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꾀 이해 

-일본에서 번억 · 출판된 효택 그림책을 중심으로 

大竹聖美*

1. 틀어가는말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韓流)’라고 하는 한국 대중문화 붐이 일어나고 

있다'. TV 드라마 《겨울연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NHK 

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방영되었고 주제가는 음반점이라면 어디서든 틀 

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한류와 동시에 일본인들의 한국어학습에 대 

한 관심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최고에 달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당분 

간계속될 것 같다. 

펼자는 서울에서의 6년 동안의 연구 생활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해 

현재는 대학에서 아동문학 강의를 하면서 한국아동문학의 번역 소개 등 

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한국아동문학， 특히 그림책이 어떻게 

일본으로 소개되고 수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한국어교육과 문화 

의 이해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 일본 東京純心女子大學



256 국어교육연구 제14집 

II. 한국의 그럼책을 통한 한국 문빽 이해 

1) 효탁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성이 담겨져 있는 그림책 

-' '''':~.fv‘ 
t":.'1> <이 

그림 1 <t우리 순이 어디 가니》 

을 출판했다1) 또한 금년도는 필자 

의 김수 · 번역으로 AR1DNE출판사 

로부터 ‘한국 그림책 10선’2)의 간행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국 그럼잭이 연속해서 일본에서 번 

역 출판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류재수의 《백두산 이야기~3)가 

191)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번역출 

일본에서 한국 T V 드라마나 영 

화가 많이 소개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아동문학 특히 그림책의 번 

역출판 건수가 최근 2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도는 해이봉 

샤〈수凡社)라는 큰 출판사가 한국 

의 보리출판사가 펴낸 ‘한국의 사계 

절 그림책’ 4권을 계속해서 출판한 

외에도 총 7권이나 된 한국 그럼잭 

그림 2 <t만희네 집〉 

판된 이 래 ~년 권윤덕 《만희네 집~4)이 번역될 때까지 7 년 동안 한 권 

] ) 부록의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 한국 아동문학·그림책 일람> 참조 
2) 부록의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 한국 아동문학 · 그림책 일람> 참조 
3)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류재수，<t백두산 이야기~I 통나무， 1쨌:. 4. (일본어판 , 福音館별店， 1때. 1.) 



그림 3 ~아씨방 일곱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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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번역되지 않았다. 그런 과거 

와 비교하면 현재 한국 그림책 

번역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백두산 이야기~， <{만희네 

집》에 이어 세 번째로 번역 

출판된 이영경 《아씨방 일곱 

동무~5)까지 SD년대에 소개된 

그림책에는 명확한 하나의 특정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성이 담겨져 있는 그림잭’이라는 점이였다. 

2) 일본의 과제 도서로 처음으로 선정된 효닥 그림책 

일본교육에는 ‘여름방학 과제 도서 제도가 있대 때1년 여름에는 

《솔이의 추석 이야기〉가 한국아동문학 · 그림책으로서 처음으로 과제 

도서로 지정되었다. 과제 도서로 지정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과제 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전국서점 어디든지 손쉽게 읽을 수 있게끔 배 

치되고 또한 학교나 지역 도서관에서도 어린이틀이 언제든지 빌려 보고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도록 몇 권씩 준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솔이 

의 추석 이야기》가 ‘여름방학 과제도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웃나라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게 된 

어린이들이 일본에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윤덕，~만희네 집~， 길벗어린이， 1915. 7. (엘본어판 ; 쉰→-出版社， 1쨌‘ 7,) 

5)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영경， ~아씨방 일곱 동무~， 비룡소 1댔 4. (일본어판 , 福音館書店， 1왜 11.) 

6) 이와 관련해서는 오오타케 키요미CID3)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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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백두산 이야기》 

또한， ‘추석’이라는 말은 번역되지 않 

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 

문에 일본 어린이들은 한국 명절 ‘추석’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책에 그려져 있는 시골생활에서 

한국의 전근대적 소박한 삶을 볼 수 있 

고 보름달밑에서 ‘송편’을 빚는 모습이 

나 ‘차례’를 지내는 모습， ‘강강술래’나 

‘농약 등 한국의 민족적인 풍속도 볼 수 있다 

‘송편’， ‘차례’， ‘강강술래’， ‘농약 등의 말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 

고 있다 특히 그림책은 그림을 보면 그 말의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져 있는 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원어 

의 독특한 향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이 성공하면 문학적으 

로도 높은 성취를 얻고， 어린이들에게 타문화 이해시키는 데에도 좋을 것 

이다 

예를 들면， <솔이의 추석 이야기》에서 ‘할머니’라는 단어가 한국어 발 

음 그대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할머니’라는 말은 일본 

그림 5 <t:슬이의 추석 이야기》 

어로 ‘오바아싱J이라는 일반명사 

로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내 

가 이제까지 번역을 한 그림책에 

서도 ‘할머니라는 단어는 일본어 

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어머니’，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나 사회에서 ‘할 

머니’나 ‘어머니’라는 단어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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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키는 일종의 호칭을 넘어서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성격이나 의 

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단어 안에는 강한 모성애와 어머 

니들의 희생의 의미가 함께하기에 필자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을 하였다. ~솔이의 추석 이야기〉의 번역자도 일본어에도 있는 ‘할 

머니’나 ‘어머니’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어린 

이틀은 한국 그림책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의 ‘할머니’나 ‘어머니’라는 

말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나 정서를 배우게 된다. 

3) 횡소 

필자가 김수 번역하고 있는 <한 

국그림책 10션 >7)시리즈 중에서 최초 

로 출판완 책은 이상의 유일한 동화로 

서 알려져 있는BJ ~황소와 도깨비~9J 

이다. 표지가 아주 인상적인 그림책이 

며 일본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다. 

이 그림책에서도 우선， 표지의 황소 

가 일본에서는 새로운 이미지이며， 그 

것이 일본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하나 그림 6 <{:황소와 도깨비》 

의 계기가 되었다 외국문화를 접하는 계기로서 그림책이 전하는 이미지 

7) 부록의 <일본에서 번역출판된 한국 아동문학 · 그림잭 일람> 참조. 
8) 최근에 이것을 부정핸 논고가 발표되었다 관련해서는 김영쉰‘뼈)을 참고할 수 

있다 

9)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상 글 · 한병호 그림，<{:，황소와 도깨비 ;}> ， 다림， 1땐 12. (일본어판 ;7-ν， 

때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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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기와황소〉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모기와 황소::þ1O)도 같은 시리즈 

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도 황소가 중심 

이 되는 작품이다. 1S40년대에 계급주 

의 아동문학의 대표적인 잡지 『별나 

라』 등에 작품을 썼다고 알려진 현동 

염이 글을썼다. 

이 2권의 그림책이 일본에서 출판된 

것만으로도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황소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 

박하고 온순하며 행동은 둔하지만 끈기가 있는 성격， 그러한 황소와 동행 

하면서 살아온 한국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일본 독자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4) 도깨비 

다음으로 외국인한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도깨비’이다. ‘도깨비’도 번 

역하기보다 한국어 발음대로 ‘도깨비’라고 표기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을 보면 한국 아이들처 

럼 ‘도깨비’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읍과 같다 

. 현동염 글 · 이억배 그림，<<:모기와 황소::Þ， 길벗어린이，:m3.2. 일본어판 ; 『故 ε 

7L~ ， 7-}- ν， 때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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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도깨비 방망이》 그림 9 <:::t二좋 흔 :I1- t:도l}~ 비〉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 ‘도깨비’의 이띠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없β년에 번역 소개된 〈도깨비 방밍어 )> 11 )에서는 화가 한병호는 뿔이 

두 개 달리고 호피 무늬의 하의를 입은 도깨비를 그렸다 이것은 일본문 

화에 존재하는 ‘오니(鬼)’와 거의 같은 모습이다，~도깨비 방망이》나 

〈흑뿌리 할아버지》와 유사한 옛날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전해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도깨비’는 일본의 ‘오니(鬼)’와 비슷한 존재이 

기 때문에 한병호가 그라는 ‘도깨비’ 모습은 너무나 친근감이 있다. 

그러나 r건호용 hJ:: r ") 7 c' J12)에 묘사되어 있는， 정승각이 그린 ‘도 

깨비’는 매우 독특하다. 이 모습을 보면 일본의 ‘오니’와 많이 다르다는 것 

을알수가있다 

III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차준 글 · 한병호 그림， <:::도깨비 방망이~， 보렴， 19:[), 12 일본어판 , 사 、! "r ë 

σ) :， ι f .l"-) ", 싸凡社， 뻐3， 7‘) 

12)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神삼-n路 文，+ 3 ν z ν깨‘、;7 *2:, W컨좋 혼 hf~ ~ γ 꺼r\:"‘[ ， ~펴흙館뿔I펀， -*京， l!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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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문화의 이해는 어학교육만으로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깨비’를 이해하려면 ‘도깨비’가 나오는 한국 

옛날이야기를 많이 읽으면서 ‘도깨비’는 그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도깨비를 만나변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호랑이 

한국의 옛날이야기라면，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에 ...... ’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열본인이 적지 않다. ‘한국은 호랑이의 

나라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펼자가 한국에서 생활했 

었던 경험으로는 호랑이보다 황소나 진도개 같은 동물이 보다 한국 사람 

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소박하고 온순하고 끈기가 있지만 행동이 둔한， 시골의 풍경에 

잘 어울리는 황소 같은 동물은 눈에 띄는 캐릭터가 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호랑이 같은 뚜렷한 성격을 가진 동물이 더 

그 특징을 파악하기 가 쉽다. 

그 때문에 필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번역할 때에도 ‘황소’는 

단순한 ‘소’를 가리키는 일본어로 바꿀 수밖에 없고， ‘호랑이’나 ‘도깨비’ 

등의 개성이 있는 캐릭터틀은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수용해서 ‘호랑이’나 

‘도깨비’로 표기했다. 일본어에는 외래어를 발음 중섬으로 수용하는 경우 

의 특별표기볍(카타카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 근대 이 

후， 일본에서는 ‘카타카나’를 이용해서 서양 문화를 많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생이 중요시되는 시기이 

다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어를 비롯한 아시아의 언어가 일본에서도 많이 

수용되고，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이나 개념， 정서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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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접하게 되는， 아동 문학어나 그림 

책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0 1::신기한 그림 족자》 

옛 ~ .... . _-_. _._ ... ν- .. _-~ 

그림 11 1::신기한 그림 즉자〉 

《신기한 그림 족자::þ !3)에서는 도술을 부리는 전우치 도사가 호랑이와 

함께 등장하여， 동양적인 소재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새로운 감각의 판타 

지가 펼쳐진다. 커다란 호랑이와 함께 구름 위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선비 

도사의 모습은， 일본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신비롭게 보이고 사 

람틀은 ‘이제부터 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온다. 

이 그림책은 《전우치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재구성한 그림잭으로1 

내용적으로는 권선징악의 교훈에 기반한 도덕의 정신이 주를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그림의 자유분방한 선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해학의 정신이 넘쳐나고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어린이 

들의 책이라서 의태어 · 의성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고，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13)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영경，1::신기한 그립 족자:Þ， 비룡소， W2.5. (일본어판 싸 L 흥‘강 7)'tt l:. < ~ 
7-~ ν， ax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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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의태어 · 의성어가 다OJ하고 그 미묘한 뉘앙스는 그림책 같 

은 예술 표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외국인이 실감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아동 문학이나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소박한 신체 감각에 호 

소하는 표현들이 많고， 그것은 외국인에게도 언어를 선체감각이나 감정 

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6) 불개·삽사리·시신(청룡·백호·현무·주작 

그림 12 <:::까막나리에서 온 삽사리〉 

커다란 스케일을 이루고 있다.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14)는， 

《불개》라는 옛날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재구성된， 삽사리탄생에 관한 

선화적 창작물이다 이는 한국의 토 

속적인 개인 삽사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 

고 있다고 여겨진 유래에 관한 이야 

기이다. 이 그림책은， ‘불개’와 ‘삽사 

리’뿐만 아니라， 청룡 • 백호 • 현무 · 

주작 등 음양오행의 동양적 우주관 

을 표현하는 캐릭터들도 등장하여 

이 사신이나 불개의 캐릭터는 동양 사상이나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인도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기보다는 공감하는 부 

14)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디음과 같다 

정승각，<:::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ì>， 초방책방， 1ffi4. 3. (일본어판 ; ~ < t.-;.J?l;.η 
< '=;6.“ 흔 t:. +r 7귀 1) ‘ 7- • 「 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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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많다 이러한 전통 문화가 담겨져 있는 그림책은 문화 계승과 전파 

의 훌륭한 매체가 된다. 이야기나 그림책을 통해서 양국의 어린이틀이 서 

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게 된다면 상호 이해와 공생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 

가밝아질 것이다. 

7) 해태 

‘해태’도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 

는다 《해치와 괴물 사형제)>15)에 

서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한국 문 

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나 

쁜 행동을 하는 괴불을 퇴치하고 

태óJ-을 지킨다’는 내용의 이ó1=71로1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지키는 

‘해치’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해치라는 캐릭터가 생생하게 우리 

일본 사람틀의 마음속에서 움직이 그림 13 ~해지와 괴물 사형제〉 

면서， 한국 사람들의 법과 논리， 정의의 수호를 이상으로 하는 유교적 정 

선을공유할수가있다. 

8) 서민들의 생활 

아동 문학의 원류인 신화나 옛날이야기로부터 그 나라 사람틀의 사고 

15)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하섭 글 · 한병호 그렴，~해치와 괴물 사형제>>， 걸벗어린이， 19.1). 6. (일본어 
판 ; f "'T ε 7P 'v 、 J~'까 Î-→ f ν ，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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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씌뚱 i 

그림 14 <t:나의 사직동》 

방식이나 가치관， 행동 양식을 알 

수 있다. 아동 문학이나 어린이들 

의 책은， 아이틀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는 어른들이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교육관이 반영 

되어 있거나 메시지가 뚜렷한 것 

이 많다 

《나의 사직동::;>16)이라는 그림 

책은， 사라져 가는 재개발 지역의 

서민틀의 생활이 강한 향수와 함 

께 그려져 있다. 개발된 도시에서의 생활은， 비록 편리하고 깨끗하지만， 

인간관계를 변칠시킨다 

‘아줌마라는 단어를 하나 학습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해징L국이 나한테 

는 서방이라고. 삼십 년 동안 애틀 먹여 살리고 가르쳤다’라고 하하하 웃 

으며 말하는 해장국집 아줌마의 삶이나 인생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 그 

말의 정서나 뉘앙스를 정말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즉 한 

국 사회에 있어서의 이줌마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배경을 알。바 말의 

의마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생활상을 다ÓJ=하게 파악할 수 있고 

말의 배경에 깔려있는 정서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뒷골목의 어린이틀의 놀이나 ‘연탄’ 등의 그리운 

전경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정서는 일본인틀에게도 그리운 감정을 느끼 

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민들에게라도 예스러운 인정의 추역을 

불러일으걸 것이다. 

16)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서정 끌 · 한성옥 그렴，<t:나의 사직동/>， 보럼，2C뼈‘ 6. (일본어판 . ~私σ)社樓

빠， 7- μ 2CXμ 1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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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 ..... “ a ----_._ .. - _ .. _--“-_ .. __ ... - -“-‘--’----‘._- -ν- -‘-

그림 15 .z:나의 사직동》 그림 16 .z:나의 사직동〉 

9) 그림책 같은 영화 《집으로…》 

도시의 재개발 정책으로 사라져가는 동네가 있는 반면 전근대적인 생 

활 그대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산골 마을의 생활도 한국의 한 풍경이다. 

한국의 시골 생활을 그런 그럼책으로는 보리출판사의 《우리 순이 어디 

가니)> 1ïJ ， <(심심해서 그랬어 )> 1 8)， <(바빠요 바빠)> 19) 등이 있고， 일본에 

도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마치 그림책이나 동화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온 듯한 영화가 있 

다 《집으로 ... )>20)가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이 영화를 r한국아동문학강 

의」 수업시간에 꼭 일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17)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윤구병 글 • 이태수 그림， .z:우리 순이 어디 가니:? 보리. l ffi:l. 3. (일본어판 ; !r .7, 

:::. t?~λε ;:~:)l < σ) • • 平凡社. 3Xl3. 6.) 
18)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윤구병 글 · 이태수 그림 • .z:심심해서 그랬어:? 보리. lffi7. 4. (일본어판 "'--) 옳 

λ강 < -? τ 융 J ， 우凡iitt ， 3Xl3. 6.J 
19)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갇다 

· 윤구병 글 · 이태수 그렴 • .z:바빠요 바빠:? 보리， 없xl. 6. (일본어판 ; ~ iJ iJ~ 、-f

iJ'L 、 二 μ -fiJ、 L .i. 쑤凡社. :ID3. 10.) 
20) 이정향 감독. :ro2. 4 개봉 (일본공개 ; r iJ 많ifJ t J ~λσ)家」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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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에의 마음의 성장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하동 문학과 유사하다 

고 할 수 있고，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의 대비 세대 차이 이혼 가족 · 핵 

가족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생틀은 이 영화를 보고 ‘할머니’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느낌이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본 학생 중에서도 시골에 계시는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학생도 몇 명 있었다 게다객 서울에서 자 

란 ‘상우’가 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는 태 

도에 회를 내는 학생틀도 있었다. 일본은 

개인주의의 나라이며 한국은 정(情)의 나 

라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영화가 일본 젊 

그딩 17 영화 《징으로…〉 은이틀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나 선악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화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할머니’라는 말은 

일본인의 컷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10) 효빌 그림책 

일본 사람에게 ‘한글’은 지금까지는 결코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었다. 

직선이나 원 등의 기호로 이루어진 한글은 마치 암호 같은 문자로 느껴졌 

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틀도 아주 적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들어가눈 말 

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겨울연가》의 유행 되분인지 한글 학습자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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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번역하고 있는 ‘한국 그림책 10선’도 원서로 

읽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틀어온다 

그림잭 《기차 기 LC~은 빨간 기차가 경쾌한 리듬을 타고 평화롭고 

밝은 들판이나 숲을 달리고 하늘로 별을 싣고 가는 귀여운 설정이다. 그 

러한 귀여운 분위기와 함께 ‘가나다라’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 알파뱃을 배우는 그림책이 많이 제작， 배부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면， 이웃나라의 ‘가나다라’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어 

찌 보면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웃 나라의 문자를 배우는 것 

으로부터 건강한 국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림 18 <{기자 --'LC þ 그림 19 <{기자 --'LC þ 

N. 맺음말 

아동 문흑L이나 그림책은 그 나라의 아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나 문회를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 같은 

국제화 사회에서는 외국의 언어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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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박하고 기본적인 매체이다. 어릴 때부터 이웃 나라의 딸과 문화에 

가까워지면 공생 시대의 미래는 한층 날1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2002년도부터 한국 · 중국 · 일본의 아이들이 동 

화를 통해서 교류하는 「얼 • 중 · 한 어린이 동화 교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한 · 중 · 일로부터 100여명의 아이들이 엘본에 모여 각국의 동화나 

옛날이야기를 듣고， 그림책을 보고， 함께 창작 활동을 한다. 어릴 때부터 

서로의 문화의 공통점을 알고 3개국의 우호 친선에 하나의 다리가 되도 

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지눈 이 사업의 공통 교재가 된 「한 · 중 · 일 옛날이야기집J(전3 

권)2))의 제작에 참여했다. 제1권은 3개국 공통의 옛날이야기가 설려 있고， 

한국의 옛날이야기로는 《선녀와 나무꾼/>.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수록되어 있다22) 이 책으로 3개국의 아이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는 이 렇 

게 공통된 이야기가 있구나 앞으로 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와 갇이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나 

라의 대표적인 옛날이야기를 모은 제 2 권23)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나 사 

회의 특정이 옛날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필자는 동경에 있는 시라유리 여자대학에서 「한국아동문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강의는 작년도부터 개설된 괴목이며， 엘본에 

21)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한 권의 그림 동화책안에 3개국 

의 옛날이야기가 편집되어 있고 언어도 3개 국어가 동시 기새되어 있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전승 문학자와 대표적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한 권의 책에 편집된 것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일본전국의 공사립 소학교 도서관에 무상 배포되며， 한 

국 • 중국의 합계 6，axJ여 개 도서관으로 무상 제공된다. 
22) 재화/김화경 · 그럼/김성민. 
23) 한국의 대표적인 옛날이야기로서는 〈두꺼비의 보은>， <아들을 묻으려고 했던 효 

자 이야기>가 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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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유일한 파목이다. 아마도 본고장인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의 아 

동문학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수엽은 드물 것이다. 물론， 그러 

한 특수한 강의가 일본에 개설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24)가 있지만 

역시 최근에 한국에서 어린이 책의 출판이 활발해졌다는 정보가 일본에도 

전해져， 한국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펼자가 현재 감 

수 • 번역하고 있는 <한국그림잭 10선>도 각 방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어린이 도서의 출판 상황의 발달 

과 함께， 아이틀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위해 옛날이야기 

나 아동 문학 및 그림책이 더욱더 활발히 활용될 것이다. 또한 해당 문학 

작품의 번역 출판이 증가하면서25) 연구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2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 책은 바로 세계를 연결해 주는， 그 자체로 매 

우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외국어로서의 흔택어 교육， 효택 문략 흔택 그림책， 흔택 아동문학 

24) 시라유리 여자대학은 아동 문학을 박사 과정까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동 문 
학 분야로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나라의 아동문 

학강의가개설되어 있고v 영미 ·프랑스·독일·북구·동구·중국등， 한국아동문 

학도 해외 아동문학 연구의 하나로서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다 

25) 부록에 있듯이 xμ년도는 필자의 감수 · 번역으로 10권의 한국 그럼책이 번역 출판 

(AR1DNE 출판사)되었다 찌B년도는 9권의 그림책이 번역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2002년에 0권， 3Xll년에 4권만 출판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m년부터 2ffi)년까지는 1 
년에 l권썩 번역 출판되는 상황이었다 

26) 최근에서는 8월에 그럼책 화가 이억배가 일본 토야마현(8일)과 도쿄(ll일)에서 ‘전 

통문화와 나의 그림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2번 가졌다 또한 11월에 초방책방 

신경숙 사장과 이화여자대학교 평생 교육원 주임강시{독서교육) 성영숙이 jBBY 
(일본국제아동도서평의회) 창립 %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 본 논문은 때4. 10. 31 투고되였으펴 11. 10 심λ까 시작되어 11.22. 심λ까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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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bout Korean illustrated books 

which a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Japan 

01.마<E KlylαÆ 

ηle 머m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educational IXlssibility of lar핑뻐ge and 

ctÙture through an illustrated book. The objects of t비s study are Kon얹n illustra뼈 

books which are translat벼 and published in Japan. 

Recently, Ja때lese are being increased an interest in Korean mass cu1ture more 

and more. At the same time, it is increasing that the 1얹rning of Kon얹nlar핑uage 

마ld 머so， σanslation 뻐d publication of Korean juvenile 빠'rat따e， especially an 

illustrated 뼈k are incnea뼈 rapidly. In this 1=딩Iεr， I will make a s뼈al study 

about how Korean illustrated book is introduced in Japan. And it is also my 

subject that if the present state have relation to Korean lar핑뻐ge education 뻐d 

understancling of Kor，얹n αJ.!ture 

Korean illustratE었 따lks 빼ch are introduced in Japan show Kon얹n specÎal 

ctÙture and racial characteristics. And most of the words connected with Kon얹n 

따ture are represe따ed by Ka때ana without translation. Some special emotion of 

the original lan밍lage 떠ntε expressed effectively by an illus없때 book, because 

it’s illustration offers the meaning of the wom. Moreover, the understancling of 

other ctÙture is ÎmIXJssible by only the lar핑uage education. It dern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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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ir cultural contexts, relations and circumstanæs. Consequently, an 

illustratl.었 book which shows traditional culture can be a gαxì implerænt to 

transrnÎssion and suα:ession of c버ture. 

The culture of each countIy and the c벼rac따 of their socieη are contained in 

the traditional tale. The c비ldren of KOD얹， Ja탱n and China will be able to 

appreciate about various values and ways of life. In addition, it contributes to 

Kor，뻐1 language educatiOn. 

[Key wordsJ Kor，않n 뎌때떠ge Education as a Forei밍] 뎌때뻐ge， Kor얹n Culture, 

Korean lllustratecl 130이(s， Korean Juvenile literatures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의 이해 275 

부록. 일본에서 번역 • 출판된 한국 아동문학 • 그림책 일람 

* 2004년 9 월 현재. 

* 일본에서 출판된 순서로 정리되어 있음. 

@소설 

권정생， {초가집이 있던 마을>， 분도출판샤 1ffi5.7. (일본어판 ; w ;h ι屋根σ)

;t장파， τ0~、λ <, 1뺑1) 

권정생， {몽실언니>， 창작과비평새 axxJ.4. (일본어판 판ννι뼈증 ι~ ， τ 

0~ 、，z， < , axxJ. 7)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밝>， 사계절 출판λ}， axxJ.5. (일본어판 鷹송出 t::.~ 

,z, ε t) ~， 平凡社， axJ3.2J 

@그림책 

류재수， {백두산 이ψ1> , 통나무， 1쨌4. (일본어판 ; wLlH=강까巨사-白 

頭山 & α)져''1.:. t)~，福즙館書店，lffiJ.l.J 

권윤덕， {만희네 집>， 길벗어린이， 1~.7. (일본어판; 『?간α、μ，쉰{ 

당 -出版社，1뺑.7J 

이영경， {öl쩌방 일곱 동무> , 비룡소， 1뺑4. (일본어판 "셨iτ없 (.~、 α)칩 

< 증，z， ε 7 t= ，z， σ)셨i 후~，福音館書店，191).11.)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2. (일본어판 W~μ뼈 

η7 ，z，t，~，平凡社， axxJ.9J 
이억배， {솔이의 추석 이야기> , 길벗어린이， 19l.i.11. (일본어판 ;W 'j l) t,'\',z, 

η+그 'j :7 ~， 쉰-7-出版社， :JXl1.l.l 

이호백 글， 이억배 그림，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닭>， 재미마주， 1ffi7.2. (일본 
어판 벼，~、μ t，~μ、.B，z， ε t) ~， 新世빠， :JX)1.5J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오소리네 집 꽃밭>， 길벗어린이， 1ffi7.l1. (일본어 

판; w ;t강(. ;ì웅，z，t， ηii강 iit::.tt ~， 平凡社， :JX)1.6J 



276 국어교육연구 제14집 

서정오 글， 한지희 그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보리， l ffi7.4. (일본어판 ; 

T1 ν 7‘、ν;ι」 σ)hh~ ，古今社， :ro1.12.) 

백창우 글， 한지희， <자장 노래} ，파랑새 어린이，:r02.7. (일본어판 子fνf

ν歌~， 古今社， 2003.6.) 

윤구병 글， 이태수 그림， <섬섬해서 그랬어}， 보리， 1땐 4. (일본어판 ; ~-')옮 

Iv 강‘ ( -:J τ 한， 平凡社， 2003.6.) 

윤구병 글， 이태수 그림， <우리 순이 어디 가니}， 보리， lÐ.3.3. (일본어판 ; ~.7.. 

二t，서，Iv ε ::' VJ>( α)D ， 平凡社， 2003.6.) 

정치준 글， 한병호 그렴， <도깨비 방망이}， 보림， 1~，l2. (일본어판 ; r r ';;7 

Eσ)::' Iv I ，J" J J , 平凡社， 2003.7.) 

이호백，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재미마주， 때Xl.9. (일본어 

판 , 꺼 웅 용、σ)J:5 6TLf‘Iv~，平凡社， 2003.9.) 

권정생 글， 정승각 그렴， <황소 아저씨}， 길벗어린이，:rol.l.(일본어판 원 

1τσ)김 < ì) i, σ)~ ， 1，.、 σ) t， σ) 2:. ε 냥'Iiit '7 ;t ν Â r '7" γ 7;ζ ， 2003.10.) 

윤구병 글， 이태수 그림， <우리끼리 가자}， 보리， l ffi7.3, (일본어판얻μ: 

，=η::'6σ)、 t~'~ tL t!.뇨，平凡社， 뼈3.l0，) 

윤구벙 글， 이태수 그림， <바빠요 바빠)， 보리， :roo.6, (일본어판 r쉰쉰μ깐 

iJ{L 、 ζL、깐센 L ，J ， 平凡社， 때3.1 0.) 

심조원 글， 권혁도 그림， <누구야 누구}， 보리， 1뺑 10. (일본어판 , 펜뼈i 

강、 t~' tL t~.‘;s ~， 平凡社， 뼈3.l1.) 

검동수， <감기 걸린 날} , 보림， :ro2,1L (일본어판 ; ~iJ‘랜υμ t， 'Î' -:J t..: [:J~， 岩

U倚書J;깐， 때4.2.) 

<필자가 감수 · 번역한 한국 그림책 10선> 

이상 글， 한병호 그림， <황소와 도깨비}， 다림， lÐ.3.l2. (일본어판 , 니 U: 

f γ 'i' ë、~， 7- r ν ， :ro4.3.) 

이영경， <선기한그림 족자)， 비룡소，:r02S (일본어판; ~J， L 혼‘강져，'t t (J , 

7-1、 ν ， 때4.4.) 



한국어교육과 한국 문화의 이해 277 

정하접 글， 한병호 그림， <해치와 괴물 사형제)， 길벗어린이， lffi1.5. (일본어 

판 ; f""'-T ε;(p ~，싸까， 7- 1-- ν ， 2ill4.5.) 

정승각，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 초방책방， lffi4.3. (일본어판 ; r < t.,.5f.?h 

η < ~::. 1J > ι 혼 t:.•tftt 1)1 , 7- 1-- ν ， 2ill4. 6.) 

현동염 글， 이억배 그림， <모기 와 황소)， 길벗어린이， 21이3.2. (일본어판 故

t -) L J , 7- 1-- ν ， 2ill4.7.) 

박은영， <기차 기 Lτ)， 비룡소， lffi7.4. (일본어판 ; r j)1J > μ 혼 L ，\~IL仁J ，

7- 1-- ν ， 2ill4.8.) 

이상권 글， 한병호 그림， <산에 가자)， 보렴， 2003.10. (일본어판 11 /'\/댄 μ? 

L J: ~::'J ， 7- 1-- ν ， 2ill4.9.) 

김서정 글， 한성옥 그림， <나의 사직동)， 보림， 2003.6. (얼본어판 私σ)社樓

洞1 ， 7- 1-- ν 때4.10.) 

* 계속해서 2권 간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