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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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은 심의린(沈宜麟)이 1926년에 편찬한 우리말 최초
의 동화집이자 설화집이다. 지금까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특징에 관한 고찰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내용, 의미, 특징, 문학교육적 가
치 등을 살피고자 했다.
이를 위해 66편의 이야기에 나타난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독자 지향의 이야기, 사건 전개의 사실성, 호랑이의 부정적 형상화, 능동적 변화의
필요성 강조 등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이한 내용과 의미를 지닌 작품을 살핀 결과, 외국 동화의 창조적 변용, 효용
과 윤리의 대립과 조화, 신분 계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문학교육적 가치는 서사교육의
원류, 문학교육의 방향성 고찰, 흥미와 교훈의 문학성 추구 등이었다.
주요어：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 심의린(沈宜麟), 서사교육의 원류, 문학교육
의 방향성 고찰, 흥미와 교훈의 문학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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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에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은 심의린(沈宜麟)이 1926년에 한성도서주
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발행한 책이다. 문화서관(文化書館)에서, 방
정환이 발행한 잡지 뺷어린이뺸에 광고를 내기도 한 책이다.1)
저자 심의린은 청송심씨(靑松沈氏) 시조(始祖) 홍부(洪孚)의 21세손으로
[安孝公派 豊德公(荀)派] 한지(翰之)를 할아버지로, 능설(能卨：1860년 생)의
둘째 아들로 1894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능설은 독자(獨子)였고,
의린은 의동(宜東：1881년 생), 의린(宜麟：1894년 생), 의봉(宜鳳：1897년
생), 의붕(宜鵬：1906년 생)의 네 아들 중 차남이었다. 의린은 생원(生員) 서
충순(徐忠淳)의 딸 달성(達城) 서씨(徐氏)와 혼인하여, 22세에 아들 원택(源
澤：1915년 생), 28세에 아들 순택(淳澤：1921년 생)을 두게 된다.
1) ① 방정환, 뺷어린이뺸 45호, 開闢社, 1926, 표지에서 두 번째 쪽. ② 방정환, 뺷어린이뺸 58호,
開闢社, 1928, 표지에서 다섯 번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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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린은 1917년 한성고등보통학교 사범부를 나와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교육자이면서 조선어연구회에 가입하여 한글 연구에 몰두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50년 6·25를 맞아 7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의
원 면직하였으며, 6·25때 좌경 학생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51년
부산형무소에서 수감 중 죽었다.2)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의 정확한 제목은 뺷담화재료(談話材料) 조
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이다. 겉표지 앞쪽은 가로쓰기로 오른쪽에서부
터 차례로 1.0∼1.2㎝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談話材料’라고 되어 있고, 2.0∼
2.5㎝의 빨간색 글씨로 ‘朝鮮童話大集’, 0.8∼1.0㎝크기의 빨간색 글씨로 ‘沈
宜麟編纂’ 이라고 되어 있다. 표지 그림은 겉표지 앞쪽과 뒤쪽에 걸쳐, 숲
속에서 혀를 내민 채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의 전신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겉표지 뒤쪽에 세로 쓰기로 ‘京城漢城圖書株式會社發行’이라고 0.5㎝ 크기의
빨간 글씨로 출판사가 표시되어 있다.(京城과 發行은 다른 글씨보다 약간
작다.)
본문은 세로쓰기의 국한문체(國漢文體)인데, 한자어는 거의 한자로 표기
하고, 한글 토씨를 작은 글씨로 오른쪽에 덧붙이고 있다. 책의 쪽수를 차례로
보면 겉표지, 속표지 1쪽, 서(序) 2쪽, 목차(目次) 6쪽, 본문 280쪽, 출간 사항
1쪽이다. A5판(가로 약 15㎝*세로 약 22㎝)의 크기로, 약 300쪽에 66편의 이
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280쪽에 해당 본문의 이야기가 종결되고
난 후, 제일 끝 부분에 ‘談話材料 朝鮮童話大集 終’이라고 하여, 66편의 이야
기가 280쪽으로 끝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문 280쪽에 66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
은,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童話集)이자 설화집(說話集)이다.3) 하지만 지금까
2) 박형익, 뺷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뺸, 태학사, 2005, 11∼13쪽.
3) 당시는 아직 민담이 학문으로 정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화(童話)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
다고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뺸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59쪽.) 그리고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동화라는 용어는 아동을 위한 설화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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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존재나 내용, 특징에 관한 소개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에
서 일본어로 간행한 뺷조선동화집뺸(1924년), 학예사에서 출판한 박영만의 뺷조
선전래동화집뺸(1940년)과 함께 식민지 시기의 ‘3대 전래동화집’이라 불리며,
오늘날 간행되는 각종 전래동화집의 원전이라 여겨진다.4)
그래서 지금까지 설화집이나 설화 연구논문의 참고문헌으로 자주 거론되
었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논자 역시 이 책의 존재와 내용, 특징 등이
너무도 궁금하던 차에,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보니, 이 책의 가치는 최초라는 수식어 외에도 여러 가지
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동화집이나 설화집 자체의 자료적 가치 뿐 아니라,
문학교육의 계획과 실행에도 많은 시사점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
는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내용, 의미, 특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그 문학교
육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의 내용과 특징
2.1 각편(各篇)의 내용과 의미
뺷조선동화대집뺸에 실린 66편의 작품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은혜(恩惠) 모르는 호랑(虎狼)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스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스님을 잡아먹으려다가
토끼의 재치로 다시 갇히는 이야기.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최인학, 뺷한국설화론뺸, 형설출판사, 1991, 92쪽.) 따라서 전래
동화를 전래민담, 전래설화 등으로 볼 수 있고, 동화집을 설화집으로 볼 수 있다.
4) 박영만 지음, 권혁래 옮김, 뺷화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뺸, 한국국학진흥원, 2006,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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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치의 꿈
동해(東海) 바다에 멸치가 좋은 꿈을 꾸어, 해몽(解夢) 잘하는 망동이를 부
른다. 멸치는 꿈에 하늘에 올라도 보고, 지하에 떨어져도 보고, 남의 걸음을
걸어도 보고, 흰눈이 날리기도 하고, 춥고 덥고 하였다고 한다. 망동이는 멸치
가 용(龍)이 되어 용문(龍門)에 올라갈 꿈이라고 한다. 가자미는 이 말을 듣고,
멸치가 낚시에 걸려 석쇠에 굽히는 꿈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멸치는, 가자
미의 따귀를 쳐 두 눈이 한편으로 몰리게 한다. 이것을 보고 꼴뚜기는 미리
눈을 뽑아 꽁무니에 찼다. 메기는 기가 막혀 웃다가 입이 귀 뒤까지 찢어진다.
병어는 메기의 입이 찢어진 것을 보고 호호 웃어, 입이 그만 뾰족하게 된다.
3. 푸른 보자기
홀로 된 부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부인에게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는 푸른 보자기를 얻는다. 그 후부터 날마다 그 보자기를 쓰고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와서 넉넉하게 살게 된다. 하루는 보자기를 태워 다홍
헝겊으로 막는데, 이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붙잡힌다. 부인은 보자기를 준 도
깨비가 가게 주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여, 봉변을 면한다.
4. 도깨비 돈
도깨비와 친하게 지내던 노인이 피를 이용해 도깨비를 쫓는다. 대신 자신은
돈이 무섭다고 하여, 돈을 많이 얻는다는 이야기.
5. 호랑(虎狼)이를 잡은 도적(盜賊)
범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왔다가, 어느 집에서 아이가 범보다 꽉쥐를 무서워
한다는 것을 안다. 꽉쥐는 곽재우(郭再祐)의 와전(訛傳)인데, 무서운 장군이어
서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때 곽재우가 온다고 하여 내려온 말이다. 호랑이는
꽉쥐가 무엇인가 하여 외양간으로 들어가는데, 소도둑이 들었다가 범을 송아
지인줄 알고 올라탄다. 호랑이는 달아나고, 한참 뒤에 호랑이와 소도둑은 서로
를 알게 된다. 결국 소도둑은 호랑이 불알을 묶어 호랑이를 잡는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6. 당나귀 알
무식한 농부가 수박을 당나귀 알이라고 사와서, 소동을 벌이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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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보 사위
바보 사위가 뚝배기 가게에 가서 써 보다가 깨고, 갓 가게에 가서는 물을
부어 보다가 따귀를 맞는다는 이야기.
8. 개구리 신선(神仙)
그림형제의 <개구리 왕자> 이야기. 원작과 달리 개구리와 귀족의 딸 금애
(金愛)는 결혼하지 못한다. 개구리만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9. 금(金)방망이 은(銀)방망이
정직한 아우는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되고, 욕심많은 형은 도깨비에게 두
들겨 맞고, 평생을 얻어먹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10. 이오성(李鰲城)
이항복(李恒福)은 어릴 때부터 도량이 크고 생각이 깊었다. 부친이 좁쌀 두
되를 세어 놓아라고 하자, 저울을 이용해 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벼룩을 잡겠
다고 송곳으로 장판을 찔러, 새 장판을 버리기도 한다. 또 이웃에 징 만드는
집에 가서 날마다 징을 하나씩 훔쳐 오다가, 뜨거운 징을 엉덩이에 끼어 혼이
나기도 한다. 어느덧 모은 징이 한 독이나 되자, 징장이를 불러서 주며 저축하
며 살라고 한다.
11. 효자(孝子)의 도움
옛날에 홀로된 노모(老母)를 지성(至誠)으로 모시는 효자와 효부(孝婦)가 있
었다. 모친의 병에 아들을 삶으라는 말을 실행했는데, 삶은 것은 아들이 아니
라 산삼(山蔘)이었다. 부부는 천지신명의 도움을 알고 감사한다.
12. 네모진 보석(寶石)
어느 가난한 사람이 네모난 보석을 얻어 부자가 되나, 교만하여 결국 보석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
13. 외쪽의 꾀
어느 시골 양반의 집에 외쪽이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다. 하인을 소처럼 부
리는 이 양반이, 과거를 보려고 외쪽을 데리고 서울로 간다. 주인은 하인에게
밥도 주지 않고 심부름만 시키지만, 외쪽은 수단껏 밥과 팥죽을 먹는다.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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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낙제를 하고, 외쪽이 등에 무슨 글을 써서 집으로 먼저 내려 보낸다. 외쪽은
내려가는 길에, 자기를 죽이라고 된 글을, 자기를 사위 삼으라는 글로 바꾼다.
집으로 돌아온 양반은 외쪽을 상자에 넣어 나무에 매달아 놓고, 다음날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 외쪽은 새벽에 만난 노파에게, 자기처럼 매달리면 눈병
이 낫는다고 속여 노파를 상자 속에 들어가게 한다. 주인 양반은 노파가 든
상자를 강에 던지고, 외쪽은 다시 주인집으로 간다. 놀라는 주인에게 수궁에
갔다 왔다면서, 양반댁 가족 모두를 강으로 데리고 가서,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외쪽은 마지막에 들어가려는 주인 딸을 붙잡고는 부부가 된다. 외쪽을
학대하던 주인 양반은, 도리어 외쪽의 흉계에 빠져서 온 집안 식구가 물귀신이
되고 딸까지 빼앗긴다.
14. 착한 아우
나쁜 형에게 눈을 찔린 착한 아우가, 호랑이의 말을 듣고서 눈도 고치고
금과 은을 얻는다. 형은 동생을 따라하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 한다.
15. 부자(富者) 되는 법(法)
부자가 되려면 매달린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돈을 나무 가지 잡듯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
16. 곰과 멧돼지
수백 년 묵은 한라산(漢拏山)의 곰과 백두산(白頭山)의 멧돼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큰 게를 물리치는 이야기.
17. 오작교(烏鵲橋)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이야기.
18. 별주부(鼈主簿)
<토끼의 간> 이야기.
19. 두건(頭巾) 쓴 고양이
주인의 사랑을 받던 고양이가 쥐를 많이 잡아, 주인의 병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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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복자(遺腹子)의 효성(孝誠)
어느 유복자가 모친 사후에 산에서 우연히 작은 돌부처를 얻는다. 그 부처
를 자기 집 후원에다 모시고 부친이라 일컬으며, 받들기를 살아있는 부친과
같이 한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유복자가 없음을 알고 담뱃대로 부처의 두상
을 치고 간다. 잠시 후 유복자가 와서 부처를 보니,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어,
원인을 알아보고 친구의 소행임을 알게 된다. 유복자는 그 친구를 불러, 말다
툼 끝에 죽이고 만다. 자수한 유복자는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사형을 면하고,
수년 후 풀려났다는 이야기.
21. 장승(將丞) 해몽(解夢)
해몽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난 잘하는 세 청년이 거짓으로 장승꿈을
꾸었다고 하며 해몽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거짓 꿈으로 한 해몽이 모두 들어
맞자, 청년들은 이유를 묻는다. 해몽자(解夢者)는, 꿈은 평소에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22. 소년(少年) 군수(郡守)
어린 군수가 지방의 아전들을 지혜로 굴복시키는 이야기.
23. 악독(惡毒)한 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24. 다람쥐의 보은(報恩)
어느 늙은 부부가 다람쥐를 구하여 주었더니, 다람쥐가 곡식을 물어와서 노
부부에게 보은하는 이야기.
25. 원숭이 재판(裁判)
재판을 빙자하여 고기를 잘라 먹는 원숭이 이야기.
26. 바보 모집(募集)
⑴ 닭의 알 낙태(落胎)
어느 성미 급한 사람이 뱃속에 알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 암탉의 배를
가른다. 뱃속에 달걀이 없자, 너무 놀라게 해서 잡아 낙태를 했다고 생각한다.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249

⑵ 인력거(人力車) 삼등(三等)
촌에서 살던 사람이 처음 서울에 와서, 삼등 차표로 일등 객차를 타서 혼이
난다. 그래서 인력거도 아래층 발 놓는 데에 타서는, 삼등이 좋다면서 올라가
지 않는다.
⑶ 우표(郵票) 여행(旅行)
산골짜기에서만 살던 사람이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얼굴에 우표를 붙이
고 옷가슴에 금강산 여행이라 붙인다. 그리고는 우편소 소포계를 찾아 가서
보내 달라고 하니, 소포계원이 정신병자는 가라고 말한다.
⑷ 전신선(電信線) 응용(應用)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에 갔다가, 전봇줄에 옷을 매어 집으로 보내려다가
옷을 잃는 이야기.
⑸ 총각(總角)의 독서(讀書)
나이 많은 총각이 늦게 글을 배우고자 하여, 부친(父親)에게 글 배우는 법을
물어보니, 선생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한다. 총각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서당
(書堂)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글을 배운다. 하지만 필요한 말, 필요 없는 말 가
리지 않고 무조건 따라한다. 심지어 선생이 총각의 뺨을 치자, 총각도 선생의
뺨을 친다. 마침 부친이 와서 그 아들을 나오라고 하니, 총각은 글 배우기가
참 힘들다고 말한다.
⑹ 두 술장사
술장사 둘이 술을 팔러 가다가 한 곳에서 만나, 서로 상대방 술을 사 먹는
이야기.
⑺ 집 찾기
시골 사람 하나가 처음 서울에 와서 숙박할 집을 정한 후, 집을 못 찾을까
염려하여 대문 옆에 사람 모습을 그려 놓고 나갔다. 볼일을 다 보고, 사람 모습
그린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다. 시골 사람은 집은 맞는
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⑻ 아는 것이 병(病)
시골 양반이 하인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하인에게 여러 가지로 속는 이야기.
⑼ 도적(盜賊)에 놀라
어떤 사람이 한번 도적놈에게 혼이 난 뒤로는 다시 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친구가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자, 그 사람은 몽둥이까지 빼앗긴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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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못난이 특징(特徵)
못난이는 말이 분명하지 못하고, 실실 웃으며, 침을 흘리며, 멀거니 보며,
딴짓을 잘하며, 몸이 흐느저흐느적하며, 남의 눈치와 자기의 욕되는 것을 모르
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못난이를 검사할 적에는 ‘눈, 입, 몸, 말’을 주의하
여 보면 안다.
27. 돌 두꺼비
부잣집 아이 돌이가, 가난한 집 아이 두꺼비의 가난을 면해주는 이야기. 돌
이가 숨긴 돌이 집의 은탕기(銀湯器)를 찾아 주고, 중국에 가서는 구멍 뚫린
버들 잎사귀를 보고 ‘유공엽(柳孔葉)’이라고 하여, 옥새를 찾아 준다. 다시 돌그
릇 속에 든 두꺼비까지 알아맞추어, 많은 상을 받아 조선으로 와서 돌이와 함
께 부귀를 누렸다.
28. 오성(鰲城)의 도깨비 길들이기
오성 이항복(李恒福)이 산해관(山海關) 도깨비에게 속는 이야기.
29. 반쪽 사람
다리만 둘이고 머리, 몸통은 다른 사람보다 반이 적은 반쪽이라는 아이가,
우여곡절 끝에 부잣집 딸과 혼인하는 이야기.
30. 놀부(㐐夫)와 흥부(興夫)
<흥부와 놀부> 이야기.
31. 늙은 아비를 내다 버린 사람
어느 산촌(山村)에 무도(無道)한 농민(農民)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
의 걱정거리였다. 어느덧 자기 부친이 늙어 병이 들어, 대소변을 방에다 하고
맛있는 음식만 찾자, 이 사람은 병든 부친을 지게에 묶어 놓고, 아들 갑득(甲得)
이를 시켜 강변에 지게와 함께 버리라고 한다. 늙은이는 이것을 알고 대성통곡
(大聲痛哭)하지만, 갑득이는 아비를 회개하도록 할테니 안심하라고 한다. 갑득
은 할아버지를 강변에 두고, 지게를 가지고 집으로 온다. 갑득의 아비는, 갑득
이가 지게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왜 가져 왔느냐고 하자, 아들은 다음에 아버
지가 또 늙고 병들면 져다가 버리려고 가져왔다고 한다. 그 아비는 아들의 말
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한다. 고려장(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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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葬)과 관련된 이야기.
32. 토목공이(土木公伊)와 자린고비[自能高比]
춘천(春川)의 토목공이, 충주(忠州)의 자린고비와 그의 며느리. 인색한 세
사람 이야기.
33. 호랑(虎狼)이 모집(募集)
⑴ 시골 여자가 호랑이를 쓰다듬어 혼이 난 이야기.
⑵ 어떤 산촌에 사는 농부가 호랑이를 만나, 나무 위로 올라가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이야기.
⑶ 기름칠 한 강아지로 많은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
⑷ 병정(兵丁)이 술 취한 척 하여 호랑이 항문에 나팔을 꽂아, 호랑이를 쫓는
이야기.
⑸ 오지독 장사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호랑이 뱃속을 다 저며 먹고
나왔다는 이야기.
⑹ 호랑이에게 물려 간 사람이 죽은 척하여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
⑺ 시골 선비가 서울 와서 과거를 보고 내려가다가, 날이 저물어 산골의
어느 빈 집에 들어간다. 밤중에 호랑이가 중방 밑으로 들어오려고 구멍
을 뚫으며, 꼬리를 밀어 넣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검사를 하고 있었다.
선비는 그 꼬리를 두 손으로 잔뜩 붙들고, ‘이여차!’하며 잡아 끌었다.
호랑이는 놀라 ‘어흥!’하며 꼬리를 당긴다. 선비와 호랑이는 ‘이여차!’, ‘어
흥!’하며 야단이더니, 마침내 꼬리 껍질이 벗겨져 호랑이는 달아난다. 날
이 밝은 후, 선비는 길을 떠나 한 고개를 넘으려 한즉, 사람들로부터 고
개 마루에 붉은 꼬리 가진 호랑이가 있어 넘어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다. 선비는 어젯밤의 호랑이라고 여겨, 가졌던 꼬리 껍질을 휘두르며 ‘이
여차!’하니, 호랑이가 달아났다는 이야기.
⑻ 호랑이에게 공격당한 아이가, 호랑이 불알을 매어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
⑼ 산촌에 사는 어느 여자가 도끼로 호랑이 앞발을 잘랐는데, 다음날 호랑이
두 마리가 죽어 있었다. 앞발 잘린 호랑이가, 같이 왔던 다른 호랑이가
그런 줄 알고 달려들어 싸우다가 기진(氣盡)하여 죽은 것이었다.
34. 사냥꾼의 소원(所願)
사냥꾼이 사슴을 구해주고 부자가 되었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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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게 되는 이야기.
35. 똑같은 재주
잘 훔치고, 잘 보고, 잘 쏘고, 잘 꿰매는 재주를 가진 사형제(四兄弟)가, 공주
를 구하여 나라의 절반을 얻는다는 이야기.
36. 짐꾼의 꾀
자신의 실수로 소반을 깬 짐꾼이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
37. 김득선(金得仙)의 후회(後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선녀와 결혼한 인물의 신분은 나무꾼이 아닌 고아
이고, 이름은 得仙(선녀를 얻다)임. 선녀의 승천으로 이야기가 끝남.
38. 콩쥐팥쥐
<콩쥐팥쥐> 이야기. 마지막에 콩쥐는 하늘로 오르고, 팥쥐는 수수밭에 떨어짐.
39. 옹기 장사
옹기를 팔아 부자가 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옹기 장사가, 춤을 추다가
자신의 옹깃짐 지게 작대기를 발로 차서, 옹기를 모두 깨고 만다.
40. 완고(頑固) 양반(兩班)
이장천(李長川)이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과거 시험에서 일
어나는 부정과 한문만 아는 선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장천
은 한문은 잘하지만 사리가 어두워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서울에
과거 보러 가서 들창을 벽장인 줄 알고, 옷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과거장에서
대신 써준 글값으로 받은 돈을, 강가 모래에 ‘여기 돈을 감추어 두다.’라는 패를
써 놓아서 잃어버린다. 비 오는 밤에 마루에서 소변을 누다가, 빗소리를 오줌
소리로 착각하기도 하고, 당나귀를 타고 외출하다가 도로 자기 집으로 와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부인과 딸을 버릇없는 여자라고 한다. 친구 집에서 잘 때,
가려운 자기 다리 대신, 가려움증 앓는 다른 사람의 다리를 긁어 한바탕 소동
이 벌어진다.
41. 달떡
금돌이라는 큰 아이가 어린애의 달떡을 여러 모양을 만들어주며 뺏어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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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42. 두 개의 구슬
형제 우애담. 금은 보화가 나오는 구슬로 부자가 된 형제가, 그 구슬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러 갔다가, 똑같은 구슬을 하나 더 얻는 이야기.
43. 혹 달린 늙은이
<혹부리 영감> 이야기.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男子)
목서방(木書房)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자가 아니면 말을 하지 못했
다. 장인 집에 묵게 된 어느 날, 호랑이가 장인을 물어 갔다. 목서방은 문자를
써서 장인을 구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장인은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았다. 그 집 식구가 이것을 알고 관청에 고소했는데,
목서방은 볼기를 맞으면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문자를 썼다. 심지어 몇 달
동안 옥살이 후에 풀려나면서도, ‘更不用文字(갱불용문자)하리이다.[다시는 문
자를 아니 쓰리이다]’로 말했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경우를 보여주는 이야기.
45. 오리 먹고 알 먹어
오리를 쌍으로만 세어, 없어져도 모르는 숙맥인 어떤 군수 이야기.
46. 토끼의 지혜(知慧)
덫에 걸린 토끼가 파리 덕분에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
47. 말하는 남생이
착한 아우가 말하는 남생이를 얻어 부자가 된다. 욕심 많은 형은 그 남생이
로 부자가 되려다 망하는 이야기
48. 삼인(三人)의 학동(學童)
‘코훌쩍이’, ‘머리헌놈’, ‘눈병쟁이’가 자기 버릇을 참으려다 견디지 못하여,
나름의 방법대로 버릇을 해결하는 이야기.
49. 염소의 환갑(還甲) 연회(宴會)
염소의 환갑 잔치에서 여우가 얕은 꾀로 좌중(座中)을 속이려다가, 의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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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에게 망신을 당한 이야기.
50. 두 형(兄)의 회개(悔改)
두 형은 욕심이 많고 막내 아우는 착하고 정직했다. 아우가 늙은 중을 간호
해 주고 받은, 자리 한 잎, 바가지 한 짝, 젓가락 한 매로 부자가 되어, 형들을
반성하게 한다.
51. 꾀 있는 여우
고사성어(故事成語) 호가호위(狐假虎威)와 관련된 이야기.
52. 떡보의 실언(失言)
떡 잘 먹는 떡보가 먹지도 않은 술을 먹었다고 하여, 놀림 당하는 이야기.
53.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
욕심 많은 형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아우가, 푸른 구슬로 부자가 된다.
형은 아우의 말을 듣고,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을 모두 가지고 온다. 그리고는
붉은 구슬에서 나온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다.
54. 자리 다툼
토끼, 거북, 두꺼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이야기. 술 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로 하자, 두꺼비는 술 이야기만 들어도 취
한다면서 자신이 상좌에 앉는다.
55. 천도(天桃) 얻은 효자(孝子)
효성이 지극한 아이가 선녀로부터 천도(天桃)를 얻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는 이야기.
56. 개와 범
개가 호랑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먹게 해준다고 속여, 물 속에 꼬리를 담그게
한다. 꼬리가 얼어붙자, 개는 주인에게 호랑이를 잡게 한다.
57. 떡보의 성공(成功)
뱃사공 떡보가 운수로 중국 사신을 물리치는 이야기. 떡보는 떡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신은 천원지방(天圓地方), 삼강오륜(三綱五倫),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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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로 알아듣는다.
58. 군수(郡守)와 어린 아이
겨울에 참외를 구해오라는 원님에게, 아버지가 독사에 물렸다고 응수하여
원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
59. 거짓말 잘하는 아이
거짓말 잘하는 아이가 생원 내외를 속이는 이야기. 나물 캐는 부인에게
는 생원이 위급하다고 속이고, 생원에게는 부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속인다.
60. 천치(天痴) 신랑(新郞)
산촌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로 장가를 가서, 처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밤에 다시 먹으려다가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
61. 쌍꿩의 보은(報恩)
옛날에 어느 시골 한량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구렁이가 꿩 두 마리
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활을 쏘아 구렁이를 죽이고 꿩을 구해준다.
다시 길을 떠난 한량은 하루 종일 걷다가 어느 강변(江邊)에 이르러, 경성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다. 어두워지자 배는 산벽(山壁) 아래 대어 놓는데, 산벽 위
에는 절이 있다. 한량은 피곤하여 잠이 들고, 낮에 한량에게 죽은 수구렁이의
짝인 암구렁이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한량에게 달려 든다. 한량 덕택에 목숨을
건진 두 마리 꿩은, 암구렁이가 한량의 목숨을 노려 계속 따라 가는 것을 알고
는 자신들도 암구렁이를 따라온다. 그래서 암구렁이가 한량을 공격할 때, 절의
큰 종을 울려 한량을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종소리에 일어난 한량은 달려드는
구렁이를 삿대로 물리친다. 이튿날 아침에 한량은, 종 아래 죽어있는 두 마리
꿩이 자기가 구하여 준 꿩인 것을 알고, 의리 있는 꿩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는 것을 알게 된다. <은혜 갚은 꿩> 또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62. 술 나오는 구슬
어느 노인이 술 나오는 구슬을 잃어버리자, 기르던 고양이와 개가 찾아 준다
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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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여우의 변화(變化)
어느 사람이 덫에 걸린 여우를 잡으려다가, 마을 생원님인 줄 알고 놓아
주었다. 그 후에, 진짜 생원님에 덫에 걸리자, 그 사람은 여우인 줄 알고 생원을
몽둥이로 쳐서 소동을 일으킨다.
64. 세도(勢道) 재상(宰相)과 한량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자기를 속이면 벼슬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어느 한량
이 기러기가 큰 독만한 앵도(櫻桃)를 떨어뜨렸다고 하자, 재상은 그렇게 큰 앵
도는 없다고 한다. 앵도를 자꾸 줄여가서 도토리만하다고 하니, 재상도 참말이
라고 한다. 하지만 여름에 기러기가 없으므로, 재상은 속았음을 인정하고 한량
에게 벼슬을 준다.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
어떤 시골에 글만 알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가 있었다. 그때 경인선(京仁
線) 철도가 개통되었는데, 신기하게 여겨 구경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 시골의
한 사람이 기차를 타 보고, 이 학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학자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곧이듣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학자와 다투는 판
에 그 학자의 친구가 왔다. 두 사람의 다툼을 듣고, 친구는 내일 함께 기차를
보러 가자고 한다. 기차를 본 학자는, 기차를 요귀라고 하면서 귀신 쫓는 진언
(眞言)을 외운다. 그때 갑자기 기차가 김을 토하며 큰 소리를 내자, 학자는 깜
짝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두 사람은 학자가 도깨비한테 홀렸다면서 데리
고 간다.
66. 두꺼비의 보은(報恩)
소녀가 기른 두꺼비가 지네와 싸워 소녀를 구한다는 이야기.

2.2 내용과 의미에 나타난 특징
2.2.1 독자(讀者) 지향(指向)의 이야기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제목 앞에 ‘談話材料’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쪽에, 모든 이야기가 끝났음을 표시하는 글에도 ‘談話材料 朝鮮童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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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集 終’으로 되어 있고, 출간 사항을 표시한 뒤쪽 항목에도 책 이름을 ‘談話
材料 朝鮮童話大集’이라고 밝히고 있다. ‘담화(談話)’는 현재의 사전적 의미
로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등으로 쓰인다.5) 하지만
당대 심의린이 편찬한 사전에, 담화는 이야기라고 풀이되어 있다.6) 따라서
‘談話材料’는 ‘이야기 재료’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화(童話)에 이미 ‘화(話)’ 즉
‘이야기’의 의미가 있는데, 왜 앞에 또 이야기를 붙인 서명을 제시했을까?
‘담화재료’ 뺷조선동화대집뺸은, 뺷조선동화대집뺸이 ‘이야기의 재료’라는 의
미로 읽을 수 있다. 즉 ‘담화재료’는 ‘이야기 재료’인데, ‘이야기’보다 ‘재료’에
가중치가 있다. 이야기를 모았다면 뺷조선동화대집뺸이면 될 것이데, 모은 이
야기를 재료로 쓴다는 의미가 강하기에, ‘담화재료’를 제목 앞에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이라 하는 이야기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서
문에 나타난 심의린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다. 심의린은 서(序)에서 소년 제
군에게 참고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했다고 했다.7) 즉 뺷조선동화대집뺸
은 소년을 위해, 읽는 사람을 위해, 독자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편찬했다고
볼 수 있다. 읽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습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독자(讀者), 청자(聽者), 학
습자(學習者)를 위한 재료로 함을 발행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의 생애를 보면, 출간 당시(1926) 보통학교 훈도(訓導)였다. 1925년
에는 뺷보통학교 조선어사전뺸을 편찬했고, 이후에도 조선어 독본과 교과서

5) 국립국어연구원, 뺷표준국어대사전뺸, 두산동아, 2000, 1426쪽.
6) 박형익, 뺷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뺸, 태학사, 2005, 77쪽. ‘담화(談話)：이약이’
7)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2쪽. ‘졸자(拙者)가 소년 시대에, 얻어 들
은 바와 읽어 본 바 중에서, 본래부터 우리 조선(朝鮮)에 유행되던 동화로, 적당할 듯한 재료
(材料) 몇 가지를 취택(取擇)하여 모아서, 소년 제군(諸君)에게 참고에 공(供)코저, 차서(此
書)를 편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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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음반을 제작하는 등 우리말 교육에 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심의린의 이러한 교육적 헌신은 뺷조선동화대집뺸의 편찬에도 그대로 이어지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교사의 입장에서 설화 자체의 전달도 중시했지
만, 교육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동화집, 또는 설화집을 만들고자 했
던 것이다. 이야기 자체의 내용 지향보다는 이야기를 읽는 독자 지향을 취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 지향의 이야기 전달 방식은 본문에서도 확인된다. 서사적 텍
스트의 소통 과정은 ‘실제작자 → [내포작자 → (화자) → (피화자) → 내포독
자] → 실제독자’로 요약될 수 있다.9) 실제작가와 실제독자는 서사적 텍스트
의 외부에 존재한다. 즉 실제작자와 실제독자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서사적
소통의 장에서 제외되어 있다. 내포작가 또한 독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에, 화자(話者)[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
다.10)
뺷조선동화대집뺸에서는 서술자의 다층적인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
다. 이야기 전달 방식이 ‘－하였습니다’의 형태가 아니고, ‘－하였다고 합니
다’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66편 중, 35편이나 된다. 이 35편의 이야기는
‘－하였습니다’의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하였다고 합니다’
의 형태가 나타난다. ‘－하였습니다’가 내용의 전달적 서술자라면, ‘－하였다
고 합니다’는 내용의 논평적 서술자라고 할 수 있다. ‘－하였다고 합니다’의
논평적 서술자는 이야기가 끝난 뒤, 이야기 내용의 바깥에서 이야기 내용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30편의 이야기에서 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는 논평에 ‘나’가 직접 제시되어, 내포작가가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8) 박형익, 뺷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뺸, 태학사, 2005, 12∼13쪽.
9) S. 리몬－게넌 저, 최상규 역, 뺷소설의 시학뺸, 문학과지성사, 1992, 129쪽.
10) 오탁번·이남호, 뺷서사문학의 이해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196∼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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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가 있을 것 같으면, 나도 한번 속여볼 터인데, 도무지 볼 수가 없으니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을 못 생긴 사람들이 도깨비를 보았느니,
도깨비한테 홀렸느니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11)(밑줄 논자)

이처럼 뺷조선동화대집뺸에는 서술자[話者]의 목소리가 다층적인데, 이는 서
술자의 피화자[聽者]를 향한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뺷조선
동화대집뺸의 소통 과정은 청자(聽者) 지향, 독자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야콥슨은 언어의 전달 체계가 발신자, 수신자(聽者), 메시지, 관련
상황, 약호 체계, 접촉 등의 여섯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12) 그리고 전
달이 청자(聽者)[독자, 수신자]를 지향할 때는 능동적·명령적 기능이 우세해
진다고 한다. 뺷조선동화대집뺸 역시 청자 지향의 전달 체계를 띠고 있어서,
명령적 기능이 우세하고, 청자를 향한 목소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2.2 사건 전개의 사실성
사실성은 현실의 시공간에서 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이
에 대비되는 개념은 환상성, 신비성 등을 들 수 있다. 환상성은 비현실의
시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특성이고, 신비성은 현실의 시공간
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특성이다.13)
뺷조선동화대집뺸의 이야기를 다른 동화집이나 설화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건 전개가 사실적이고 자세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우선 <61. 쌍꿩의 보은>
이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은혜 갚은 까치>, 또는 <은혜
갚은 꿩>으로 알려진 이야기이다. 과거를 보러 가던 한량이 까치를 구하고
꿩을 죽이자, 꿩의 짝이 한량에게 복수하려 했는데, 죽을 뻔한 한량이 종소리

11)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20쪽.
12) 로만 야콥슨 지음, 신문수 편역, 뺷문학 속의 언어학뺸, 문학과지성사, 1997, 54∼61쪽.
13) 한명숙, 뺷이야기문학교육론뺸, 박이정, 2007, 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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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살아난다는 이야기이다.14)
대부분의 각편(各篇)에서 한량이 밤중에 인가를 찾아갈 때, 구렁이가 변하
여 사람이 되어 있다.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해서 한량과 대화를 한다. 현실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뺷조선동화대집뺸에서는 구렁이가 끝까지 구렁이로 존재한다. 구렁
이가 선비를 계속 따라와서 선비를 공격하려는 순간에, 꿩이 종소리를 내어,
자고 있는 한량을 깨운다. 종소리 때문에 일어난 한량이, 자기를 공격하려는
구렁이를 퇴치한다. 선비와 구렁이의 대화도 없고, 인간은 인간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존재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건 전개가 자세할 뿐 아니라, 현
실의 시공간에서 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그래서 <은혜 갚은 꿩>의 다른
각편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3. 푸른 보자기>에도 사건 전개의 사실성이 나타난다. 가난한 주인공이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보자기를 도깨비로부터 받는다. 사건 발단 과정에는 도
깨비가 사람처럼 나타나 신비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사건 결말에서는 현실에
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고, 도깨비가 찾아 온다든가 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이
없다. 발단은 신비성으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사실성으로 마무리된다.
<20. 유복자(遺腹子)의 효성>에서도 사건 전개의 사실성을 읽을 수 있다.
유복자는 말타툼 끝에 친구를 죽이게 되어 자수를 한다. 자수한 유복자는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사형을 면하고, 수년 후 풀려나게 된다. 효도에 대한
보상이 천상의 보답이나 초이성적인 행위로 일어나지 않고, 자수, 투옥, 해방
의 순서로 좀더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26. 바보 모집> 중 <(10) 못난이 특징>에도 사실성을 볼 수 있다. 이 이야
기는 바보들의 일화를 모은 것인데, 마지막에 바보의 특징을 밝혀 놓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지 관찰을 옮긴 기록문으로 보
14) 서대석, ｢설화 <종소리>의 구조와 의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뺷한국문화뺸 8, 1987,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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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만큼 서술이 자세하고 사실적이다.
또한 뺷조선동화대집뺸 여러 곳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단어를
볼 수 있다. 서울, 경성, 훈련원, 군청, 군수, 객차, 경성역, 인력거, 우편소,
소포계, 전신선, 군부대신(軍部大臣), 경인선 철도 등인데, 이러한 단어는
192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시간, 공간, 인물의 막연성은
동화의 본성이기도 하다.15) 특히 전래동화에는 등장인물의 개성이나 구체적
인 시대가 나타나지 않는다.16) 하지만 뺷조선동화대집뺸에는 구체적 시간, 공
간,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사건 전개의 사실성을 드러낸
다고 할 수 있다.

2.2.3 호랑이의 부정적(否定的) 형상화(形象化)
설화나 동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성격 유형을 손동인은 영맹형(獰猛型),
정의형(情義型), 우직형(愚直型), 중성형(中性型), 둔갑형(遁甲型), 보은형(報
恩型), 반(反)보은형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17) 이 중 영맹형은 사나운 호랑
이, 다른 동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의 특성을 말한다. 정의형은
의리와 덕을 지니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을 하는 호랑이, 우직형은 어리석은
호랑이, 중성형은 다른 동물과 동격인 호랑이, 둔갑형은 인간으로 변하는 호
랑이, 보은형과 반보은형은 은혜를 갚는 또는 갚지 않는 호랑이를 말한다.
위의 분류에서 중성형도 그 성격을 살펴 어느 한 유형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반보은형은 영맹형에 포함시킬 수 있고, 둔갑형도 호랑이의 둔갑 후
행위에 따라 영맹형, 정의형, 우직형, 보은형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
서 호랑이 성격을 영맹형, 정의형, 우직형, 보은형 등 네 유형으로 정리하기
로 한다. 이 유형에 따라 뺷조선동화대집뺸에 나오는 호랑이의 성격 유형을
15) 김열규, 뺷어머니, 동화는 이렇게 읽어 주세요뺸, 춘추사, 1993, 129∼133쪽.
16) 최운식·김기창, 뺷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뺸, 집문당, 1998, 47∼48쪽.
17) 손동인, 뺷한국 전래 동화 연구뺸, 정음문화사, 1984, 359∼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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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면 다음과 같다.
<1. 은혜 모르는 호랑이>－영맹형
<5. 호랑이를 잡은 도적>－우직형
<14. 착한 아우>－정의형
<23. 악독한 범>－영맹형
<33. 호랑이 모집>
(1) 영맹형, 보은형
(2) 영맹형, 우직형
(3) 우직형
(4) 우직형
(5) 영맹형, 우직형
(6) 영맹형
(7) 우직형
(8) 영맹형, 우직형
(9) 영맹형, 우직형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영맹형
<51. 꾀 있는 여우>－우직형
<53.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정의형
<56. 개와 범>－우직형

모두 17편의 이야기에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유형은 모두 22 가지로(영맹
형 9, 정의형 2, 우직형 10, 보은형 1)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에 따르면, 뺷조선
동화대집뺸에 나오는 호랑이의 90% 정도가 영맹형 또는 우직형이다. 영맹형
은 사나운 호랑이이고, 우직형은 바보같은 호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나움과
바보스러움은 호랑이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순
되지 않는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납기 때문에 바보스럽게 형상화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호랑이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에, 이야기 속에서 바보로 만들어 쉽게 물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영맹형, 우직형이 부정적인 호랑이라면, 정의형, 보은형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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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호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뺷조선동화대집뺸의 호랑이
는 거의 부정적인 호랑이만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와 보은의 긍정
적인 호랑이는 인간과 화합하는 동물이고, 영맹과 우직의 부정적인 호랑이는
인간과 대결하는 호랑이다.
뺷조선동화대집뺸에 부정적인 호랑이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인간과 호랑이가
대결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은 당대 조선인
으로 연결할 수 있고, 호랑이는 당대 조선인을 둘러싼 상황과 연결할 수 있
다. 즉, 뺷조선동화대집뺸의 이야기를 통해, 당대 조선인이 아주 사나운 상황
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당대의 잡지 뺷어린이뺸는 전래
동화의 가치나 필요성을 민족성과 관련지어 주장하기도 했다.18)
사실 1920년대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사나운 상황이었다. 주권은 물론 일
체의 정치적 자유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일제 강점의 시기였
다.19) 뺷조선동화대집뺸의 호랑이 유형이 부정적인 것은, 이러한 당대의 사나
운 상황을 호랑이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2.2.4 능동적 변화의 필요성 강조
뺷조선동화대집뺸에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유학자, 세상 물정을 잘 모르
는 선비, 문자에 집착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은 벌을 받는 사람 등의 군상
이 등장한다. 이런 완고한 양반들은 변화하는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
적인 가치관이나 지식을 고수하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낭패를 당한다.
<40. 완고(頑固) 양반(兩班)>에는 한문을 잘하는 이장천(李長川)이라는 인
물이 등장한다. 과거장에서 남의 글을 대신 지어줄만한 한문 실력을 지닌

18) 김은천, ｢뺷어린이뺸지 게재 전래동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1∼22쪽.
19) 이이화 감수, 뺷한국근현대사사전뺸, 가람기획, 2000, 13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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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다.(물론 자신도 낙방하지만.) 하지만 한문 외에는 세상 물정도 모르
고 사리가 어두워 웃음거리가 된다. 몇 가지 일화를 통한 웃음 속에서, 고루
한 양반, 완고한 양반의 갑갑함을 보이고 있다. 그 갑갑함 속에서, 동정적
웃음이 아니라 공격적 웃음을 통해, 완고한 양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스스로 슬기롭고 유능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양반이, 사실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비정상적이라고 풍자하고 있다.20) 특히 이 이야기에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본문에 직접 제시되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풍자
하고 있다.
이전(以前) 시대에 한문만 읽고, 다른 사물상(事物上)에 관계하여 보지 못하
던 양반들은 대개 이러하였습니다.21)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에는 문자가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목서
방(木書房)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목서방은 기본적인 의사 소통도 문자를
사용하여, 한자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심지어 장인이 호랑이에게 잡혀 가는
상황에서도 한자를 써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볼기를 맞으면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한자를 써서 말한다. 심지어 풀려날
때 다시는 문자를 쓰지 않겠다는 말도, ‘更不用文字(갱불용문자)하리이다.[다
시는 문자를 아니 쓰리이다]’라고 한다. 한자가 병통이 되어 자신은 물론 자
기 가족의 안전, 화목까지 망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자는 우리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한자 사용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취급
된다. 조선조 사회에서는, 한자를 모르면 한자를 배워서 의사 소통을 해야하
는 것이 정상이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한자를 배워

20) 이대규, 뺷문학의 해석뺸, 신구문화사, 1998, 105∼106쪽.
21)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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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뺷조선동화대집뺸에서는, 한자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우리말로 의
사소통을 하라고 요구한다. 공식적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관청에서도, 볼기
를 치는 것으로 과도한 한자 사용을 징계하고 있다. 더구나 과도한 한자 사용
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고루한
유학자, 변화를 모르는 유학자를 비판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65. 완고(頑固) 학자님> 역시 글만 알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를 비판하
는 이야기이다. 기차를 요귀라고 하고, 주문으로 기차를 물리치려다가 기차
에 놀라 정신을 잃는 유학자를 통해, 낡은 지식을 버리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
하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조선조에서 평민을 지도했던 학자가,
오히려 평민에게 지도를 받는 모습도 보인다.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면, 변화
하지 않으면 평민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것과, 배움에 따라 가르침의 역전,
신분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한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지식은, 이제 낡은 지식, 완고한 지식, 웃음거
리의 지식, 감옥에 넣어 폐기해야 할 지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지식이지만, 이미 과거의 고루한 지식이 되어, 현재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 웃음은 대상을 향한 부드러운 웃음이 아니라, 파괴해야 할
대상에 대한 사나운 웃음이라 할 수 있다.22) 이를 통하여 현재성이 있는 지
식, 실용적인 지식, 바뀐 세상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이 발행되던 시기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민족 구성원의 자아 의식과 평등 의식, 그리고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이 나타났다.23) 이러한 평등 사상, 현실의 구체
적 이해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이념이었고 실천이었다. 특히 현실의 구체적
22) 조동일, ｢美的 範疇｣, 뺷한국사상대계뺸 Ⅰ,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526쪽.
23) 조동일, 뺷한국문학통사뺸 5, 지식산업사, 2007,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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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현실의 능동적 적응으로 가능하고, 능동적 적응은 능동적 변화를 필
요로 한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몇몇 이야기는, 고루한 학자 군상을 통해 능동
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3 특이한 내용과 의미를 지닌 작품
2.3.1 외국 동화의 창조적 변용
<8. 개구리 신선(神仙)>이라는 이야기는 독일 그림형제의 <개구리 왕자>
를 저본으로 삼은 작품이어서, 번안 동화의 초기 형태를 알 수 있다.24) 원작
의 내용과 다른 점은 개구리 왕자를 개구리 신선으로, 공주가 귀족의 딸 금애
(金愛)로, 황금공이 보석 반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작과 가장 다른 대목
은 결말 부분이다. 원작에서는 개구리가 왕자로 변해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8. 개구리 신선>에서는 개구리만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결말 부분에서 원작 <개구리 왕자>는, 공주가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둘은 결혼을 한다.25) 공주의 잘못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개구
리 왕자>는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개구리
를 ‘자아의 각성(the awakening of the self)’을 일깨우는 전령관으로 보기도
한다.26) 그리고 동물적인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
을 주는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27)
하지만 <8. 개구리 신선>의 결말에서는, 금애가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키
24) 최초의 번안 동화는 1921년, 1922년 경에 출간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저,
뺷조선동화집뺸, 집문당, 2003, 153쪽.
25) 그림 형제 지음, 김열규 옮김, 뺷그림 형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뺸, 춘추사, 1993,
19∼24쪽.
26) 조셉 캠벨 지음, 이윤기 옮김, 뺷세계의 영웅 신화뺸, 대원사, 1989, 54쪽.
27)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순·주옥 옮김, 뺷옛이야기의 매력뺸 2, 시공주니어, 2004, 456∼
464쪽.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267

지 않아서 인연을 맺지 못한다. 그리고 금애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
하여, 신선으로 변한 개구리를 쫓아 가지만 잡지 못한다.
금애는 이제야 약조 실행치 못한 것을 후회하고, 쫓아가서 신선을 붙들고
사죄하려 하나, 신선은 뒤도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버렸습니
다.28)

<8. 개구리 신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
이다. 금애가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켰다면 신선이 되었을 것인데, 약속을 지
키지 않아서 신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를 전달
하고 있다. 따라서 <8. 개구리 신선>에서는, 금애가 동물 신랑인 개구리와
인연을 맺지 못하게 되어, 원전 이야기의 숨은 의미인 ‘성에 대한 성숙한 이
해를 돕는 과정’이29)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본
아이’ 또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의미를 당대의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전래의 이야기에서, 벽에 던져 사람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동물이 인간적 존재로 변하는
경우를 신선으로 바꾸었고, 신선과 인간과의 결혼은 타당하지 않기에, 신선
인 개구리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관념
상, 성에 대한 성숙한 이해라는 숨은 주제보다 약속을 지키라는 드러난 주제
가 독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 개구리 신선(神仙)>은 <개구리 왕자>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당시 조선 소년들에게 맞게 번안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28)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37쪽.
29) 오탁번·이남호, 뺷서사문학의 이해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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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효용과 윤리의 대립과 조화
<31. 늙은 아비를 내다 버린 사람>30)은 흔히 고려장(高麗葬)으로 불리는
이야기이다. 늙은 아비가 병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자, 아들은
아비를 강에 내다 버리려고 한다. 이 상황은 효용이나 기능이 상실된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의 제시와 같다.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
서, 늙은 아비는 효용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효용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아들은, 인간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아비를 ‘헌 지게’에 묶어 내다
버리려고 한다. ‘헌 지게’는 효용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늙은 아비를 상징한
다고 볼 수 있다. 지게는 짐을 싣는 도구이다. 짐 싣는 도구에 사람을 앉히는
것은, 사람을 싣는 것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으로 보겠다
는 말이다. 효용을 상실한 늙은 아비는 아들에게 물리적인 짐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마음의 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아들은 효용 가치가 없어진 늙은 아비를,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이 상황은 효용도 없고, 윤리도 없는 상황이다. 늙은 아비는 인간으로서의
효용이 없고, 아들은 인간으로서의 윤리가 없다. 아들이 아비를 버리는 행위
는, 효용과 윤리의 대립에서 효용이 윤리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효용과 윤리
의 대립에서 패배한 할아버지는 강변에 버려진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탄식
한다.
“이놈들아! 세상 천지에 이런 괴변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을 양육하여 이
지경을 당할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 몹쓸 놈들아. 그리 말고 이 자리에서 어서
어서 죽여다오.”31)

30) 원문에는 ‘老父(로부)를내다버린者(쟈)’로 표기.
31)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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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괴변은 아들을 양육하느라 움직이기조차 힘든 지경
이 되니, 버려진다는 것이다. 괴변, 이 지경, 몹쓸 놈 등의 단어는, 할아버지
가 아들에게 효용에 앞서 윤리를 생각하라는 절규와도 같다.
이에 반해 할아버지의 손자는 효용보다 윤리가 앞선다고 생각한다. 효용
이 없어도 윤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를 갖다
버린 ‘헌 지게’를 다시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효용 상실을 도덕으로 회복하고
자 한다. 아버지가 효용 없다고 버린 헌 지게를, 효용이 있다고 다시 가져
온다. 헌 지게의 효용은 바로 윤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들이 가져 온
헌 지게를 보고, 손자의 아비이자 늙은 아비의 아들인 당사자도 마음을 고쳐,
이후로 자기 부친을 잘 봉양한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윤리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는 윤리적 정
당성을 얻고 있다. 윤리적 정당성은 문학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의 특징이기
도 하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윤리적인 정당성을 지향한다.32)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고 긍정적이다. 효용의 여부에 앞서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자기 긍정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문학의 인간상이다.
<31. 늙은 아비를 내다 버린 사람>은 효용과 윤리의 대립과 조화를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발단 과정에서는, 효용도 없고 도덕도 없는 대립
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 과정에서는, 도덕이 효용을 포용하는
상황이 되어, 효용과 도덕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인간의 자기 긍정과 가능성
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고 있다.

2.3.3 신분 계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
<13. 외쪽의 꾀>는 상전을 골탕 먹이는 하인, 가면극의 말뚝이형 인물과
32)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뺷문학교육의 탐구뺸, 국학자료원, 1996,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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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이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인을 긍정하고 주인인 양반을
부정하는 이야기이다.
외쪽이의 주인 양반은 하인 외쪽이를 ‘우마(牛馬)와 같이 하여, 조금도 사
정(私情)이 없고 학대(虐待)가 막심(莫甚)’33)하게 부린다. 즉 외쪽이는 주인
양반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
로 외쪽, 한쪽 정도만 인정받고 있다.
사회가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지배계급
은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린다.34) 지배계
급인 주인 양반은 하인 외쪽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지만, 외쪽은 알아서 해결한다.
이런 외쪽을, 주인은 무슨 이유인지 죽이려든다. 주인이 외쪽을 죽이려
하지만, 외쪽은 기지(奇智)로 죽음을 벗어난다.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 온 주
인은 다시 외쪽을 죽이려 한다. 외쪽은 다시 기지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는 목숨을 건진다.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외쪽은 주인 일가를
없애게 된다. 주인 일가의 죽음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 오지 않는 것은,
주인이 하인 외쪽이를 두 번씩이나 죽이려 했기에, 외쪽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지만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주인 일가를 없앤 외쪽은, 주인의 딸과 결혼
한다.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학대 받는 하인의 입장에서 부각시키
고 있다. 하인을 소처럼 부리는 양반을 골탕 먹이고, 나중에는 가족 모두를
물에 빠져 죽게한다. 결말만 본다면 좀 잔인한 면이 있지만, 사건 전체를
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 악행필벌(惡行必罰)의 뜻이 강하게 드러난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는 중세의 신분이 존속되면서 근대의 계급이 나
타나 둘이 얽힌 시대였다.35) 신분은 세습적이어서 노력해도 바꿀 수 없지만,
33)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56쪽.
34) 이승환, <권력>,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뺷우리말 철학사전뺸 3, 지식산업사, 2006,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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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은 경제적인 위치가 바뀌면 달라진다. 외쪽은 주인 양반에게 ‘주인’과
계급 갈등이 있고, ‘양반’과 신분 갈등이 있다. 외쪽과 주인은 첨예한 신분
갈등과 계급 갈등 관계에 있다. <13. 외쪽의 꾀>는 하인을 긍정하고 주인
양반을 부정하는 상황 설정을 통해, 신분 계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이다.

3.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문학교육적 가치
3.1 서사교육(敍事敎育)의 원류(源流)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우리말로 기록된 최초의 동화집이자 설화집이다. 이전
에 발행된 설화집들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이전에 발행된 설화
집들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지 않았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우리말로
기록된 최초의 설화집이고, 교육적 목적을 가진 최초의 설화집이다.
심의린은 뺷조선동화대집뺸의 서(序)에서, 조선에 유행되던 동화로, 적당한
재료를 모아 소년 제군에게 참고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편찬한다고 했다.
즉,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은 소년 제군들을 위한 담화 재료, 이야기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뺷조선동화대집뺸은 학습자를 고려한 내용, 문체, 서
술 방식으로 저술되었다.
이전에 한문으로 저술된 여러 책에서도 간접적인 서사교육이 이루어졌지
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말 서사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문으로 저술되
었고,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적 배려도 거의 없었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발간
으로 비로소 우리말로 된 설화집과, 학습자를 고려한 설화집이 등장한 것이
35) 조동일, 뺷한국문학통사뺸 5, 지식산업사, 2007,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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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이후에 발행되는 동화집의 원전이 되고, 우리
말 서사교육의 원류가 된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은 편찬자, 내용, 체제 면에서,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적 의
도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편찬자 심의린은 보통학교 교원으로서, 우리말 교육
과 학습 교재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특히 그는 경성사범학교 훈도로
있던 1925년에 한국인 최초의 우리말 학습사전인 뺷보통학교 조선어사전뺸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 책의 자서(自序)에 보면, 보통학교 때부터 확실한 말과 글을 배워야
할 것과, 학습 시간이 부족하면 자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말과 글을 공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6) 이 사전의 발행 목적이 학습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심의린의 발간 목적은 일년 후 1926년에 발행된, 뺷조선동화대집뺸
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뺷조선동화대집뺸 또한 보통
학교 학생들의 넓은 학습을 위해, 서사교육의 일환으로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은 내용 면에서도 학습자를 고려한 점이 많다. 전체 66편
중, 30편의 이야기에서 교훈적 논평이 있다. 교훈적 논평은 동화의 교육적
측면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체제 면에서도 학습자를 많이 배려하고 있다. 거
의 모든 한자어에 한글 토씨를 적어 놓고, 어려운 단어는 괄호를 통해 뜻풀이
를 해 놓고 있다.37) 쉬운 글과 쉬운 뜻풀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동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최초의 우리말 설화집이면서, 학습자를 위한 교

36) 박형익, 뺷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뺸, 태학사, 2005, 39쪽.
37) 한자어, 한시, 사자성어 등을 우리말로 풀이해 놓았다. 예) 亭長뎡쟝(뱃사공), 鳥啄亭長目됴
탁뎡쟝목(새가 뱃사공의 눈을 앗구면), 三旬九食삼슌구식(밥을 굽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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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의도가 풍부하여, 서사교육의 원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2 문학교육의 방향성 고찰
뺷조선동화대집뺸은 독자 또는 학습자를 고려하여 편찬된 책이다. 뺷조선동
화대집뺸의 편찬자 심의린은 교사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위한 동화집을 만들
고자 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당대 문학교육의 한 방향을 엿볼 수 있다.
192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 학교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고, 우리말은
조선어라는 과목으로 배운 시기였다. 1922년 2월 4일 칙령(勅令) 제 19 조로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보통학교의 조선어 시수는 일본어의 1/3, 1/4
수준에 불과하다.38) 그리고 조선어 학습 과정은 발음, 언문, 일상 수지(須知)
의 문자 및 근이(近易)한 보통문의 읽기, 쓰기, 짓기, 말하기 등으로 일어
학습 과정과 거의 일치했다.39) 따라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위주의 교육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보통학교 교사였던 심의린은, 일본어로 교육되던 시기에 조선어로 된 동
화책을 발행하면서, 당연히 학교 교육의 못다 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의도
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앞서 뺷보통학교 조선어사전뺸의 자서(自序)에서 확인
한 바 있다. 심의린이 명확하게 문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뺷조
선동화대집뺸의 서(序)를 통해 문학교육의 방향이나 지향점을 추측할 수 있
다. 뺷조선동화대집뺸의 서(序)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평생에 뇌 속에 남아있고, 때때로 생각이 나는 것은 소년 시대에
행하여 오던 일인데, 자미(滋味)가 있던 일이라든지, 무섭던 일이라든지, 혹은
우습던 일, 분하던 일, 슬프던 일, 하고 싶던 일같은 것은 도무지 잊지를 않습
니다.
38) 이응백, 뺷續 國語敎育史硏究뺸, 신구문화사, 1989, 234∼239쪽.
39) 박붕배, 뺷國語科敎育方法論뺸, 학문사, 1983,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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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도 이 어렸을 때에, 어른에게나 동모(同侔)들에게 자미있게 듣고,
옳게 여겼던 훈화(訓話)나 동화(童話)같은 것은, 지금까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아 있고, 마음에 머금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정직하고 정신이 총명한 때에는, 그 생활에 적합한 사상
(思想)과 감정(感情)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하며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
의 취미를 얻게 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년 시대에, 훈화 동화가 여하(如何)한 힘이 있으며, 여하한 영향을
미침은 묻지 아니하여도 알 것입니다.
졸자(拙者)가 소년 시대에, 얻어 들은 바와 읽어 본 바 중에서, 본래부터
우리 조선(朝鮮)에 유행되던 동화로, 적당할 듯한 재료(材料) 몇 가지를 취택
(取擇)하여 모아서, 소년 제군(諸君)에게 참고에 공(供)코저, 차서(此書)를 편
찬하였습니다.40)

서(序)에 나타난 훈화나 동화에 대한 심의린의 생각은 네 가지로 정리된
다. ① 사상과 감정의 수양, ② 상식을 풍부하게 함, ③ 문장을 감상함, ④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함. 이런 것들이 동화를 읽은 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힘과 영향이다. 또한 심의린이 뺷조선동화대집뺸을 발간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가 의도한 문학교육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린은 의도는 현재의 문학교육 목표와도 관련이 깊다. 사상과
감정의 수양, 상식의 풍부함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 탐구를 위해 필요
한 목표이다.41) 또한 문장을 감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 능력을 증진시
키는 문학교육의 목표와 통한다.42) 그리고 문예의 취미를 얻게 되면, 텍스트
의 논리적 분석을 넘어서, 텍스트의 의미가 개인적인 가치로 내면화되어 문
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43)
위에서 살핀 바대로, 뺷조선동화대집뺸의 서(序)에서 심의린은, ‘① 사상과

40)
41)
42)
43)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1∼2쪽.
최지현, 뺷문학교육과정론뺸, 역락, 2006, 260∼261쪽.
김대행 외, 뺷문학교육원론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38∼44쪽.
우한용, 뺷문학교육과 문화론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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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수양, ② 상식을 풍부하게 함, ③ 문장을 감상함, ④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함.’ 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도들은 당대 문학교육의 한 방향으
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도와 문학교육의 방향이, 현재의 문학
교육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술의 향수나 지적 호기심의
충족은 개인의 성숙과 세계 이해로 연결되는 것이다.44)

3.3 흥미와 교훈의 문학성 추구
심의린은 뺷조선동화대집뺸 서(序)에서 ‘재미있게 듣고, 옳게 여겼던 훈화
(訓話)나 동화(童話)’가 마음에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훈
화는 교훈적인 이야기이고, 동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이야기가 따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달리 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훈화에는 동화적인 요소
가 있어야 하고, 동화에도 훈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심의린의 ‘자미(滋味)있게 듣고, 옳게 여겼던 훈화(訓話)나 동화
(童話) 같은 것은, 지금까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아 있고, 마음에 머금어
있습니다.’는 ‘흥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치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말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의린은 동화의 선택 기준, 또는 동화가 지녀야 할
요소를, 흥미와 교훈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동화나 설화
가 지녀야 할 문학성을 흥미와 교훈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심의린은
동화[설화]의 문학성을 흥미와 교훈으로 보고, 이에 합당한 동화를 선택하여
책을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의 본문에서도 흥미와 교훈의 문학성은 확인된다. 흥미의 요소는 인물
의 다양성, 사건의 다양성, 자세한 사건 전개와 배경 설명, 생동감 있는 대화

44) 유종호, 뺷문학이란 무엇인가뺸, 민음사, 2000,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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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묘사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6. 당나귀 알> 이야기의 부분이다.
그 남편이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정강이에 치는 두루마기를 국인 채로 떨쳐
입고, 다 쪼그라진 갓을 머리 위에 젖혀 쓰고, 곰방대에 담배 부스러기를 꾹꾹
눌러 담은 후에 화로불에 파 묻어서 뻑뻑 빨아 붙여 물고, 장(場)판으로 헐근씨
근 찾아 갔습니다. 백목을 옆에 끼고 어슬렁어슬렁 돌아 다니며, 가게마다 기
웃기웃 이것도 집어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물건 임자에게 핀잔이나 당하고 얼
굴이 벌개 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석양천(夕陽天)에야45) 가졌던 백목을 팔아 가지고, 사 가지고 갈
물건을 살펴보다가 마침 수박 가게 앞을 갔습니다. 벌려 놓은 수박을 보고 평
생에 보도 듣도 못하던 것이므로,
“여보, 이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수박 장사가 속마음에,
‘저런 못생긴 놈 보아라. 수박을 처음 보나보다. 좀 속여 보겠다.’
하고,
“네, 그것이 당나귀 알이올시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농부가 이상한 물건이므로 또 다시 묻되,
“그러면 어떻게 깨나요?”
하였습니다.
수박 장사는 더욱 우스워서,
“네, 이것을 더운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어서 삼칠일만 두면 자연히 까집니
다.”
하고 꾸며댔습니다.
이 농부는 더욱 당나귀 얻어 가질 생각이 나서,
“하나에 값이 얼마요?”
하고 물었습니다.
수박 장사가,
“네, 당신이 꼭 사시려오? 에누리하면46) 오십 전이지만 꼭 받을 돈 삼십 전

45) 해가 질 무렵에야.
46) 원가에 이문을 붙이면. 여기서 ‘에누리’는 ‘물건 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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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 하나 갖다가 깨보시오. 당나귀 한 마리 값이 좀 싸오?47)”
하고 말하였습니다.48)

당나귀 알을 사는 사건 전개와 배경 설명이 자세하다. 특히 의성어와 의태
어를 사용하여 남편의 옷차림과 행동에 생동감이 넘친다. 또한 남편과 수박
장사 간의 대화가 생생하다.
그리고 교훈의 문학성은 논평과 악행필벌(惡行必罰)의 이야기가 많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49) 논평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확인했고, 악행필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악인에 대한 징계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5. 호랑이를 잡은 도적>：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인데, 호
랑이의 죽음으로 끝난다. 보통의 경우, 호랑이는 어떻든 살아나는데, 여기서는
소도둑에게 죽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9. 금방망이 은방망이>：욕심많고 불효하는 형은 도깨비 방망이에 얻어 맞아,
몸이 뱀장어처럼 된다. 그리고 평생 얻어 먹고 살면서, 옛날의 잘못을 후회하
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
<12. 네모진 보석>：네모난 보석 때문에 부자가 되어 교만하게 된 사람이, 결
국에는 보석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
<13. 외쪽의 꾀>：하인 외쪽이를 학대하고 두 번이나 죽이려 했던 주인 양반
이, 결국 자신은 물론, 가족 일가가 외쪽이에게 속아 물에 빠져 죽게 된다.
<30. 놀부와 흥부>：흉악한 형 놀부는, 전 재산을 잃고 흥부에게 머리를 숙이
고 얻어 먹다가 죽는다. 놀부의 파멸로 끝나는 이야기.
<34. 사냥꾼의 소원>：늙은 사냥꾼이 사슴을 구해주어 집과 세간을 장만하지
만, 더 많은 욕심을 부려 집과 세간을 잃고 다시 가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뜻임.
47) ‘비싸오?’의 뜻. ‘싸다’는 평안 방언에서 ‘비싸다’의 뜻으로 쓰임.
48) 심의린, 뺷조선동화대집뺸,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25∼26쪽.
49) 악행필벌(惡行必罰)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앙갚음을 받는다는 믿음인데, 한국 설화에
나타나는 민중들의 대표적인 도덕관이다. 김화경, 뺷한국의 설화뺸, 지식산업사, 2002, 250∼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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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콩쥐 팥쥐>：계모와 함께 콩쥐를 괴롭히던 팥쥐는, 콩쥐를 흉내내어 하늘
에 올라 가려다가 수수밭에 떨어져 죽는다. <콩쥐팥쥐 설화>의 다른 각편(各
篇)에서는 콩쥐의 죽음 이후에 팥쥐의 죽음이 따른다.50) 따라서 콩쥐의 고난에
비해 팥쥐의 비참한 죽음은 과도한 징계로 보인다.
<53.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욕심 많은 형은 구슬에서 나온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다. 어진 아우를 박대한 욕심 많은 형이, 천벌을 받아 생명까지 잃어버린
이야기.

이처럼 악인에 대한 응징이 확실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피엔딩의 이야
기도, 뺷조선동화대집뺸에서는 반동인물의 파멸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동화
에서 악인에 대한 처벌은 집단 내의 잠재적 폭력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이다.51) 악인에 대한 징계가 많다는 것은, 잠재적 폭력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것이며, 집단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강력한 교훈을 전달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맹형 호랑이가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처럼, 반동
인물인 악인(惡人) 역시 조선인을 괴롭히는 바깥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주동인물[善人]을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시대
적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흥미와 교훈은 문학의 고유한 기능이다.52) 그리고 아동문학에서 아동을
계몽하는 것은 이념의 직접적인 전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가
운데 ‘모르는 동안에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53)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저자가 서(序)에서 흥미와 교훈의 문학성을 밝혔고, 본문 내용에서도 흥미와
교훈의 문학적 기능을 훌륭히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4)
50) 이원수, ｢콩쥐팥쥐 설화 연구｣,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뺷설화문학연구뺸 (下),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766∼774쪽.
51) 최기숙, 뺷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뺸, 책세상, 2004, 163쪽
52) 구인환·구창환, 뺷문학개론뺸, 삼영사, 2002, 57∼64쪽.
53) 김세리, ｢≪어린이≫ 연구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1쪽.
54) 논문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이 있었다. 독자 지향의 이야기, 작가의 전기적 삶과 작품
의식과의 관련, 당대 아동문학 출간 상황과 이후 동화집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고 했다. 논자는 이러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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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으면서
심의린(沈宜麟)의 뺷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은, 1926년 한성도서주
식회사에서 1원(圓)에 발매한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이자 설화집이다. 이 책
은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어로 간행한 뺷조선동화집뺸(1924년), 학예사에서 출
판한 박영만의 뺷조선전래동화집뺸(1940년)과 함께 식민지 시기의 ‘3대 전래동
화집’이라 불리며, 오늘날 간행되는 각종 전래동화집의 원전이라 여겨진다.
설화집의 시초라는 서지적·자료적 가치로 인해, 뺷조선동화대집뺸은 설화
집이나 설화 연구 논문에서 참고문헌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하지만 지금까
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의미, 특징 등에 관한 고찰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내용, 의미, 특징, 문학교육적 가치 등을 살피
고자 했다.
이를 위해 66편의 이야기에 나타난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독자(讀者) 지향(指向)의 이야기, 사건 전개의 사실성, 호랑이의 부정
적(否定的) 형상화(形象化), 능동적 변화의 필요성 강조 등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이한 내용과 의미를 지닌 작품을 살핀 결과, <8. 개구리 신선(神
仙)>에서는 외국 동화의 창조적 변용, <31. 늙은 아비를 내다 버린 사람>에
서는 효용과 윤리의 대립과 조화, <13. 외쪽의 꾀>에서는 신분 계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서(序)를 바탕으로 살펴본, 뺷조선동화대집뺸의 문학교육적 가
치는 서사교육(敍事敎育)의 원류(源流), 문학교육의 방향성 고찰, 흥미와 교
훈의 문학성 추구 등이었다.

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 본고는 뺷朝鮮童話大集뺸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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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뺷조선동화대집뺸의 전반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각 작품에 나타나는
고유한 내용과 구조와 특성을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뺷조선동화
대집뺸이 1920년대 아동문학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궁금
하다. 특히 잡지 뺷어린이뺸에, 1923년∼1934년 동안 게재된 전래동화와는 어
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넓고 깊은 논의는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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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Literary Education
in 뺷Great Collections of Cho－seon Fairy Tales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뺸－written by Shim, Eui－rin
Shin, Won－gie(Busan Dong－Cheon High School)
뺷Great Collections of Cho－seon Fairy Tales뺸 is the first Korean collection
of fairy tales and legendary, which Shim Eui－rin compiled in 1926. Until
now,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overall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So, in this article, I want to consider contents, meaning,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literary education of 뺷Great Collections of
Cho－seon Fairy Tales뺸.
For these, I looked into the contents and meaning of 66 stories briefly.
In result, I found such features as reader centered story, reality of incident
development, the prominent advent of violent－type tiger and so on.
After I consider the works including the distinctive contents and meaning, I
realized that there 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the creative transformation
of foreign fairy tales, the loss and restoration of usefulness and morality,
and the critical perception of social strata.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education in 뺷Great Collections of Cho－seon
Fairy Tales뺸 lies in that there are the origin of narrative education, the
consideration of aspects in literary education of the day, the literary pursuit
in interest and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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