림
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
보이나? 보이네!
돌이와 두꺼비
돈절래
방귀 뿌웅과 오이씨
며느리감 고르기
멸치대왕의 꿈
소나기의 유래
촛국 먹고 아그그
산삼과 이무기
바리데기
멍청각시와 가난신랑
삼년고개
재주 많은 여섯 쌍둥이
아껴라 아껴 영강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꽁지 닷 발 주둥이 닷 발
여우 누이
천하장사 막둥이
반쪽이
새끼 밴 황소
우렁이 색시
젊어지는 샘물
이상한 솥
좁쌀 한 톨로 장가 든 총각
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

7

요소

우화적 요소
판타지 요소
판타지 요소
언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
행위적 요소
그림 요소, 행위적 요소
우화적 요소
언어적 요소
행위적 요소
우화적 요소
판타지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언어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우화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우화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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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황금보다 더 좋은 친구
백일홍
방귀며느리
왕굴장굴대
냄새 값, 소리 값
통버선 신고 갓끈 조이고
은혜 값은 황새
멍텅구리 도깨비
중국 임금이 된 머슴
호박씨를 먹이면
줄지 않는 볏가마
힘센 며느리의 소 길들이기
머슴이 된 샛별
팥죽할멈과 호랑이
거지 친구와 도깨비
사람이 된 들쥐
불쌍한 사람을 도운 싱글벙글 정씨
구렁덩덩이
바보와 올랑쫄랑 푸드득
솜 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
꿀 강아지
까막나라 불개
혹부리 할아버지

언어적 요소, 행위적 요소
행위적
행위적
행위적
행위적
우화적
판타지
언어적
행위적
행위적
행위적
행위적
우화적
행위적
우화적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그림 요소

우화적
행위적
행위적
행위적
우화적
행위적

요소
요소, 언어적 요소
요소, 언어적 요소
요소
요소
요소

행위적 요소

언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
판타지 요소
행위적 요소

<표 1> 호야 토야의 옛날이야기, 교원 출판사, 2000.

1) 우화적 요소
전래동화에서 많이 보이는 우화적 요소는 동물이 인간처럼 말을 하며 행
동함으로써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교훈성을 담을 수 있다.3) 그러
나 등장인물이 모두 동물로 나오는 이솝우화와는 달리 한국 전래동화에서
는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져 등장한다.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 <멸치대
3) 동물을 의인화하는 소설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하나는 동물의 세계를 인간
에 의탁하되 그 아름다움을 동심에 호소하여 교훈을 펴는 동화류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다른
각도로서 인간의 부정이나 비리를 직접 표현하기 곤란할 때 동물세계의 일처럼 꾸며 비닌 공격
하고 풍자적 방법을 쓰는 것이다(이정혜, ｢한국 동물 소설 연구｣, 고려대 대학원, 1970).
8

전래동화 재화과정에 나타난 해학적 요소와 문제점 65

왕의 꿈>, <산삼과 이무기>, <여우누이>, <은혜 갚은 황새>, <팥죽할멈과
호랑이>, <사람이 된 들쥐>, <구렁덩덩이>, <까막나라 불개>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멸치대왕의 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간의 삶 속에 동물이 선인,
악인으로 등장하여 융합됨이 특징이다.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인 호랑이가 효자의
효성에 감복하는 과정을 통해 옛 조상들의 ‘효’ 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려 하였
다. ‘효’는 전래동화에 가장 대표적인 모티브이며 앞부분은 엄동설한에 딸기
를 찾아 어머니께 먹였다는 설화와 뒷부분 호랑이 설화를 접목시키고 있다.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설화를 한 작품
에 모두 사용하려 하였는데, 접목시키는 과정이 설득력이 없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 호랑이 설화부분에 강조됨으로 인해 앞부분 설화는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기존 효행 실천설화에서 한 겨울에 생산되지 않는 과일을
찾아 나서거나, 얼어버린 강가에서 잉어를 낚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냄으로써 부모의 병이 완쾌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실천은 하였으나 병
이 낫지 않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를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이야
기하려고 하려는 듯하지만 설화를 재화하면서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설화를
접목시킬 때 지나치게 작가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멸치대왕의 꿈>의 경우에는 멸치처럼 작고 별 볼일 없는 물고기를 대왕
으로 선정한 부분부터 웃음을 자아낸다. 옛이야기 세상은 멸치도 망둥이도
가자미도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공간이다. 이야기
속에서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고 있는지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다. 가자
미, 망둥이, 메기, 병어의 모습이 생기게 된 유래를 상상했던 조상들의 상
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왕은 여러 신하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야 하며, 간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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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력을 필요함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늙은 가자미가
멸치대왕에게 단지 심술부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대접해 주
지 않는 멸치대왕에 대한 보복의 느낌을 강하게 서술함으로써 옛이야기에
서 주고자 하는 깨우침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산삼과 이무기>에서는 서정오의 <산삼을 지킨 이무기>보다 더 강한 메
시지를 보이고 있다. 서정오의 글에서는 욕심 많은 이웃사람에 대한 응징이
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심마니 갑이, 을이, 동이 세 친구
의 우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욕심에 대한 응징까지 표현하고 있다. 심
마니라는 직업을 설정하여 산삼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우며, 어릴 때
부터 우정을 나누던 세 친구가 욕심에 눈이 머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 전달
시 주제를 강조할 수 재화과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팥죽할멈과 호랑이>에서는 산길을 가고 있는 할머니에게 호랑이가 팥밭
매기 시합을 하자고 한다. 할머니는 시합을 해보지도 않고 싹싹 빌며 저녁
때 손자를 위해 팥죽을 끓여 먹인 후 잡아먹으라고 말한다. 산길을 걷고 있
던 할머니에게 호랑이가 나타나 뜬금없이 팥밭 매기를 하자는 부분이나, 죽
음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표현도 미숙함이 보인다. 즉 팥밭을 매고 있을 때
호랑이가 내려와 밭매기 내기를 하자는 다른 텍스트와 달리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팥밭 매기 내기 제안은 이야기의 전개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팥밭
매기에서 진 할머니는 “손주 먹일 팥죽이나 쑤어 놓고 죽을 테니 이따가 잡
아 먹구려.”하는 부분에서도 팥을 수확하기도 전에 팥죽을 수는 부분도 다
른 텍스트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논리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달걀, 송곳, 개똥, 자라, 맷돌, 멍석, 지게 등이 조력자로서 나타나 호랑
이를 혼내주는 장면에서 웃음을 자아낸다. 서로 모여 의논하지도 않은 듯한
데 각자 맡은 역할을 리듬 있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쾌함을 느끼도록 묘사
하였다. 그러나 결국 ‘호랑이 목숨이 뚝 끊어졌지’로 결말을 내면서 상생의
의미를 이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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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된 들쥐>는 <옹고집전>에 사용한 동물 변신 모티브를 고쳐 쓰기
한 작품으로 절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젊은이가 자신과 똑같은 또 한명의 자신
과 진위를 밝혀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옹고집전>의 경우 옹고
집은 성품이 괴팍하고 욕심이 많아 곤욕을 치르는 과정이 설득력이 있으나,
<사람이 된 들쥐>는 목욕할 때 깎아 버린 손톱, 발톱 때문에 치러야 할 고통을
크게 과장함으로 인해 행위의 금기 모티브4)를 강조한다. 가짜와 진짜를 가리
는 대목이 웃음을 자아내지만 마음 편한 웃음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웃음이다. 진짜 젊은이는 끼니때마다 조금씩 밥을 주던 고양이를 통해 가짜
자신 즉 큰 들쥐의 정체를 밝히면서 웃음은 안도감으로 이어진다.
<구렁덩덩이>는 최내옥이 엮은 <구렁덩덩 신 선비>(한국전래동화집,
창작과 비평사, 1983)처럼 ‘병신 아들이라도 좋으니 자식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빌며 부지깽이 같은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꿈을 꾼 뒤 아이를 낳았
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진심으로 바라던 할머니에게 태어나지만 인
간이 아니기에 항아리에 숨겨 키운다. 즉 최내옥의 작품은 이미 불완전한
존재가 태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반면 이 작품은 왜 구렁이를 낳았는지
설득력이 약하다. <구렁덩덩 신 선비>에서는 하늘나라 왕자로 인간 세상에
귀양 온 것이며, <구렁덩덩이>는 용왕의 아들로 인간세상에 온 것으로 장원
급제를 목표로 서울로 감으로써 부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책
제목에서부터 <구렁덩덩 신 선비>, <구렁덩덩 새 선비>(한솔교육)는 구렁
이를 선비라는 신분으로 표현됨으로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암시할 수 있는
반면 <구렁덩덩이>는 아무런 암시를 보이는 않는다. 또한 다른 작품에서는
시샘하는 언니들의 꾐에 넘어가 허물을 불태우지만 본 작품은 셋째가 없는
사이에 언니들끼리 허물을 태워버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전자의
4) “일반적으로 금기의 대상을 대략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행위, 인물, 사물, 언어에 대한
금기이다. 행위에 대한 금기는 설화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모티브로 ‘…하지말라’는 禁制를
담고 있다. …예컨대 ‘손톱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백골에는 소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初夜
에는 파초류를 금한다.’ 따위이다.” 조희웅, 이야기문학 모꼬지, 박이정, 1995, 251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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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간의 어리석음을 징계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는 반면 후자
는 잘못 없이 남편을 찾아 나서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글의 논
리가 어긋나고 있다.
우화적 요소를 이용한 해학은 단순한 웃음 이상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사항을 강하게 언급할 수 있으
며, 천체와 사물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삶에
있어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과 동물이 한데 얽
혀 살아가는 자연친화적 사고를 통해 현대의 어린이에게 교훈적 요소를 자
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화과정에서 지나치게 교훈을 강조한다
거나 비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맞추어나가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림 요소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요즘 전래동화는 글로만 이루어지기보다 그
림책의 형식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제 그림은 글의 이해를 돕는 수준을 넘
어 글이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주목된
다. 전래동화가 갖는 시대적 한계성, 즉 문화나 의식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
함으로써 야기되는 이야기의 이해 부분을 돕기 위한 도구가 필요할 수는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출판되는 전래동화의 그림은 삽화수준이 아닌 독립
된 예술성을 지닌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은 첫째, 전래동화가 갖추어야 할
요소 즉 재미와 교훈 그리고 서사적 길이 때문일 것이다.5) 입으로 이야기
해주는 옛이야기가 아니라 책으로 읽어주고 보여주는 형식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책의 쪽수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책을 펼치면서
눈에 띄는 우스운 장면은 이야기의 재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극단적
인 표현이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을 희
5) 이지호, 앞의 글,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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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며느릿
감 고르기>, <방귀 며느리>, <힘센 며느리의 소 길들이기>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쪽이>, <여우 누이>, <멍텅구리 도깨비>, <거지
친구와 도깨비>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

<그림 2>

<며느릿감 고르기>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 많은 처녀들이 시험을
치루는 이야기다. 한 달 동안 쌀 반 말과 좁쌀 한 되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
는 시험인데 그 이야기 자체에 그림이 주는 효과가 그 재미를 증가시킨다.
<그림 1>은 앞마을 처녀 먹을 것이 없다며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
면이고, <그림 2>는 건넛마을 가난한 처녀가 신나게 청소하는 장면이다. 그
림 속에서는 할머니의 표정이 웃음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내용과
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
<방귀며느리>는 이야기만으로도 웃
음을 유발시키지만 <그림 3>의 귀엽고
얌전하게 생긴 며느리가 엉덩이를 하
늘을 향해 쳐들고 방귀를 뀌자 가족들
의 놀라운 행동을 그린 부분은 그림부
분만으로도 웃음을 만들어낸다.
<그림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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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힘센 며느리의 소 길들이기>는 며느리의 힘이 센 정도를 ‘천하장사’ 라
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림 (그림 4)과 낮과 밤에 다른 모습을 한
며느리의 모습이 재미있는 부분 (그림 5)이다. 며느리가 힘이 얼마나 센 지
는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작가는 바윗돌 위에 소, 그 위에
닭을 그림으로써 독일 브레멘에 있는 ‘브레멘 음악대’ 동상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림 5>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만하는 시대적 의식을 대조적
으로 잘 묘사했다. 낮에는 얌전하고 수줍은 며느리가 밤이 되면 아무도 자
신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힘 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소를 몰 때 ‘이
랴, 이랴’ 하고 부르게 된 사연을 자신의 힘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던 힘센
며느리의 고충임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6>

<그림 7>

<반쪽이>는 아이를 갖기 위해 잉어 세 마리를 구워 먹던 아주머니가 낳은
신체의 반쪽밖에 없는 아이 이야기다. 날쌘 고양이가 잉어를 반쪽 먹는 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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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반쪽만 먹고 낳은 반쪽이는 눈도 귀도 팔도 다리도 하나인 아이가 태
어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어떻게 상상되어지느냐에 따라
온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 괴상한 괴물이 되어 공포
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림 6>을 통해 볼 때 반쪽이를 측면으로 바
라봄으로써 어린이들이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묘사했다. <그림
7>은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시켜 지키게 했지만 결국 반쪽이가
딸을 데리고 가자, 지키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대목이다. 아이들은 반쪽
이를 잡으려고 허둥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재미와 그림으로 보는
재미를 누리게 된다.

<그림8>

<그림 9>

<여우 누이>는 그림이 오히려 더 많은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경우라고 하겠
다. 밤마다 가축이 죽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는 오빠들에게 그 원
인을 찾도록 한다. 첫째가 누이의 변신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책을 보는 독자도 두려움을 느낀다. 서정오의 <여우누이>는
그림이 없고 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대목을 보면 “그러더니 누이동생이
살금살금 마당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가
만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래. 조금 뒤에 손에다 참기름을 발라 가지고 나타나
서는 외양간으로 가더란 말이지. 그러더니 소입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간을
끄집어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는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져 죽어 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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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누이동생은 소간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나서 다시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가더란 말이야.” 라고 표현하였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대목이다. 그
러나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은 어느 정도 희석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림이 지나치게 사실적이거나 비유가
과장되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때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어머니(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 부분
이 무서운 대목이지만 그림책을 통해 완화시키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림 10> 멍텅구리 도깨비

<그림 11> 거지 친구와 도깨비

<멍텅구리 도깨비>와 <거지 친구와 도깨비>는 도깨비에 대한 다양한 상
상력을 유발시키는 이야기다. 도깨비는 우리 옛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캐
릭터이지만 다양한 생김새와 성격을 갖기도 한다. 어떤 도깨비는 얼굴에 달
린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보물과 바꾸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을 응징하는 역할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림10>의 <멍텅구리 도깨비>는 농
부에게 꾼 돈 닷 냥을 매일 갚는 건망증 도깨비이다. 그에 걸맞게 그림도
순진하면서도 어수룩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11>의 <거지 친구와 도깨
비>의 도깨비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착한 개똥이가 부자가
되고 친구 쇠똥이를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그림은 추상
적인 도깨비를 시각화시킴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한 대상으로
여겼던 조상들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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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체가 발전하고, 그것을 즐기며 자란 요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래동화가 이미 글과 그림이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
고 있다. 이미 그림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인정할 때,6)
그림도 단순히 글의 보조물에 국한되지 않아야 할 문제를 내포한다. 즉 이
야기를 읽는 대상이 세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래동화의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 책을 접할 때 제일 먼
저 만나는 것이 표지이며 맨 마지막 부분도 책 뒷면이다. 표지에서 내용을
연상하고 뒷면에서 내용을 정리한다. 그림 요소는 그만큼 전래동화를 접근
하고, 정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언어적 요소
옛이야기의 전승은 구전의 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서술적 표현보다는 구어
체적 문체가 정감이 있다. 어린이 문학에서 작품을 재미있게 읽게 하기 위해
판소리 사설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구조에 있다. 노래의 형식이 전달이 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텍스트에서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로 거의 모든 작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팥죽할멈과 호랑이>에서는 “허리춤에 호
미를 달랑달랑 매고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할머니 가슴은 쿵덕쿵덕
뛰고 가마솥 팥죽은 부글부글 끓었지, 데굴데굴 달걀, 뾰족뾰족 송곳, 찐덕
찐덕 개똥, 찍뚝찍뚝 지게” 등등 분량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도 할머니
를 위한 조력자들의 행위를 신나게 표현한다.
둘째 반복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웃음이 나오는 경우로 <혹부리 할아버
6) 창비어린이｝2007년 봄호에서는 “옛이야기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작가들의 창작일지 부분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의 고민을 통해 그림책이 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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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할아버지가 도깨비들에게 불러줬던 ‘방귀 노래’와 ‘나무타령’은 민
요와 판소리 사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복 구조를 통해 재미를 준다.7)
“방구방구 나간다. 오가리 땟거리 받쳐라.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뽕-”, “나무 나무 무슨 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열아홉에 스무나무, 아흔
아홉 백양나무. 가다보니 가닥나무, 오다보니 오동나무, 너구 나구 살구나
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갓난아기 자작나무, 앵돌아져 앵두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방귀뀌는 뽕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이 부분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도깨비를 만났다면 이런 재미있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
라고 추측해서 작가가 첨가한 부분이다. 전래동화 재화 시 작가의 상상력이
나 재치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예라고 하겠다.
<솜장수 넷, 고양이다리 넷>에서는 “쥐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 “없을
까?” “없을까?” “없을까?” “고양이를 기르자!” “그래” “그래” “그래” 처럼 네
명의 솜장수의 대화를 반복구조를 사용하여 웃음을 유도한다.
셋째, 상황에 의한 언어적 유희로 빚어진 웃음으로 <바보와 올랑쫄랑 푸
드득> 술병에 담긴 술이 올랑쫄랑 흔들려 붙인 이름이 ‘올랑쫄랑’, 닭은 푸
드득 날아오르는 꿩의 모습을 보고 ‘푸드득’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적합한 예
로 들 수 있다.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에서 솜 창고를 지키게 하기
위해 산 고양이가 다리 한 쪽을 다치자 그 다리를 맡고 있던 솜장수가 고양
이 다리에 산초기름을 발라주게 되고, 다리에 불똥이 튀고, 놀란 고양이는
차가운 창고로 뛰어들어 솜을 모두 태워 버린다. 우연한 사건의 연속성이
네 명의 솜장수 사이의 갈등을 이루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또를 찾
는다.

7) 서정오는 <챙이 영감 며느리>(김희경, 문학동네 어린이, 2003)를 분석하면서 옛이야기말을
판소리가락으로 풀어쓴 부분을 매우 값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옛이야기 다시 쓰기, 열려
있는 가능성｣, 창비어린이, 200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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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광으로 가지 않았으면 불이 나지 않았겠지?”
사또님이 물었어.
“물론이지요.”
“그리고 솜은 불에 타지 않았겠지?”
“물론이지요.”
솜장수 셋은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광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또님이 다시 물었지.
“남은 다리 셋으로 달렸죠.”
“힘껏 달렸죠.”
“쌩쌩 달렸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다리 셋의 잘못이야”

사또의 명판결 과정이 흥미롭다. 분명 명쾌하지 않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억울하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논리적인 증거물에 의한 판
결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언어적 기교로 얻은 판결이기 때문이다.
<황금보다 더 좋은 친구>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더듬이’와 걷지 못하
는 ‘뱅뱅이’ 라는 두 아이의 이름에서 두 아이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신체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명명하면서 놀리는 듯한 어감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할 부분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나 별
명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름이나
별명을 제시할 때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서정오의 <신돌이, 선돌
이, 부돌이>의 경우는 세 명의 친구가 각자 되고 싶은 소원대로 이름을 짓
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신돌이는 신선이 되고, 선돌이는
선비가 되었지만 부돌이는 욕심을 부려 부자가 되지 못한 이야기로 주제나
흐름에 도움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자극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재주 많은 여섯 쌍둥이>에서도 여섯 명의 아이들의 이름만으로도 이야
기의 흥미를 예고한 경우라 하겠다.8) <돌이와 두꺼비>에서도 돌처럼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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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잘 크라고 지어준 ‘돌이’와 두꺼비처럼 오래 살라고 지은 ‘두꺼비’의 이
야기로 부모님이 없는 두꺼비와 함께 살기 위해 시작한 돌이의 거짓말에 두
꺼비는 위기를 맡게 된다. 옥새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바람에 그냥 떨고
문풍지를 향해 했던 말이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였는데 옥새를
훔친 도둑의 이름이 문풍지여서 도둑이 놀라 고백하고, 산적을 만났을 때
상자안의 물건을 맞춰야 하는 위기에서 “아, 애매한 두꺼비가 돌이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라고 했던 말이 우연히 상자안의 상황과 일치하여 살아난
다. 이렇듯 우연히 내뱉은 말이 행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돈절래>나
<중국임금이 된 머슴>에서도 보인다.9)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에서는 무엇이든 아끼는 두 구두쇠 영감의 별명에서 어떤 일이 벌
어질 것인지 예감할 수 있다. 부채를 오래 쓰려고 부채질 대신에 고개를 이
리저리 돌리고, 신발과 장기판이 닳을까 봐 길거리에서 장기를 두는 등 지
나칠 만큼 아끼는 과정에서 한바탕 웃음을 만들어 낸다.
우스운 이름이나 별명 등을 통해 일어날 사건을 예시하는 수법으로 대부
분의 이야기가 행운을 동반한다. 욕심 없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생각지 못한 행운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부여한다. 아
무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어리석은 어른들에 대한 경계
이며, 열심히 살다보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조력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전래동화는 어린이에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 사고와 열심히 삶을 추구하는 자세는 어떠한
8) <재주 많은 여섯 쌍둥이>에서 첫째는 눈이 밝아서 ‘천리만리보기’이고 둘째는 손만 대면 자물쇠
가 딸깍 열리니 ‘여니딸깍’ 셋째는 무거운 짐을 져도 자꾸 가벼워 ‘진둥만둥’, 넷째는 두들겨 맞
을수록 간지러워서 ‘맞아도 간질’, 다섯째는 펄펄 끓는 물에서도 덜덜 떨어 ‘뜨거워도 찰세’, 여
섯째는 깊은 물도 무릎까지밖에 안 차서 ‘깊으니얕으니’다.
9) <돈절래>에서는 ‘돈절래’라는 바보가 ‘돈 주워 올래’라는 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
게 돈절래라고 말하고 다닌다. 결국 주막집에서 돈 주머니를 주워 온다.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에서도 자꾸 구박하는 주인에게 ‘나 나간다, 나 나간다.’ 라고 중얼거렸던 것이 날 수 있는 능력
의 소유자로 그리고 중국의 임금까지 되는 행운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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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임을 알리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인 것이다.

4) 행위적 요소
앞의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요소이다.
또한 그만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행위에서 빚어내는 웃음,
욕심이 빚어내는 웃음, 지혜롭게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빚어내는 웃음이 그
것이다.
우선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웃음은 어리석음보다는
순수함을 느끼게 한다. <촛국 먹고 아그그>, <멍청각시와 가난신랑>, <천하
장사 막둥이>, <이상한 솥>, <방귀 며느리>, <통버선 신고 갓끈 조이고>,
<바보와 올랑쫄랑 푸드득> 등이 속한다.
<촛국 먹고 아그그>에서는 허선달이 서울 구경 가서 사온 초를 동네사람
들이 어떻게 써야 할 지 몰라 당황하는 장면, 훈장님이 체면 때문에 초를
뱅어라고 하여 끓여 먹이는 장면, 동네 사람들이 먹은 것이 뱅어가 아니라
불이라고 생각하고 훈장을 따라 모두 냇가에 뛰어 들어가 뱃속의 불이 꺼지
기를 기다리는 장면은 그 행동만으로도 웃음을 만들어낸다.
<멍청각시와 가난신랑>에서는 남들이 모두 하찮게 여기는 똥을 모아 동
네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만 농사철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 동네 사람들
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 비록 자신의 땅은 없으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
이 많아지자 마을 부자들이 앞 다투어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에
서는 통쾌한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 부부는 결코 멍청하지도 가난하지도 않
다. 배운 것도 갖은 것도 없지만 성실과 근면한 삶을 통해 가장 올바른 지혜
와 부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 대한 제목이 단순히 반어적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제목에서 주는 이미지와 내용이 주는 교훈의 차
가 심하다. 제목은 글 읽기의 시작이므로 단순히 등장인물의 처한 상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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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보다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천하장사 막둥이>는 힘은 세지만 그 힘만 믿고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너
럭바위위에 조그만 이가 자신을 깨물고 기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를 잡
기 위해 돌맹이로, 더 큰 바윗돌로, 집채만한 바위로 점점 큰 바위를 이용
하여 이를 잡으려 하지만 이는 끄떡없다. 그러나 지나가던 농부는 엄지손가
락으로 꾹 눌러 간단히 죽인다. 점층법을 사용하여 천하장사의 힘의 세기만
큼 어리석음이 커져 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유발시키는 작
품이다.
<이상한 솥>은 책만 읽던 선비가 아내의 성화에 돈을 벌기 위해 나서는
부분은 <허생전>의 앞부분과 유사하고, 물 없는 논의 올챙이를 도와 이상한
솥을 얻는 부분은 옛이야기에 많이 나타나는 보은담이 결합되어 있고 마지
막 부분은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여
러 화소를 결합하다 보니 주제가 명확히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 아무 능력
없이 책만 읽는 무능한 선비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분에 무엇이든 하나
만 넣고 끓이면 한 솥 가득되는 이상한 솥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지 욕심
을 부리면 솥이 녹아버리듯 행운이 사라진다는 교훈인지 명확하지 않다. 선
비의 아내는 들일을 하고 나무도 해오는 부지런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으
며 부자가 된 후에도 이상한 솥을 계속 끓인 이유는 ‘너무나 신기해서’ 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욕심이라기보다는 순진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화소를 결합할 때, 특히 이미 주제가 잘 암시될 수 있는 화소들을 엮어 사용
할 때 주의할 점이다.
<방귀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솜씨 좋고, 얌전한 색시지만 방귀만 뀌면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웃음을 만드는 주요 장
면이다. 남편은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시어머니는 솥뚜껑을 쥐고 빙빙 돌고,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과 더불어 시아버지를 위해 궁
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뀌어 대추를 우둑우둑 떨어뜨리는 행동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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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학적 묘미를 보인다.
<통버선 신고 갓끈 조이고>에서는 일하기 싫은 아들이 양반들처럼 통버
선 신고 갓끈을 조이고 앉아 글을 읽으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행동이 웃음
을 만드는 요인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겉치레를 다 벗어 버리고 마음대
로 들판을 뛰노는 모습은 <양반전>을 연상케 한다.
<바보와 올랑쫄랑 푸드득>은 항상 웃는 바보가 처가 어른을 뵙고 오라는
부모의 말에 따라 술병(올랑쫄랑)과 닭(푸드득)을 보여 주기만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행동은 어리석음에 대한 비난보다는 순수함이 강하다.10)
두 번째 욕심이 빚어내는 웃음으로 <보이나? 보이네>, <젊어지는 샘물>,
<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 <냄새값, 소리값>, <호박씨를 먹이면>, <꿀강
아지>, <혹부리 할아버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웃 또는 친구의 행운을 축
복하지 못하고 욕심을 냄으로써 나오는 웃음으로 지나친 욕심에 대한 경계
를 의미한다.
<보이나? 보이네>에서 고목나무 아래에서 구렁이가 떨어뜨린 요술구슬
이 탐난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아래 있는 것들을 모두 긁어모아 와서 하나
하나 집어 올리며 ‘보이나?’를 반복한다. 또한 아내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보이네’를 반복하다가 귀찮아서 안 보인다고 대답한다. 신비한 구슬 대신에
솔방울을 들고 도둑질하려던 욕심쟁이 영감이 호되게 맞고 쫓겨나는 과정
에서, <젊어지는 샘물>에서는 너무 많은 샘물을 마심으로써 할아버지가 아
기가 되는 장면을 통해 지나친 욕심을 경계한다.
<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에서는 복동이와 길동이가 3년간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주인이 새끼줄을 꼬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복동이는 정성을 다해 얇게 꼬지만 길동이는 대충 굵게 꼰다. 떠나는 날 아

10) 그러니 뭐 어쩌겠어? 장인 장모는 “미워도 내 사위, 고와도 내 사위.” 부모는 “바보라도 내 아
들, 천치라도 내 아들.” 색시는 “잘나도 내 신랑, 못나도 내 신랑.” 마지막 대목으로 바보의 행위
에 야단을 하거나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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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주인은 두 아이가 꼰 새끼줄에 엽전을 끼어 가져가라고 한다. 가는 새끼
줄을 꼰 복동이는 많은 돈을 받게 되지만 두꺼운 새끼줄을 꼰 길동이는 엽
전 한 냥만 달랑 들고 터덜터덜 돌아간다.
<냄새값, 소리값>은 심술궂은 큰기왓집 주인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
는 가난뱅이의 이야기이다. 먹을 것이 없던 가난뱅이가 담장으로 넘어오는
굴비 냄새를 맡자 부자가 냄새 맡은 값을 내라고 억지를 부린다. 로비 자네
스의 <샌지와 빵집 주인>의 내용과 유사한 작품이다. 냄새값을 치르기 위해
온 가난뱅이 아들에게 화를 내며 나오던 욕심쟁이 부자가 문미에 머리를 찧
고, 그 바람에 닭과 오리가 날뛰는 장면이 코믹하다.
<호박씨를 먹이면>에서는 주막집에 욕심 많은 할아버지와 엉뚱한 할머니
를 등장시키면서 두 부부의 행동이 엇박자를 이루면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무엇이든 갖고 싶은 할아버지의 욕심과 전혀 악의 없는 엉뚱함으로 할아버
지를 방해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요즘 TV에서 자주하는 개그 프로 이상의
웃음과 메시지를 남긴다.11)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총각의 암탉을 갖기 위
해 밤새 호박씨를 까고 , 총각은 밤새 졸며 호박씨를 먹지만 결국 할머니의
이만 빠지고 방값도 못 받는다.
<꿀강아지>는 가난하지만 착한 총각이 딱한 사람을 위해 사게 된 나팔로
우연히 도둑을 잡게 되고, 욕심쟁이 영감의 사위가 된 이야기다. 욕심쟁이
영감이 천 냥을 주고 나팔을 사는 행위, 꿀만 먹여 꿀 똥을 싸는 강아지를
이천 냥에 사게 되는 과정, 여러 손님들 앞에서 떡에다 개똥을 듬뿍 찍어
권하는 장면은 웃음 그 자체이다.
11) “호박씨를 쉬지 않고 먹으면, 딸꾹질이 그친다고 하던데.” “안돼요. 호박씨를 까먹으면 잘 잊어
먹는대요. 딸꾹. 딸꾹!” 총각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의며 말했어. “호박씨를 먹으면 잘 잊어먹는
다고?” 할아버지는 귀가 확 뚫리는 것 같았지.- 총각의 암탉이 갖고 싶은 할아버지가 밤새 호박
씨를 까서 총각에게 먹이게 된 사연이다. 할아버지는 손이 부르트도록 호박씨를 까서 먹여 잊
을만하면 할머니는 “총각, 이 암탉은 하루에 알을 몇 개씩 낳나?”, “암탉을 가두지 않으면 밤에
여우가 물어가네.”, “내일 아침에는 암탉이 낳은 달걀로 찜이나 해 먹을까?” 하면서 총각에게 암
탉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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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부리 할아버지>에서 도깨비들이 혹부리 할아버지의 혹을 노래 주머니
인 줄 알고 떼어가는 장면과 심술부리 할아버지가 도깨비들에게 노래 주머
니 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은 선행과 악행의 결말을 자연스럽고 해학
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교훈을 남긴다. 행운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온 행운을 시기하지도, 욕심내지도 말 것을 가
르친다.
욕심쟁이의 억지 행동과 어리석음은 비난 섞인 웃음을 자아내지만 전래
동화의 결말은 결코 그들을 응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심이 지나친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바탕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독자인 어린
이에게 삶의 진지함을 사실적 기법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해학적 방법을 통
해 옳음과 옳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써 위기를 극복하거나 행운을 찾는 과정에서 빚는 웃
음 이야기로 <방귀 뿌웅과 오이씨>, <삼년 고개>,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
각> 등이 있다. <방귀 뿌웅과 오이씨>에서는 어머니가 결혼 첫날 밤 방귀를
뀐 색시를 버릇없다고 내쫓긴 사연을 들은 똘이는 오이씨를 한 되 들고 아
버지를 찾아 나선다. “오이씨 사려! 오이씨 사려!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
먹는 오이씨 사려!” 작은 행위에도 너그럽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똘이의 슬기로움이 웃음을 빚어낸다. 봉건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는 날카로움이 들어있다.
<삼년고개>는 넘어지면 삼년 밖에 못산다는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는
죽음을 기다리며 병이 나게 된다. 이웃마을 돌이가 할아버지에게 삼년고개
에서 여러 번 넘어져 죽음을 이겨내도록 권한 이야기이다. 늘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물을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다. 삼년고개에서
구르고, 구르고 또 구르는 할아버지의 해학적인 행위가 독자에게 어리석음
이 아니라 안쓰러움으로 표현된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에서는 부지런하고 똑똑하지만 가난한 노총

25

82 구비문학연구 제25집 (2007. 12. 31)

각이 좁쌀 하나로 쥐, 고양이, 말, 소 그리고 예쁜 각시를 만드는 과정이
반복구조와 점층 구조를 통해 가난하지만 똑똑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
구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지혜로운 자세로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해학은 억울하고 힘든
삶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기 보다는 조그만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면 헤쳐 나갈 방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적 요소는 가장 많은 작품에서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만큼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좋은 요소이며 옛 우리 문화를 자
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벼운 웃음만으로 어린
이를 감동시킬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야기 구조의 탄탄함은 물론 논
리적이어야 하며 주인공의 이름이나 별명 등을 설정할 때도 신중함을 기해
야 하는 부분이다. 작은 부분까지도 어린이들의 감성과 정서를 고려하는 세
밀함이 필요하다.

5) 판타지 요소
옛이야기의 특성 중의 하나가 판타지 즉 환상성이다.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에……’로 시작되는 옛이야기는 현실인지 상상인지 경계가 정
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수용하는데 별 다른 무리를 주지 않는
다. 전래동화 또한 마찬가지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구입하기 위해 서점이
북적거리고, 인터넷에서는 아직 출간도 되지 않은 내용을 상상한 글들이 가
득하다. 그에 따른 영화와 만화는 물론 게임 산업도 활발한 요즘에도 전래동
화가 읽힐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판타지적 요소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래동화의 판타지는 돌킨이 말하는 ‘2차적 세계’와는 다르다.12)
12) 김상욱, ｢도약을 모색하는 장르, 판타지｣, 창비어린이, 2003 가을호, 38쪽. 돌킨의 이론적인
논의가 담긴 책의 제목이 <나무와 잎새>인 것은 옛이야기의 모티브와 구체적인 작품의 창조성
사이가 맺고 있는 관련을 잘 보여준다. 돌킨에게 모든 이야기는 나무라는 공통적인 자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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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도로프와 돌킨은 경험적 세계가 작품 속에 존재하는가의 유무와 함께 공
통적으로 판타지 세계를 명확하게 단절된 이질적인 세계로 인식한다. 한국
전래동화에서 나타나는 판타지는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또 다른 세계가 아
니다. 현실세계와 판타지 세계가 공존한다. 상상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도깨
비 이야기라든가 동물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이야기는 전래동화에 가장 많
이 쓰이는 방법이다. 옛이야기의 특징이 현실과 판타지가 서사 속에서 자연
스럽게 뒤얽히면서 욕망의 최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13)
<술이 나오는 그림>은 마음 착한 나무꾼이 우연히 발견한 움막에서 병이
난 노인을 돌봐드리는 현실세계와 노인이 준 그림 즉 바위 밑에서 샘물이
흐르는 판타지 세계가 공존한다. 그림속의 샘물이 진짜 샘물로 바뀌고, 그
샘물은 술로 변하여 아픈 사람을 고치고 정신을 맑게 만든다. 그림 모티브는
판타지 요소로 적합하지만 이 작품은 신비함 보다는 교훈을 강조하는 수단
으로 시용하였다. 그림 모티브를 이용하여 욕심을 경계한 작품으로 이영경
의 <신기한 그림족자>(비룡소)와 서정오의 <메주도사>(보림)를 들 수 있다.
이야기 구조가 단단함은 물론 깔깔 웃다가 문득 깨닫게 하는 교훈을 적절히
내포하고 있는 예라 하겠다.
<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은 아무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야기
를 담아만 놓고 풀어놓지 않으면 억울한 귀신이 된다고 말한다. 남에 대한
험담이나 악담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
들에게 전해서 서로 나누자고 한다. 이야기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주인을
구하는 과정은 도깨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행운을 얻게 되는 다른 이야기들
과 유사하다.

잎새라는 구체적인 차이를 갖는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돌킨에게 중요한 것은 일
새이며, 2차적 세계의 내적 리얼리티는 이 잎새 내부의 논리로 설명된다.
13) 김상욱, 위의 글,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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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의 판타지 요소는 ‘해리포터’ 시리즈나 ‘반지의 제왕’과 같은 최고
흥행작의 기본 모티브를 제공한다. 평범하고 구박받던 어린 아이가 무제한
의 능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는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판타지를 열광하는 이유는 무한한 상상력에서 오는 단순함이 아닐까 싶
다.14) 전래동화 또한 한 편, 한 편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발판으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넘다들면서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판타지의 특징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래동화의 재화과정에 판타지 요소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런 만큼 어린이 전래동화를 만들 때는 단순한 즐거
움을 넘어 창의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야 한다.
한 전집에 많은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전집류를 선호하는 어린이
출판시장의 흐름을 볼 때,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위에서
찾아본 해학적 요소 중에서도 판타지 요소는 21세기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이용한 어린이 문화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3. 앞으로 전래동화가 나가야 할 방향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과 동화 작가들이 우리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출판사마다 경쟁하듯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15) 전래동화는 이미 어린이
14) 마리아 니꼴라예바, ｢성공신화를 창조하는 방법-‘해리포터 현상’에 대하여｣, 창비어린이, 2003
가을호, 216쪽. <해리 포터> 시리즈는 예전에 어린이문학의 특징이었다고 이해되었으며 아직도
가끔 그렇다고 여겨지고 있는 요소를 다시 들여다본 셈이다. 낙관적이고, 선이 악을 징계하는
행복한 결말,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
15) 요즘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아동 문학은 꾸준한 출판과 판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출판사의 경우 2007년 3월의 매출액 240억 중 어린이 전래동화 또는 ‘옛이야기’류의 판매액이
5억 6천 8백만원 이상으로 몇 년째 꾸준한 소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교원( 2집 100권), 글
뿌리(40권), 한솔교육(30권), 웅진닷컴(40권),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70권), 한겨레 아이들,
여원 탄탄 전래(그림 전래 70권) 두산동아(60권), 한국 헤밍웨이(70권) 등은 최근에 가장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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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읽을 만한 장르이고 읽고 싶은 장르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할머니 무릎에서 듣기를 원했던 마음과 같을 것이다. 새로 쓰여지는 전래동
화는 예전의 채록된 자료와 일치하기보다는 많은 변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민담이 변화를 일으켜 온 과정과 같이 자
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16) 서정오는, 옛이야기는 만들어질 당시는
‘요즘 이야기’였다고 했다. 옛이야기는 요즘에 지은 이야기일수도 있고 요즘
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요즘의 시각으로 해석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17)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풍부한 전래동화는 새로운 글쓰기의 원형이 된
다. 학원에, 과외에 찌든 아이들에게, 지혜보다는 지식이 더 많은 아이들에
게 참 지식, 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작품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디즈
니가 만든 ‘머리에 리본 맨 백설공주’ 만이 백설공주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케릭터도 백설공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때다. 그림
형제도 두 세줄 밖에 안 되는 민담에서 세계적인 동화를 만들어냈다. 디즈
니사도 세계의 민담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혁명
시대에서 전래동화는 많은 이야기의 원소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전래동화는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대로 쓰기도 하고, 고쳐쓰기도 하지
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그것을 읽고 우리 조상들의 사상이나 생활
상을 연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18)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옛이야기는 어른이 된 지금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본다면 지금 읽어주는 전래동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며
발하게 출판하고 판매하는 전집류이다.
16) 신동흔도 옛이야기의 원형성을 녹여낸 새로운 창장력이 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옛이야기
가 전래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까지 깨뜨려야 한다며 처음부터 옛것이었던 이야기는 없다고 했
다. 그러나 그 기본 문법은 따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신동흔, ｢옛이야기 새로 쓰기,
그 두 갈래 길｣, 창비어린이, 2007 봄호).
17) 이지호, 앞의 글, 20쪽에서 재인용.
18) 최인학, ｢옛날 이야기와 아동문학｣, 아평창간 20주년 평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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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줄 것인지 답이 나올 것이다. 어머니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정직해야 하는 이유, 효도해야 하는 이유,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지
혜로워야 하는 이유 등등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를 잠자리에서 재미있
는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배꼽이 빠지게 웃었고, 그 웃
음 속에 숨어 있는 뜻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도 있었다. 지금
우리가 전래동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확대보급 시켜야 하는 이유일 것
이다.
분명 옛이야기는 즐겁다. 기성세대도 즐거웠고, 우리 어린이들도 즐거워
한다. 그 즐거움에 지나친 상업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란다. 작가들
은 단순한 재미만을 보여주기 보다는 연구된 글을 통해 깊이 있는 글, 왜곡
되지 않는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읽고 본 전래동화가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고 전부로 남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옛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옛이야기가 현실 사회에 어떻게 전
파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옛이야기는 연구와 현실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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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ment of Humor and Questions in the Process of
Re-writing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Lee, Eun-Kyong(Chungbuk University)

This is based on how the old stories, the traditional fairy
tales, which take important part in one of the current children
literatures,

are

shown

in

the

process

of

rewriting

them

at

presen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ve a striking contrast
in the current rewritten old story. Since the transmission and
admission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re different, considering
of the questions on how they are shown in the process of
rewriting from the current point of view. Today we can not
overlook

that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re

not

for

‘telling’

culture, but for ‘reading’ or ‘viewing’ one. Additionally, this is
the reason why this study takes the publications for commercial
use - excluded for a long time on the ground that they should
be for children. Considering the process of the traditional fairly
tales’ admission is dominated by the publication cultures, it is
quite reasonable - as a study text. It has a tendency that the
more

commercial

characters

the

publications

have,

the

more

distribution to the children they have. There are lots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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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sidered when rewritten. Among them,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elements to entertain our children, such as a sense
of humor.
In the result of this study : 1. Allegory (fable) Element animals and human beings are coexistent, 2. Picture Element visualization

of

imaginary

element,

3.

Language

Element

-

repetition and wit of mother tongue, 4. Behavior Element childish or foolish doings, greedy doings, or wise doings, 5.
Fantasy

Element

-

stimulation

are expressed in the traditional

of

the

unlimited

imagination,

fairy tales. However, several

issues a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giving pleasures. This
study could point out the development of illogical story in the
allegory element, too exaggerated expression in picture element,
and

more

thoughts

needed

when

naming

of

characters

in

language element. And in behavior element old story styles are
relatively

well

acceded

to

comparing

to

other

elements,

however, some of them are indicated the failure on display the
theme

clearly in

the

course

of

expressing

one

whole

story

combining several motives. Fantasy element is frequently used
in the old story, and yet it has a tendency to select too
universal works. When planning a series, it is required to select
each work more carefully.
Traditional

fairy

tales

are

sometimes

written

in

itself

or

rewritten, based on the old stor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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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sider our children who would read the story. Our aim
would

be

accomplished

when

children

could

imagine

our

ancestors’ thoughts or life styles after reading. It is natural to
write a interesting and pleasant story for children.
the pleasure should be not

for

commercial

purpose,

However,
but

for

children themselves.
Key words : Traditional Fairy Tales, Reading and Viewing, Allegory

Element,

Picture

Element,

Language

Behavior Element, Fantasy Elemen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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