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감상 유형별 감상 전략
곽춘옥(서울덕의초등학교 교사)
<요 약>

문학 감상을 할 때 심미적 읽기만이 바람직하고 원심적 읽기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원심적 읽기에는 텍스트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읽는
것과 문학적 분석을 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원심적 읽기의 문학적 분석 활동’
인 텍스트 중심 감상은 문학 감상을 위한 기본적인 읽기이다. 발달 과정에 있는 초등
학생의 감상은 궁극적으로는 심미적 감상이 되어야 하지만, 원심적 읽기의 텍스트 중
심 감상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심미적인 읽기를 통한 감상뿐만 아니라 원심적 읽
기의 텍스트 중심 감상 둘 다 균형감 있게 가르쳐야 한다.
초등학생의 동화 감상 유형은 독자반응 이론의 텍스트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기
반으로 하여 사실 중심의 재구성, 맥락 연관적 해석, 자기 중심적 적용, 세계의 반영과
투영, 복합 맥락의 통찰로 분류된다. 사실 중심의 재구성은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간
추려 말하거나, 사실 중심의 핵심을 파악하는 감상이다. 맥락 연관적 해석은 텍스트를
하나의 맥락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예측하거나 다른 텍스트와 관련짓는 감상이다. 자
기 중심적 적용은 텍스트를 하나의 자극제로 여기고, 자신의 삶과 텍스트를 연결하는
감상이다. 세계의 반영과 투영은 텍스트가 거울이 되어, 독자는 자신과 텍스트를 동일
시하며 텍스트 세계에 몰입하는 감상이다. 복합 맥락의 통찰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
여, 다양한 맥락에서 생각하고 무언가를 깨닫거나 다짐을 하는 감상이다.
사실 중심의 재구성과 맥락 연관적 해석 중심의 감상 유형을 반영한 감상 전략은 텍
스트의 일차적 의미와 해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감상이다.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
와 해석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등장인물, 배경, 문체, 서술자, 이야기 구조에 대한 문
식성 위주의 감상을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기 중심적 적용 및 세계의 반영과 투영 중심의 감상 유형을 반영한 감상 전략은
텍스트 내용과 독자 경험의 교합이다. 텍스트 내용과 독자 경험의 교합을 위해서는 사실동화
의 생활 경험과 환상동화의 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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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맥락의 통찰 중심의 감상 유형을 반영한 감상 전략은 심층적 의미의 탐구와 내
면화이다. 심층적 의미의 탐구와 내면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주제나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고, 등장인물을 탐구하는 감상 전략이 적절하다.
주요어: 원심적 읽기, 심미적 읽기, 동화 감상 유형, 동화 감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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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독자반응 이론이라고 하면 독자의 경험에 초점을 둔 경험적 접근만으로 생
각하여 문학 감상을 할 때 심미적 읽기만이 바람직하고 원심적 읽기는 잘못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원심적 읽기에는 텍스트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읽는 것과 문학적 분석을 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독자들의 주의가 주로 읽기 후에 얻어지는 결과물 즉, 알게 된 정보에 있으면
정보 획득 읽기이고 이야기의 논리적 해석, 사건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는 것
이 텍스트 중심 감상이다. 문학적 분석은 동화를 듣거나 읽으면서 동화의 구
1)

2)

1)

독자반응 이론에는 텍스트적 접근, 경험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 ․ 문화적 접근이 있다

(Beach, 19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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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소 즉 동화 속의 이야기의 배경, 등장인물, 주제,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이
야기 거리, 결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원심적 읽기의 문학적 분석 활동’인 텍스트 중심 감상은 문학 감상을 위한
기본적인 읽기이다. 지나치게 텍스트 접근적인 문학적 분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학적 분석 자체가 문학 감상에서 불필요한 것처럼 오해
해서는 안 된다. 원심적인 읽기와 심미적인 읽기 과정 각각에서 일어나는 독
자와 텍스트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이 같진 않지만, 심미적인 읽기에서도 어린
이들이 사적이고 경험적인 의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심미적 읽기는 독자로 하여금 문학 텍스트에 대한 개
인적․경험적 측면의 의미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적인 읽기
는 문학 감상의 ‘첫 번째 단계’이며, 심미적 읽기와 해석․평가․비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텍스트의 특성과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원심적 읽기와 심미적 읽기
에 대한 강조가 달라져야 한다. 발달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의 감상은 궁극적
으로는 심미적 감상이 되어야 하지만, 원심적 읽기의 텍스트 중심 감상을 전
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심미적인 읽기를 통한 감상뿐만 아니라 원심적 읽기의
텍스트 중심 감상 둘 다 균형감 있게 가르쳐야 한다.
2)

사실과
논리 분석
문학적
분석

문학 ․ 비문학
정보 획득 읽기
텍스트
원심적 읽기
문학
텍스트 중심 감상
텍스트
[그림 1] 원심적 읽기의 하위 범주
로젠블랫(Rosenblatt)이 정보 획득 읽기와 문학적 분석을 원심적 읽기에 포함한 것은 ‘문학’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읽기의 유형이 달
라진다고 설명한 점은 문학 텍스트만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문학 감상은 기본적으
로 문학 텍스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적 읽기의 정보 획득’은 문학 감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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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감상 유형은 텍스트 갈래와 상관없이 궁금함이나 내용 파악과
같은 사실 중심의 재구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학교 문학 수업이 주
로 사실적 내용 발견 위주로 이루어지고, 언어적 이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특히, 환상동화의 상징과 은유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학 수용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사실 중심의 언어적 이해는 그 자
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감상을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동화 감상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의 균형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수용한 초등학생
의 감상 유형에 따른 감상 전략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초등학생의 동화 감상 유형에 따른 감상 전략
초등학생의 동화 감상 유형은 독자반응 이론의 텍스트적 접근과 경험적 접
근을 기반으로 하여 사실 중심의 재구성, 맥락 연관적 해석, 자기 중심적 적용,
세계의 반영과 투영, 복합 맥락의 통찰로 분류된다(곽춘옥, 2006).
사실 중심의 재구성 은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말하거나, 사실 중심
의 핵심을 파악하는 감상이다. 이 감상은 텍스트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텍
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다루면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사
실적으로 이해하는 사고 활동과 관련된다. 이는 달리 말해 텍스트에 있는 내
용을 기억하거나 회상하는 정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중심의 재구성은
질문하기와 텍스트의 특정부분 말하기, 설명하기, 내용 말하기 등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어린이들은 주로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텍스트에
3)

4)

사실 중심의 재구성과 맥락 연관적 해석은 독자반응 이론의 텍스트적 접근을, 자기 중심적
적용은 독자반응 이론의 텍스트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였다. 세계의 반영과 투
영 그리고 복합 맥락의 통찰 유형은 경험적 접근을 반영하였다.
4) 여기에서의 “재구성”은 내용을 간추려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중심의 핵심 파악을 의미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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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간다. 어린이들은 어떤 것에 대해 어리둥절하거나 놀랐을 때 질문하기
의 반응을 나타낸다. 질문하기는 텍스트가 증명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질문하
고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읽고 난 후에 글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정보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맥락 연관적 해석은 텍스트를 하나의 맥락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예측하거
나 다른 텍스트와 관련짓는 감상이다. 맥락 연관적 해석에 의한 감상은 행간
읽기, 암시적인 내용 찾기, 예측하기, 추론, 비평, 주제 파악하는 것으로 드러
난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텍스트와 연관을 짓거나 행간을 읽고 추
론을 하는 감상이다.
자기 중심적 적용은 텍스트를 하나의 자극제로 여기고, 자신의 삶과 텍스트
를 연결하는 감상이다. 감상의 실제는 경험과 관련짓기를 들 수 있다. 흔히 독
자는 책의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으면 더 쉽게 동일시하고 자신과
비슷한 인물이 있는 작품에 더 많이 빠져들고 그 작품을 더 많이 찾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독자는 동화의 유형과 상관없이 경험과 관련짓는 감상을 많이
한다. 특히 읽기 과정의 경우 텍스트의 구체적인 장면이나 내용이 경험과 관
련성이 있으면 무한하게 연상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펼치게 될 수도 있다. 개
인화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되 텍스트 내용을 초월하여 생각하거나 독자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 구성을 한다.
세계의 반영과 투영은 텍스트가 거울이 되어, 독자는 자신과 텍스트를 동일
시하며 텍스트 세계에 몰입하는 감상이다. 세계 반영과 투영에 의한 감상은
독자가 글을 읽는 동안 마음속에 떠오르는 연상들을 맛보고 등장인물들의 감
정을 느끼고, 이야기 속의 사건에 반응하고, 그 속에 묘사된 장면과 사람들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습자들이 자신과 텍스트를 동일시하며 텍스트
에 몰입하거나, 판단, 상상을 하는 감상이다. 감정이입적 자세로 “나라면 ～
했을 것이다.”라고 표현된다. 문학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써 주인공과 같은 입장 되어보기 등 이야기를 통한 생활 체험 획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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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것들이다. 작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것
이다. 이야기 세계는 학습자들의 세계를 비춰주며 순간적으로 학습자들의 세
계와 동일시된다.
복합 맥락의 통찰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생각하고 무
언가를 깨닫거나 다짐을 하는 감상이다. 복합 맥락의 통찰은 가치판단과 관련
되고 형상화적 상상력으로서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학습독자가 문학작품의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통찰을 해
봄으로써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한다. 이 감상에서는 독자가 자기의 각
오를 다지는 다짐을 하거나 텍스트에 대한 경험을 통해 내면화한다. 텍스트가
유리창이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은 인생경험을 하고 상
황 맥락을 파악하여 자기 성찰과 자기 형성을 하는 다짐과 각오를 밝힌다.
사실 중심의 재구성과 맥락 연관적 해석 중심의 감상 유형을 반영한 감상
전략은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와 해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감상이다. 텍스
트의 일차적 의미와 해석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등장인물, 배경, 문체, 서술
자, 이야기 구조에 대한 문식성 위주의 감상을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기 중심적 적용 및 세계의 반영과 투영 중심의 감상 유형을 반영한 감상
전략은 텍스트 내용과 독자 경험의 교합이다. 텍스트 내용과 독자 경험의 교
합을 위해서는 사실동화의 생활 경험과 환상동화의 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추
어 감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복합 맥락의 통찰 중심의 감상 유형을 반영한 감상 전략은 심층적 의미의
탐구와 내면화이다. 심층적 의미의 탐구와 내면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주제나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고, 등장인물을 탐구하는 감상 전략이 적절하다.
1.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와 해석의 상호작용

초등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동화 감상은 문학교육의 입문기적 성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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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학적 문식성’을 강조해야 한다. 기초 문식성을 전제로 하면서 문학적 관
습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문학적 이해 능력을 케이와 트로(Cai ＆ Traw,
1997)는 ‘문학적 문식성’이라고 하였다. 이야기 언어의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서는 일상 언어와는 구별되는 동화에 나타난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학
적 문식성(Cai, M., 2001)이 필요하다. 문학적 문식성은 문학 언어의 은유와 상
징, 그로부터 생성되는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문학적 문식성은 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특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초등학교 독자들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환상동화의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학적 문식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문학적
문식성 형성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와 해석의 상호작용을 찾는 감
상 지도를 해야 한다. 기초 문식성을 전제로 하면서 문학적 관습에 대한 지식
을 포함하는 문학적 이해 능력을 케이와 트로(Cai ＆ Traw, 1997)는 ‘문학적 문
식성’이라고 하였다. 문학적 문식성은 문학 언어의 은유와 상징, 그로부터 생
성되는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가 등장인물에 대한 문식성
.

저학년 어린이들은 등장인물에 쉽게 동일시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
를 기억한다. 등장인물에 관심이 많은 저학년 어린이들이 등장인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 해석과 관련하여 진보적인 태도이다.
믿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는 실제 생활에 있을 법하고 이야기를 통
해서 발달하는 주인공이 필요하다. 인물이 묘사되는 방식과 이야기의 과정에
서 발전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중요하다. 인물을 연구할 때 고려할 점은 ‘성격
화(characterization)’와 ‘인물의 발전(character development)’이다.
성격화는 작가가 독자들이 인물을 알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가리킨다. 작가
가 성격화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식은 인물의 신체적 외모와 개성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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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인물의 발전은 인물이 이야기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겪는 변
화, 선 또는 악을 가리킨다. 만일 인물이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사건을 경험한
다면, 우리는 독자로서 그 인물이 이런 사건들의 결과로 달라질 것이라고 기
대한다.
인물 설정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사실동화든지 전래동화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동화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다. 작가들
은 3차원적인 인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희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진 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 경험과 상상력을 사용한다. 작가는 우리에게 개인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일시와 참여를 하게 하면서 우리들의 공통된 인간성을 보
여 주고 있다.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도 오래 기억할 수 있
는 인물은 아동들에게 강력한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동화의 유형은 등장인물의 유형에 따르면 초현실적 등장인물의 환상
동화, 의인화된 동물의 환상 동화, 의인화된 무생물의 환상 동화, 현실적 인물
의 환상 동화로 분류된다.
전래동화의 인물 특성은 1차원적이고, 선하거나 악하거나 분명하게 그려지
며, 서술을 통해서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인물이 왜 선한지 또는 왜 행
동이 사악한지에 대한 정보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들의 선행과 악행을 단정 지
을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실동화에서 묘사되는 인물들은 분명히 실제적이고 마치 우리 옆집에 사
는 이웃과 같이 생생해야 하며, 무언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등장
인물은 다차원적인 존재요, 다양한 장․단점을 지닌 이로서 시간의 경과를 넘
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등장인물의 한 가지 측면만 제시되거나, 또는
한 가지 특징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그 결과는 고정관념이 되기 때문에, 사
실동화에서는 행동과 감정이 이야기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인 인물
을 묘사해야 한다.
5)

5)

예를 들어 나쁜 어린이표의 ‘건우’는 자신의 주장이나 사고방식이 뚜렷하고 개성이 독특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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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묘사된 인물은 어린이 독자에게 친구, 일시적 부모, 닮고 싶은 인물이 될
수 있다. 어린 독자들이 흥미진진한 사건을 즐길지라도, 이런 사건에 포함된
인물이 독자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더 이상 사건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는 서사적 묘사, 등장인물들의 대화, 등장인물의 생각,
등장인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전달된다. 특히
등장인물의 대화는 이야기 주인공의 제반 특성과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인물의 개성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반응 일지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응 일지를 기록하면 등장인
물에 대한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하거나, 질문이나 불확실한 것을 제기하게 된
다. 어떤 어린이는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거나 스스로 등장인물
의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세계의 반영과
투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의 틀과 가치 체계 안에서 주인
공의 행동을 판단하는 맥락 연관적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작가를 평가하거나
전에 읽었던 다른 책과 비교함으로써 문학 비평가의 역할을 흉내내기도 한다.

나 배경에 대한 문식성
.

동화에서의 배경은 이야기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야기의 시간과 장소는 사건, 인물 그리고 주제에 영향을 미친다. 시
간을 나타내는 배경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이다. 동화의 장소는 분위기를 연
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독자들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가보지 않은 곳을
묘사를 통해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야기는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근교들과 대도시들, 또는 시골 마을의 보편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막연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배경은 이야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상동화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광대한 우주의 어느 곳이든 제약이 없는 독특한 배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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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과거나 혹은 미래로 자유스럽게 이동을 하거나 시간이 정지하는 시간적
배경과 상상된 장소인 공간적 배경은 현실을 초월한다.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존재 방식에 따라 교통형 환상, 1차 세계형 환상, 2차 세계형 환상으로
나뉜다.
전래동화의 배경은 종종 막연하고 일반적이다. ‘옛날 옛적 깊은 숲 속에’는
보편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적인 이
야기의 경우 역사동화의 시간적 배경은 과거이며, 사실동화의 시간적 배경은
현재다. 과학동화의 경우, 현재에는 이용 불가능한 것들이 발견된 막연한 미래
일 수 있다. 또한 사실동화는 작품의 소재를 현실에서 찾고, 실제적인 삶의 모
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주로 현재 학교나 집 같은 일상생활 공간, 시골, 산촌,
섬, 저수지 등 자연 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시간과 장소를 말해 주는 이야기의 배경은 인물들의 가치, 행동 그리고 갈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해 줄 뿐 아니라 인물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모든 것들을 독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이야기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서 일어나든지 간에 전체적인 신뢰성은 구성, 인물, 배경이 서로 얼
마나 잘 지지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어떤 이야기가 확인 가능한 역사적 시기
나 지리적 위치에서 이루어질 때 세부사항들은 정확해야 한다. 구성과 인물은
그 시기와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 혹은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일관성이 있
어야 한다.
배경은 묘사 차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주제적 분위기와 밀접한 연
관을 가지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리얼리티를 앞세우는 사실
적인 작품들은 배경의 묘사를 강조한다. 배경에 대한 관심은 작품 속에서 리
얼리티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저학년 어린이들은 상세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에 별로 흥미를 갖
지 못한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 전래동화는 시간적․공간
적 배경이 상세하게 진술되지 않는다. 배경의 비상세화는 이야기 구조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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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말한 플롯 개념의 미분화와도 연결되는 현상이
다. 배경 요소를 그림이 아닌 언어적 묘사에 의해서 수용하는 단계가 되면 문
학 수용의 성숙성이 얼마간 진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사실동화 중 생활모습, 문화 등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텍스트는 배경 이해
에 초점을 맞춘 사실 중심의 재구성을 한다. 시대적 배경이나 생활모습, 문화
등이 다르면 사실적 이해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 파악에 제약을 받기 때문
이다. 식민지 시대 마름과 소작인과의 계급적 갈등 관계를 잘 묘사한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1930년대 작품이며, 내용 자체가 2학년 학습자들에게는 어려
운 내용이다. 이 텍스트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야기에 나오는 낱말들도 생소한 것이
많다. 이 텍스트는 가장 먼저 친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설명과 마름과 소작
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어야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버지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 아무리 그림이 많
은 부분을 구체화시켜 주고 있더라도, 언어적 이해가 걸림돌이 되며, 내용이
길고 주제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도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6)

다 서술자에 대한 문식성
.

작가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 작중 화자 즉, ‘서술자’ 를 내세운다.
7)

다른 텍스트의 경우 내용 이해가 어렵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으나, 이 작품
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저학년의 경우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
주제가 다소 어려운 메아리(이주홍 글 ․ 김동성 그림(2001), 길벗어린이.)의 경우 메아리가
따라하는 부분을 실감나게 읽어주면 그 부분에 흥미를 갖고 계속 읽어달라고 한다. 저학년은
운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는 운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7) 한명숙은 ‘시점’ 대신 ‘서술자’를 초등학교 문학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야
기를 들려주는 화자를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동화 감상
교육이 이루어지면, 초등학교 학습독자들이 작품 이해와 해석의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한명숙(2005b), ｢교육내용으로서 동화의 서술자에 관한 연구｣, 한국국어교육학회 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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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제3의 인물이 되어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행위를 말
하기도 한다. 또한 관찰한 행위를 주관적, 또는 객관적 태도에 의해 진술하기
도 한다.
1인칭 서술자는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며, 한 인물의 눈을 통해 이야기
를 전개한다. 서술자는 대부분 주인공이 되는데, 간혹 사건의 목격자나 참가자
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독자는 1인칭 서술자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경
험한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주인공 ‘나’에 의해 사
건이 진행되는 1인칭 서술자에 의한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
식은 ‘나’가 자신의 이야기 또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 나간
다. 내가 서술자가 되면 내면적 이야기를 무리 없이 풀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반대로 지나치게 주관적인 설명으로 빠지다 보면 지루한 동화 작품이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의 경우
‘알렉산더 울프’가 돼지 두 마리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누명을 쓰게 된 이유를 책을 읽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비슷한 수준으
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전지적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말해준다.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의 경우 치통으로 여우를 속이는 생쥐 치과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었다. 그래서 여우가 자기의 치통
이 낫자마자 치과의사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생쥐 치과의
사가 여우의 그런 계략을 알고 대처하려는 계획도 말해준다.
독자들은 제한된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한 인물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야
8)

8)

술대회 자료집.)
생쥐이자 치과 의사인 드소토 선생님은 솜씨가 아주 좋아 늘 손님이 많다. 특히, 큰 동물들에
게 인기가 높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찾아와서 이를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울며 사정을
한다. 드소토 선생 부부는 잠깐 망설이다가 여우의 이를 고쳐 주는데, 여우는 이를 다 고치고
나면 선생 부부를 잡아먹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린 드소토 부부는 꾀
를 내어 여우의 턱을 꽉 붙여 버린다.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책이다.(윌리엄 스타이그 글 ․
그림(1982),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Doctor De Soto), 조은수 옮김(1995), 비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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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제3자에 의해 말해지며 주인공이나 다른 인물의 생각, 감정과 의미 있는
과거 경험을 이야기한다. 객관적 서술자를 통해 독자는 이야기를 구경하고 직
접적인 장면만 볼 수 있다. 독자들은 보고 듣는 것만 알 뿐, 어떤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신데렐라나 빨간 모자는 객관적 서술자가
이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지, 인물의 성격을 기술하는 것
은 아니다. 저학년 어린이들도 4가지 서술자를 모두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서술자가 이야기를 말하는 동화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3인칭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지만, 늑대가 들
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주인공인 늑대가 1인칭 서술자가 되어 이
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늑대가 무척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읽어볼까
요?” 라고 안내를 한 후, ‘원래 이야기에 나오는 늑대와 어떻게 다른지, 늑대가
정말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다.
서로 다른 서술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빨간 모
자(Little Red Riding Hood, 1983)를 빨간 모자 소녀, 할머니, 배고픈 늑대, 사냥꾼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한다. 서술자의 변화가 이야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 알게 될 것이다.
9)

라 이야기 구조에 대한 문식성
.

어린이들은 문학적 관습이 드러난 예와 패러디 동화를 통해 문학적 구조에
익숙해지며 그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동화의 원작과 패러디 동화
를 읽으면서 모든 문학은 구조적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린이가 어
떤 특정한 이야기의 유형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린이들은 구조의 특성에서 오는 각각의 이야기
9)

고학년이라면 사자와 마녀와 옷장(The Lion, the witch and Wardrobe, 1950)을 가지고 서술자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전지적 서술자가 이야기를 말하는 데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
로 각각 다른 인물들이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은 다른 서술자로 옮겨가면서 서술자에 따라 무
슨 내용을 생략해야 하는지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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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적 관습에 초점을 둔 사실․맥락 연관
적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패러디가 많은 동화는 상호 텍스트적 연상을 하는
맥락 연관적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동화는 다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감상한다. 패러디 동화는 그것이 갖는 유머로 인해 어린
이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문학적 정서를 키워나가게 해
준다. 패러디 동화는 원작의 내용과는 달리 뭔가 앞뒤가 뒤바뀌는 것과 같은
구성으로 인해 신선한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선사한다.
패러디 동화를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어린이들은 문학적 어휘와 문법 등
에 익숙해지며 언어 발달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어린이
들로 하여금 그들이 읽거나 듣는 어휘 또는 단어의 완전한 암시를 파악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래동화는 주동․반동 인물의 적절한 대립구조 아래 사건이 진행
된다. 저학년은 복잡한 이야기 구조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래동화처럼 권선징
악형 구조는 가르치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주인공이 보는 이야기 세계와 반동
인물이 보는 이야기 세계를 구성해보는 감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어린이들은 패러디 동화를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 이야기의 화자에 따
라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원작과의 비
교와 차이를 통해 패러디 동화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텍스트 내용과 독자 경험의 교합

텍스트 내용을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짓는 ‘자기 중심적 적용’ 감상은 텍스
트의 사건, 인물과 또 다른 측면을 자기가 겪은 경험과 관련짓도록 한다. 이
감상은 일반적인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주된 동화 감상 유형 중의 하나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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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겪은 일과 비교하여’, ‘겪은 일과 관련지으며’와 같은 감상은
텍스트와 독자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 문제를 다
룬 텍스트는 텍스트의 문제와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비슷한 경험을 비교해 보
게 한다.
현실의 삶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실동화에서는 현재와 일상 삶의 생활공
간에서 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시대적․공간적 배경이 유사한 사실동화는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경험 내용을 다룸으로써 감정이입과 이해가 쉬워 동일
시가 잘 이루어진다.
동화의 현실성은 사실동화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환상동화 중에서 어린
이들이 선호하는 현실→비현실→현실의 구조 로 이루어진 교통형 환상동
화 는 현실에서 어린이들이 겪을 수 있는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10)

11)

가 사실동화의 생활 경험
.

사실동화는 작품의 소재를 현실에서 찾고 현실의 논리에 맞게 풀어나가는
이야기로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실동화는 작품의 소재를 현실에
서 찾고, 현실의 논리에 맞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사회적인 변화 요소를 가장 다양하고 민
감하게 다룰 수 있다.
사실동화 착한 어린이표, 내 짝꿍 최영대는 생활 경험과 흡사하기 때
문에 몰입하여 공감하고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다. 엄마 마중은 주제가
아동문학의 기본 패턴은 회귀적 여행이다. 말하자면, 플롯은 ‘집 → 집 떠남 → 모험 → 집으
로 돌아옴’이라는 궤적을 따른다. 이 여행의 목적은 아이의 성숙에 있는데, 귀향에는 안전성
이라는 문제가 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종 목적은 안전한 집이라는 것이다.
11) 권혁준은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존재 방식에 따라 비현실계만 존재하는 판타지, 현실계
와 비현실계가 같이 존재하는 판타지, 현실계 속에 비현실적 사건이 삽입되는 판타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교통형 환상동화는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같이 제시되면서 서로
소통하는 판타지로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대표적인 작품이다.(권혁준
(2007),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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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며, 전차와 주변의 풍경만이 낯설다. 이 책은 그림이 많은 부분을 설명
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사
건이 엄마를 기다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자기 중심적 적용을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나
회상에 의한 공감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엄마를 기다려본 경험을 떠올리며 엄
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에 감정이입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와 비슷하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는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그림책이다. 이 책은 작가가 사산한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지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
책이다. 이 작품은 오랜 인생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거
나 아이를 키워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이 감동받는 작품이다.
세월을 뛰어넘는 어머니의 사랑이 반복되는 노래에 실려 이어지고 있어 코
끝 시큰한 감동을 안겨주지만, 어린이들은 그다지 흥미를 갖거나 감동을 받지
못한다. 이 책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고 있
지만 초등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의 경우에도 어른의 시각에서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부모
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느껴보도록 하는 요구는 잘못된 감상 활동이다. 어린이
들은 단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를 실제로 부르며 읽어주면 그 운율적인 반
복을 좋아한다. 어린이들에게 운율을 느끼는 사실 중심의 재구성이나 성장하
는 모습을 그림과 함께 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보는 자기 중심적 적용을
하도록 한다.
12)

12)

미국에서 1,5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그림책.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가 될 때까지
의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보여준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불러주기도
하고, 온갖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잠든 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러주기도 한다. 어머
니가 나이가 들어 움직이기가 불편하자 아들이 찾아와 어머니를 꼭 안고서 노래를 불러준다.
그리고 막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준다. 이 책의 매력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로 시작하는 ‘자장가’같은 후렴 부분이다.(로버트 먼치 지음
(1986),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Love You Forever), 김 숙 옮김(2000), 북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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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상동화의 생활 경험
.

현실 → 비현실 → 현실’의 회귀구조로 이루어진 환상동화에서는 현실 세
계와 현실에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비현실 세계를 택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현실로 회
귀한다. 학습독자와 비슷한 주인공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다가 환상 세계를 통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학습독자가 현실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생활 경험을 문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은 카타
르시스를 느끼면서 문학적 감동을 받게 된다.
환상동화 중에는 현실적 인물이 등장하는 교통형 환상동화가 어린이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다.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현실 속 주인공이 등장하여 초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각대장 존, 숲 속으로, 괴물들
이 사는 나라는 현실 문제를 반영하고 현실 속 주인공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각대장 존은 어린이와 선생님과의 갈등을 다룬다. 숲 속으로
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엄마와의 갈등이 주가
된다.
이러한 갈등은 어린이들이 흔히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이며, 주인공 역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또래 친구다. 이야기의 한 부분에 단순하게 연상하
여 반응하고, 사건 중 어느 한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부분에 대한 자신
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적용 감상을 하게 한다.
저학년 학습자들은 명백한 결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쉽게 발견
하는 사건의 인과적 연쇄가 동화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결말
(closure)’ 즉, ‘끝나는 느낌(sense of an ending)’이 있는 이야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의 결말이 모호한 것보다 명백한 결말을 갖는 플롯의 인과적 연
쇄가 어린이들에게는 더 좋다는 것이다.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수준의 아이
‘

13)

학년과 3학년 어린이들은 숲 속으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엄마 마중의 경
우 “끝이 뭐 이래?”, “시시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전자는 아이들의 마음을 안심시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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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예측가능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결말을 가진 책을 좋아한다(Cullinan ＆
Galda, 2000).

아동문학 초기부터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던 회귀적 여행 코드는 1950년대
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코드인 단선적 여행으로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 단
선적 여행 코드로써 단선적 패턴의 주인공들은 마지막에 안전하게 원래의 세
계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세계로 향하게 된다(Nikolajeva, 1996). 단선적 코드는
물론 훨씬 더 매력적인 패턴인데, 독자들이 작가의 편에 서서 전적으로 자신
감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인공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귀향이 없다는 것
을 받아들이려면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회귀 구조로 이루어진 동화들은 전형적인 통과의례 과정을 거치므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감상목표를 설정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
현실적 사건이 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학습독
자와 비슷한 주인공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다가 환상 세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
결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집중하여 감상을 하다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문학적 감동을 받게 된다.
요즘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돼지책, 지각대장 존, 괴물들이 사는 나라,
고양이 등과 같은 환상동화는 주인공이나 사건이 현실 경험과 유사하기 때
문에 문제 해결을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14)

3. 심층적 의미의 탐구와 내면화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내면화이다. 내면화

키는 따뜻한 결말이 있으며, 후자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결말이기 때문일 것이
다(곽춘옥, 2006).
14) 일명 ‘고양이 따라잡기’라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동화다. 특별한 놀
이가 없던 시절에 하루 내내 도둑고양이를 따라하며 일상을 보낸다. 목소리를 흉내낼 뿐 아
니라 행동거지까지 똑같이 따라한다. 오죽하면 본문에서도 노마는 아주 고양이가 되었다고
까지 한다.(현덕 글 ․ 이형진 그림(2000), 고양이, 길벗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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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문학 경험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면화 과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내면화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용으로 제공되는
문학 텍스트에 의도적인 내면화 전략이 담긴 감상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삶과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지어야 한다.

가 상징과 은유
.

그림으로 은유를 능숙하게 펼친 상상놀이 그림책은 상상의 세계를 풍부하
게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나 환상의 세계를 그림으로써 어린이들이 나름의 세
계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히로꼬 사사키, 2000). 예를 들면 실제로
있는 쥐는 그대로, 상상의 동물은 하얀 선으로 구분하거나, 장을 두 개로 나누
어 단절을 나타내거나, 왼쪽 화면은 현실 세계, 오른쪽 화면은 상상놀이 세계
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림책은 책장을 넘기며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연속 세계로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떠올리는 과정은 ‘상상’이라기보다는
‘구체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환상동화의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텍스트 중심 감상을 하고, 투
영이나 통찰 중심의 감상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풍부한 문학 경험을 통해 상
징과 은유를 이해하는 감상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환상동화의
상징과 은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색깔과 그림의 크기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
를 상징하기도 한다. 숲 속으로 는 상징과 은유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이
동화에서는 아빠의 가출로 생긴 마음의 공백과 심리적인 불안감이 치유되는
과정이 펼쳐지며, 부모의 다툼으로 불안해하는 아이의 심리를 초현실주의 기
15)

15)

부모의 다툼으로 불안해하는 아이의 심리를 초현실주의 기법과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표
현한 작품으로 이야기 빨간 모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화 속 주인공들이 나오는 흥미 있는
작품이다. 이 그림책 속에는 다양하고 즐거운 숨겨진 의미들이 들어 있다. 한 밤 중의 큰 소
리는 부모님의 다툼, 숲 속에서 만난 아이들은 잭과 콩나무, 금발머리와 곰 세 마리, 헨
젤과 그레텔의 주인공들이고, 숲 속에서 발견한 빨간 외투로 아이는 ‘빨간 모자’ 자신이 된
다.(앤서니 브라운 글 ․ 그림(2004), 숲 속으로(Into the Forest), 허은미 옮김(2004), 베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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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탁월하게 표현하였다. 숲 속으로는 컬러에서
흑백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절묘하게 배합시켰다. 여기
의 ‘숲 속’은 현실에서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길이다. 숲 속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전 화면이 흑백처리 되는데, 이것은 주인공이 겪는 환상의 세계를 나
타낸다. 숲 속의 세계는 모두 어두컴컴하게 그려져 있다. 오직 아이와 빨간 외
투만이 칼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이의 불안하고 두려운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환한 모습으로 맞아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밝은 색깔로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부터의 그림은 따뜻한 느낌의 칼
라로 되어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결말로 끝이 난다.
또한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배치한 그림은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 등장하는 소품과 장치들은 화소(話素, motif)로 사용한 옛 이야기를 암시
한다. 그림이 상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텍스트의 내용 파악이 어렵다.
이런 텍스트는 그림의 상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지도하는 동화
감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각대장 존에서도 그림의 크기와 색으로 아이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크기에 따른 주인공 아이의 마음과 색이 나타내는 의미를 파악해 보는 감상을
할 수 있다 .그림은 공간의 적절한 사용으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지각대장 존에서 ‘존’은 작게, ‘선생님’은 크게 그려져 있다. 그러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림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존’과 ‘선생님’ 사이의 갈등 해소를 나
타낸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거리 또는 인물과 배경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인
물의 친소관계를 의미한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그림의 크기로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표현하
고 있다. 또한 크기와 여백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긴장감의 고조를 표현한다.
주인공 맥스가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현실 세계에서 짓궂은 장난을 할 때는
그림이 작고 여백이 넓었다가 환상 세계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이 점점 커지고
여백은 줄어든다. 환상 세계에서 괴물들과 소동을 벌일 때는 지면 전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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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글자 없이 그림만으로 세 장에 걸쳐서 제시되었던
괴물 소동이 끝난 후 맥스가 현실의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림의 크기
가 줄어들지 않는데 이것은 환상계를 경험한 맥스의 내면 세계가 이전의 맥스
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림을 잘 파악하면 훨씬 더 쉽게 플
롯 전개를 이해하게 된다.
이상한 자연사 박물관 역시 색으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의 상징을 내용으로 학습했거나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문학 경험이 많은 학습
자들은 쉽게 그림의 은유와 상징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야시마 타로의 까마귀 소년 에서는 주인공 치비가 교장과 동료 아이들
이 무서워 어두운 공간에 숨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을 이해하면 등
장인물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다.
문체적인 플롯 장치는 회상(flashback)과 복선(foreshadowing)이 있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회상은 8～9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고학년 독자를 위한 책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그
림동화에서는 학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된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독자를 준비시키는 복선은 다음의 사건, 가능하
면 이야기의 절정에 대해서까지도 힌트를 준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그림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의 단서를 제시한다. 맥스가 현실 세계에서 소동
을 벌일 때 우표 딱지만한 크기로 제시된 괴물 그림이나, 빨랫줄 같은 기다란
16)

17)

현실과 상상을 오가고, 박물관과 공룡의 시대를 오가는 글 없는 그림책. 어느 천둥치는 날 박
물관 안으로 날아든 새를 따라가며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그림이 펼쳐진다. 그림이라기보다
는 영상이라고 표현해야 적합한 느낌과 ‘환상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막막
한 아름다움. 특별한 메시지나 지식을 전해주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미지로 남을 책
이다. 지은이 에릭 로만은 이 책으로 1995년 ‘칼데콧 상’을 수상했다. 맨 뒤에는 어린이 과학
책 작가인 이지유의 한 페이지짜리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에릭 로만 글 ․ 그림(1994), 이상한
자연사 박물관(Time Files), 이지유 해설(2001), 미래 M&B.)
17) 산골 마을 작은 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해 온 열정적인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야기다. 특히, 공
부할 때도 놀 때도 뒤처지고 꼴찌인 남자아이가 있었다. 언제나 따돌림 받고, 놀림 받는 외톨
이였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그 아이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까마귀 소년”이 되었다.(야시마 타로 지음, 까마귀 소년, 윤구병 옮김(1996), 비룡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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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에 매달린 인형, 줄에 걸쳐진 텐트 모양의 담요와 텐트 속에 놓여 있는 앉은
뱅이 의자는 맥스가 환상 세계에서 경험할 괴물 소동의 복선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들은 환상적인 이야기의 경우 스스로 상징이나 은
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단서를 주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나 숲 속으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교사가
제공한 작은 단서로 나머지 상징들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찾지 못할 때는
교사가 단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발문을 통하여 줄
수 있다. 초등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에 적합한 비계를 제공하
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로 그 역할은 교사의 교수 화법 에 의해 드러
난다.
상징이나 은유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텍스트적 감상을 할 수 있다. 첫째,
비슷한 제목이나 주제의 책과 비교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환상동화는 영상
텍스트로 많이 제작되어 있으므로 비디오나 영화로 봤던 이야기일 경우에는
장면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게 할 수도 있다. ‘다른 동화 텍스트와 관련짓기
전략’을 활용해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읽었던 이야기 혹은 영화의 주제, 등장
인물, 일화를 다른 이야기와 관련짓는 것이다. 저학년일 경우에는 배경지식이
많지 않으므로 읽었던 이야기, 혹은 봤던 영화와 관련을 짓도록 한다. 주제, 등
장인물, 배경이 비슷한 이야기를 떠올려 비교하거나 비디오나 영화로 봤던 이
야기는 장면을 비교해 가면서 읽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이미 자신이 경험했던 책, TV, 영화, 혹은 이미 학교에서 배운
18)

19)

열한 살 위니의 눈에 비친 생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터크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위니의 눈으로 본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첫 장의 길
고 노란 길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터크 가족이 그들의 삶에서 겪어야 할 긴 여정을 예고한
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는 3~4학년 동화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DVD로 출시되었다.(나탈리 배비트 지음(1975), 트리갭의 샘물(Tuck Everlasting), 최순희 옮김
(2002), 대교출판.)
19) 최근 들어 교수 화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수업 상황의 교
수화법에 대한 연구로는 “박태호, 이수진(2003), 김교사의 읽기 교수화법 분석 연구”, “이수진
(2004), 쓰기 수업의 교수 대화 양상 연구, 교원대 박사 논문” 등이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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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생활 속에서 경험한 내용, 자신의 문학적인 배경의 특성 등을 반영하
여 이해하는 것은 상호텍스트성과 관련된다. 텍스트 이해에 있어 상호텍스트
성을 염두에 둔다면, 동화를 교육할 때에도 새로운 방법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적 연결을 도와주기 위해 문자적 텍스트를
비롯해, 영화, 비디오, 드라마, 사진, 음악, 그림과 같은 비 문자적 텍스트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 텍스트 같은 영상 텍스트는
원전 동화 작품을 변용한 경우가 많아, 원작 동화와 영상 텍스트를 비교하는
활동은 상호텍스트적 동화 감상으로 활용도가 높다.
둘째, 같은 작가의 다른 책과 비교해보게 한다. 비슷한 그림이나 등장인물
을 보고 읽은 책 중에서 어느 작가의 책일지 생각해 보게 한다. 또는 비슷한
주제의 책을 떠올려 보게 하고 모르는 어린이가 있을 때는 설명을 해 주고 비
교해 보게 한다.

나 등장인물
.

학생들에게 등장인물을 탐구하고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많다. 첫째,
어린이들에게 등장인물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떤 이름이 이야기의 주제에
적당할지 생각해 보는 것, 그들 스스로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대
표적이다.
둘째,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는 아기돼지 삼형제
와 같은 패러디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달라져서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역할극을 해 볼 수도 있다. 아기
늑대 삼형제와 못된 돼지이야기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기늑대 삼형제와 못
된 마음씨를 가진 돼지 한 마리 이야기이다. 성격이 달라지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역할극 대본을 써서 실연을 해 본다. 역할
극을 한 후에 ‘이야기에 나오는 늑대와 돼지는 성격이 달라졌는데, 성격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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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질문한다. 아기돼지 세 자매이야기도
아기돼지 삼형제와 성격을 비교해보고 성격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보게 한다.
학생들이 인물에 주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스스로 인물의 입장이 되어 보는
자기 중심적 적용과 세계의 반영과 투영을 하는 감상을 하는 것이다. 마쯔와
신기한 돌 은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와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야기의 진행
을 통해 보여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주제가 선명한 편이라 두 이야기를
역할 바꾸기 놀이를 하면서 읽어도 무난하다.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말하거
나 쓰는 활동은 ‘동일시’라는 면에서 사실 중심의 재구성보다는 복합 맥락의
통찰을 요구한다.
20)

다 주제
.

주제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정서와 가치를 다룬다. 주제는 뚜렷하게 진술될
수도 있고, 암시적으로 진술될 수도 있다. 명시적인 주제는 이야기 속에서 공
공연히 진술된다. 주제는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주제가 이야기의 플롯과 인물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계몽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동화를 읽는다. 만일 주제가 고압적이고 분명한 방식으
20)

바위섬에 사는 생쥐 마쯔는 어느 날 반짝이는 돌 하나를 발견한다. 바위섬에 사는 모든 생쥐
들은 마쯔처럼 반짝이는 돌을 갖고 싶어 마쯔에게 찾아낸 장소를 물어본다. 이때 꼬불 수염
할아버지가 나타나 ‘반짝이는 돌의 주인은 바위섬이니까 바위섬의 돌을 가져가면 다른 무언
가를 바위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행복한 결말과 불행한 결말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뉜다. 먼저 ‘행복하게 끝나는 이
야기’에서 마쯔와 친구들은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쁜 돌멩이를 반짝이는 돌을 찾은 자리에
가져다 놓고 행복하게 겨울을 난다. 그러나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에서는 생쥐들이 반짝이
는 돌을 마구 파헤쳐 바위섬이 무너지고 만다. 비교를 통해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마르쿠스
피스터 글 ․ 그림(1997), 마쯔와 신기한 돌, 문성원 옮김(1998), 아가월드.)
시리즈로 마쯔와 신비한 섬(마르쿠스 피스터 글 ․ 그림(2000), 조국현 옮김, 아가월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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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된다면 독서 경험의 즐거움이 저해된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교훈적
인 주제는 독자로부터 이야기의 즐거움을 뺏는다. 분명히 잘 쓴 책은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가 전개시킨 좋은 이야기도 전달해주
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는 미묘하게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야기의 주제는 잠재적인 의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어른들은 화이트
(White)의 샬롯의 거미줄에서 발견되는 주제가 ‘우정’이라고 말한다. 주제를
더 잘 표현하려면 이야기에서 돼지 윌버(Wilbur)가 말한 것처럼 ‘우정은 세상
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정’이란 한 낱말은 이야기
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주제의 표현은 아니다.
주제가 어려울 때는 제목을 활용하거나, 맥락 연관적 해석을 하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제목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인물의 행동과 이야기의 결
과는 보통 동화에서의 주제를 뒷받침하거나 전개시킨다. 제목은 하나의 담론
적 약호로 몇 가지 의미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물, 사건, 주제, 배경과 깊은
내적 연관을 맺고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맥락 연관적 해석을 한다. 주
인공이 이야기의 도중에 어떤 면에서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주인공이 마지막
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 본다. 가장 좋은 접근은 중심이 되
는 갈등과 그 결과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일 수 있다.
21)

Ⅲ. 나오는 말
동화 감상은 사실 중심의 재구성과 복합 맥락의 통찰 둘 다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 이해는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한
21)

사실동화의 내 고추는 천연기념물, 오줌 멀리 싸기 시합, 딱지 딱지 코딱지, 나는 싸
기 대장의 형님등은 제목만 보아도 내용이 거의 다 짐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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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감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감상에서 사
실 중심의 재구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거나 무조건 무조건 내면화
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문학적 분석과 경험적 감
상의 균형이다. 로젠블랫도 문학적 분석이 문학 체험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
려 강화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동화 감상 유형은 사실 중심의 재구성, 맥락 연관적 해석, 자기
중심적 적용, 세계의 반영과 투영, 복합 맥락의 통찰로 분류된다. 텍스트적 접
근과 경험적 접근의 균형을 강조하는 동화 감상을 위해 동화 감상 유형에 따
라 어떤 전략으로 감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제안하였다. 학습 독자의 감
상 유형을 반영한 감상 전략은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와 해석의 상호작용, 텍
스트 내용과 독자 경험의 교합, 심층적 의미의 탐구와 내면화이다. 텍스트의
일차적 의미와 해석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등장인물, 배경, 문체, 서술자, 이
야기 구조에 대한 문식성 위주의 감상 전략을 지도해야 한다. 텍스트 내용과
독자 경험의 교합을 위해서는 사실동화의 생활 경험과 환상동화의 생활 경험
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심층적 의미의 탐구와 내면화를
위해서는 상징과 은유, 등장인물, 주제 파악에 초점을 두는 감상 전략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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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reci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patterns of fairy
tales appreciation
Kwak, Chun-ok(Seoul Duchyee Elementary School)

Facts-oriented re-composition and a thread-related interpretation pattern are based on
the textual approach of reader response theory, and egocentric application is based on
the textual and experiential approach of reader response theory. Reflection and
projection of world and the insight pattern of a complex thread is based on the
experiential approach of reader response theory. In the cases of the second and third
grades, a large number of an appreciation pattern such as fact-oriented recomposition
like curiosity and contents understanding appears regardless of text divisions. The
primary meaning of text needs not for its own benefit but for much higher level of
appreciation. In fairy tales appreciation, it should be careful not to think that
fact-oriented recomposition is not important or to emphasize only internalization
unconditionally.
The primary meaning of text and mutual interaction principle of interpretation reflects
fact-oriented recomposition and thread-related interpretation-oriented appreciation. For
the primary meaning of text and mutual interaction of interpretation, an appreciation
strategy mainly considering literacy for characters, literary style, describer and story
structure should be taught. The interaction principle of a reader’s experience with text
contents reflects egocentric application appreciation and reflection and projection of
world-oriented appreciation. For a mutual interaction of a reader with text content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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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strategy focusing on a life experience of a reality fairy tale as well as a life
experience of a fantasy fairy tale is needed. Examination of deep meanings and
internalization principle reflects complex thread’s insight-oriented appreciation, and for
this, a strategy of understanding the subject of text or symbols and metaphor and
exploring characters is needed.

【Key

】

words Efferently reading, Aesthetically reading, pattern of fairy tales
appreciation, strategy of fairy tales ap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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