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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연구는 초등 문학교육에서 동화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밝힌 후, 핍진성 이해를 위한 동화교육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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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핍진성이란 작품이 갖는 생생함 혹은 상황에 적합함이란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핍진성은 동화 작품을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하여 주
제의식 구현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동화 작품에 구현된 핍진성을 이해하
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작중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해석하여 주제의
식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어린이 독자들이
핍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미적 특질을 판단할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
등을 통해 나타나는 핍진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 독자들이 능동적으
로 작품을 의미화하는 생산 지향의 초등 문학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생산 지향의 초등 문학교육은 어린이 독자들을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상정하여, 의미 구성으로서의 동화 읽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핍진성을 이해하여 동화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질을 이해하고 판
단하는 동화교육은 어린이 독자가 수행하는 작품 해석의 적절성을 판단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어린이 독자의 문학능력을 증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동화에 구현된 핍진성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마
련을 통해 실천적인 교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화교육에서 핍진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동화의 핍진성이 개연성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
이다. 그러나 동화의 핍진성과 개연성은 비슷한 특성을 갖기도 하지만 다
른 특성을 갖기도 한다. 개연성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건과 관련된다
면, 핍진성은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등이 갖는 사실적인 실감과 관련된
다. 그러기에 핍진성은 작중인물의 성격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화에 구현된 핍진성을 이해하는 것은 작중인물의 성격화
에 의한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며, 동화에 구현된 핍진성을 이
해하여 주제의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동화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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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자가 동화 작품에 형상화된 핍진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신헌재(2006)와 심상교(2012)를 들 수 있다. 신헌재(2006)의
논의는 원유순의 동화 2편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파탄을 주제로 삼은’
동화에 구현된 주제의 핍진성을 밝힘으로써, 동화 작품에 구현된 핍진성
이 주제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심상교(2012)의 논의
는 ‘동화의 서사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핍진성과 동기화의 문제를 다
루었다. 그러나 신헌재(2006)와 심상교(2012)의 논의는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과 주제의식, 핍진성과 동기화의 문제를 다룬 의의를 갖지만, 핍진
성 이해를 위한 동화교육의 방법을 논의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신헌재(2006)와 심상교(2012)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화 작
품에 나타난 핍진성 이해를 위한 교육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사 작품에 구현된 핍진성 개념을 밝히고, 박기범의 <문제아>, 방
미진의 <금이 간 거울>, 권정생의 <별똥별>, <똬리골댁 할머니>, 강숙
인의 ≪뢰제의 나라≫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동화 작품에 핍진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동화 작품의 주제의식 구현에 어떻게 이바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현행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국어 교과서에서 ‘핍진성 이해’와 관련된 성취기준 및 학습활동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핍진성 이해를 통한 동화
교육 방법을 반응일지 쓰기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Ⅱ.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 이해의 필요성과
핍진성의 양상
동화 작품을 비롯한 서사물은 사건의 발생과 전개를 필수 요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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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러한 사건들 간에는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 사건들 간의 인과성
에 의해 플롯이 구성되며, 플롯은 서사물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
다. 그런데 개별 사건들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즉 플롯상의
그럴듯한 개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는 그 사건을 실제 현실에
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사건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서사물에서 사건들은 개연성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개연성뿐
만 아니라 그 사건이 실제 현실과 흡사하다는 핍진성(verisimilitude)도 가져
야 한다(오탁번 외, 2010：75). 실제 현실과 흡사한 사건이 서사물에 형상화
되었을 때, 독자는 그 사건을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사건에 공감하는 작품 읽기를 할 수 있다.
실제 현실과의 일체감에서 비롯되는 핍진성은 서사물을 이해하는 과정
에서 독자가 그 사건에 자신의 독서경험이나 독서능력, 배경지식 등을 동
원하여 공감하는 읽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핍진성 있는 사건
이나 작중인물의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공감하는 읽기를 통해 독자는
작품의 미적 특질을 인식하고, 작품의 문학성을 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독자가 핍진성 있게 형상화
된 작중인물의 행위나 태도, 사건 등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화 작품에 형상화된 핍진성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작품의 심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동문학 교육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어린이 독자들은 문학 감
상의 입문기에 있기 때문에, 동화 작품의 미적 특질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은 어린이 독자들이 바람직한 문학능력을 길러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동화 작품에 형상화된 핍진성에 대한 이해가 갖는 이러한 의의를 바탕
으로, 동화에서 핍진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방미진의 <금이 간 거울>
을 통해 확인해 보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수현이는 부모님이 동생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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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를 더 사랑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도둑질을 한다. 그러나 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수현이는 자신의 생활이 금
이 간 것 같다는 느낌과 도둑질을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내 가방 안에는 선생님 지갑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제껏 훔친 물건들이
모두 들어 있다. 이제 이것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모두들
나를 손가락질하겠지. 어쩌면 나는 평생 도둑이라는 꼬리표를 이름처럼 달
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는 들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들키고 싶기도
했다. 누군가 내 거울에 간 금들을 들여다봐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
른다. 어쩌면 거울도…… 그랬을 것이다.
‘드디어, 들켰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크게 소리 내어 울었다. 가슴에 난 금들이,
상처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던 답
답함이 날아가 버리는 걸 느꼈다.(방미진, <금이 간 거울>, 2013：74-75)

위의 예문은 선생님의 지갑을 훔친 수현이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
보는 많은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심정을 느끼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하다 들키면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다. 그러다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수현이는 많은 사람들
의 시선을 통해 늘 해 오던 도둑질을 끝내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짓누르
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수현이의 이런 심리는 그의 도둑질이 사
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기에 수현이의 이런 심정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시작한
잘못된 도둑질에 대한 반성의식을 보여주기에 실제 현실과의 일체감인
핍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화 작품을 비롯한 서사적 허구에서 핍진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장치
는 자세하고 사실적인 세부 묘사나 동기화(motivation)이다. 세부 묘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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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플롯 전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전개에 불요불급한 삶의 무의미하고 비본질적인 세부들을 보여줌으로써
스토리가 보다 사실적인 실감을 갖게 한다(한용환, 1999：486-487).
세부 묘사를 통해 동화의 핍진성이 구현되는 양상을 권정생의 <별똥
별>을 통해 확인해 보자. 이 작품에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릴 적 소꿉
놀이 친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갑순이와 갑돌이는 가난 때문에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 갑순이는 남산 밑 개펄에서 서쪽나라
용사들의 시중을 드는 돌쇠한테 시집을 가버렸다. 그 와중에 갑순이는 일
제에 의해 징용에 끌려간 갑돌이도 잊고 점차 서양식 옷을 입고 서양식
으로 살게 된다. 그러다가 어릴 적 소꿉동무로서 자신의 편지를 읽어달라
는 갑돌이의 편지를 어느 날 받는다. 갑돌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갑순이는
어른이 되면서 잊어버렸던 어릴 적 꿈과 별똥별을 생각하고, 그를 잊고
지내왔던 시간과 서부 아가씨처럼 옷을 차려 입고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반성을 한다. 이런 반성을 통해 갑순이는 갑돌이가 새가 된다면, 자신은
그 새를 맞이해 주는 살구나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보드라운 바람이 남쪽 나라에서 산을 넘어 불어왔습니다. 그 봄바람을
타고 노란 금빛 날개를 저으며 한 마리의 새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양지바른 돌담 가에, 전에 없었던 살구나무 한 그루가 눈부시게 함박꽃
을 피워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깃털의 새가 날아오자
살구꽃나무가 바알간 꽃 냄새를 눈이 아리도록 풍겼습니다.
노란 새가 그 살구꽃 가지에 안기듯 앉았습니다. 노란 새는 아름다운 목
소리로 울었습니다.(권정생, <별똥별>, 2013：114)

위의 예문은 보드라운 바람, 살구나무 한 그루, 노란 깃털의 새 등에
대한 세부 묘사를 통해 새가 되어 어릴 적 고향 마을로 오겠다는 갑돌이
와 살구나무가 되어 맞이하는 갑순이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적 묘
사를 통해 위의 예문은 갑돌이를 맞이하는 갑순이의 애절한 마음을 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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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동화에서 핍진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장치는 동기화(motivation)이다.
동기화는 “한 편의 이야기가 보다 그럴 듯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요소들, 보다 좁은 의미로는 작품의 주제를 결정하
는 데 기여하는 모티프들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즉, 동
기화는 모티프들에 내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지나간 사건들과
잇달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합리적 연결의 토대 위에서 그럴 듯하게 만드
는 결합 방식을 의미한다.”(한용환, 1999：126-127) 동기화는 그럴듯하지 않
은 요소를 그럴 듯하게 만들어,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재미
있게 느끼도록 만든다. 따라서 사건들의 동기화가 잘 된 작품을 읽을 때,
독자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작중인물이 잇달아 벌이는 행위들을 자연스
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동기화에 의한 핍진성 구현 양상을 권정생의 <똬리골댁 할머니>를 통
해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 똬리골댁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외모로 인해
업신여김을 당한다. 똬리골댁은 “난장이를 겨우 벗어난 작은 키에 코가
탱자처럼 생겼습니다. 게다가 코찡찡이 같은 목소리가 한층 똬리골댁을
이상한 할머니로 보이게 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었”(권정생, <똬리골댁 할머
니>, 2013：72)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깊은 산 속에서 불쑥 할머니를

만났다면 느닷없이 귀신이 아니면 둔갑한 여우”로 여길 만큼 이상한 할
머니였다.
이런 외모를 지닌 똬리골댁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고양이처럼 밥을 얻
어먹으며 살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견디지 못할 큰일을 겪
게 되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피난 간 빈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인들
이 놔두고 간 비단옷을 입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고, 피난 간 사람들
이 돌아온 후에 지서에 끌려가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당한 것
이다. 이 일로 인해 똬리골댁은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 마을에 내려오지도
못한 채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 옆에서 죽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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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불쌍한 여식을 얼른 데려가 주세요. 이젠 봉순이(똬리골댁의
이름)는 무서워서 마을에 내려갈 수 없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아다 죽이
려고 지금도 찾고 있을 거여요. 어머니, 불쌍한 봉순이를 오늘 밤엔 꼭 데
려가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애원을 하는데도 왜 데려
가지 않으세요. 네, 어머니……어머니…….”
똬리골댁은 이젠 콩을 훔쳐다가 불에 구워 먹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밤마다 찬 이슬을 맞으며 무덤 곁에서 지내기란 할머니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습니다.(권정생, <똬리골댁 할머니>, 2013：89-90)

무서운 총소리와, 총을 겨누던 그 청년의 얼굴,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똬리골댁은 그 어머니의 무덤 옆에서
날마다 죽기를 간청한 것이다. 이런 똬리골댁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 대
한 무서움에서 생긴 것이기에 충분히 동기화되어 핍진성을 갖는다.
사실적인 세부 묘사나 동기화(motivation)에 의해 핍진성을 갖는 동화 작
품은 어린이 독자가 작품을 현실과의 일체감, 즉 사실적 실감 속에서 이
해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동화 작품의 핍진성을 이해할 때, 어린이 독자
들은 작품에 구현된 현실과의 일체감이나 사실적 실감을 곧 현실과 완전
히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서로 비슷함에 의해 사실적
실감을 주는 상동성(相同性)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동화 작품에 구현된 핍진성이 주제의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작품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먼저 박기범의 <문제아>를 통해 동
화에서 핍진성이 주제의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박기범
의 <문제아>는 주인공인 창수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다가 선생님들로부터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핍진성있게 보여줌으로써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는 학교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창수는 친구들이나 동네 깡
패 형들과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점차 문제아로 낙인찍힌다. 그를 문제아
로 여기면서 선생님들조차 그를 멀리한 반면, 신문 보급소에서 만난 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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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그를 문제아로 여기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그를 문제아로만 취급할
뿐 그와 온당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나는 봉수 형이랑 한 약속 때문에 학교에 다시 나갔지만, 학교는 여전했
다. 선생님은 그동안 뭐 했느냐고 물어봤지만, 나는 말을 하기가 싫었다.
아빠가 다친 것도, 신문 배달을 하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중간 중간에 하
는 말이 너무 기분 나빴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너 같은 애가 있는 반을 맡았냐?”
“너든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애냐? 나도 모르겠다. 제발 올해에는 더
이상 사고만 치지 마라.”
봉수 형만 아니었다면, 나는 학교를 정말 그만둬 버리고 싶었다. 학교는
꼬박꼬박 나갔지만, 공부 시간에는 제일 뒷자리에서 잠을 잤다. 새벽에 잠
을 못 자니까 자꾸 눈이 감겼다. 한번 책상에 엎드려서 잤는데,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계속 잠을 잤
다.(박기범, <문제아>, 2013：110-111)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창수는 자신의 처지와 생활을 전혀 이해
하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문제아로만 여기는 선생님과 소통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는 학교를 그만둬 버리고 싶은 심정 속에 봉수 형과의 약속
때문에 학교에 오기는 하지만 선생님 눈치도 안 보면서 잠만 잔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문제아로만 여기는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기에 충분한 핍진성을 가지면서,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비판의식에 어린이 독자가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이
처럼 동화 작품에서 핍진성은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실감 있게 형
상화하여 어린이 독자가 주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환상동화에서는 작중인물의 행위가 환상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동화에 비해 핍진성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어린
이 독자가 주제의식에 쉽게 공감할 수 없게 한다. 이를 강숙인의 ≪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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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라≫를 통해 확인해 보자. 이 작품에서 원래 신수(神獸)였던 백호(白虎)
는 잔인한 야수가 되었지만, 영웅적 인물인 천랑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다. 이러한 백호의 태도 변화는 서술자가 천랑을
공격하는 백호를 급작스럽게 천랑을 돌보는 존재로 만드는 사건의 급격
한 전환에 의한 서술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지만(선주원, 2013：280), 백호가
한 행동의 핍진성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의로운 행동의 의
의라는 주제의식을 말하지만, 어린이 독자가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
하게 한다.
“이제 깨어났소? 아직은 고통스럽겠지만 곧 괜찮아질 거요.”
백호였다. 백호는 백호인데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천랑을 그처
럼 잔인하게 괴롭히던 그 야수가 아니었다. 천랑은 몸의 고통도 잊고 꿈을
꾸나 싶어 멍하니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의로운 행동이 내 속에 잠자고 있던 기억을 일깨워 주었소. 내
가 가진 신성, 고귀한 덕은 의로움이오. 그대가 동료를 구하려고 몸을 던
진 순간 난 홀연 잊었던 내 신성을 기억해 낸 거요. 그래서 그대의 동료와
아이에게 내 기를 불어넣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 주었소.
(후략)”(강숙인, ≪뢰제의 나라≫, 2003：194)

위의 예문은 백호가 천랑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다시 신성을 되찾았음
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백호, 현무, 청룡, 주작 등과 같은 맹수
들이 천랑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원래의 신성을 깨닫고 다시 신수(神獸)가
된다는 사건의 급격한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급격한 전환은 이 작품의 서사 전개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갖지만, 작
중인물들의 행동 측면에서는 핍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작중인물들의 행
동들은 사실적인 실감보다는 환상적인 문채(文彩)를 통해 환상성을 고조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 작품은 사건 간의 단절을
보여주면서 사실적인 실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의로운 행
동의 의의라는 주제의식에 어린이 독자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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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화 작품에 구현된 핍진성은 작가와 어린이
독자 모두에게 동화 작품의 미적 특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
다. 작가에게는 동화 작품에 흔히 따라붙는 미학적 자질의 부족이나 상투
적인 플롯 전개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많은 비평가들은 동화 작품들을 단순한 플롯 구조 때문에 미학적 특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또한 사건의 상투성과 핍진성 부족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동화 작품에 핍진성을 잘 형상화
함으로써 작가는 플롯 구성의 단순성을 피하고,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말,
태도 등이 어떻게 묘사되고 동기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세부묘사나
동기화에 의해 형상화된 핍진성이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어떻게 고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한편 어린이 독자는 동화 작품을 감상할 때 ‘이야기의 흐름’ 이해에만
치중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말, 사건 등이 얼마나 사
실적인 실감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활동을 통해 동화의 미적 특질을 구체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동화 감상에서 핍진성
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주제의식 구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하여 작품을 능동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문학능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 이해와 관련된
성취 기준, 교과서 학습활동
2012년에 개정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서 동화 작
품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직접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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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을 어린이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화 작품의 이해에서 본질적인 것은 작중인물, 사건, 배경의 관
계를 파악하여, 그것들의 사실적인 실감이 주제의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때문인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 이해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
만, 해설에서는 핍진성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이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5~6학년군]
－문학－

[내용 성취 기준]
(5)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하고 평가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교하
거나 평가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등장인
물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이유를 짐작해 보거나 제시된 상황에서 자
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말해 봄으로써 문학 작품을
읽으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체험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41)

위의 밑줄 친 부분은 동화 작품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작중인물이 행
동하고 생각한 이유를 사건이나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임을 밝히
고 있다. 이는 작중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지
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그러기에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진술된 것은 동
화 작품에 구현된 핍진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
러 어린이 독자가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실감 있게 형상
화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상황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여 작중인물의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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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의 양상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한 위의 성취 기준은 교과서의 학습활동 구현의 근거가 된다. 그런
데 위의 성취 기준은 5~6학년군에 관한 것인데, 현재 2012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4학년 것까지만 발행되었다. 그러기
에 2012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위의 성취 기
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 활동들을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한 5학년 ‘읽기’ 교과
서에는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 이해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학습활동들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에 제시된 다음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5-문학-(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

위의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사건 전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물
의 특성 파악하기는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분
명해질 것이고, 이 두 관계가 분명해진 연후에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
개 과정과의 관계 파악하기, 나아가 인물의 성격이 바뀌면 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기 등의 활동을 배치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28)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설은 동화 작품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특성 파악하기
이며, 이것은 사건의 전개 과정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
고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은 그것의 사실적인 실감, 즉 핍진성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성취기준
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내용 해설을 근거로 할 때, 초등 문학수업에서 동
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은 교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면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에 대한 이해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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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5-문학-(2)]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성취 기준은

뺷국어：읽기 5-1뺸 교과서의 5단원 ‘사실과 발견’에 구현되어 있다. 이 단
원에서 학습 목표는 “사건이 드러난 글은 원인과 결과로 짜여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사건과 인물의 성격에 주의하며 사건이 드러난 글을 읽어
봅시다.”이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사건 전개와 인물의 관계를 파악한
다.”라는 성취 목표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시한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학습 목표 구현을 위해 4-6차시의 학습 활동을
‘사건 전개와 인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로 설정했다. 이 학습
활동은 동화 작품에서 발생하는 사건 전개는 인물의 행위나 성격과 관련
되며, 인물의 행위나 성격은 사실적인 실감을 통해 어린이 독자에게 적절
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학습 활동을 위해 교과서에서
는 하위 활동으로 “1. 인물의 성격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
하며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2. ‘원숭이 꽃신’을 읽고 인물의 성격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3. 인물의 성격과 사건 전개의
관계를 정리하여 봅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108-113) 등을 설정하고 있
다. 이러한 하위 학습 활동들은 인물의 성격이 사건에 영향을 끼치며, 사
실적인 실감은 인물의 심리나 행위와 같은 것에 의해 구체화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인물의 행위나 심리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실적인 실감, 즉
핍진성에 대한 이해가 동화 학습에서 중요한 교육내용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 이해를 위한 교육 방법
지금까지 수행된 초등 문학교육에서 동화 작품의 핍진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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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은 잘 수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우선 어린이 독자에
게 핍진성의 개념이 어렵다는 것, 핍진성과 개연성을 어린이 독자가 명확
하게 이해하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그렇지만 많은 동화 수업에
서 어린이 독자들은 작품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말, 태도 등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실감나는가를 판단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사건들의 사실적 실감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핍진성
이라는 용어를 어린이 독자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핍진
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학습활동을 어린이 독자들이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기에 핍진성이라는 용어를 어린이 독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핍진성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학습활동은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은 핍진성에 의해 형상화
되는 동화 작품의 미적 특질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작품
의 주제의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핍진성이라는 용
어를 실제로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말, 태
도, 사건 등이 사실적인 실감을 얼마나 갖는가를 판단하는 학습활동은 지
속적으로 교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린이 독자가 동화 작
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핍진성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하는 것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법함과 사실적인 실감을 준다는 것은 다르
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건도 사실적인 실감 없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거나, 실제로 일어날 법 하지 않은 사건도 사실적인
실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독자들은 사건의 개연성과 핍진성이
다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건의 핍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린이 독자들은 동화 작품의
미적 특질을 판단하고 주제의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단순한 감상이 아닌 작품의 미적 특질을 파악하여 주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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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것은 작품을 의미화하는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작품에 형상화된 사건들의 사실적인 실감이 공감적 읽기에 도움
이 되며,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를 성찰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사건들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몰입적 읽기를 통해 작품과 ‘나’를 관련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
은 작품 읽기가 단순하게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이해와 반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이해와 새로운 자아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됨을 인식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동문학교육에서 동화 작품의 핍진성에 대한
이해는 어린이 독자들이 동화의 미적 특질을 판단하고 주제의식을 구성
하여, 공감적 읽기를 통한 자아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
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화 작품에 형상화된 핍진성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
인 방법 마련을 통해 당위가 아닌 실천적인 교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이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그리고 그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사회적 환경에 의해 구체화됨을 고려한
다면, 핍진성 이해를 위한 실천적인 교수 방법 마련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등에 의해 구
체화된 핍진성,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 등에 의
해 구체화되는 핍진성 등으로 나누어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
하는 교수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등에
의해 구체화되는 핍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중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교육연
극 활동하기, 인물의 성격 소개하기, 작중인물 분석하기, 자신과 작중인물
비교하기, 작중인물에게 편지쓰기,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에 대해 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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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작중인물의 핍진성에 대한 반응일지 쓰기 등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등을 핍진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수행되는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등이 어떤 측면에서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계기들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등을 통해 구체화된 핍
진성에 대해 반응일지를 씀으로써 어린이 독자 자신의 이해와 반응 양상
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동료와의 문학적 토의를 통해 문학적 반응을 공
유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사건을 통해 구체화되는 핍진성을 교육하는 방법은 사건의 시간
분석하기, 사건의 공간 분석하기, 사건의 사회적 환경 분석하기, 사건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 토의하기, 사건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반응일지 쓰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방법들은 어린이 독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발생하
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
는 것과 관련된다. 아울러 사건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반응일지 쓰기를
통해 주제의식을 구성하고, 동료와의 문학적 토의를 통해 반응을 공유하
고 세련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반응일지 쓰기에 초점을 두어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15)
먼저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하기 위한 반응일지 쓰기 활동의
목적, 활동의 활용 방법, 활동의 평가 방법, 활동의 실제 등을 살펴보자.16)

15) 다른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그것들을 모두 다 다루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모든 방
법들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한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자 한다.
16)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선주원(2008)의 책 488-489면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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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의 목적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사건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 등을 통
해 형상화된 동화의 핍진성을 이해하기 위해 반응일지를 쓰는 활동은 어
린이 독자들이 동화를 공감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이 독자들은
동화 작품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 태도, 사건의 시간과 장소, 사
회적 환경 등에 나타난 사실적 실감을 파악하고, 그러한 사실적 실감의
이유를 문장으로 표현한다. 반응일지 쓰기를 통해 어린이 독자들은 작중
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예
상, 질문, 재반응 혹은 관점의 진술 등을 통해 동화 작품에 구현된 핍진
성에 대한 확장된 반응을 할 수 있다.
✔ 활동의 활용 방법

이 활동은 동화 작품을 읽는 후에 활용되는 것이 좋다. 동화 작품을 다
읽은 뒤에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공간, 사회적 환경
등에 나타난 핍진성에 대한 반응을 쓰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필요하다면 어린이 독자들이 동화를 읽는 도중에서 적절
하게 읽은 부분들에 대한 반응일지를 쓰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활동의 평가 방법

어린이 독자들이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공간, 사
회적 환경 등에 대한 반응일지에 쓰는 과정을 관찰하여 교사는 어린이
독자의 문학 수업 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교사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
여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하고, 어린이 독자에게 동화
의 핍진성 이해가 작품의 주제의식 구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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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날짜：

제목：<문제아>
작가, 출판사 및 출판년도：작가－박기범, 출판사－창비, 출판년도－2013년
∙활동 안내：<문제아>를 읽고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부분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씁니
다. 이 활동은 동화 <문제아>를 다 읽은 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사실적 실감을 주는 부분
－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공간, 사회적 환경
∙반응 쓰기
－인물의 말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인물의 행동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인물의 태도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사건의 시간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사건의 장소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사회적 환경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17)
작품에서 읽은 부분

쓴 날짜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1(말)
2(행동)
3(태도)
4(시간)
5(장소)
6(사회적 환경)
[표 1] 활동의 실제(박기범의 <문제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독자들이 박기범의 <문제아>를 읽고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공간, 사회적 환경 등에서 사실적인 실감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 쓴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8)

17) 어린이 독자에게 사회적 환경이 장소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교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와 방과 후 강사는 사회적 환경을 작중인물의 말,
행동이나 태도 등과 관련된 분위기로 지도하였음을 밝힌다.
18) 이 글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독자들의 반응일지는 광주광역시 I초등학교에서 6학년
어린이들이 2014년 5-6월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어린이 독자들의
활동지를 연구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통해 얻었음을 밝힌다. 또한 6학년 어린이
들의 반응을 연구자가 분류하여 구조화된 형태로 제시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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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부분>

－나는 주먹으로 얻어맞고, 발길에 차일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
데 그 형들이 내 손을 주머니에서 억지로 빼내려고 할 때는 힘으로만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두꺼비 같은 형의 입술을 찢듯이 잡아챘고,
빡빡머리 형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달렸다.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였다.(박기범, 2013：103)－창수의 행동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부분19)
－학교에서 애들은 나를 슬슬 피했다. 나한테 겁을 내고 있다는 게 척
느껴졌다. 규석이는 다 낫고 나서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규
석이 말고도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한다고 알려진 다른 애들도 나한
테는 틱틱거리는 투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느새 애들 사이에서
독종이라고 불리고 있던 거다.(박기범, 2013：106)－사실적인 실감의
사회적 환경 부분
－아빠가 다쳤다. 아빠는 도배장이다. 도배장이는 벽지를 바르는 사람이
다. 아빠는 일이 있을 때만 나가고, 아니면 시장 아저씨들이랑 어울리
면서 술을 먹었다.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아빠는 매일 일이 있었다.
가을에는 이사가 많아서다.(박기범, 2013：108)－시간이 사실적인 실
감을 주는 부분
－우리 집엔 엄마가 없다. 엄마는 벌써 죽었다. 엄마는 많이 아팠는데,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 보고 죽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정신이 없어서, 반찬 같은 것도 잘 못해 놓았다. 사실 아빠
병원비 때문에, 뭘 사다 먹을 돈도 거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 집에는 늘 혼자 있게 되
었다. 밤에도 혼자 잤다. 학교에도 별로 갈 마음이 없었다. 며칠 동안
학교에는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었다.(박기범, 2013：109)－장
소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부분
－봉수 형이랑은 금방 봉수 형은 아예 보급소에서 살고 있었다. 보급소
옆에 따린 방에 살면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닌댔다. 하루는 내가 보급
소로 낮에 놀러 간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봉수 형한테 혼이 났다. 여
태껏 몇 번이나 학교를 빼먹었느냐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였다. 나는
19)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어린이 독자가 쓴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어린이 독자들의
반응을 읽고, 그것들을 분류하기 위해 기술한 부분임을 밝힌다. 이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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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을 맞아도 봉수 형이 좋았다.(박기범, 2013：110)－창수 태도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부분
－“네가 그렇게 유명한 하창수냐? 5학년 때는 여자 선생님이라서 네 멋
대로였지만, 나한테는 어림도 없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와라. 하지만 사고만 쳐 봐. 용서 없는 줄 알아.”
나는 화가 났다. 곧 속에서는 웃음이 나는 것도 같았다. 아마 나에 대
해서는 5학년 때 선생님이 자세히도 설명해 줬나 보다. 6학년 선생님
한테도 이미 나는 문제아가 된 거다. 나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나를
문제아로 바라본다는 거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을 하다니. 나는 웃음이 나왔다.(박기범, 2013：115)－사실적인 실
감의 선생님 말
<반응 쓰기>

－작중인물의 말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6학년 선생님은 5학년 선생님한테 들은 것만 믿고 창수를 무조건 문
제아로 생각했는데, 6학년 선생님이 한 말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것 같다.
－작중인물의 행동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창수가 두꺼비 같은 형의 입술을 잡아채고, 빡빡머리 형의 손가락을
깨물은 것은 할머니 약값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므로 사실적인
실감을 준다.
－작중인물의 태도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신문보급소에서 학교를 빼먹었다고 혼내는 봉수 형을 창수가 좋아하
는 것은 형을 따르기 때문이므로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것 같다.
∙자신을 문제아로만 보는 선생님한테 창수가 반감을 갖는 것은 사실적
인 실감을 준다.
－사건의 시간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일이 없을 때는 술만 먹던 창수 아빠가 가을에는 이사가 많아 술은
안 먹는 것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것 같다.
－사건의 장소가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창수가 집에 늘 혼자 있으면서 불쌍하게 밥을 먹고 학교에도 안 가는
것은 가난하고 엄마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인 실감을 준다.
－사건의 사회적 환경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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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가 규석이를 의자로 내리친 후 학교 아이들이 창수를 독종이라고
슬슬 피하는 것은 학교 분위기가 진짜 그랬을 거라는 실감을 준다.

이러한 반응의 양상들은 교사의 학습 안내에 따라 어린이 독자들이 박
기범의 <문제아>에 형상화된 핍진성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핍진성이 있
다고 생각한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들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6학년
이기 때문에 어린이 독자들이 처음부터 교사의 의도대로 활동을 잘 수행
한 것은 아니다.20) 그러나 <문제아>를 2~3차시에 걸쳐 학습하는 과정
을 통해 6학년 어린이들은 방과 후 교사의 의도대로 학습활동을 비교적
잘 수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아>의 주제의식인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는 선생님에 대한 비판’을 구성하는 양상을 점차 보여주었
다. <문제아>의 주제의식 구성은 개별학습보다는 동료 어린이들과 반응
일지를 공유하는 토의활동을 통해 보다 잘 이루어졌는데, 이는 반응의 공
유 과정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이 <문제아>에 나타난 핍진성에 대한 이
해뿐만 아니라 핍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구성할 수 있
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초등 문학교육에서 동화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하
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핍진성에 대한 이해는 초등 문학교육에서 의미
20) 어린이 독자들이 박기범의 <문제아>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하는 학습을 위해 방
과 후 교사는 사전에 핍진성의 개념 및 핍진성을 구현하는 요소들을 교수하였다.
그런 다음 어린이 독자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방과 후 교사
는 어린이 독자들이 사실적인 실감을 주는 부분에 유념하여 <문제아>를 다시 읽
고 핍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반응일지에 쓰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은 한
차시에만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2~3차시 동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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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육내용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사 작품에 구현되는 핍진
성 개념을 밝히고, 박기범의 <문제아>, 방미진의 <금이 간 거울>, 권정
생의 <별똥별>, <똬리골댁 할머니>, 강숙인의 ≪뢰제의 나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묘사와 동기화에 의해 구현된 핍진성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핍진성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주제의식 구성과 어
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현행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국어 교과서에서 ‘핍진성 이해’와 관련된 성취기준 및 학습활동
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 등을 통해 구현되는 핍진성 이해를 위
한 교육 방법을 반응일지 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 작품에 구현된 핍진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어린이
독자들이 동화의 미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활동 구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 독자들이 단순한 감상 위주가 아닌 동화의
미적 특질을 작품에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실천적
인 동화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동화교육에서 핍진성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교수되고 있으며 중
요한 교육내용 요소임을 강조하여 동화교육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이
다. 아울러 ‘방법’적 측면만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동화교육의 내실화
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동화의 핍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동화 교육의 방법을 마련하
여,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동화 작품의 미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교수할
수 있게 할 것이다.*21)

* 이 논문은 2014년 7월 27일 접수하여 2014년 9월 17일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14
년 9월 22일에 게재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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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화에 나타난 핍진성 이해를 위한 동화교육 방법 연구

선주원

이 연구는 동화 작품에 나타난 핍진성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밝히면서 핍진성 이해를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
해 연구자는 동화 작품의 핍진성에 대한 이해는 초등 문학교육에서 의미
있는 교육내용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사 작품에 구현되는 핍진
성 개념을 밝히고, 박기범의 <문제아>, 방미진의 <금이 간 거울>, 권정
생의 <별똥별>, <똬리골댁 할머니>, 강숙인의 ≪뢰제의 나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묘사와 동기화에 의해 구현된 핍진성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핍진성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주제의식 구성과 어
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현행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국어 교과서에서 ‘핍진성 이해’와 관련된 성취기준 및 학습활동
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 태도,
사건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 등을 통해 구현되는 핍진성 이해를 위
한 교육 방법을 반응일지 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핵심어：동화 교육, 핍진성 이해, 교육 내용, 초등 문학교육, 서사 텍스트, 세
부묘사와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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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Fairy Tale Teaching
for the Verisimilitude Understanding Figured
in the Fairy Tale Text*

22)Seon,

Ju-Won

This study examined the sense of understanding on the verisimilitude
figured in the fairy tale text, designed the teaching method for the
verisimilitude understanding. For this, a researcher emphasized that a
understanding on the verisimilitude figured in the fairy tale text is the
sensible teaching content in the elementary literary teaching. Also,
examined the notion of verisimilitude figured in the narrative text,
examined how could understand the verisimilitude figured by the details
depiction and motivation. And then, examined how achievement standard
and learning activity related ‘verisimilitude understanding’ is presented in
the present elementary korean curriculum and korean textbook, and,
examined the teaching method for the verisimilitude understanding figured
in the character’s dialogue, action, attitude, time and space of event,
social environment, focused responding journal writing.
▪ Key words：fairy tale teaching, verisimilitude understanding, teaching
content, elementary literary teaching, narrative text,
details depiction and motiv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 Grant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