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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은『조선동화대집』(1926)의 편찬자로 
동화에 관심을 가진 국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새로운 자료로 조망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조선어와 동화에 매진
한 동화 운동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의린의 주요 활동은 조선어 교육과 동화 운동이다. 1914년 재동공립보통학
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으로 1950년까지 줄곧 학교 교육에 몸담았다. 한일합방 
이후 조선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민
족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조선어와 동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1923년 10월 
취미와 실익을 목적으로 각 보통학교 선생의 집필로 탄생한『신소년』에 1923년 
12월「눈보라의 노래」를 시작으로 1924년 1월「새해노래」라는 동시를 발표했
다. 1924년 3월 전설「완고양반」이후 1924년 8월 동화「유복자의 효성」를 게
재했다. 어린이 잡지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그의 아동문학 활동은 전설과 
동화로 옮겨갔고 이후 본격적인 동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심의린은『신소년』에 전설과 동화를 발표하던 즈음에 조선총독부에서『조선
동화집』(1925)이 발간되는 것을 보고, 조선인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조선동화대집』을 출판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동화집과 조선 아동 문
학가들의 외국명작동화집 발간이 주류를 이루는 출판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에 나온 조선동화집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내용을 확보하고, ‘실제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기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선의 
어린이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심의린이 외국의 이야
기가 아닌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동화집으로 편찬한 것은 조선어 교육
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과 관계가 깊다. 조선어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조선의 어린이에게 조선의 사상과 감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조선인의 삶이 녹아있는 옛이야기를 즐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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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은 이에 그치지 않고『실연동화』(1928)
로 이어졌다. 1920년대부터 ‘동화회’는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정
환과 많은 아동 문학가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번창했다. 심의린은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에서 실제로 실연된 작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을 
뽑아서『실연동화』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취미생활로 동화 구연을 즐겼지만 
작품 선정과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실제 실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감동을 주는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였다. 
   심의린은 말하기 재료의 출판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근대 미디어인 
라디오와 유성기에 눈을 돌렸다. 심의린은 1927년 2월 16일 개국된 경성방송국
을 통해서 12월부터 라디오 동화 방송에 참여하였다. 그가 지속적으로 라디오에
서 동화를 구연한 것은 이야기의 생생함을 소리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
이었다. 
   심의린의 실천적 교육 방안은 조선어 교육 레코드인『조선어독본』제1번 트
랙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에서 드러난다. 조선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의사소
통의 편리함을 위해 표준어 습득을 독려하였다. 유성기 음반은 실제 언어의 어조
와 억양, 발음, 장단, 고저 등 문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린이의 음성으로 
들려주어, 실제적 조선어 교육을 실천하였다. 라디오나 유성기가 고가의 제품이
라서 당대 조선 어린이들이 근대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어린이들은 학교,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와 청취회라는 공개적 모임을 통
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었다. 
   심의린이 동화의 출판에 머물지 않고 라디오와 유성기까지 매체를 확장한 것
은 당대 조선 어린이의 취미와 흥미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
운 미디어의 발견과 활용은 옛이야기의 변용을 가져왔다. 심의린은『조선동화대
집』에서 기존의 동화집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바보와 완고한 인물에 대한 옛이
야기를 당대 가치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가난과 탐욕의 문제를 핍진하게 표현
하기 위해서 고유어와 상징어, 관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갈등 양
상 전개를 통하여 어린이는 동화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상과 감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실연동화』는 조선의 이야기 문화와 일본 실연동화집 편찬의 영향으로 형성
되었다. 조선 내부의 동화회와 말하기 수업, 학예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화 실연을 위해서는 청중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동화 선택이 필수적
이다. 1920년대부터 일본은 동화협회를 중심으로 유명 구연가의 작품을 실연동
화집에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였다. 심의린은 조선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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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일본의 영향으로 야심차게『실연동화』를 출판하고 연속 간행을 목표로 
하였지만 2집의 존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 실연에 필요
한 흥미로운 재료들을 선별하고 실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당대 구연문화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동화대집』과『실연동
화』에 유일하게 공통된 작품인「멸치의 꿈」은 헛된 꿈으로 점철되어 있는 멸
치를 통해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방
향을 제시하였다.「멸치의 꿈」은 심의린이 재구성한 옛이야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현대 출판되는 전래동화전집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지만, 간혹 외국동화의 서사를 적극
적으로 개작하여 조선적인 이야기만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주제의식을 표출하기
도 하였다.『조선동화대집』에서는 그림형제의 ｢개구리 신선｣, ｢사냥꾼의 소원｣, 
｢똑같은 재주｣를 ｢개구리 왕자｣, ｢어부와 그의 아내｣, ｢재주가 좋은 네 형제｣로 
개작하였다.『실연동화』은 그림형제의「황금거위」와「괴물 그리핀」을 재구성
하여「삼남의 비행선」으로 승화시켜 조선 어린이의 진취적인 양상을 장편으로 
보여주었다. 라디오에서는 안데르센의 명작「부싯깃 통」을 2회 방송하여 볼품없
는 주인공이 세상과 맞서 대결해 승리하는 과정을 들려주었다.  
   심의린은 옛이야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와 소통하고 있다
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동화 운동가였다. 그는 학교 교육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
하며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을 조용하면서도 힘 
있게 펼쳐나갔다. 심의린은 살아있는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세상의 변화
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을 고집하는 완고한 인물의 허상을 꼬집고, 어
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고난과 맞서 싸우며,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었다. 
   일제강점기 소년운동 중심의 아동 문학가들이 외국동화집 출판에 주력할 때,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어린이의 흥미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또한, 구연에 
있어서 청중의 시선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발성, 동작, 이야기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한국아동문학사 뿐만 아니라 한국국
어교육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자못 크다. 한국국어교육사에서 일제강점기는 단
절기, 암흑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심의린이 문법 교육에 속담, 시조, 사자성어를 
자주 사용하고, 동화 안에 속담이나 사자성어, 관용어 등을 많이 활용한 것은 조
선어와 동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연계되면서 일관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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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지향한 부분이다. 이는 동화가 조선어 교육을 위한 최고의 자료라고 하는 
그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앞선 안목을 바탕으로 조선어와 동
화의 통합 교육을 다각적으로 실행한 선구적 교육자가 바로 심의린 이었다고 평
가할 만하다. 
   이제, 한국아동문학사와 한국국어교육사에서 심의린이 이루어낸 조선어와 동
화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적 노력을 주목해야 할 때가 되었다. 

주요어: 조선어, 동화운동, 구연동화, 옛이야기, 말하기 교재, 
        조선동화대집, 실연동화, 라디오 동화, 한국어문학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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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의 동화 운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전개과정 및 특징을 새롭게 검토하고 그의 동화 운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조선어 교육과 동화 운
동을 결합시킨 그의 활동이 어떻게 동시대 여타 아동문학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동화 교육의 영역을 개척해 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심의린은 ‘조선어’1) 교육자로 1914년부터 1950년까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
다. 조선어학자 겸 조선어교육자로서 심의린의 위상은 그가 1925년에 저술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 2005년에 복간2)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아동문학사에
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또한 이에 못지않다. 그간 간접적으로 알려졌던 조선동
화대집(朝鮮童話大集)(1926) 원전이 2008년 학계에 공개되면서 심의린에게 주
어졌던 한국인 최초의 조선 전래동화집 편찬자라는 수식어가 뚜렷한 실체를 얻
게 되었다. 하지만 국어학계나 국문학계에서 그의 생애와 활동내역에 대한 종합
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을 둘러싼 논
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심의린의 생애와 동화 운동의 진행과정, 그리고 그의 동화가 보여
준 특성과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조선동화대집 외에 필자가 새로 발굴한 실연동화(實演童話)와 라디오 동화 
활동에 이르기까지 제반 자료를 총괄적으로 살핌으로써 그의 동화운동가적 면모
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특히 심의린이 방정환과 같은 여타 아동문학가
와 달리 교육현장에서 조선어를 가르친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의 동화운동에는 
교육적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심의린을 

1)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이르던 말로 일본어가 ‘국어’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조선어’는 
하나의 지방어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본고에서 역사적 맥락을 지닌 ‘조선어’를 사용하
는 것은 ‘한국어’로는 당시언어 상황과 맥락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어’에 해당하는 언어는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조선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어’와 
‘한국어’, ‘국어’라는 용어를 상황 맥락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다. 

2)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태학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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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육현장 속에서 펼쳐진 초기 동화운동의 양상과 특징이 밝혀진다면 그를 
통해 한국 근대 아동문학사의 계보와 맥락이 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
다.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심의린의 생애를 새로운 자료를 통해
서 재구성하여 그의 조선어교육자와 동화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밝힐 것이다. 그
간 심의린의 생애와 활동 내역은 본격적으로 조명된 적이 없는데, 본고에서는 가
족에 대한 인터뷰 자료와 각종 실증 자료를 추가하여 비극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 생애를 재정리할 것이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조선어교육자적 면모와 동화
운동가의 면모 등 두 측면이 두드러진다. 본고에서는 그가 펴낸 각종 저술과 교
육 활동, 그리고 문예 활동까지를 총괄적으로 다루어 그가 조선어학자 및 교육자
로서 수행한 역할을 조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조선어교육자로 활동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 동화 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과 과정, 활동 내역을 살필 것이다. 이
를 통해 근대 초기에 활동한 열성적이고 독보적인 토종 조선어교육자 겸 동화운
동가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피고 심의린 동화의 정체성과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그간 한국아동문학사에서 동화 운동은 방정환과 색동회의 아동 
문학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서술되었다. 그들이 근대 초기 아동문학의 유일한 
주류였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의 아동문학 운동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주목할 것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
던 동화 운동이다. 학교 교육은 어린이들을 지적·정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화가 담당한 구실이 적지 않았다. 학
교 교육에서 동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동화를 통한 조선어교육 실
천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심의린이었다. 그는 교육자로 활동하던 초기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동화를 통한 교육활동에 헌신해 왔다. 본고에서는 그 활동 과
정을 단계별로 살펴본 뒤 심의린 동화의 교육적 성격을 언어적·담화적 측면과 문
학적·주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심의린의 동화운동으로 주목돼온 자료는 조선동화대집(1926)이었는
데, 본고에서는 필자가 발굴한 실연동화(1928)를 통해 그의 동화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그 본래적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
로 살필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저작이 ‘담화 교육’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는 사실이다. 1926년에 발간된 조선동화대집 표제 앞에 작은 글씨로 ‘담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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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談話材料)’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는 조선어 담화를 위한 재료로 이 동화집을 
편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이다. 1928년 실연동화의 표제 앞에 거의 
같은 크기로 ‘화방연습(話方演習)’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 책이 말하기[화방] 
연습을 위한 동화 교재였음을 잘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책에 실
린 동화 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드러낼 것이다. 조선어 담화 교
육을 위해 그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레코드 녹음 지도 및 라디오 동화 활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검토 대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셋째, 심의린 동화 운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려고 한
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조선어교육에서 시작되어 조선어교육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의 교육적 동화 운동은 단지 수업시간의 조선어
문학 교육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동화집을 편찬하여 학생들이 일상적인 담화 
공간에서 동화 구연을 취미로 가지도록 했으며 학예회와 같은 특별한 교육 활동 
공간에서 동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레코드·라디오와 같은 근대 미디
어를 통해서 바른 말과 바른 정신을 담은 조선어 동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했다. 
심의린에게 동화는 조선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어
린이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매체였다. 조선어와 동화를 
별개로 보지 않고 동화를 통해서 조선어를 통합하고자 했던 심의린의 시각은 한
국어문학 통합 교육에 있어서 선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동
화가 지니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 또한 소중한 것이다. 
그의 동화 운동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한국아동문학의 장이 확산되고 한국어문학
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의의를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근대 아동문학
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1.2. 연구사 검토 
  
   심의린은 문학 전문가라기보다는 조선어학자나 조선어교육자로서 한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교육을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어독본 교안
을 작성하여 지도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는 조선어학회의 일원으로 학회가 지향
하는 가치에 동참하였다. 또한, 조선어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조선어강습회
를 열었으며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참여하는 등 조선
어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조선어 철자법에 대한 논의나 문맹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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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좌담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어학 분야에서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최초의 조선어사전인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이 2005년에 복간되어 소개되어3) 조선어교육자로
서 그가 행한 역할이 새롭게 조명된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문학 분야에서 심의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동화대집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손동인은 “1926년에 심의린이『조선동화대집』, 1940년에 박영만이『조
선전래동화집』을 발행했는데, 조선총독부편『조선동화집』(1924)과 더불어, 이 
시대의 ‘삼대전래동화집’이며, 오늘날 간행되는 각종 전래동화집의 원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전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구분 없이, 모두『동화집』
이라 했는데 박영만이 비로소 구분하여『전래동화집』이라 한 데는 주목할 만하
다.”4)라고 하였다. 손동인이 ‘삼대전래동화집’을 명명한 이후, 세 권의 책은 일제
강점기 조선을 대표하는 동화집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백민정5)과 서영미6)는 손
동인의 삼대전래동화집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1990년 손동인이 ‘삼대전래동화집’이라 규정한 이후, 2009년이 되어서 세 권
의 책이 학계에 공개되었다. 25년간 ‘삼대전래동화집’은 조선을 대표하는 전래동
화집의 위상을 고수하고 있다. 정인섭의『온돌야화』(1927)와 손진태의『조선민
담집』(1930)은 논의의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의
『일본동화집』「조선부」(1924),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조선동화집』
(1926), 한충의『조선동화 우리동무』(1927)도 책 제목에서 ‘동화’를 내걸었지
만 ‘삼대전래동화집’에 속하지 못했다. 이제, ‘삼대전래동화집’이라는 틀을 비판적
으로 수용하고 근대에 형성된 동화집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 편찬자인 심의린의 
동화 세계를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권혁래는 조선동화대집을 구비문학사적 관점에서 “1920년대 구비문학 연구
사의 공백을 메꾸는 데 꼭 필요한 자료집”으로 평가하고 “개성적인 민담의 동화
화 방식 등은 1920년대 전래동화 및 민담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데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7)『구비문학개설』에서 조선동화대집은 “민담 수

3) 박형익,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의 분석｣, 한국사전학2, 2003.
4) 손동인,「한국전래동화사연구」,『한국아동문학연구』창간호, 1990, 26쪽. 
5) 백민정,「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 연구」,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6) 서영미,「북한 구전동화의 정착과 변화양상 연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

문, 2014.
7)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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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역사에서 갑오경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담집 또는 동화집으로 출간된 서
적 중에서 최고(最古)의 자리를 차지”8)하고 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구
비문학개설』을 좀더 들여다보면, “한국 최초의 민담집은 앨런의 Korean 
tale(1889)9)이다. 이후 심의린의『조선동화대집』(1926)10)은 외국인이 아닌 한
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민담집11)이며 손진태의『조선민담집』(1930)이 
한국 민담의 집대성12)”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외국인이 발간한 최초
의 조선 민담집 이후,  조선인이 엮은 민담집이 나오기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시
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옛이야기가 변용되어 지속적으로 
출판13)되었지만,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

2009, 119-120쪽. (권혁래는 심의린의 전래동화 채록 방식이 구비설화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저본으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 민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하였다. 
조선동화대집의 내용과 구비문학 채록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구비문학적 채록은 구
연자가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다. 채록자나 편찬자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조선동화대집은 심의린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러한 정황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박영만이 서문에
서 ‘원화에 충실하려고 하였다.’라고 한 것을 토대로 이후의 아동문학 연구자들은 박영
만의 조선전래동화집 역시 구비 채록에 의한 자료집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재고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구비 채록 방식과 이 시기에 발간
된 동화집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8)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한글개정판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78-85쪽.
9) 위의 책, 79쪽. (그러나 외국인이 조선을 여행하고 쓴 여행담에 수록되기 시작한 민담

을 고려해 보면, 조선의 민담이 외국인의 시선에 포착되어 출판이 된 것은 더 이른 시
기로 보인다.)  

10)『구비문학개설』에서『조선동화대집』이 당시까지 출판된 민담집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루비활자(한자 옆에 음을 단 작은 문자)를 사용하여 총 92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가 2008년 『조선동화대집』을 공개
하기 전까지 실제 편수가 책마다 달랐다.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66편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바보모집이 개별 작품을 10편, 호랑이 모집이 개별 작품을 9편 소개하고 있어 
이들을 각각 한 편으로 인정하더라도 모두 83편이다. 숫자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역시 민담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 동화
집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화’ 개념이 아닌 이야기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방정환이 동화를 ‘아동을 위한 설화’라고 통칭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12) 장덕순 외, 79쪽. 손진태의 『조선민담집』보다 정인섭이『온돌야화』(1927)를 먼저 
발간하였다. 손진태의『조선민담집』을 어떤 관점에서 최초의 민담집으로 보는지에 대
한 자세한 시각이 요구되며, 정인섭의『온돌야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임석
재는『한국구전설화』전12권의 내용을 1927년부터 1938년 사이에 채집하여 1987년부
터 출판하였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의 경우 채록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속해 있
지만 현대에 출판되어 일제강점기 구전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처럼 앨런의 민담집과 심의린의『조선동화대집』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조선
이야기가 있다. 

13) 조희웅(「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語文學論叢』24, 2005.)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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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 시기의 자료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조선동화대집』을 거론했지만, 그 실물이 공개된 것은 
2008년이다. 이후 이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
했다. 필자 역시 2008년에 조선동화대집의 체재와 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심
의린이 조선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 책을 편찬했음
을 밝히고, 특히 바보 이야기와 현실적 소재의 이야기가 집중된 점을 이 동화집
의 특징으로 든 바 있다.14) 신원기는 조선동화대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써 왔는데, 주된 관심은 그의 동화가 지니는 문학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15)그러나 문학 교육의 가치에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 자료의 
선택 및 해석에서 전체적 특징을 폭넓고 균형 있게 보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필자가 발굴한 심의린의 실연동화(1928)가 보완됨으로써16) 심의린 동화 
운동에 대한 연구 방향이 보다 선명해질 수 있게 되었다. 조선동화대집과 실
연동화를 통시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심의린이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선정
하여 재구성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실연동화는 심의린 연구의 중

국 설화학의 계보를 만들기 위해 서구어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개
(1986, 1988)하고 일본어로 쓰인 한국설화에 대해 1910년대 이전과 1910-1919자료
를 정리하여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홍우(「일제강점기 재담집 연구」, 서울대 국
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국내인에 의한 최초
의 민담집 출판이라는 논의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1910년대부터 
출판된 국내인에 의한 다양한 재담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앨런의 조선 이야기 출
판 이후에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한 이야기문학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4) 김경희,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회 41, 2008. 
15) 신원기, ｢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의 내용과 문학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38, 2008.; 신원기, ｢번안동화(설화)의 문학 교육적 지향성 고찰 :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2, 
2010.; 신원기,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 교육적 가치 : 우리말 최초의 설화
집 조선동화대집(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5, 2011.

16) 김광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심의린의 이력(履歷)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롭게 
발굴한 실연동화(1928)을 매개로 삼아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을 조선어 말
하기 교재로 인식하는 논의를 개진하였다. 김광식은 선행연구들이 조선어교사로서의 
심의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조선총독부 편 조선동화집(1924)과의 차별성을 강조
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김광식의 논의처럼 지금까지의 연구가 두 자료의 
차이점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조선동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조선총독
부와 조선인 편찬자의 서술태도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
의린에 대한 ‘조선어’교사로서의 역할이 간과된 적은 없었다. 그의 동화가 ‘조선어’에 
대한 관심과 아동에 대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 때문이다. 김광식이 심의린의 동화집을 말하기 교재로 인식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 성과에 담긴 의미들을 꼼꼼하게 짚어내지 않았고, 이 자료들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조선어 교육에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김광식의 자료는 낙장본으로『실연동화』의 온전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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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새롭게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에 대한 구체
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심의린의『조선동화
대집』은 조선을 대표하는 ‘삼대전래동화집’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우리나라 최초
의 민담집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은『조선동화대집』에 대한 표면
적인 연구 성과일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교육자로 알려진 심의린만의 동
화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당대의 여타 아동문학가와 어깨를 견줄만한 가
치를 찾아내고자 한다.    
   심의린의 동화 세계는 조선어 교육과의 관련성에서 조망할 필요성이 있다. 심
의린의초기 연구에서『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조선동화대집』(1926)은 
개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조선어와 동화라는 하나의 기획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구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다. 
   최근 원종찬은 신소년과 조선어학회를 다루면서 언어와 아동문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아동문학과 한글
운동이 어떻게 관계했고 무엇을 지향했는지에 대한 폭넓고 균형적인 시야의 연
구가 절실하다”17)라고 화두를 던졌다.『신소년』의 필자들이 조선어학회와 한성
사범졸업생들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아동문학과 조선어
교육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종찬은 심의린을『신소년』의 사
람들로 규정하였다. 심의린은 한성사범졸업생이었고, 신소년을 통해서 아동문
학을 시작했으며, 조선어학회에 가담하여 한글 운동과 계몽 운동에 적극 참여하
였고, 40여 년을 조선어 교육에 몸담았다. 이런 사실은 심의린을 축으로 아동문
학과 조선어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심
의린을 조선어와 동화의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과 방법  
   본고는 심의린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이 어떻게 전개
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규명하기 위해서 심의린의 생애와 당대 사회·문화
적 맥락들을 연결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심의린이 편찬한 동화집과 레코
드, 라디오 동화들의 당대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대 조선이 요구하는 동화의 방향성은 방정환
의 글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7) 원종찬, ｢ 신소년과 조선어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5, 2014,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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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서 동화집이라고 발간된 것은 韓錫源 씨의「눈꼿」과 吳天錫 씨의
「금방울」과 拙譯「사랑의 선물」이 잇슬 뿐이다. 그리고 그 밧게 동화에 
붓을 댄 이로 上海의 朱耀變 씨가 잇다. 동화를 연구하고 또 창작하는 동지
가 좀더 늘어주기를 간절히 나는 바라고 잇다.(중략)아즉 우리에게 동화집 
몃 권이나 또 동화가 잡지에 게재된대야 대개 외국동화의 譯 뿐이고 우리 
동화로의 창작이 보이지 안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나, 그러타고 낙심할 것
은 업는 것이다. 다른 문학과 가티 동화도 한 때의 수입기는 필연으로 잇슬 
것이고 또 처음으로 괭이(鍬)를 잡은 우리는 아즉 창작에 급급하는 이보다
도 일면으로는 우리의 古來童話를 캐여내고 일면으로는 외국동화를 수입하
야 동화의 세상을 넓혀가고 재료를 풍부하게 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갓기도 하다. 

 외국동화의 수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우리 동화의 무대의 기
초가 될 古來童話의 발굴이 아모 것보다도 難事이다. 이야말로 실로 難中의 
難事이다. 

세계동화문학계의 重寶라고 하는 독일의 그리므 동화집은 그리므 형제가 
50여 년이나 長歲月을 두고 지방 지방을 다니며 고생 고생으로 모은 것이라 
한다. 일본서는 明治 때에 文部省에서 일본 고유의 동화를 纂集하기 위하야 
전국 各 府縣 당국으로 하여곰 각기 관내의 각 소학교에 명하야 그 지방 그 
지방의 과거 及 현재에 구전하는 동화를 모으려 하엿스나 성공을 못하엿고 
近年에 또 俚謠와 동화를 모집하려다가 政府의 豫算삭감으로 인하야 또 못 
니루엇다 한다.18)

   방정환이「새로 開拓되는「童話」에 關하야-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이에
게」라는 글을 통해서 ‘고래동화’ 현상 모집을 실시하고, 당선작을 발표하였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방정환은 이렇다 할 동화가 없는 조선의 현실에서 우리 동화 
무대의 기초가 될 ‘고래동화’를 먼저 발굴하고, 외국동화를 수입하여 동화의 세상
을 넓혀가고 재료를 풍부하게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정환도 동화의 기반으로 조
선의 ‘고래동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동화의 
번안 작품을 더 많이 남겼다. 방정환이 제시한 동화의 방향성은 자신의 실천 방
향이면서 동시에 당대 아동문학 담당자들에 대한 선포이다. 방정환이 지향하는 
고래동화의 발굴과 외국동화의 수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인물이 바로 심의린이
라고 할 수 있다. 방정환은 ‘고래동화’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전국에 흩어진 옛이
야기 공모에 참여하였지만 당선작을 몇 회 발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

18) 방정환,「새로 開拓되는「童話」에 關하야, 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 이에게」,『개
벽』31호, 1923.1.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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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조선의 현실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이 출판되
고 외국 번안 동화집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때, 심의린은 최초의 우리말 
동화집인 조선동화대집을 발표했다.『조선동화대집』은 조선 내·외부에서 일어
난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수용한 결과물인 셈이다. 그러므로『조선동화
대집』은 개인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각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맥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온전하게 처음 소개되는 실연동화는 당대 구연문화와 일본 실연
동화와의 영향 관계 아래에서 심의린의 야심찬 기획으로 이루어졌다. 심의린은 
어린이가 직접 ‘조선어 화방’시간,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필요
한 말하기 연습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직접 실천했다. 신동흔은 “동화를 비롯한 
어린이 문학은 옛 시절의 구비문학이 본래 지니고 있던 바 구술적 성격을 대폭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독서’로부터 ‘구연’으로의 방향전환 내지 확장이 
필요하다”19)고 주장하였다. 일제강점기 ‘동화회’의 번성은 구비문학의 구술성이 
동화 향유 방식에서 그대로 전승된 사례이다. 하지만 ‘동화회’의 실상이 내용보다
는 프로그램 목록에 한정되어 있어 구술성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당대 동화 구연의 서사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실연동화』이다.『실연동화』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연 방법과 내용을 통해서 옛이야기의 구술성과 동화의 구술성을 탐색하는 좋
은 방안이 될 것이다. 
   심의린이 새로운 매체로 이동하여 레코드와 라디오에 참여한 것은 당대 어린
이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근대 새로운 미디어에 수용된 옛이야기는 이전의 
출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음반은 심의린과 정인섭이 함께 참
여한 교육용『조선어독본』이다.『조선어독본』레코드 1번 트랙 ｢바른 독법과 틀
린 독법｣이 있어 심의린의 교육방법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라디오 동
화는 음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심의린의 경우, 대본이 3편 전해진다. 이들 
근대 미디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음성으로 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930년
대 음성언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수호는 “뉴미디어가 도입되면, 옛 매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맥루한은 
‘끊김’을 내세웠는데 피네간은 소위 ‘대경계론’을 부정하면서 기록성과 구술성이 
오히려 연속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해서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면 기존 
매체가 죽을 거라고 믿는 학자는 거의 없다20)”라고 하였다. 이는 근대 새롭게 등
19) 신동흔,「어린이의 삶과 구비문학, 과거에서 미래로」,『구비문학연구』25집, 2007, 

14쪽. 



- 10 -

장한 미디어들에 조선의 옛이야기가 기록성과 구술성을 유지하면서 재구성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매체에 접속한 옛이야기가 어떻
게 재구성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현설은 “구비문학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서 외연을 넓혀, 문학 연구에서 문
화 연구로 문학 연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구비문학의 생산과 유통방식의 현
격한 변화도 이런 연구 경향을 자극하였는데, 전통적 구비문학연구의 과제와 새
로운 구비문학의 과제가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요청되
는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연관 하에서 이 이야기판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21)”이라고 하였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 은 옛이야기의 이야기판을 출판, 레코
드,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로 이동시켰다. 이제 동화는 문학의 연구에서 문화 
연구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매체의 변화를 이룬 동화들은 새로운 매체를 탄
생시킨 문화적 맥락과 당대인들의 사회적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지속과 
발전의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동화의 형성 배경과, 생성된 동화가 지니는 의미
를 사회 문화적 관계들과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당대 문화 연구로 영역을 확대하
고 있다. 옛 이야기판의 성격은 변했지만, 그 본질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대해 볼 
만하다. 
   심의린은 학교 교육 안에서 조선어 교육과 교원 양성을 담당하면서 열악한 
조선의 교육 현실을 타개하고자, 조선의 어린이가 요구하는 취미와 흥미를 충족
시켜주는 성과물들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 특히 조선어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책들이 대표적이다.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1926)
화방연습 실연동화(1928)

감상재료 소년작문(1928로 추정됨)22)

가정계몽 한글독본(1931로 추정됨)23)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1936) 

20) 나수호,「구술성/기록성에 대한 미국의 최근 연구동향」,『구비문학연구』40집, 
2015, 20-21쪽. 

21) 조현설,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동악어문논집』37집, 2001, 258-259
쪽. 

22) 소년작문은 실연동화와 함께 1928년 광고에 등장한다. 책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출판 연도를 알 수 없다. 광고를 통해서 시점을 추정해 보았다. 

23) ‘우선 본보지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한 뒤에 느저도 금년 4월 중에는 책자로 발행할 
에정이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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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어린이 시간 동화(1927-1935)  

   그가 발행한 책 앞에는 ‘보통학교, 담화재료, 화방연습, 감상재료, 가정계몽, 
조선어 교육’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이는 당시 조선어와 연관된 제목들이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외에도『신소년』에 글을 기고하고, 『조선어
독본』지도안을 만들었다. 본고에서 주 대상으로 삼은 자료들의 성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연구 전개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①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1926)
   1926년 10월 27일에 초판된 조선동화대집에는 총 66편의 동화가 실려 있
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4판까지 발간되었
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재판(1929년 6월 10일)본, 3판(1934년 7월 25일), 
4판(1937년 8월 2일)본이다. 초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재판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가 통
문관에서 구입하여 한국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또 다른 재판은 현재 장로
회신학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재판본은 아
쉽게도 표지가 유실되어 책의 상태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나카무라 오사무
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복사본으로 제공한 책의 크기는 가로 14.5cm×세로
20.5cm이다. 복사본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에 비해서 크기가 다소 크게 제본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장본은 가로 12.5cm×19cm 이다. 근대서
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3판은 13cm×19cm 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장본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책의 원래 크기는 12.5cm(13)×19cm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 3판은 표지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 초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판과 3판의 표지가 다르게 출판되었다. 신원기는『조선동화대집』을 복간하는 과
정에서 교토대학교 소장본 4판을 사용하였다. 3판과 4판의 표지는 동일하다. 이
로써 초판의 존재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쇄를 거듭하면서 표지 교체
작업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나카무라 오사무의 판본을 사용하였고, 
표지는 나카무라 오사무의 재판 표지와 함께 근대서지학회로부터 제공받은 3판
의 표지를 함께 실었다. 
   재판과 3판의 차이점은 표지에 있다. 호랑이를 표지에 사용하였는데, 호랑이
의 생김새와 위치가 달라졌다. 재판에서는 호랑이가 꼬리를 높게 쳐들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서 있다. 3판에서는 호랑이가 대나무 숲에 엎드려 혀를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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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표지와 비교했을 때, 사실적이고 정교해진 그림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
다. 재판본에서 호랑이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면, 3판에서는 호랑
이가 조용하게 엎드려 있다.『조선동화대집』안에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
고, 특히 제1편이「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표지에 호랑이를 의도적
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동화 내용과 표지를 고려한 배치인 것이다. 표지의 
서체도 재판본과 3판본이 차이가 있다. 재판본의 제목은 세로쓰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4판본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다. 재판 판권지에 초판 발행일과 재판 인쇄 
날짜, 재판 발행 날짜, 발행과 인쇄한 곳,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이사까지 밝히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저자의 주소를 나타낸 것이다. 저자 심의린의 주소지인 경성
부 권농동 38번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주소지 역시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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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동화대집 재판 표지                    3판 표지 

  
②『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1928)
    

              

      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 표지               판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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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실연동화는 5월 1일 이문당에서 발행되었다. 모두 11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실물은 가로 12.5cm×세로 19cm의 크기이다.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
를 찧고 있는 그림이 표지로 되어 있다. 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
되어 있는『실연동화』를 판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표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지
는 근대서지학회를 통해 제공받았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실연동화의 판권지에는 인쇄, 발행, 가격, 송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도 
역시 편집자인 심의린의 주소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저자 겸 발행인, 인쇄
인이 추가도 되어 있다. 분배소까지 동문당과 권화사를 지정하고 있다. 

        

   ③ 라디오 동화 
   1926년 11월 30일, 사단 법인 경성방송국의 설립이 허가되어, 12월 9일에 
방송용 사설 무선 전화 시설이 허가되었다. (호출부호 JODK, 사용 전파장: 
367m (주파수: 817kHz), 공중선 전력 1kW) 1927년 1월20일에 시험 방송을 시
작했지만, 다른 방송국과의 혼신을 피하기 위해서, 전파장을 345m (주파수: 
870kHz)로 변경하고, 2월16일에 본방송을 시작했다. 
   초기 라디오 방송에서 어린이 시간대는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30분 동안, 
일요일이나 축일에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편성되었다.24) 경성방송국의 개
국과 어린이시간대의 편성으로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동화를 들을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심의린은 1927년 12월 17일부터 라디오 동화를 시작하
여 1935년 8월 30일까지 이어갔다.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초기부터 동화 구연에 
참여하였다. 
    
   ④ 신소년에 수록된 동요와 동화  
   신소년은 1923년 10월 창간되어 1934년 5월 종간되었다. 심의린은 신소
년에 동요와 동화를 발표했다. 심의린이 신소년 창간 초기에 어린이 문학과 
관련한 활동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⑤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교육 레코드 
   심의린과 정인섭이 보통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성독본 자료이다. 1
번 트랙의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에서 심의린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
지 자료에서는 중간 중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올바르게 책을 읽는 것

24) 박기성,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총람, 나남, 1991,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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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어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용은 조
선어독본 교재에서 뽑은 내용을 수록하였다.  
  
   ⑥ 조선어독본 교안 
   심의린은 1929년 보통학교 학급 경영에 관한 지도안을 시작으로 1936년까지 
70여 편의 학교 운영과 조선어독본 교재 해설을『朝鮮の敎育硏究』와『한글』
에 실었다. 1929년부터 1936년까지는 심의린이 경성사범학교에 재직 중일 때이
다. 당시 경성사범학교가 보통학교 교원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터라 심의
린의 지도안 참여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 여섯 종류의 자료를 주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당대의 신문
과 잡지의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2장에서 심의린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심의린의 생애는 1995년 박붕배
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작성한 것이 최초였다. 그 글은 2003년부터 심의린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논문에 인용되면서 줄곧 심의린의 
생애에 대한 전범이 되었다. 박붕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고청탁으로 심의린
에 대한 인물정보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한다.25) 한글학회 자료집과 사대부중 자
료들을 활용하였고, 사진은 심의린의 아들인 심양택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박붕배
는 과거 심의린이 경성사범학교에 재직 중이던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직접 
조선어 수업을 들은 바 있다. 그래서 심의린이 조선어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정리한 자료에는 다소 
오류가 있지만, 그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심의린에 대한 연구가 발판을 마련하
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는 가운데 그의 출생지부터, 부
임지 정보, 가족사 등을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로는 심의린의 아들 심양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활용하고, 호적
등본, 학적부, 이력서, 신문기사 등 당대의 실증 자료들을 대조하면서 진행할 예
정이다. 박붕배의 논의를 통해 심의린의 조선어교육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지
만, 본고에서는 그와 함께 그의 동화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밝히고자 한
다. 
   3장에서는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실증적이고 통

25) 박붕배 인터뷰,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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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조선동화대집
을 교육적 ‘담화재료’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심의린이 의도한 ‘실제생활에 적합
한 사상과 감정’이라는 교육적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어 있는지를 탐색
할 예정이다. 심의린이 기획한 의도에 따라 ‘말하기 재료’로서의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화적인 특성과 함께 심의린이 ‘조선 동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실연동화이다. 심의린은 ‘유용하고 취미 있는 재료’를 신중
하게 고려하여 ‘조선어 화방’ 시간과 동화회, 학예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연된 것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을 뽑았다고 편찬의도를 밝히고 있다. 조선
동화대집이 말하기에 활용할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실
연동화는 그 중 재미있는 작품을 골라서 직접 실연을 연습하는 단계에 해당된
다. 교육적 의도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의린 동화가 
추구하는 방향성도 일정하게 변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중매체로 인기를 누렸던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에 대한 것
이다. 이들 매체는 옛이야기 구연이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
었다. 심의린은 당시 유일한 교육용 레코드였던 조선어독본 제작에 참여하여 
독법을 지도한 바 있다. 학생들은 심의린의 지도에 따라 동화를 읽었고, 심의린
도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이라는 내용을 직접 구연하였다. 비록 레코드가 심의
린의 동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동화 
교육과 음성 언어 교육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에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한편, 라디오 동화는 심의린이 1927년부터 시작해서 
1935년까지 총 26회를 구연하였다. 이 가운데 동화 작품은 24편이고 2편은 시
사적인 내용에 해당된다.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주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
화에서 가져온 것들이지만, 두 자료에 없는 새로운 동화들도 있다. 라디오 동화 
운동이 지니는 의미 또한 본고에서 새롭게 살필 연구과제에 해당한다.
   4장에서는 심의린 동화 운동을 총괄적으로 관통하는 가운데 그 두드러진 특
징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그 핵심 화두는 ‘조선어문학 통합 교육의 지향성’이
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의 중심에는 ‘조선어’와 ‘동화’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
서 결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언어적·담화적인 측
면과 문학적·주제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심의린이 동화와 관련하여 편찬한 두 권 책 제목에 ‘말하는 재료(담화재료)’, 
‘말하는 연습(화방연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이는 심의린이 ‘말하기’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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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언어적·담화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심의린은 동화를 정리함에 있어 다
른 이들보다도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정확한 표현을 구사한
다. 언어 소통에 있어서 사실적인 표현과 정확한 서술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조선어교육자답게 그의 동화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물론이
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고유어의 향연이 펼쳐진다. 언어가 지닌 문예미와 재미
를 증가시킨다. 심의린은 격언과 속담과 같은 관용어를 통해서 사건의 상황이나 
전달해야할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논평을 통해서는 이야기의 주제의식과 
안타까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던져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심의린
이 ‘말하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의사소통과 동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
략적으로 사용한 기법들이다. 
   심의린이 동화 운동에 담아내고자 했던 사상과 정신은 문학적·주제적인 측면
에서 탐색할 수 있다. 심의린 동화 운동의 주된 대상은 ‘어린이’이다. 그는 과거
로부터 내려온 옛이야기를 주된 재료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당대의 어린이에게 
맞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전통적 가치관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세계관을 동화로 살려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의 동화에서는 서사의 
중심에 상대적으로 어린이를 부각시켜 어린이가 적극적·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적 의도와 함께 그의 동화가 ‘아동문학’적 성격
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와 함께 심의린 동화의 내용적 
특성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후대로 갈수록 넓은 세상을 대상으로 한 모험 
서사가 강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아동에게 도전 정신을 부각시
키기 위한 교육적 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그 구체적 양상과 함
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5장에서는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심의린 동화 운동의 위상을 밝히고
자 한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 이전까지 조선의 아동 문학가들은 외국 동화를 번
안하는 일에 주력하여 출판 시장은 세계명작동화집의 간행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동화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이야
기 종목을 조선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조선화한 이야기를 어떻
게 구연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을 구축하여 어린이의 취미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조선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였다. 그가 조선어학자이
자 조선어교육자이면서 이토록 열성적으로 동화운동을 수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조선어와 동화를 별개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본 선구적 시각을 가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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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그러한 관점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심의린 
동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아동문학사에서 그간 주목받지 못한 심의린 동화 운동의 실상
을 규명하여 심의린을 조선동화의 집대성과 실천에 기여한 교육자이면서 동화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그 위상을 바로잡는 데 목표가 있다. 그의 동화 운동은 기
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즐기는 소통의 과정
을 거치면서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갈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어린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인간이 살
아가는데 필수 요소인 ‘소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어 
조선의 어린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어린이들이 심의린의 동화 운
동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다면, 이 논문은 어린이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앞으로의 어
린이 이야기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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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린의 생애와 활동

 2.1. 새 자료로 보는 생애 
  
   심의린의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호는 송운(松雲)이다. 그는 심능설(沈能卨)
과 김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1894년 4월 20일 태어났다. 필자가 새롭게 찾은 자
료인 심의린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심의린의 원적(原籍)은 경성부(京城府) 원동
(苑洞) 188번지이지만 실제 태어난 곳은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26) 강
남면(江南面)으로 되어 있다. 
  심의린은 관립 재동보통학교를 15세인 1908년 3월 27일 졸업하고,27) 곧바로 
1908년 4월 1일 관립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입학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자료1] 한성고등학교 학생모집 광고. 매일신보 1907.4.4.

      
   당시 학생모집 광고에 따르면, 예과 학생모집 입학시험 과목은 한문, 국문, 산

26) 황해북도 장풍군 영역에 있던 폐면이다. 본래 경기도 장단군의 지역으로서 사미천의 
남쪽에 있는 면이므로 강남면이라 하여 청정리, 독정리, 우근리 등 3개 리를 관할하였
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면 전체가 장단군 대강면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경
기도 장단군의 강남면과 대위면을 병합하여 장단군에 대강면이라 하여 청정리, 독정리, 
우근리, 나부리, 포춘리 등 5개 리를 관할하였다. http://www.cybernk.net 국가지식포
털 북한지역정보넷. 

27) 지금까지 심의린이 교동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관립 경성고등보
통학교 주임부(主任簿)와 를 확인한 결과 그가 재동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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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일어 등이었다. 그 구체적인 수준은 한문은 강독과 작문, 국문은 작문, 일어
는 초보 정도이다. 산술은 사칙초보 정도,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한
문에 능하고 국문 실력도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심의린은 재동보통학교 
졸업 이후 바로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인 한성고등학교에 무난히 입학할 수 있었
다. 
   필자가 새롭게 입수한 한성고등학교 주임부(主任簿)에 따르면 입학 당시 심
의린의 신분은 양반으로 되어 있고, 현주소는 북부(北部) 원동(苑洞)28) 7통 3호
로 되어 있다. 보증인으로는 아버지 심능설(沈能卨)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 부친
의 나이는 53세였다. 보증인을 세 명까지 적게 되어 있었는데 심의린의 주임부
에는 부친 외에 그 친구인 이우(李佑)가 보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우(李佑) 
선생은 53세로 북부(北部) 재동(齋洞) 34통 8호에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2] 관립 한성고등학교(경성고등보통학교) 심의린 주임부

   
   심의린이 입학한 한성고등학교는 1911년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경성고등

28) 원동(苑洞)은 지금 원서동(苑西洞)으로 동명은 비원의 서쪽이란 뜻에서 붙여진 것으
로 조선시대에는 원동(苑洞)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원서동(苑西洞)은 조선왕실을 돌보
던 나인과 중·하인이 모여 살던 동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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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로 바뀐다. 학생부에 따르면, 심의린은 1913년 3월 23일에 경성고등보
통학교 본과를 졸업한 뒤 1913년 4월 1일에 사범과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확인 결과 사범과 졸업은 1914년 3월 23일이었다.29)

                     [자료3]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부

   1911년 11월 1일 조선교육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관립 한성사범학교가 폐지
되고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임시교원양성소가 설치된 바 있다. 임시교원양성소는 
1913년 3월부터 한국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1부와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2
부로 나뉘었다가 이 해 4월 1일 한국인 교원 양성을 위한 수업 연한 1년의 사범
과가 설치되었다.30) 심의린의 경우, 1913년에 본과 졸업 후 곧바로 한국인 교원
을 양성하는 제1부 사범과에 제1회 학생 중 하나로 진학하였다.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의 본과와 속성과 학생에게는 학비가 지급되고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였으며 졸업 후 취직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특전이 있어 다른 관

29)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 박의도 인터뷰, 2013.5.8.
30)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사진으로 본 경기 백년, 삼영인쇄주식회사, 2000,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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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 비하여 지원자가 많았다. 심의린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비와 기숙사
비가 제공되고 또한 졸업 이후에 안정된 취직자리가 보장되는 사범과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광식은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을 참고하여 박붕배가 작성한 심의린의 이
력31) 중 그가 한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는 데 대해 “정확하게는 경성고등보
통학교를 졸업하고, 동교 사범과에 진학해 1914년 3월에 졸업하고 훈도가 되었
다”32)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동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직원 이력서를 보면 그
가 1908년에 관립 한성고등학교를 입학하여 1914년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은 교육령의 변화로 학교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박붕배의 기록에 
한성고등보통학교 졸업이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교육령의 변화로 
학교명이 바뀌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자료4] 심의린의 재동초등학교 직원 이력서 

31) 박붕배,「심의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8권 보유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05쪽. (1991년판 본사전 편찬 당시에 수록되지 못하였거나, 그 이후 발생한 
사항 및 새로운 연구성과 등을 반영한 보유편을 1995년 발간하였다.) 

32) 김광식, 앞의 논문, 456-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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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은 1914년 4월 1일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訓導)33) 7급에 봉해졌으며 
같은 날 모교인 재동보통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심의린은 재동초등학교에서 교
직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15년 1월 19일에 서충순(徐忠
淳)과 이씨의 딸인 1897년생 서영채(徐永彩)와 혼인하였다. 당시 심의린의 나이
는 22살이었고, 부인의 나이는 19세였다. 심의린과 서영채 사이의 태어난 자녀는 
다음과 같다.  

1915년 7월 19일 장남(長男) 심원택(沈源澤) 출생. (1925년 사망.)

1916년 차남(次男) 심순택 출생. (1살 때 사망하여 호적에도 올라와 있지 
않음.)34)

1924년 장녀(長女) 심옥택(沈沃澤) 출생. 
1927년 차녀(次女) 심미택(沈渼澤) 출생. 

1929년 삼남(三男) 심홍택(沈洪澤) 출생. 
1934년 사남(四男) 심왕택(沈汪澤) 출생. 

1936년 오남(五男) 심양택(沈洋澤) 출생.
1939년 육남(六男) 심용택(沈湧澤) 출생.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린의 자녀는 모두 6남 2녀였으며, 이 가운데 장남
과 차남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남은 자녀 가운데 맏이인 장녀 심옥택은 동국대 
재학 중 극예술연구회의 회원이 되어 연극 활동에 가담하였다. 당시 체홉의 ｢앵
화원(櫻花園)｣에서 히로인을 맡기도 하였다. 차녀 심미택은 교동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박붕배는 자신의 학교 후배인 삼남 심홍택이 심의린을 가장 많이 닮
았다고 하였다. 심홍택은 훗날 교육만화 오한전을 배영각에서 발행하기도 했는
데,35) 광고에는 “한국 최초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만화로 만화가 월간으로 나옵
니다”라고 되어 있다. 오남 심양택은 영어 교사로 생활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일찍 세상을 떠난 자녀 이외에 생존한 자녀들 대다수가 교직과 문화예술 활동에 
몸담았던 것은 아버지 심의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아직 한창 때 나이였던 58세로 세
상을 떠난다. 형무소 안에서의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었다. 심양택의 회고에 따르
면, 심의린의 죽음은 장녀 심옥택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심옥택은 배화여고보를 
졸업하고 동국대를 다녔는데 좌파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 일을 심양택은 다음과 

33)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의 교원(敎員)을 이르던 말이다. 
34) 심양택을 통해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차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5) 경향신문, 1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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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약점이 머냐면 심옥택이 동국대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
지가 소개를 해줘. 그 때 당시에 군인 해병대, 우리 집에 왔는데 해군 대령
인가 됐어. ○○○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누이가 남편을 너무 우습게 알아. 
군인을 돌대가리만 간다고. 살다보니 마음에 안 드니 이혼을 한 거야. 남편
이 호적에도 안 올려주고, 남자가 바람피우니, 누이가 인텔리니 잡지에 내
고 비행을 발표하고 그러니 여하튼 이후에 이혼해 버린 거야. 살지도 않고. 

동국대에 들어가서 육이오 전에 전교조나 운동권 학생처럼 좌익하고 접선이 
돼 그때 당시 빨간 쪽으로 흐른 거야.36)

   심옥택은 아버지의 소개로 헌병대 서북청년단을 담당했던 극우세력인 해군 
대령 〇〇〇와 결혼하였다. 하지만 심옥택과 남편은 호적에 혼인신고도 되기 전
에 갈등이 생겼다. 심양택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는 잡지에 남편의 비행을 발표하
기까지 했던 인텔리 여성이었다. 그 남편은 심옥택과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 호
적에도 올리지 않았고 결국 둘의 결혼은 이혼으로 정리되었다. 심양택에 따르면 
심옥택은 동국대에 입학한 후 소위 말하는 ‘빨간 쪽’으로 흘렀고, 이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심의린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심양택은 심의린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월 28일 수복37)이 되고 9월 29일 동회에서 아버지를 잠깐 오라고 해서 
갔어. 그 때 동회에 간사람 대부분은 총살을 당해 죽었지. 아버지는 인심을 
안 잃어서 동네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았어. 그 이후에 감옥에 가고 
소식을 전혀 알지 못 했어. 돌아가신 걸 몰랐는데 가족이 피란을 가고 부산
에 일가친척이 있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부산형무소에서 돌아가
셨다고 하더라구. 누이가 알아서 몇 달 지나서 가보니 부산형무소에 있다가 
2월17일 추운데 고생하고 돌아가셨지. 쉰밥을 먹어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
다고 해.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 이야길 들어보니, 열일곱을 한 곳에 묻었는
데 어떻게 찾아?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지.38)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자식을 의용군에 보낸 아버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

36) 심양택 인터뷰, 2012.12.2. 
37) 1950.9.28.
38) 심양택 인터뷰, 20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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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포로 석방 이후 형들은 반공포로로 나오게 되었으나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
았다. 큰누나인 심옥택이 북으로 갔고, 가족들은 기관에 끌려가서 심옥택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다. 딸이 북으로 갔고 아들들을 의용군에 보
낸 아버지 심의린은 좌파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심의린은 딸과 아들의 
행적 때문에 국군의 심판을 받아 형무소에 구속되었다. 
   형무소에서 병이 걸린 채로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난 심의린의 
최후는 무척 비참하다. 부산 형무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집단 식중독에 걸려 한 구덩이에 파묻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시신
조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니 더없이 비참한 죽음이었다. 한평생을 조
선어 교육자로 동화를 통한 문화운동에 전념했던 인물의 죽음이라고 믿기 어려
울 정도다. 심의린은 그 자신의 특정한 사상을 지녔다기보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
지로서의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진 인물이었다. 좌우익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시
기에 자식들의 선택을 어찌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였으니 개인의 비
극이자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죽은 뒤 남은 가족들이 사상적 낙인과 
함께 가난에 시달린 것 또한 그에 이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지금까지 심의린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주요 과정을 실증적 자료들과 아
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았다. 그의 가족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심의린이 
살아온 과정과 내면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을 특기할 만하다. 이
제 심의린이 조선어교육자로서, 그리고 동화운동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집
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리 말하자면, 그의 교육자와 동화운동가로서이 삶
은 대단히 치열하고 성실한 것이었다. 이를 생각할 때 그의 비참한 죽음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2. ‘조선어’ 교육에 바친 삶
   심의린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한 후 1914년 
4월 1일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 7급에 봉해지고 재동보통학교에 부임했다. 그의 
졸업 및 교사 부임과 관련하여 아들 심양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버지가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서 그 때, 1등으로 졸업하면 일본 유학을 
보내줬는데, 가정의 생계 때문에 그걸 못 가서 평생 후회하셨어.39)

39) 심양택 인터뷰,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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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관비 유학생 선발 제도를 통해서 해외의 신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유학
생은 외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본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심의린
도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신문물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지만,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유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사범학교에 입학한 조선인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자제로 경제적인 여건상 중등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관비로 교육이 가능한 사범학교에 진학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40) 
심의린 또한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상적인 욕구보다 현실적인 문제
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지식과 문물에 
대한 동경은 무척 컸을 것이다. 그는 이를 교육을 통해서 채우고 동화를 통해서 
표출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호흡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널리 경험하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지
향을 동화에도 짙게 담아냈다. 그의 동화 속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완고함을 
부정하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 정신을 강조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스스로 
넓은 세상으로 나서지 못한 아쉬움을 교육을 통해서 풀어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이 졸업과 동시에 모교인 재동보통학교의 훈도가 된 것은 그의 학교 
성적이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당시 사범학교를 졸업
한 자의 학교 배정은 성적에 따라서 이루어졌다.41) 성적에 따라서 지역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이 아닌 경성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특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모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남다른 성적을 받았음
을 보여준다. 그가 1등으로 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언이 과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
된다.
   심의린은 재동공립보통학교에서 어의동 공립보통학교42)를 거쳐 줄곧 경성여
자고등학교에 재직하였다.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이 나온 1925년에서 조선동
화대집이 출판된 1926년과 실연동화가 간행된 1928년 사이에 그는 경성사범
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경성사범학교는 초등교육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

40) 박혜진, ｢1910·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업무와 지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53쪽. 

41) 한성사범학교의 교원 배정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경성사범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라 
경성을 중심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고 
한다.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42) 경성부 효제동에 위치한 학교로 현재 서울 효제초등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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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의린이 보통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서의 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 
   심의린은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을 시작으로 조선어 
문법서의 편찬과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지도안을 작성하는 등 왕성한 조선어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은 조선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 스스로 조선어를 배울 수 있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었다. 이 사전은 6,106개의 표제어가 실린 소사전이지만, ‘조선어사전’이
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최초의 사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몃 해前지도 우리말을 우리글로 못쓰고, 漢文의 힘만 빌어서 使用하
얏습니다. 그리하야 漢文에 對하야는, 어느 地方의 누구를 勿論하고, 그 文
句와 文法이 一定하얏스나, 우리글을 쓰는데 對하야는, 地方을 아 달으
고, 사람을 아 달너서, 도모지 統一이 되지 못하얏습니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는 우리 朝鮮文을 硏究하시는 先生님들도 만이 생기고, 敎科書 亦是 現

時代에 適當하도록 編纂이 되어서, 우리들은 매우 깃붜하는 바올시다. 그런
대 아직지라도, 漢文만 崇拜하는 習慣이 남어서, 우리 朝鮮文을 그다지 
所重하게 녁이지 안는 사람이 往往잇는 닭에 글쓰는 法이 다 各各 다를 
더러, 몰으는 이가 적지 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엇지하면 곳치
고, 엇지하면 一定케 하겟습닛가. 아마 基礎敎育되는 普通學校時代부터 確
實한 말과 確實한 글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學校에서 배호
는 時間은 얼마 아니되고, 家庭에서 指導하야 주시는 어른도 만치 못하니 
不可不 自習의 힘이나 바랄 수밧게 업는대 아직지는 必要한 辭典갓흔 것
이 업슴으로, 恒常 遺憾으로 生覺하얏습니다.

그리하여 拙者가 늘 普通學校에 適當한 辭典을 만들어 볼가하얏스나, 學

力의 不及함과 時間의 餘裕가 업서서, 敢히 着手하지 못하다가, 今番에 적
은 틈을 利用하야 短時間에 所謂 編纂이라는 名色을 하얏습니다. 公然히 不
完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參考하시라 하얏스니, 도로혀 붓그럽고 罪
가 만습니다. 後日 再版할 機會가 잇스면, 充分히 補充코저 하오니, 모다 
容恕하시기만 바랍니다.(大正十四年(1925년)八月44) 

43) 심의린의 사전은 보통학교에서 자습을 할 때에 필요한 사전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1938)이나 조선어학회의 큰사전(1957)과 대등
하게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규범 확립을 위해 만든 근대적 사전의 출발이라는 점
에서 그 의의는 충분하다.

44)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앞의 책, 200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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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서에 담긴 편찬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목적
은 조선문과 말의 통일에 있다. 한문을 사용할 때는 문법이나 문구가 통일되었는
데, 조선문은 각 지방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문제라는 것을 인
식하였다. 결국 조선문과 말의 통일을 위해서 정확한 말과 글을 배워야 하는데 
이 문제는 보통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다. 이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말과 글을 정확하게 배우는데 있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
육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문맹률이 80%를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
정에서 자녀의 정확한 말과 글을 봐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던 심의린이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 편찬을 자
신의 사명으로 여긴 것이다.

凡例
一, 이 辭典은 普通學校生徒及指導하시는 분의 參考키 爲하야 만든 것인

대, 普通學校朝鮮語讀本을 배호는 이에게 便利가 될가 합니다.
一, 普通學校朝鮮語讀本 속에 잇는 말은 하나도 진 것이 업고, 그 外에 

新聞雜誌上에 普通쓰는 必要한 말도, 몃마듸 補充으로 집어 넛습니다. 말밋
헤는 漢字와 解釋을 쓰고 헤는 그 말의 맨 첫 번의 出處가 써 잇습니다. 

(二, 三)은 卷二의 第三課라는 意味요, 補充語는 (補)字를 썻습니다.
一, 諺文綴字法은 全혀 敎科書에 依하야, 京城의 本語를 標準語로 삼아, 

發音式을 採用하되 一定한 語法을 參酌하며, 漢字音은 本音을 使用하얏습
니다.

一, 말밋헤는 漢字로 쓰고 解釋은 아못조록 알기 쉬운 말로 簡單히 쓰되, 
여러 가지로 이 잇는 것은 ㊀㊁를 써서 標하얏습니다.45)

   범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의 사용자는 조선어 교육자
와 학생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 사전의 내용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시의 신문, 잡지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보충용어로 넣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당대 아동이 학교 교과서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나 독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어 아래에는 한자를 쓰고 해석을 쉬운 말로 아주 간단하게 쓰고, 뜻이 여러 가

45)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위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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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두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서 순국문체를 선호하였
지만, 심의린은 한자를 병기하였다. 초기 신소년이 한자의 음을 병기 하지 않
은 것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심의린은 1년 후에 발간한 조선동화대집에서도 한
자를 병기하는 부속국문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그의 표기 방식은 한자와 국문
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은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편찬된 것도 있지
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지방마다 다른 언어의 ‘통일’에 있다. 조선말과 글이 
표기수단으로 보편화되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는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언어 환경
에서 ‘언어적 통일’46)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표준어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36
년에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을 펴내면서부터였다. 이들을 근거로 큰사전을 
비롯한 국어사전들이 편찬, 간행되면서 우리나라 표준어가 비로소 정착하게 되었
다. 표준어 제정은 1933년에 이루어졌지만 이전부터 ‘표준어’개념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심의린이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당시의 표준어 보급과 동일선
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교육자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이 경성사범에 재직하고 있던 당시 보통학교와 교원의 부족은 조선인
의 취학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그리하여 경성사범의 역할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다. 김성학은 “경성사범학교는 경성제국대학과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여 교육학을 전파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이 교육 사상적 뒷받
침을 제공하였다면, 경성사범학교는 교육 방법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
하였다47)”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경성사범학교는 보통학교 제반의 문제를 연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속학교 교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
를 설치 운영했다. 이 연구회의 연구 주체는 주로 초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실
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주된 활동 잡지 朝鮮の敎育硏究

46) 일본에서 ‘표준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은 국어학자 우에다 카즈토
시였다. 우에다 카즈토시(上田萬年)는 서구 열강의 ‘표준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방
언’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표준어는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
라가 논하자면 이것 역시 일개 방언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방언이 갖가지 인공적인 
조탁(彫琢)을 거쳐 마침내 초월적인 지위에 도달하고 동시에 존경과 신용을 높여서 점
차 다른 방언까지 통괄할 정도로 큰 세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여러 방언들의 헤게모니 투쟁의 승자가 ‘표준어’가 되었다는 말이다.(코모리 요이치 지
음, 정선태 옮김, 일본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3, 267-268쪽.)

47)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 훈육의 성격｣,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15, 
1999,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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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큰 사업이었다. 이 잡지는 ‘교육의 실제가가 연구 집
필하는 연구기관’이라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의 취지에 맞게, 교육이론보다는 교
육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방법과 실천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
었다.48) 심의린은 1928년 창간된 朝鮮の敎育硏究에 적극 참여하여 1929년부
터 1935년까지 꾸준히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 지도안을 실었다.   
   심의린은 교직으로서의 교육 활동과 함께 조선어 연구 활동을 열성적으로 수
행했다. 

이날을 긔념코저 우리글로 통신
해마다 이 날을 잇지 말고 긔념키로
일곱 가지의 할 일을 의미깁게 약속
正音頒布第八回甲紀念祝賀會

축하의 긔념사업으로
一, 각처에서 조선어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할 일
一, 현재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하고 학무당국

에 진정할 일
一, 조선어 연구에 간이한 잡지라도 위선 발간하고 세종대와의 전긔도 발

간케 할 일
一, 조선 각디에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할 일
一, 주최측 조선어 연구회의 응락이 잇스니 전간에 연구하야 싸하둔 것을 

등사판에라도 등사하야 각기 난호아 갓게 할 일
一, 이 날을 긔념키 위하야 매년 이 날에는 순언문으로 통신케 할 일
一, 세종대왕을 긔념키 위하야 그의 긔념비를 세울 일 등
◇당야에 가장 문뎨가 만코 의론이 만흔 것은 실제 교수에 당한 교원들이 

만흐니 만콤 날로 쇠퇴하여가는 각 학교 조선어학대와 교과서에 불미한 뎜 
이론의 초뎜이 되엿섯는데 그에 대한 정렬모, 신명균 양씨의 론지는 종래 
각 학교에 조선어과 성적이 자못 좃치 못한 것은 실제 교수에 당무한 교원
의 책임도 잇겟지만 그 교과서의 내용이 생도들에게 하등 취미를 끌만하지 
못하게 된 것이 큰 원인으로 그 남아 년년이 그 교수시간을 주리고 공과를 
주리며 조선어에 대한 취미와 수양을 갓게 할 긔회까지 주지 안는 당국의 
심사를 알 수 업다는 것이엿다

사진동회댱
▲實行委員 권덕규, 장지영, 최현배, 신명균, 이세정, 이원규, 이완응, 

이병기, 심의린, 박승두49) 

48) 안홍선, 앞의 논문,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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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 연구회’ 활동과 관련한 1926년 신문 기사이다. 조선어연구회는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정음 반포 8회갑(480돌)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조
선어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모임에서 조선어 강연회, 조선어 연구 잡
지 발간, 조선어 강습회, 조선어 교과서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기사를 보면 심의린은 ‘조선어 연구회’가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
행위원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실행위원은 ‘조선어 연구회’가 실행하고자 했
던 조선어 강습회, 강연회, 잡지 발간, 교과서의 문제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담
당하는 역할이었다. 심의린은 다른 실행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
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때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의 취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심의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생들을 위한 흥미롭고 유익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실천에 주체
적으로 나섰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은 조선어 철자법 개정안에도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
다. 

朝鮮語文學賞의 統一을 計圖함에는 結局 文筆事業家 敎育家 等의 努力에 
依치 안흘 수 업다 먼저 글을 쓰는 사람들이 朝鮮語에 對한 知識을 充分히 
가저야 할 것이다 그들이 使用하는 ‘말’ 한마듸, 글자 한자는 곳 多大한 힘
을 가지고 讀者에게로 퍼지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近日에도 若干의 言語
에 無知한 글이 言語統一을 돌이여 攪亂식히는 嫌疑가 업지 안타 또한 言語

의 知識을 兒童에게 너어주는 敎育自身에 朝鮮語에 對한 深奧한 硏鑽이 업
시 不正確한 것을 兒童에게 傳受한다는 것은 言語統一을 救할 수 업는 곳으
로 떠러트리는 것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朝鮮語統一의 前提로 文筆家와 敎育
家 諸賢에 對한 造詣가 깁도록 硏鑽이 잇기를 바라는 바이다50)

   1921년 4월 1일 ｢조선철자법성안｣이 마련된 이후 1922년에 개정된 조선어
독본 이 급하게 편찬되어 철자법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총독부 학무국은 독본
을 개작하고자 조사 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일이년 내로 만들 계획51)을 알렸다. 심의린은 1928년에 이루어진 ｢조선어독본 
철자법 개정｣ 심의원회에 조선어 권위자인 일선 교사로 참석하여 조선어 독본 
철자법 개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심의린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

49) 동아일보, 1926.11.8.
50) 사설 ｢조선어통일문제｣1, 동아일보, 1927.12.15.
51) 동아일보, 192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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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입장을 대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독본 철자법개정
조선어 권위자를 망라해
◇심의원회를 조직
총독부 학무국에서 금년 중에 보통학교 교과서 중에는 조선어독본도 전

부 개량하기로 되어 방금 편즙과에서 준비중인데 재래의 조선어독본은 철자
법에 결뎜이 만핫슴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시학과 현헌씨와 편즙과 田島 리
원규씨 등이 대개 개정긔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간 경성사범 학교교사 심
의린 뎨이 고등보통학교 교사 박영빈(중략) 소집하야 비공식으로 개정철자
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후 전긔 사씨의 의견여하에 딸하 원안을 맨들어 
다시 경성에 거주하는 이로 조선어를 연구하는 권위자 십 인을 초청하야 심
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심심토의한 끄테 이에 결뎡되는 것을 채택하기로 하
얏다더라.52)

   시학과와 편집과에서 개정 기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일선 교사의 의견을 반영
하여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심의린이 일선 교사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어철자법 개정법｣은 많은 혼란 속에서 오랜 시간 토의를 하여도 개
정을 하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대립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
다. 이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어철자법 개정법｣이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선어독본 인쇄에 들어갔다. 

신철자법대로 인쇄에 착수
공포를 지연코 실행착수
개정된 조선어독본
총독부에 계획 중에 잇는 조선문철자법개정은 십수 차의 위원회 기타의 

조사긔관을 조직하야 심의한 결과 확정한 성안을 엇고 방금 그 개정철자법
에 의하야 조선어독본을 인쇄 중에 잇다 그러나 당시 민간측의 유력한 조선
어연구자를 위원으로 촉탁하야 그 의견을 청취하얏스며 또한 이러한 중대한 
성질을 가진 사업을 함에는 가장 공명정대히 하여야 될 것임에 불구하고 아
즉까지 결정된 철자법은 세상에 발포치 안는 것에 대하야 민간의 의혹은 자
못 놉하가는데 그 리유에 대하야 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새로 개정된 철자법
은 일으는 바 초성부용종성, 표음법을 채택한 것으로 속칭 구파의 반대하는 
바임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기 전에 공포하얏다가는 구파에 속하는 인물의 반

52) 동아일보, 1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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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이 만흘 터임으로 아조 교과서를 발행하는 동시에 철자법도 발표하자는 
의사로 아즉까지 지연하는 것이라 한다53) 

    총독부가 ｢조선어철자법 개정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대중에게 가장 파
급력이 있는 교과서에 ｢조선어철자법｣을 적용시킨 것은 개정철자법에 대한 논란
이 가중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교과서
에 바뀐 철자법이 사용되면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판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선어독본 인쇄가 1930년 2월 1일에 시작되고 나서 2월 14일에 반대 여
론에도 불구하고 ｢개정 철자법｣이 통과되었다.54) 1921년 4월 1일 ｢조선철자법
성안｣이 마련되고 통과되기까지 9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철자법 강습회, 철자법 강좌가 개설되고 철자법과 
관련된 책들이 출판되면서 개정되는 철자법에 대비가 이루어졌다.55) 심의린도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사이에 ‘중등조선어강좌’를 발표하다 중지당하고, 이어
서 ‘개정 언문 철자법강좌’를 열었다.56) 또한 당시에 유행처럼 출판된 한글독본 
간행에도 참여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개정과 조선어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활
동에 힘을 기울였다.

가정계몽 한글독본
일명 한글 천자
한글 교수의 권위에 부탁하야
본사에서 4월 중 발행
본사에서는 식자운동에 다소간 도움이 될가하야 조선어교수의 권위로 현

재 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잇는 심의린씨에게 부탁하야 가정계몽 한글독
본(일명 한글 천자)을 편즙 증인데 이 책은 말에 대한 적당한 그림까지 너

53) 동아일보, 1930.2.1.
54) 猛烈한 反對도 一蹴 改訂 綴字法 通過, 동아일보, 1930.2.14.
55) 조선어 연구회 철자법 강습회, 시내 원동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오는 이십구일 밤 여

덜 시에 시내 중앙 청년회에서 조선문 철자법에 대한 원칙과 실세에 관한 강연회를 개
최한다는 바 입장료는 이십 전과 십전이라 하며 연뎨와 연사는 다음과 갓더라. 綴字問
題原則에 對하야 鄭烈模, 表音과 綴字問題 張志暎, 된시옷과 綴字問題 崔鉉培, 語法과 
綴字問題 權悳奎, 綴字法改正과 敎育的 影響 申明均 동아일보, 1929.7.28./▲朝鮮語綴
字法講座, 張志暎著 定價 一圓 送料 十四錢 京城府 慶雲洞 九六 活文社 發行 振替 京
城 七一二四番 신간소개, 동아일보, 1930.9.20./▲午後 一時十分 常識講座 朝鮮文綴字
法 二 張志暎 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32.4.6.

56) 박붕배, 앞의 책,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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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보통학교에 드러갈 아동이나 보통학교에 가지 못할 아동이며 기타 한
글을 몰으는 사람이 한글을 해득하기에 가장 적당하게 된 것으로 불원간 편
즙이 완료되면 우선 본보지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한 뒤에 느저도 금년 4월 
중에는 책자로 발행할 에정이다.57)

   위의 기사에 따르면, 늦어도 1931년 4월 중에는 심의린이 편집한 한글독본이 
출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료에 대한 기사나 책이 존재하지 않아 출
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1월 1일 기사에 소개할 정도면 한글독본이 거의 완
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당시 출판물은 검열당국의 영향을 받았고, 납본
본을 제출하여 거절당하면 출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납본본을 제출하였지
만 내용상의 문제로 출판이 거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그림을 덧붙여 보통학교 아동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과 한글을 모
르는 어른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문맹률이 80%를 넘는 상황이
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글독본, 농민독본과 같은 문맹률 퇴치 독본류가 등
장하였던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심의린도 이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과 그림을 적절하게 혼합한 한글독본이 출간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문맹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931년 1월1일 기고된 신년 문맹타파를 위한 좌담회에서 심의린의 
발언을 뽑은 것이다.

철자법 문제
심의린: 지금 것은 말을 표준해서 편리하고 이전 것은 글자를 표준해서 

곤난햇는데 다만 문제는 바침을 우에 부치겟느냐 알에에 부치겟느냐가 문제
입니다. 한문 배우듯 하는 힘으로 하면 넉넉히 될 줄 압니다.

계몽독본문제
심의린: 계몽독본이 퍽 필요할 줄 압니다. 말하자면 재래의 천자문 가튼 

본을 떳스면 어떨가해요. 천자문에는 한문미테 한글로 색임을 부첫지만 한
글에 또 색일 글은 없스니까 내 생각 가태서는 그림으로 설명을 부첫스면 
조흘 듯 합니다. 녯날 반절을 보아도 ‘가’ㅅ자 줄 우에는 가위를 그리고 ‘나’
ㅅ 자 줄 우에는 낫을 그린 것이 잇지 안습니까.

57) 동아일보.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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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법문제
심의린: 식자 운동을 하는데 강당 가튼 것은 어찌될가요. 보통 학교가 잇

는 곳이면 교장의 량해를 어더 공무시간 외에 교실을 사용할 수 잇겟지요. 

심의린: 실상 성인 교육은 애들에게 비해 쉬웁듸다. 무식하나 마리지가 
발달되어서 비뚜루 나가지 안흐면 한글깨치기는 곳 쉬워요. 한 열흘 만에 
쓰면 한글글자 알아보기는 됩듸다.58)

   새해를 맞이하여 20개교 교사를 모아 문맹타파를 위한 좌담회를 벌였는데 이 
자리에 심의린은 사범학교 대표로 참석하였다. 철자법 문제, 교원 수양 문제, 계
몽독본에 관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좌담회에서 심의린이 
출판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는 한글독본의 체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자 위에 가로 시작되는 ‘가위’ 그림을 넣자는 것
이다. 심의린이 기획하고 있는 한글독본은 일명 한글천자라고 하는데 한글을 
보여주고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책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한글 교재라는 점에서 대단히 참신하다. 현재의 어린이들이 
배우는 한글교재도 한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 방식을 일
제강점기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어린이 독자의 교육과 흥미를 고려한 의도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이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효창: 글세요 그것이 대단히 조흘 듯 합니다. 성인 교육자도 그러커니와 
애들에게도 그런 것을 맨들어 주고 십습니다. 저의들이 조하나는 작난감으
로 부지불식간에 한글을 알도록 햇스면 조흘듯해요. 애들이 조하하는 지 
가튼데 자음, 모음을 부처서 눈에 익도록 햇스면 어가요. 

朱: 마산에서 누가 그런 것을 맨들엇지요. 여러 각에 자모음을 써서 뺑
돌려서 맞추는 방법이 잇섯지요.59)

   심의린이 한글독본에 사용한 한글과 그림의 조합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심의린의 기획 속에는 천자문처럼 한글 천자를 그림
과 함께 제시하여 문맹자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당대 
교사들이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딱지 같은 것에 글자를 넣어 놀이로 글자 
교육을 하려는 면모도 보인다. 학습자 입장에서 흥미를 중시한 창의적인 기획이

58) 동아일보. 1931.1.1.
59) 동아일보.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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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그가 동화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35년에 심의린은 조선음성학회에서 정인섭‧이종태와 더불어 아동감독과 독
서지도를 담당하여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 을 취입하였다. 

녹음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경성사범학교 부속 보통학교, 경성여자사
범학교 부속 보통학교에서 선발되었고, 예비교사라 할 수 있는 경성여자사
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올바른 문법을 책임지는 독법(讀法) 지도는 경
성여자사범학교 선생이었던 심의린이 맡았고, 녹음 내용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한 음악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이면서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

部) 촉탁(囑託)도 맡고 있었던 조선음악교육협회의 이종태(李鍾泰)가 맡았
다. 올바른 발음을 책임지는 음성 지도는 연희(延禧)전문학교 교사인 조선
음성학회의 정인섭(鄭寅燮)이 맡았다.60) 

   교육용 최초의 레코드는 실제 학생들이 심의린과 정인섭의 지도를 받아 제작
되었다는 것에서 더 의의가 깊다. 일반적으로 레코드 취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직접 일본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일본의 기계를 
경성으로 들여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조선어 발음에 획기적인 지도를 위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심의린은 레코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음성언어인 말소리에 대하여는 완전한 표준 지침과 통일대책을 연구 발
표하여 놓은 것이 없다. 물론 사전을 따라서는 단어의 자음에 장단을 표시
한 것이라든지 음성학으로 음에 대한 원리며 발성에 대한 설명을 쓴 것은 
몇 가지 있으나, 실지 교육에 필요한 음성언어에 대하여는 연구하여 놓은 
것을 아직까지 얻어 보지 못하였다. 장차의 급선무라면 말소리의 통일을 도
모하기 위하여 이론도 연구하려니와 실지의 표본이 될 음성을 축음기 레고
트에 취입하여 국어교육에 이를 가지고 음성언어를 지도함에 반드시 이용하
도록 하여서라도 표준될 음성을 보급시켜서, 음성언어의 통일과 완전한 바
른 지도를 하도록 함이 불가불있어야만 할 일로 안다.61)

   심의린은 제각각인 말소리의 통일을 위해서 표준이 되는 음성을 레코드에 넣

60) http://www.culturecontent.com. 오케 레코드와 조선악극단 교육 레코드 발매. 문화원
형라이브러리에서 인용. kocca 문화콘텐츠닷컴. 

61)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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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성언어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당시의 음성언어 교육은 이
러한 표준화된 자료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레코드가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된 표준 
발음 보급을 위한 레코드 취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의린은 1936년 여러 해 동안 연구, 조사, 정리한 문법자료를 모아 중등학
교 조선어문법 전(全)(조선어연구회)을 펴내어 문법교과서로서 널리 영향을 끼
쳤으며, 사범교육 조선어대화(조선어연구회)도 펴냈다. 또한, 국어교육연구회 
회지 국어교육 창간호에 ｢음성언어의 교육｣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발음지도
와 어법지도, 어투지도, 언어용례 지도의 중요성을 인격적 언어교육과 관련지어 
언급하였다. 1949년에는 개편 국어문법(1949)과 국어교육의 기초인 음성언
어 교육(1949)을 펴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국어 교육자로서의 활
동이 해방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의린은 일제강점기 교사로 재직하면서 보통학교 교원 양성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보통학교 교원을 위한 지도안 서술과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전, 동
화책, 문맹자를 위한 한글 독본 등 조선어 사용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
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 냈다. 그는 학습자들이 조선어를 음성이나 문
법 면에서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함은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언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적 관심
의 한 축에는 그가 언어와 사상 면에서 조선적인 것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교
육 자료로 여겼던 동화가 포함되어 있다. 동화에 대한 그의 교육적 관심은 단순
히 자료의 수준을 넘어서 실천적인 동화 운동가의 면모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이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3. 동화 운동가의 면모  
   그간 심의린의 삶에 대해서는 조선어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주목되었으나, 그
가 걸어온 길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심의린의 주된 저술활동과 업적들
을 통해서 그의 동화 운동가 내지 아동문학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집중적으로 조
명하고자 한다.
   아동문학 활동가로서의 면모는 심의린이 신소년62)에 글을 기고하고 아동 

62) 신소년은 1923년 10월, 어린이보다 7개월 뒤에 창간되어 1934년 5월까지 11년
간이나 발행된 장수한 소년잡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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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들과의 교류한 흔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탐색으로 시작된다. 신소년
의 가치 지향에 대하여 원종찬은 어린이와 함께 신소년이 좌우를 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절충적 경향’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았다.63) 
   그는 여러 인사 가운데 신명균(1889-1940)과 정열모(1895-1967), 심의린
(1894-1951), 이병기(1891-1968), 이호성(?) 등을 신소년의 사람들로 규정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섯 명 모두가 교육자이고, 맹주천을 뺀 나머지 5인이 
조선어학회 회원이고, 심의린과 이호성을 뺀 나머지 4인이 대종교 신자라는 점이
다.64) 심의린은 원종찬이 밝힌 것처럼 조선어 교육자이고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신소년의 추축이 된 다른 인물들과 달리 대종교 신자는 아니었
다. 한성고등학교 입학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심의린은 종교란에 ‘무교(無敎)’라고 
적었다. 이 기록을 부모님이 작성한 것인지 심의린이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그의 집안 내 종교는 ‘무교’인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 개인
이 대종교에 대한 믿음과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가 
대종교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 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심의린이 성경책을 자주 읽었다는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종종 작품 안에서 ‘하나님’, ‘하
느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우주의 섭리에 대한 범박한 통칭으로 
이해될 뿐 종교적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만일, 심의린이 대종교의 신자라는 것
이 밝혀진다면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심의린이 아동문학가로서 출발을 하게 된 계기는 신소년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신소년의 사람들로 평가받는 신명균, 이병기, 심의린, 정열
모, 맹주천, 이호성 가운데 정열모를 제외한 다섯 명이 한성사범학교(경성고등보
통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정열모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어문 연구를 하였고, 여기
에 신명균도 참여하였다. 결국, 신소년의 핵심 집필진은 한성사범 졸업생을 중
심으로 조선어 연구라는 공통점을 지닌 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이중 이호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었는데 1915년 4월 13
일 경성사범 졸업생 명단65)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명단에는 심의린
의 동생 심의봉도 보인다. 심의린이 1914년 졸업한 이후 1년 만이다. 심양택의 

63) 원종찬, ｢중도와 겸허로 이룬 좌우 합작｣, 창비어린이 45, 창비, 2014, 177-178
쪽.

64) 원종찬, 위의 곳. 
65) 관립학교졸업생-경성고등보통학교, 조선총독부 관보 제805호(大正), 19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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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에 따르면, 심의린의 동생 심의봉도 한성사범을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한 뒤 
교장으로 퇴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소년의 집필진이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교사라는 점 때문인지, 신소년
에는 입학시험 문제와 풀이가 매호 실렸고 광고도 입학시험과 관련된 서적이 주
류를 이루었다. 신소년 2권 7호(1924.7.)에 실린 ‘본지의 사명’에는 “우리 조선
소년들의 가장 성실한 벗이 되어 모든 지식과 덕성을 밝히고 조선문의 향상을 
힘쓰오”라고 되어 있다.『신소년』의 교육적 지향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심의린이 신소년에 글을 기고했다는 것은 신소년의 편찬 목적과 경향에 
대한 나름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소년의 주필들이 대체로 교사이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후배라는 점, 조선어 연구회의 회원이라는 점은 이들이 함께 활
동하는 데 충분한 공통점들이다. 모두 조선어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었
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신소년이 추구하는 가치 지향은 심
의린이 동의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소년 발간 의도를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다음은 신소년 창간사의 일부이다. 

장래 새 조선의 주인이 될 사람도 여러분 소년이요 이 조선을 마터서 다
스려 갈 사람도 여러분 소년이 올시다 우리 조선이 답고 향기로운 조선이 
되기도 여러분 少年에게 달렷고 빗나고 질거운 조선이 되기도 여러분 少年

에게 달렷스비다 여러분 少年은 우리 朝鮮의 목숨이요 人間의 빗치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여러분 少年을 사랑하며 존경(尊敬)할 아니라 엇더
케하면 여러분의 그 하고 참된 자연(自然)을 자연(自然) 그대로 자라시
게 거들어볼가 엇더케하면 여러분의 힘이 더욱 굿세어지고 생각이 더욱 새
로워지도록 도움이 잇서볼가 엇더케하면 여러분의 질거운 압길을 여시는대 
가장 착실한 시중이 되어볼가 하는 생각이 밤나즈로 말지 안습니다 이제 우
리는 생각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야 이 新少年을 여러분 드리나이다 
여러분 少年은 우리의 도움이 더욱 커지도록 우리의 정성이 더욱 도타워지
도록 이 新少年을 정다운 동무로 사귀어 주시며 사랑하야 주시옵소서 정
다이 사귀므로써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깁허지며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깁허지
므로써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오리다66) 

   신소년에서 이야기하는 소년은 조선의 생명이고 빛이다. 조선을 위해 소년
의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데 있다. 이를 위해 

66) 신소년, 1923.10. 창간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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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년은 소년의 시중(侍中) 드는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소년이 사유의 폭을 넓히면 ‘우리의 일’이 이루어진다
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일’이란 조선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소
년은 조선을 구해낼 소년들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신문의 신간 소개란에 소개된 신소년에서도 잡지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신소년(新少年)(월간소년잡지) 此誌(차지)는 少年少女(소년소녀)를 
위하야 취미(趣味)와 실익(實益)을 주고자 각소학교 선생의 집필로 된 것이
니 동요(童謠), 동화(童話), 사담(史譚), 전설(傳說), 소년(少年)과학(科

學), 소년(少年)신문(新聞) 등이 만재(滿載) (정가(定價) 일부(一部) 송료
(送料) 병(並) 十五錢(십오전) 경성 관훈동 一三 ○이문당(以文堂) 발행
(發行)67)

   신소년은 소년소녀를 위한 취미와 실익을 주고자 각 소학교 선생의 집필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의도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갓치 마음이 正直하고 精神이 聰明한 에는 그 生活에 適合한 思想
과 感情을 修養하야 常識을 豊富케하며 文章을 鑑賞하야 文藝의 趣味를 엇
게함이 무엇보다 必要합니다.

   심의린이 밝힌 서문을 토대로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편찬의도, 그리고 대
중들에게 바라는 기대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① 生活에 適合한 思想과 感情을 修養하야 常識을 豊富케
② 文章을 鑑賞하야 文藝의 趣味를 엇게함 

   먼저 편찬 의도는 ①과 ②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①은 상식을 ②는 취미
를 강조하고 있다. ①은 실제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기르게 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수양하여 궁극적으
로 얻고자 하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은 일반인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할 지
식이나 판단력을 의미한다. ‘상식’은 유동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기도 하면서 
‘공동의 감각’으로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각이다.
67) 신간소개, 동아일보. 19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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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에 아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감각’이란 무
엇이었을까. 이는 실제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실
익을 키우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문장을 경험하여 문예를 즐길 줄 아는 능력, 단순한 문장 
해독력이 아닌 문예 감상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
대 신소년이 지향하고 있는 아동의 실익과 취미 형성의 목표와 심의린의 조
선동화대집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이후 출판된 실연동화 서문에는 ‘취미’란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한다.  
  

③ 노실 에, 무엇들을 第一趣味잇게 하시고
④ 그 話方의 未熟한 點이 잇기 문에 듯는 사람으로 하야곰 그다지 趣味

잇게 하야 주지 못할 이 
⑤ 有用하고 趣味잇는 재료를 어더들일가하고 생각하다가
⑥ 恒常變化와 趣味를 일치안토록

   먼저 심의린은 아동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취미 있게 하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고담(古談)이나 동화를 이야기할 때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야기
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길 때, ‘화방(話方)’ 즉 말하기 방법이 숙달되지 않아 청
중의 취미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말하기에 유용한 취미 
있는 재료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실연동화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서 구연자가 청중을 대하는 태도를 익히고, 청중이 취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화방’을 실연하는 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점이다. 실연동화는 취미를 위
한 말하기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구연자가 자신의 말하기 
방법이 청중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다. 
   신소년이 얻고자 하는 ‘실익’과 ‘취미’는 심의린 동화집의 편찬의도와 일치
한다. 또한 신소년의 집필자가 각 학교 소학교 선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의린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 심의린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집필진은 아
니었지만 다른 잡지에 비해 직접적인 참여도가 높았고, 당대 신소년에서 이루
고자 하는 소년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여하자는 목표는 조선동화대집에 투영되
었다.  
   심의린은 신소년에 두 편의 동요를 실었다. 아동 문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동요를 시작으로 활동을 전개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심의린 역시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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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동요를 발표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一. 눈보라야 눈보라야. 
    갓득이나 치운 에
      모진 바람 함 석거
        이리 불고 저리 부나

二. 눈보라야 눈보라야.

    놉픈 山과 나진 덜에 
      윙윙왱왱 소리질너
        氣勢大端 무섭구나

三. 눈보라야 눈보라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날짐생과 길짐생이
      容納할 길 專혀 업다
四. 눈보라야 눈보라야
    나뭇가지 춤을 추어
     붓채질과 방불하니
      모야들기 長技로다

五. 눈보라야 눈보라야 
    깁흔 밤 中 다른 窓에
     별안간에 세언지면
      困한 잠이 놀나다

六. 눈보라야 눈보라야
    아침바람 通學生은
      前後左右 언치어
       눈사람과 한 가지다

七. 눈보라야 눈보라야 
    네 아무리 猛烈하되
     浮桑太陽 中天하면
      눈물지고 사라진다68) 

68) 심의린, ｢눈보라의 노래｣, 신소년, 1권 3호,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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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작품은 ｢눈보라의 노래｣로 1923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신소년이 창간
된 이후 3번째 호에 수록되었다. 시는 1연에서 5연까지는 눈보라로 인한 자연현
상을 읊고 있다. 1연에서는 추운 날씨에 바람에 날려 눈이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설상가상의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눈보라로 온천하가 막히
고 사람과 짐승이 갈 방향을 잃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었다. 하지만 눈보라가 
아무리 맹렬해도 태양이 뜨면 사라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눈보라와 같은 
일제의 매서운 탄압도 태양이 나타나면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소년이다. 소년이 새로운 사상으로 조선을 위해 제 역할을 
담당할 때, 눈보라와 같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노래한다. 
   심의린은 연속해서 ｢새해노래｣를 발표했다. 

一. 새해로다 새해로다
    무정하다 세월이야
      흘러가는 물과 가치 
       르기도 르도다
    癸亥年이 휙다가고
     석달금음 當到하야
      子正치고 過歲하니
        甲子年의 새해로다

二. 새해로다 새해로다
    홰장우에 黃鷄 수탉
      두 날개를 둥당치고
        른 목을 길게늘여
    이요 우는 소리 
      甲子年을 반기는 듯
       질거워서 부르지니
        깃브도다 새해로다 

三. 새해로다 새해로다
    새해일을 하야보자
     하게 소세하고  
      새 衣服을 쳐입고
    祠堂房에 들어가서
     국차례 지낸 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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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家親戚 모이어서

四. 새해로다 새해로다
    온갖 것이 새로워서
      보는 것과 듯는 것이
       해와 가치 새롭도다
     우리 少年 여러분은 
       새 知識을 工夫하되
         熱心으로 誠心으로
          日就月將 하야보세.69) 

  
   위 동요는 새해를 맞이하여 소년들을 독려하기 위한 권유가처럼 보인다. ‘새
해’가 밝으면 온갖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 시간의 무상함에 슬퍼하다가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것에 착안하여 소년이 새 지식을 공부하여 
일취월장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심의린은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변
화와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다. 눈보라를 몰아내는 태양, 시간의 덧없음 가운데 
또 다시 밝아오는 새해의 아침은 희망적이다. 자연의 순리에 사회적인 현상을 입
혀서 소년이 갖추어야 할 새 시대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다. 소년은 
지식으로 일취월장하여 눈보라 치는 조선의 현실을 따사로운 태양이 비추는 곳
으로 만들어야 한다. 심의린이 발행 초기 신소년에 동요를 기고하여 신소년
의 가치 지향에 동참하고 소년에게 새 시대의 새로운 사고를 품을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이는 그의 동화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심의린은 두 편의 동요를 발표한 이후, 1924년 3월 전설 ｢완고양반｣을 신소
년에 발표했다. 글에만 몰두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운 완고한 인물을 통해서 신
문물의 수용과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완고’는 근대 지식 습득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간주되었고 신소년
이 지향하는 ‘취미’와 ‘실익’을 위해서 완고한 인물형은 타파의 대상이었다. 
   1924년 8월에는 동화 ｢유복자의 효성｣을 발표했다. ｢유복자의 효성｣은 유복
자가 우연히 돌부처를 얻어서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처럼 대했는데 이를 본 친구
가 돌부처를 하찮게 여기고 돌부처에 상해를 가하자 유복자가 친구를 살해한 이
야기이다. 유복자는 부모처럼 돌부처를 대했기 때문에 친구의 행위는 자신의 부
모를 해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리적 가치를 중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69) 심의린, ｢새해노래｣, 신소년, 2권 1호, 1924.



- 45 -

   이 두 작품은 모두 조선동화대집에 수록 되었다. 전설 ｢완고양반｣은 신소
년에서 충청남도 연산군의 선비라고 이장천을 소개하고 있다. 전설이라고 작품
의 장르를 제한하여 지역 명을 서두에 제시하였다. 3월에 전설 ｢완고양반｣을 발
표하고 나서 4개월 후에 ｢유복자의 효성｣을 발표할 때는 전설이 아닌 ‘동화’로 
명명하였다. 그는 전설 ｢완고양반｣을 조선동화대집에 수록할 때, 전설과 동화
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조선동화대집에 수록할 때는  ‘충청남도 연산군’이라는 
지역 이름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지역 이름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전설
과 동화를 구별하는 경계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1924년 8월 이후 신소년에서 심의린의 작품을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24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동화집을 발간하였다. 
심의린은 1926년 10월 27일 조선동화대집을 출판하였다. 심의린은 신소년
을 통하여 비정기적으로 동요와 동화를 발표하던 중,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이 발간되는 것을 보면서 ‘조선동화’를 수집 편찬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66편의 동화를 모으면서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은 참고자료이면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조선동화대집은 조선동화집
의 내용을 23편 수용하였다. 23편의 수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린 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동요와 동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편찬으로 자극을 받아 조선동화
대집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아동 문학가들이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시기적으로 단행본으로 묶어서 나온 것은 심의린이 제일 앞섰
다.  
   비정기적으로 동화를 신소년에 기고하던 심의린은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을 조선동화대집을 통해서 선보였다. 이러한 심의린의 의도는 2년 뒤 
1928년 5월 1일 실연동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조선어 ‘화방 
연습’을 위한 말하기 교재로 실제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실
전 말하기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제1집을 제공하였다. 1920년대는 
동화회가 번성하던 시기였지만 동화회에 필요한 구연 재료나 방법에 대한 논의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심의린의 실연동화는 엄선된 
재료의 선별과 함께 어떻게 실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심
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실제 연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조선동화대집이 교육적 담화재료의 성격이 지배적이었다면, 실연동화는 
이러한 재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연하여 보여줄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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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심의린은 조선어와 동화를 통해서 당대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이
야기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해서 어린이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서들을 이야기
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었다. 
   심의린은 두 차례에 걸친 동화집 편찬에 이어 1936년 교육용 보통학교 조선
어독본레코드 취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교육용 레코드로서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로는 희귀한 자료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발음 
학습에 대한 의도로 제작된 레코드에서 ｢바른 독법 틀린 독법｣이라는 주제로 어
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또한 1930년에 발간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교과서를 녹음한 소리들을 따라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하고 올바르
게 책을 읽고 이를 통해서 숙련된 말하기의 방법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심의린은 레코드에 이어 당대 새롭게 등장한 라디오 대중 매체를 활용한 라
디오 동화에도 참여하였다. 총 25회에 걸친 라디오 동화는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심
의린이 라디오 동화에까지 진출하여 스스로 실연을 보여준 것은 조선어와 동화
에 대한 그의 기획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지금까지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자로서 면모가 부각되었지만 동화 운동가로서
의 면모는 조선동화대집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 있었다. 이에 대해 그가 
일관되게 아동문학과 동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큰 노력을 진행한 동화 운동가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신소년에 참여하면서 동요와 동화를 발표하였다. 
잡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하던 동화에 대한 큰 포부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암울한 조선어의 현실과 조우하면서 1926년 조선동화대집으로 성과
를 내게 되었다. 이후 1928년 실연동화를 편찬하여 실제 학생들이 실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라디오 어린이 시간 동화에 출현하여 직접 자신이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의린이 의도한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린의 활동과 성과는 그간 제대로 조
명 받지 못했다. 이제 심의린이 당대 조선어와 동화의 결합을 통해 무엇을 의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활동단계 별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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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 과정

3.1. 조선어교육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편찬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조선동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존하는 자료의 계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 발굴에 집중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연구 역시 ‘삼
대전래동화집(三代傳來童話集)’의 하나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각 
동화집에 대한 개별적 논의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권혁래는 조선동화집 도처에 나오는 ‘유순하고 친절한 어린이상’에 대해 
“친절하고 유순한 태도는 ‘자기희생’을 넘어서 세상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대응 
없이 ‘자기학대’에 가까운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계와 인간성에 대한 동화
의 인식 태도가 자학적이며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70)
이라고 하였다. 조선동화집에 나타나는 계몽적 태도는 바로 제국주의적 세계관
을 확산시키고,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71)
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조선동화집과 대비되는 조선동화대집』에는『조선동
화집』의 모범적 인간상과는 달리, 재치와 꾀를 강조하는 ‘악동’의 인간상이 주로 
그려진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는 조선동화집과 조선
동화대집에 그려진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동화대집에 등장하는 발랄하고 건강한 인물상, 현실에 대한 문제, 해학적
인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위해 앞서 출판된 동화집과의 비교는 당연한 결과인 셈
이다. 조선동화대집의 고유성은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동화집과의 비교들 
속에서 자료의 의의가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나온 동화집과의 차
별성을 문제 삼고,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배경과 내용 구성, 책의 의도와 특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천착해 보고자 한다. 

70) 권혁래, ｢ 조선동화집의 인물형상과 이데올로기｣, 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37쪽. 

71) 권혁래, 위의 책, 138-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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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배경
그러면 少年時代에 訓話童話가 如何한 힘이 잇스며 如何한 影響을 밋침

은 뭇지 아니 하야도 알 것입니다72)

   심의린은 소년시절에 ‘훈화동화’가 지닌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자명하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올케 녁엿든 훈
화나 동화갓흔 것은 지금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어 잇고, 마음에 먹음어 잇
습니다’73)라는 표현을 통해 어린 시절에 들은 좋은 이야기는 평생을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심의린은 어린이들이 마음의 나침판으
로 삼고 간직하면서 되새길 수 있는 이야기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다. 
심의린의 이런 고민은 다음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야, 상식을 풍부케 하며, 문장을 감
상하야, 문예의 취미를 엇게 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74)

   심의린은 실제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기를 수 있는 즉 상식적인 수준
의 이야기를 선호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동화를 통해서 일상적 삶의 상식을 얻는다는 것은 동화
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동화가 한낱 허무
맹랑한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의린이 동화에서 상식, 문장, 문예미를 염두에 둔 것은 자신의 교육 환경과
도 무관하지 않다. 심의린은 1914년 재동보통학교에 이어 1919년 경성여자고등
학교75)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25년부터 줄곧 경성사범학교76)에 머물렀다. 경
성여자고등학교에서 1919년에 임시 여자교원양성소를 부설하여 심의린은 여자 
교원 양성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의린은 당시 교원 양성에 

72) 심의린, ｢서문｣, 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1쪽.
73) 심의린, 위의 곳. 
74) 심의린, 위의 곳.
75) 1914년 사범과를 설치하고, 1919년에는 임시 여자교원양성소를 부설하였다. 1938년 

4월 경기고등여학교로 개칭하였다. 
76) 1921년 4월에 창립한 경성사범학교는 194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을지로(당시 황금정)에 있었으며, 일본인 중심에 이보다 적은 수의 조선인이 입학한 
관립사범학교이다. 1934년 당시 보통과(5년), 남자연습과(2년), 여자연습과, 강습과(6
개월)에 모두 21학급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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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재의 부족에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사범 학교령｣이 반포되어, 한성사범학교는 3년 과정의 본과 외에 1년제 
예과, 속성과, 강습과 등을 두었다. 경성여자고등학교에 부설된 임시 여자 교원 
양성소가 1919년에 설치된 것을 보면, 여성 교원 양성이 남성 교원 양성에 비해 
13년이나 늦게 이루어졌다. 당시 여자 교원들은 남성 교원과 달리 재봉, 가사와 
같은 수업이 많았다77)고 한다. 뒤늦게 시작된 여자 교원 양성과 수업에서 가사
와 관련된 과목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경성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심의린도 여자 교원 양성에 필요한 교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일본어만을 강요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조선어보다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는 쪽이 더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학
교 교육에서 조선어보다 일본어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조선어, 일본어의 주당 수업시수78)

   
   1차 교육령에 비해 3차 교육령이 되면, 조선어 시간이 2시간 줄어들고 제7차 
교육령인 1938년에 오면 조선어 수업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
수록 일본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조선어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가 모두 
일본어로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조선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부자
77) 여성 교원이 많이 동원된 것은 부인교화사업과 일본어 보급 사업이었다. 여성 교원들

은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부녀를 모아 야학회를 개최하고 일본어, 산술, 조선어 및 
가사, 재봉 등의 초보적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인화, 처녀회 등의 모임도 개최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교원 양성 이후 재교육을 통하여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일본어였다. 강
사는 주로 경성보통학교 교유가 담당했는데 모두 일본인이어서 통역이 필요했다고 한
다. (이희재, ｢우리나라 해방 전 여교원 정책에 관한 사적 고찰｣, 이화여대 교육학과 
석사, 1972, 63-64쪽.)

78) 김순전외 7인 역,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서 제1기, 제이앤씨, 2007, 40쪽 참고 
재구성. 

1차 교육령1911 3차 교육령 1922 7차 교육령 1938
조선어급한문 일어 조선어 일어 조선어 일어

1학년 6 10 4 10 4 10
2학년 6 10 4 12 3 12
3학년 5 10 3 12 3 12
4학년 5 10 3 12 2 12
5학년 3 9 2 9
6학년 3 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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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오학년생이 조선어로는 밧침도 변변히 모르나 일어로는 편지도 쓰고 
담화도 곳 잘 한다 단군이약이는 몰나도 일본의 전설인 무슨 신의 일은 잘 
안다 엇지 놀나지 안을 배리요 羽衣對話唱歌의 의미는 미상이엿스나 어린 
여학생의 노래는 아조 감상적이엿다한다 나에게 한하엿는지는 모르되 천사
로 가장한 피녀의 음성은 슯흔 곡조를 울고 십헛다79)

   4학년 5학년이 되어서도 조선어를 제대로 쓸 수 없으면서 일본어로 담화가 
가능한 것은 일본어 교육 시수가 조선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학교 현실에서 심의린은 조선어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
한 가치로 삼게 되었다. 특히나, 경성여자고등학교에 임시 교원 양성소가 설치되
면서 보통학교에 조선어교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
다. 줄어든 조선어 수업과 조선어를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조선어를 가르칠 재
목을 기른다는 것은 난관이었다. 그 결과 심의린은 경성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
이었지만 보통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피폐한  조선어교육
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과 조선동화대집이다. 

아마 基礎敎育되는 普通學校時代부터 確實한 말과 確實한 글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學校에서 배호는 時間은 얼마 아니되고, 家庭
에서 指導하야 주시는 어른도 만치 못하니 不可不 自習의 힘이나 바랄 수밧
게 업는대 아직지는 必要한 辭典갓흔 것이 업슴으로, 恒常 遺憾으로 生覺
하얏습니다.

그리하여 拙者가 늘 普通學校에 適當한 辭典을 만들어 볼가하얏스나, 學
力의 不及함과 時間의 餘裕가 업서서, 敢히 着手하지 못하다가, 今番에 적
은 틈을 利用하야 短時間에 所謂 編纂이라는 名色을 하얏습니다.80) 

   1925년에 출판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학교 교육령에 따라 조선어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줄 어른이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문맹률
은 1910년 95%에서 1930년에 70%로 떨어졌지만81) 여전히 문자를 알지 못하

79) 보교 학예회를 보고, 해주 병진생, 동아일보 1924.3.11. 
80)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앞의 책, 2005, 39쪽. 
81) 1930년에 시행한 국세조사에서 문맹자(文盲者) 즉 조선문(朝鮮文)과 가나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2%에 달한다. (박정우, ｢일제하 언어민족주의 : 식민
지 시기 문맹퇴치-한글보급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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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학생들이 열악한 학습 환경에서 
‘자습’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스스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사전
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에 몰두하게 되었다.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6,106개의 표제어가 실린 소사전이다. 이 사전에
서는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서 사용된 어휘를 바탕으로 표제어를 선정했고, 여
기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췌한 어휘를 일부 보충하였다. 교과서에서 선정한 표
제어의 경우 그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교과서의 권수와 과를 제시했는데, 2권 3
과에 처음 나온 표제어의 경우 ‘一,二, 三’과 같이 표시했다. 조선어 독본을 학습
하기 위해 만든 사전임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사전을 편찬했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은 보통학교 학생들이 조선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의 부족,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부족을 사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셈이다. 이는 보통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교재이다. 이 사전
은 당시의 조선어 학습 환경에서 자학자습하는 사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
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심의린은 당시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학습에 필요한 
교재들을 집필하는 데 노력하였다. 뒤이어 나온 조선동화대집역시 교육적 목적
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을 부속국문체로 표기하였다. 그 즈음 신문과 잡지, 
단행본에서는 순조선문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심의린은 시대적
인 흐름과 맞지 않는 표기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것은 바로 학교 교육과 연결된
다. 당시 교과서나 독본류들이 한자에 음을 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자습을 할 수 있는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발간 이후에 교육적 담화재
료인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가져왔
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친숙하다
는 장점이 있다. 교과서가 조선 아동의 취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교과서와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출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부속국문체는 노동독본이나 야학독본에 활용되면서 한글 교육에 중요한 수
단이 되었다.
   심의린은『보통학교 조선어사전』에 뒤이어『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여 조
선어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동화대집』은 학생들을 위한 담화재료집으로서 당시 조선어 교과서가 담

문, 200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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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지 못한 조선 아동의 취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선 아동에게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보통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 교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냈다. 

 조선동화대집의 내용 구성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 출판에서 학생들을 배려한 것은 문체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심의린은 훈화와 동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
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상식, 문장, 문예미를 얻게 하고자 하였다. 이야기 목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동화대집의 목차

1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 34 산양의 소원
2 멸치의 꿈 35 갓흔 재조
3 청보자 36 태젼군의 
4 독갑이돈 37 김득선의 후회
5 호랑이를 잡은 도적 38 콩쥐팟쥐
6 당나귀알 39 옹긔장사
7 바보사위 40 완고량반
8 개구리 신선 41 달
9 금방망이 은방망이 42 두 개의 구슬
10 이오성 43 혹 달닌 로옹
11 효자의 도움 44 문자 잘 쓰는 남자
12 네모진 보석 45 오리 먹고 알 먹어
13 외쪽의 꾀 46 토끼의 지혜
14 착한 아우 47 말하는 남생이
15 부자 되는 법 48 삼인의 학동
16 곰과 산도야지 49 염소의 환갑잔치
17 오작교 50 두 형의 회개
18 별주부 51  잇는 여호
19 두건 쓴 고양이 52 보의 실언
20 유복자의 효성 53 풀은 구슬과 붉은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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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게 표시한 것들은 조선동화집과 중복되지 않고 심의린이 새롭게 편성한 
이야기로 42편에 이른다. 이를 기존의 형식적인 설화 분류안으로 작품을 나누면, 
심의린이 기획한 ‘상식, 문장, 문예미’라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이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심의린이 강조한 주
제의식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어, 삼
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15편)

꾀쟁이: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9편)

절대적 가치 
효: 유복자의 효성, 효자의 도움, 턴도 어든 효자(3편)
형제애: 착한 아우, 콩쥐팟쥐 (2편)  

은혜: 다람쥐의 보은, 두건 쓴 고양이, 술 나오는 구슬(3편)
욕심: 산양의 소원, 오작교(2편) 

신의: 개구리 신선(1편) 

21 장승해몽 54 자리다툼
22 소년군수 55 텬도 어든 효자
23 악독한 범 56 개와 범
24 다람쥐의 보은 57 보의 성공
25 원숭이의 재판 58 군수와 소아
26 바보 모집 59 거즛말 잘 하는 아해
27 돌둑겁이 60 텬치 신랑
28 오성의 독갑이 제어 61 쌍의 보은
29 반 사람 62 술 나오는 구슬
30 놀부와 흥부 63 여호의 변화
31 로부를 내다버린 자 64 세도 재상의 활냥
32 토목공이와 릉고비 65 완고학자님
33 호랑이 모집 66 둑겁이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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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가치 
헛된 꿈: 멸치의 , 청보자, 독갑이돈, 옹기장사(4편) 

경제적인 문제: 이오성, 토목공이와 릉고비, 부자 되는 법(3편) 
모험과 문제해결: 보의 성공, 갓흔 재조(3편) 

 

   이는 조선동화대집 총 66편 가운데 조선동화집과 중복되지 않는 42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를 행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바보 이야기가 15편, 꾀쟁이 
이야기가 9편으로 바보와 꾀쟁이 이야기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조선동화집에 
많이 수록되었던 절대적 가치인 효, 형제애, 은혜, 욕심에 대한 서사들이 몇 편씩 
추가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현실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동화집에는 앞
서 권혁래가 지적한 것처럼 ‘유순하고 친절한 어린이상’으로 스스로의 현실 대응 
능력이 없는 수동적인 어린이상이 지배적이라면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인 어린이를 대거 등장시
킨 것이 특징이다.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이야기를 편찬한 조선
동화집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적
으로 제목을 붙이는 방식에서도 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 제목 비교

조선동화집 조선동화대집
1 물 속 구슬 42 두 개의 구슬 
2 원숭이의 재판 25 원숭이 재판
3 혹 떼이기, 혹 받기 43 혹 달닌 노옹
4 술이 싫은 토끼, 거북이, 두꺼비 54 자리다툼
5 한 겨울의 산딸기 58 군수와 소아 
6 검은 옥과 노란 옥 53 풀은 구슬과 붉은 구슬
7 교활한 토끼 56 개와 범
8 말하는 거북이 47 말하는 남생이
9 선녀의 옷 55 천도 얻은 효자 

37 김득선의 후회
10 바보 점쟁이 27 돌둑겁이
11 심부름꾼 거북이 18 별주부
12 은혜 갚은 두꺼비 66 둑겁이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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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이 이야기의 제목 붙이는 방식은 서사의 주인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조선동화집의 이야기 제목에 부정적 표현이 많이 
담겨 있는 것과 비교된다. ｢교활한 토끼｣, ｢바보 점쟁이｣, ｢겁쟁이 호랑이｣ 등이 
그렇다. 옛이야기 ‘호랑이와 토끼의 대결’에서 토끼의 지혜가 돋보였지만 조선동
화집에서는 이를 ‘교활한 토끼’로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를 죽인 토끼의 방식을 
‘교활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권혁래는 “｢교활한 토끼｣나 ｢어머니를 버린 남자｣의 캐릭터를 변형시키는 데 
총독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민담에서 일반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발랄하고 꾀 많은 토끼’, 그리고 ‘효성스러운 자식’의 상은 지극히 
전통적이며 조선적인 캐릭터인데 그러한 캐릭터를 흐릿하게 하고 낯설고 부정적 
형상으로 변형하는 것은 1920년대에 들어 문화정책을 펴고 있던 총독부의 담당
자로서는 충분히 흥미를 느낄 만한 일로 민담의 이야기를 동화라는 근대문학 장
르로 옮기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이요 문화적 효과”82)로 보았
다. 하지만, ｢교활한 토끼｣83)에 등장하는 토끼 역시 조선에서 구전 전승되는 이
82) 권혁래, ｢조선동화집의 성격과 의의｣, 조선동화집(1924)연구, 보고사, 2013, 

169-170쪽. 
83)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교활한 토끼｣의 서사구조를 잠시 소개한

다. 
ⓐ 호랑이가 항아리가 필요해서 두부 일곱 덩이와 바꾸려고 시장으로 간다.
ⓑ 이 때, 토끼가 나타나서 호랑이의 두부를 먹고 싶다면서 한 덩이 얻어먹는다.
ⓒ 토끼는 꾀로 호랑이의 두부 여섯 덩이를 얻어먹었다.
ⓓ 호랑이는 화 내지 않고, 나머지 한 덩이를 가지고 가서 항아리와 바꿔왔다.

13 이야기 좋아하는 장님 (없음)
14 종을 친 까치 61 쌍꿩의 보은
15 세 개의 구슬 12 네모진 보석
16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1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 
17 어머니를 버린 남자 31 로부를 내다버린 자
18 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 49 염소의 환갑연회
19 금방망이 은방망이 9 금방망이 은방망이
20 불쌍한 아이 (없음)
21 겁쟁이 호랑이 5 호랑이를 잡은 도적
22 세 개의 보물 50 두 형의 회개
23 큰 게를 물리침 16 곰과 산도야지
24 천벌 받은 호랑이 23 악독한 범 
25 놀부와 흥부 30 놀부와 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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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서사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목에서 조선
에 전승되고 있는 ‘꾀 많고 지혜로운’ 토끼가 아닌 토끼의 행위를 ‘교활하다’라고 
명명한 것이 더 문제적이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조선동화집』은 옛이야기를 
수용하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호명하는 방식에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켰다. 결국, 
같은 이야기에 이름 붙이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개는 그 동안에 니 집으로 돌아와서, 主人주인 을 보고 리를 치며 衣服의복 을 
물어 엇습니다. 主人주인 이 異常이상 이 녁여서 아가 보앗드니 이러함으로 銃총 을 
갓다가 노하서 힘 안 들이고 큰 범을 잡앗습니다. 개도 여러 해를 묵으면 
이와 갓흔 智慧지혜 가 생긱는 것입니다.84) 

   심의린은 호랑이와의 대결에서 토끼의 지혜가 돋보이는 작품을 ｢개와 범｣으
로 바꾸었다. 토끼가 호랑이를 잡는 양상은 인간으로 대신했다. 다른 작품에서 
이미 토끼의 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이미『조선동화집』에서 교활하다고 
표현된 작품에 토끼의 이미지를 덧입히기보다는 인간과 가까운 개를 등장시키고 
호랑이를 잡는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총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
다. 『조선동화대집』에서 토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애고, 호랑이와의 
대결을 지혜롭게 처리한 개의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재구성 방식은 심의
린이 기존의 서사를 보는 방식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 호랑이가 가지고 온 항아리를 토끼가 장난치다 깨뜨린다.
ⓕ 화가 난 호랑이가 도망간 토끼를 쫓아간다.
ⓖ 쫓기던 토끼는 강가에 꼬리를 담그고 고기를 낚고 있는 중이라고 호랑이에게 말한

다.
ⓗ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속아 꼬리가 물속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한다.
ⓘ 이 때, 토끼가 나타나서 호랑이를 태워 죽인다.
ⓙ 토끼가 여관에서 식칼을 빌려서 호랑이를 먹어 치운다.
ⓚ 토끼는 식칼을 빌려준 주인에게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먹으라고 하자, 화가 난 주

인이  식칼을 던진다.
ⓛ 여관 주인의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는 바로 그물에 걸린다.
ⓜ 토끼는 지나가는 파리 떼에게 자신의 얼굴에 알을 낳아달라고 한다.
ⓝ 사냥꾼이 토끼를 보고 오래 된 것이라고 그냥 두고 간 사이에 그물을 뚫고 탈출한

다.
ⓞ 토끼가 매에게 사로잡혀 공중에 떠 있게 된다.
ⓟ 토끼가 매에게 옥황상제에게 가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옥황상제를 벌을 받을 것이라

고 속인다. 
ⓠ 매가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을까 놀라서 토끼를 놓는 순간, 토끼는 죽게 된다. 

84) 심의린,「개와 범」,『조선동화대집』,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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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미영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은혜 몰으는 호랑이｣가 맨 앞에 등장한 것은 
조선동화집에서 왜곡된 토끼에 대한 인상을 바로 잡고,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를 비판하려고 했다”85)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동화집에 등장하는 토끼가 
우리의 정서와 다소 이질적이고 교활하고 간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1920
년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총독부에서 조선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86)로 
파악하였다. 
   조선동화집에 ｢교활한 토끼｣로 수록된 이야기를 조선총독부의 왜곡으로 보
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옛이야기가 맞다. 옛이야기에서는 강자인 호랑이
를 물리치는 토끼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 보통 ｢토끼의 꾀｣로 
불린다. 조선동화집에서 조선인들의 지혜와 꾀가 담긴 ‘토끼 이야기’를 ‘교활한 
이야기’로 전락시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제목
에서 자주 드러난다. 
   제목 상의 문제는 ｢바보 점쟁이｣, ｢겁쟁이 호랑이｣, ｢천벌 받은 호랑이｣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1920년대에 출판된 다른 동화집들의 제목을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920년대 동화(설화)집에 나타난 제목의 변화 양상 

85) 김미영, ｢심의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 한민족어문학 58, 
2011, 91-92쪽.

86) 김미영, 위의 논문, 91쪽. (김미영은 ｢교활한 토끼｣의 이야기를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토끼 이야기로, 토끼로 비유되는 조선을 폄하하여 조선의 문화를 장악하고자 한 
의도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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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에 나온 동화집과 설화집의 제목 변이를 보면, 조선총독부 조선동
화집의 제목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토끼는 교활하고,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는 바보이고, 호
랑이는 겁쟁이인 측면도 있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이후에 조선동화에서 이들은 객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조선총독부의『조
선동화집』은 동시대의 다른 동화집과 달리 제목 상에서 주인공 앞에 부정적인 
성향의 수식어를 주입하고 있다. 반면에 심의린, 정인섭, 손진태, 박영만은 조선
의 옛이야기에 살아있는 호랑이의 다양한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호랑이를 
대하는 조선 민족의 태도와도 관련이 깊다. 최원오는 “호랑이를 영웅, 효자, 열녀 
등을 알아보는 영물, 은혜를 갚은 줄 아는 의리 있는 동물임을 표상하는 문화적 
이미지와 포악, 배은망덕, 어리석음을 표상하는 문화적 이미지를 하나의 대상에 
투사된 ‘모순적 복합성’으로 인식87)하였다. 이는 조선동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양가적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조선동화집』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동화에 활용하였다.  
   반면에,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는 조선동화집에서 ‘바보 점쟁이’라고 표
현한 주인공을 ‘점의 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는 
객관적으로 ‘점보는 바위’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심의린이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 ‘돌둑겁이’라고 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유독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만 제목 상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의 성격에 부정적 인식을 담아내
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서사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유순이나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제목을 변이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심의린은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특징 
   그렇다면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면서 이야기를 선택한 기준은 무

87) 최원오,「한국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호랑이설화’를 예로 들어」,
『국학연구』16, 2010, 593-5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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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일까. 그 해답은 서문에 나와 있다.  

拙者가 少年時代에 어더들은 바와 읽어본 바 中에서 本來부터 우리 朝鮮
에 流行되는 童話로 適當할 한 材料 몃 가지를 取擇하야 모아서 少年諸郡

에게 參考에 供코저 此書를 編纂하얏습니다. 

   심의린이 어린 시절부터 듣고 읽어온 것 중에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는 동화
를 취사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원기는 조선동화대집에서 ｢개구리 신선｣, ｢
산양꾼의 소원｣, ｢같은 재조｣를 그림동화집의 번안동화로 규정한 바 있다.88) 
그림 동화의 ｢개구리 왕자｣, ｢어부와 그의 아내｣, ｢재주가 좋은 네 형제｣와 비교
해 볼 때, 제목상의 변화만 보더라도 심의린이 그림동화집의 서사를 수용하여 
조선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동화의 작품이 심의린의 동화집에서는 표면적으로 제목의 변화와 함께 
직업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동화에서 마법사의 저주로 개구리가 된 주인공 
왕자는 심의린의 경우에는 천상의 존재인 신선이 되었다. 그림동화가 지상에서 
같은 부류의 신분을 유지하는 반면에 심의린이 천상과 지상이라는 극복할 수 없
는 존재를 설정한 것은 왜일까. 신의를 저버린 귀족의 딸(혹은 공주)이 혐오스러
운 개구리를 던져 우연히 마법에서 풀려 왕자로 돌아온 뒤 남녀가 결합하는 서
사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 신의를 버린 귀족 딸과는 결연할 수 없
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선은 천상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신의’를 강
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인과적 결과를 보
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개구리 신선」은 원작에서 보여준 남녀 결합보
다 ‘신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 서사전개에서 주인공의 삶을 천
상과 지상으로 분리하고, 신의를 어기고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욕심의 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산양군의 소
원｣이 있다. 함정에 빠진 사슴을 구해준 사냥꾼이 부인의 부탁으로 사슴에게 소
원을 말한다. 그림동화의 단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88) 신원기, 앞의 논문,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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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동화와 조선동화대집에서 나타난 아내의 요구사항

   그림동화에 등장하는 어부의 아내는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한다. 
처음에는 좋은 집 하나에 만족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하나씩 소원이 이루어지
자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된다. 그 소원을 말한 순간, 
그들 부부는 처음처럼 어려운 살림살이로 돌아가게 되었다. 심의린의 산양꾼의 
아내는 좋은 집에 세간을 요구하여 청이 들어지자, 하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순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신원기는 ｢사냥꾼의 소원｣은 그림동화
집의「어부와 그의 아내｣이야기의 번안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하여 
‘초월적 욕망에 대한 경계’를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로 바꾸어 하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89)으로 보았다. 
   심의린은 그림동화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요구를 세 차례로 줄여 버렸다. 집
이나 세간은 그림동화에서 집이라는 1차적 요구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그림동화
에서는 집을 주었을 때, 이미 좋은 세간까지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을 달라
고 했을 때, 성 안에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원기가 말한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에 집, 세간, 하인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세속적 욕
망에서 물질적인 보상은 가능하지만 인간 스스로 노동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인을 달라는 요구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
른 사람을 통해서 노동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림동화에서는 교황에 가
는 것까지 허용되었고, 신이 되게 해 달라는 요구에서 멈추었지만 심의린은 노동
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그만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심의
린은 이렇게 말했다. 

사슴은 如前여전 히 네 그러케 하지오함으로 산양군은 곳 집으로 여왓습
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 조흔 집과 세간은 다 어대로 가고, 맨 
처음과 갓흔 쓰러져가는 草家초가 집에 마누라가 홀로 안저서 울고 잇섯습니다. 

只今지금 와서 慾心욕심 이 過과 한 것을 後悔후회 한들 무슨 效力효력 이 잇겟습닛가.90)

89) 신원기, 위의 논문, 257쪽. 
90) 심의린, ｢산양의 소원｣,『조선동화대집』, 169쪽. 

작품명 아내의 요구사항
그림동화의 ｢어부와 그의 아내｣ 집, 성, 왕, 황제, 교황, 신
조선동화대집의 ｢산양의 소원｣ 집, 세간,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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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과 세간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 원래 살던 초가집에서 울고 있는 마누라
로 이야기의 끝을 맺으면서 “지금 와서 욕심이 과한 것을 후회한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우리 이야기에서 과도한 욕망을 그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잘 알고 있는 ｢놀부흥부｣의 이야기이다. 

但只단지  한 통이 남앗는대, 그래도 이 眉連미련 하고 慾心욕심 만은 㐐夫놀부 는 生覺생각 하되 
이 통에는  金銀금은 寶貝보패 가 만히 들엇겟지하고 期於기어 코 마자 타서 보앗습니
다. 이번에는 强盜강도 가 쏘다져 나오며 一齊일제 히 몽둥이를 들고 㐐夫놀부 를 두들기
며 金銀금은 寶貝보패 를 내노라 함으로 매에 못 니겨서 逃亡도망 하야 왓드니, 이 놈들이 
불을 노코 가서 㐐夫놀부 는 집도 업게 되엿습니다.91) 

   ｢놀부흥부｣에서 놀부는 박을 탈 때마다 봉변을 맞는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박 앞에서 ‘이 통 속에 꼭 금은보화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박까지 타 보고 난 뒤에 도둑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현
실을 인정하게 된다.
   ｢산양꾼의 소원｣과 ｢놀부흥부｣는 모두 인간의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욕심의 차원에 차이가 있다. ｢놀부흥부｣에서 
놀부는 이미 부자이다. 이미 부자인 상태에서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보
고 자신도 그렇게 해 보려한다. 흥부는 박을 타면 탈수록 좋은 것이 나왔지만, 
놀부는 반대로 박을 타면 탈수록 안 좋은 것이 나왔다. 놀부는 이미 안 좋은 것
을 경험한 상태에서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었다. 반면에, ｢산양꾼의 소원｣은 
집을 얻고 세간을 얻은 좋은 상태에서 하인을 원했을 때, 안 좋은 상태로 가 버
렸다. 이미 안 좋을 것을 경험했을 때 그만 두는 것,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어
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처럼 심의린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 
심의린은 조선에 유전되는 조선동화를 최우선으로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의 
동화라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그 수용태
도는 대단히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동화에서 여섯 번에 걸친 요구 사
항은 단 세 차례로 그치고 그 요구의 성격마저도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2차적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사를 줄이기 위해서 부인의 요구를 삭제했을 가능성
도 있지만 심의린은 집과 세간을 얻은 이후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하인을 부

91) 심의린,「놀부흥부」,『조선동화대집』,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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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용납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
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은 경제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용납하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지원을 유
지 발전시키는 것을 희망했던 것이다.   
   심의린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기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 주인공이 원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
해 나가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움에 기대여 
있는 사람들은 그 원조가 끊기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
는 ｢청보자기｣에서도 드러난다. 

婦人부인 서 다만 저 兒孩아해 를 다리시고, 저처럼 苦生고생 살이를 하시니, 보는 사
람도 大端대단 히 悶惘민망 합니다. 나에게 寶物보물 하나가 잇슨 즉 빌녀들일터이니, 이와 
갓흔 困難곤란 을 좀 免면 하십시오하고 풀은 褓子보자 를 내여주며 이 褓子보자 를 머리에 
쓰면, 도모지 사람들이 보지를 못 합니다. 어대 가서 무슨 物件물건 이든지 마음
대로 가저와도 關係관계 가 업스니, 爲先위선  試驗시험 次차 로 假家가가 에 나아가 柴糧시량 과 飯饌반찬 을 
갓다가 저녁밥을 지여 잡수시오. 햐얏습니다.  

 내 말이 거즛말이 아니지오. 그러나 그 褓子보자 를 아모조록 注意주의 하야 쓰
되, 불을 特특 히 操心조심 하야 쓰십시오. 以後이후 에 宅댁 形便형편 이 페이면 차즈러 오겟습
니다.92)

   어느 날, 가난하게 사는 모자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 청보자기를 주었다. 이들 
모자는 이때부터,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부인은 가난한 부인에게 
모자를 조심해서 쓰고 특히 불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
지면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하지만 가난한 집 부인은 물건을 가
져오는데 급급해서 보자기가 담뱃불에 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담뱃불로 생긴 
구멍으로 이제 더 이상 보자기는 안전한 ‘화수분’이 아니었다. 청보자기만 쓰면, 
아무리 물건을 가져가도 주인이 알아채지 못 했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물
건만을 챙긴 부인은 결국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는 이처럼 가난을 문제 삼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92) 심의린, ｢청보자기｣,『조선동화대집』,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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녯적에 한 사람이 잇는데, 自初자초 로 엇지 갓난하든지 굼기를 富者부자 집 밥 먹
듯 하며, 或혹  朝夕조석 을 하야 먹는다할지라도 우거지 죽 안이면 메밀 가락로 
를 에우며, 정월초생이나 되어서 밥맛을 보면 환갑이나 쇠듯이 조하하며, 
衣服의복 을 볼 것 갓흐면 다 해지고 졸가리만 남은 것을 四面사면 을 얽어닙엇는대 
膏藥고약  덩이갓치 가 무더서, 萬一만일  藥局약국 을 지나면 藥契약계 主人주인 이 달녀들어 팔나
고 할 至境지경 이엇습니다.

이 사람은 이 苟艱구간 한 것이 心中심중 에 恒常항상  徹天之恨철천지한 이 되어서, 혼자말로 엇
지하면 좀 잘 살아볼고, 잘 먹어볼고, 잘 닙어볼고, 잘 써 볼고.하며 밤이
나 낫이나 귓것들닌 사람갓치 닙을 들석들석 소리를 쑤구럭쑤구럭 하얐습니
다.93)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여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몰
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궁색하다. 가난이 한이 되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귀신들린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사에
서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수탈로 조선인의 삶이 더욱 피폐
해졌고 가난이라는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
에서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문제를 자주 다루었는데 이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艱難간난 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가엽기로 이 寶石보석 을 가지고 왓다. 

그러나 너를 確實확실 히 밋지 못하야 주기가 어렵다.
 저의 艱難간난 함을 불상히 녁이사 仙官선관 압서 가져오신 것이오니, 저에게 

주실 것 갓흐면 달은 苟艱구간 한 사람의 救濟구제 도 잘 할 것이오, 남에게 對대 하야 
非理비리 의 일도 안을 것이오, 驕慢교만 한 態度태도 도 안을 것이오, 極盡극진 히 善心선심 功德공덕 을 
하올 터이노니 河海하해 갓흔 德澤덕택 을 닙사와 저를 주셔서 이 困窮곤궁 함을 免면 케 하옵
소서. 그 恩惠은혜 는 白骨難忘백골난망 이올시다.94)

   가난한 남자는 보석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지

93) 심의린, ｢네모진 보석｣,『조선동화대집』, 53쪽. 
94) 심의린, 위의 책,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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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 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 가난이라는 현
실 앞에서 의외의 행운으로 가난에서 탈피하지만 그것을 혼자만 누리다 결국 망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심의린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원조나 구원을 입게 되면 
그것을 혼자만이 아닌 다른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랐
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 전에는 주변 사람을 돌볼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 했다. 행운이 오기 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람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행운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그것은 
혼자만의 것이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결국엔 혼자서 
욕심만 부리다 원래 있었던 것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 후에야 다른 사람의 어려
움을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벌을 받고 난 후에 후회를 하고 깨달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심의린은 ｢사냥꾼의 소원｣에서부터 ｢청보자｣, ｢네모진 보석｣, ｢놀부흥부｣까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절제의 미덕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가난
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의 노력에서 찾았다.  
  

 ｢부자 되는 법｣
노형이 부자가 될녀거든, 이와갓치 돈이 손에 들어올 에 나무가지 잡듯 

잡고 노치아니하면 되는 것이오. 돈 업스면 죽는 것은 定한 일이 아니오. 
그러한 것을 마음대로 쓰고야 엇지 저축할 수  잇겟소. 노형이 농사 범절에
는 勤實하나, 所出보다 消費가 샹 더하야 그러한 것이니, 日後에는 至今 
言論과 갓치 實地施行을 하야 보시오. 엇지 안 될 리치가 어듸잇스릿가.” 
하얏드니 그제야 이 사람이 닷고, 感心하야 致謝를 無數히 하고 돌아갓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自己 손의 것을 내여노면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95)

   부자를 찾아간 농부는 부자와 같이 농사도 근면하게 짓고, 부업도 부지런히 
하였으나 매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웃에 사는 부자
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법’을 전수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부자는 술과 돼지 한 
마리를 해 오라고 한 뒤 위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하는 일은 똑같다. 근면하게 농사와 부업을 했지만 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 이유는 저축에 있었다. 부자는 자

95) 심의린,「부자되는 법」,『조선동화대집』,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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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돈을 얻게 되면 죽을 듯이 하여 내보내는 일이 없었다. 반면에 가난한 농부
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았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자연 저축을 할 수 있는 형편
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가난할 뿐이다. 
   심의린은 가난을 의외의 행운이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 집안을 비교하면서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는 ‘저
축’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오성｣의 이야기에서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다. 
살아가는 문제에 급급해서 저축이라는 것을 해 본 적인 없는 대장장이의 삶이 
대단히 현실적이다. 가난은 저축을 통한 자본을 형성해야지만 탈피할 수 있는 문
제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의 궁핍한 현실에서 저축이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자 되는 법｣에서 제
시한 것처럼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손에 한 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보
내지 않게, ｢이오성｣에서처럼 어려운 생활 형편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자본을 형
성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
고 있다. 
   심의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뿐만 아니라 조선어적인 측면에서 
어휘와 문장 등의 쓰임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조선동화대집에는 
의성어와 의태어, 우리 고유어와 속담 등 조선어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된 이야기
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밤이 깁허지매 門문  밧게서 짓걸짓걸하는 소리가 나드니, 독갑이 무리가 몰
녀들어와서, 大廳대청 마루에 우둑우둑 늘어서서 무엇인지 하는 방망이
를 하나 들고  두라리며 銀은  나거라  金금  나거라 하며 여러 
가지 作亂작란 을 하얏습니다.96) 

  심의린은 도깨비들이 모여드는 것에서부터 짓걸짓걸(지껄지껄)이라고 표현하
고 우둑우둑(우뚝우뚝) 늘어서서 도깨비가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번쩍번
쩍하는 방망이를 들고 뚝딱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소리를 
내어 실제로 방망이를 두드려 금과 은을 받는 행위를 연상시키고 있다. 방망이의 

96) 심의린, ｢금방망이 은방망이｣,『조선동화대집』,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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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과 소리, 개암을 깨물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
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도깨비가 모이는 모양과 마루에 서 있는 모습까지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여 도깨비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언어의 중의성에 대한 재미있는 동화도 있다. 

녯날에 한 老人노인 이 잇는대, 恒常항상  독갑이하고 親친 하게 相從상종 을 하얏습니다.

어느 날은 이 이약이 저 이약이 하다가, 老人노인 이 독갑이 더러 여보게 자
네는 무엇이 第一제일  무서운가?하고 물엇습니다.

독갑이 對答대답 이 네 나는 즘생피가 第一제일  무서워요. 老人노인 서는 무엇을 그 
中중 에 무서워하십닛가?하고 말하얏습니다.

老人노인 은 나는 世上세상 에 돈갓치 무서운 것은  업슬 줄 아네.하고 아리켜 
주엇습니다.

老人노인 은 누가 찾는 소리가 남으로 窓창 을 열고 내다 보앗드니, 독갑이는 가
젓든 돈을 냅다 지며 나를 속인 老人노인 은 한 번 魂혼  좀 나시오.하얏습니
다.

老人노인 은 이것을 보고, 짐짓 무서운 것 갓치 窓창 을 다드며 어이 무서워하
고 숨어 안젓드니, 독갑이는 窓창  안으로 돈을 限한 업시 던지고 가 버렷습니다.

이 老人노인 은 갑자기 돈이 만히 생겨서, 고만 富者부자 가 되엿다 합니다.97)

   도깨비는 노인에게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이 ‘동물의 피’라고 이야기했다. 노인 
역시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했다. 각자 무서워하는 것은 맞는데, 두려운 존재의 
성격이 좀 다르다. 도깨비가 말한 ‘동물의 피’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노인이 말
한 돈은 좋아하면서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도깨비가 돈을 계속 던질 때 짐짓 무서운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언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다
양성을 동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사물에 대한 설명에서도 동화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애 앗가 먹든 밥상에, 무와 배추를 납죽납죽하게 쓸어너코, 實柏실백 잣과 

97) 심의린, ｢독갑이돈｣,『조선동화대집』,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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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밤 갓흔 것을 너코, 국물은 검고 맛은 새곰달콤한 것이 일홈이 무엇이
냐.

 妹夫매부 도 醬장 김치도 몰으십닛가.98)

   ｢천치신랑｣은 결혼한 날, 장김치를 처음 먹었다.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온 사람의 결합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만날 수 있
다. 신랑은 장김치를 처음 먹었고, 너무 맛있었지만 체면상 많이 먹지 못 했다. 
신랑은 처남에게 자신이 먹었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이를 처남은 바로 알
아들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심의린은 우리 고유어를 동화에 많이 
사용하였다. 요즘은 새콤달콤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새곰하다’는 의미는 새콤
하다는 것보다는 신 맛이 덜 하고 조금 신 맛이 있다는 뜻을 지닌다. 장김치는 
아주 신 맛은 아니고 달콤한 맛에 신 맛을 가미한 맛이다. 맛의 정도를 우리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뛰어난 말솜씨를 자랑하는 이야기는 단연코 ‘거짓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거짓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동화에 나오는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
들어서 청자가 그 이야기를 수긍하게 만드는 재주이다. 그래서 ‘거짓말’ 겨루기는 
사윗감 고르기에서 중요한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재상
이 매일 벼슬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속게 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겠다’
는 선전포고를 내리면서 이른반 관직 임용 시험이 된 이야기이다.  

宰相재상 은 매우 괴로운 故고 로 한 計策계책 을 生覺생각 하야, 여러 사람에게 發表발표 하야 
말하기를 無論무론 某人모인 하고 이약이를 하야 나를 속데 하는 사람이면 所願소원 대로 
벼살을 식혀 주겟다.

활냥이 말하되 小人소인 이 오다가 異常이상 한 것을 보앗습니다.하얏드니,

宰相재상  응, 무슨 일하고 물엇습니다.

활냥 달은 것이 안이라 水標수표 橋교  中間중간  오는대, 긔럭이 한 마리가 空中공중 에 
날나오다가 입에 물엇든 櫻桃앵도 한 箇개 를 小人소인  압흐로 어틀이길내 집어 보앗
드니, 엇지 크든지 큰독만 하얏습니다.하고 이약이를 하야들녓드니,

98) 심의린, ｢천치신랑｣,『조선동화대집』,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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宰相재상  이 사람 그 무슨 荒唐황당 한 말인고. 그런 櫻桃앵도 가 어듸 잇다는 말인가.

하고 속지 아니함으로 
활냥 참독만은 안이하야도 뱃탱이만 하야요.
宰相재상  그서도 거즛말일세.
(중략)
終末종말 에 가서는 참 정말 도토리만 하야요.하얏드니,

宰相재상  아마 第一제일  큰 櫻桃앵도 는 거진 그만 하리. 그 말은 올은 말일세.하고, 

고개를 덱덱하얏습니다.
활냥 그러면 그 ㅁ라은 거즛말 아닙닛가.
宰相재상  응 그 말은 참말일세.하고 對答대답 하얏드니,

활냥이 다시 말하되 大監대감 서 암만 속지 안으시랴하서도 分明분명 히 속으셧
습니다.하고 웃엇습니다.

宰相재상  櫻桃앵도 의 굵은 것도 도토리만하다는 것이 무엇이 속앗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얏습니다.

활냥 그것은 그러합니다마는 이 夏節하절 에 기럭이가 어대 잇습닛가. 기럭
이란 즘생은 구시월에 南남 으로 갓다가 이삼월에 북으로 향하는 것인대, 요사
이 기럭이가 往來왕래 할 닭이 잇습닛가. 櫻桃앵도 크다는 것만 안이 속으시랴고 
注意주의 하시다가, 기럭이의 잇고업는 것은 生覺생각 치 못하셧스니, 속지 안이하셧
습닛가.하고 설명을 하얏드니, 이 지 속은 일이 업든 宰相재상 도 이 말에
는 엇지할 수 업시 對答대답 을 못 하얏습니다.

이 활냥은 宰相재상 을 속이고 自己자기 所願소원 대로 郡守군수 를 어더 가지고 나려가서, 

百姓백성 도 잘 다스리고 苟艱구간 하든 것도, 免면 하게 되엿다 합니다.99)

   상대방을 이기는 거짓말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로 사위 고르는 ‘거짓말 세 
마디’가 있다. 세 번째 거짓말에서 총각은 문제를 낸 사람에게 예전에 돈을 빌려
갔다는 문서를 내놓음으로써 예비 장인이 돈을 주거나 딸을 주거나 해야 하는 
딜레마의 상황에 빠뜨린다. 심우장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세 번째 거짓말에 대
해서 신뢰를 보내는 순간, 이로 인해 막대한 돈을 참가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

99) 심의린, ｢세도재상과 활냥｣,『조선동화대집』, 270-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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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 번째 진술은 거짓말일 수 있게 된다”100)라고 하였다. 이처럼 거짓말이 사
윗감, 벼슬아치를 시험하는 문제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별 볼 일 없던 한량도 벼슬 한 자리를 얻기 위해 재상
을 집을 찾았다. 그런데 이 한량은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상대방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다. 재상이 앵두의 크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 계절
에 맞지 않는 기러기를 넣어 거짓말을 만들었다. 이야기 서사에서 계절의 변화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사 전개에서 상대방
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진짜 같은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량의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얻어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벼슬을 얻어서 가난함을 면할 수 있었다. 앞의 이야기들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으로 일시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함 때
문에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갔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면 
‘한량’ 같은 삶을 얻을 수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심의린은 부자가 되기 위해 끊
임없이 저축한 농부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대장장이에게 한 자본을 
선사한 오성이나 지적 능력을 확보한 한량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난은 의외의 행운으로 얻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동화 속에서 재미있게 보여주
었다. 
   지적 능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문자 잘 쓰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 사람은 문자는 잘 쓰는 데 그 문자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녯적에 木목 書房서방 이라하는 사람이 잇섯는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文字문자 가 아니면 말을 못하든 배內내 病身병신 이 잇섯습니다.101) 

   목서방에 대해서 배냇병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냇병신은 선천적으로 가
지고 있는 기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을 말
한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왜 그런지 그의 행
동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00) 심우장, ｢거짓말 딜레마와 이야기의 역설｣, 구비문학연구28, 2009, 315쪽. 
101)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조선동화대집』,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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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어느 날은 自己자기 丈人장인 의 집에 단길너 가서, 몃칠동안 묵게 되엿습니
다. 그날 밤에 난데업든 虎狼호랑 이가 나려와서, 丈人장인 의 잠든 것을 물고 갓습니
다. 달은 사람 갓흐면 사람 살니라고 들어서 洞里동리 사람들이 이 말을 듯고, 

모도 차나와서 虎狼호랑 이를 잡거나, 그럿치 아니하면 丈人장인 의 屍體시체 라도 차즐 
것을, 이 사위되는 者자 가 門문 밧게 나와서 외우되,

 遠山원산 之지 虎호 가 (먼 山의 호랑이가)

自자 近山근산 來래 하야 (갓사운 山으로부터 와서)

吾오 之지 丈人장인 을 捉去착거 하니 (나의 丈人을 잡아가니)

有유 弓궁 者자 는 持지 弓궁 而이 來래 하고 (활이 잇는 者는 활을 가지고 오고)

有유 槍창 者자 는 持지 槍창 而이 來래 하고 (창이 잇는 者는 창을 가지고 오고)

無무 弓궁 無무 槍창 者자 는 執집 杖장 而이 出출 하라 (활도 창도 업는 者는 집팽이를 들고 나오
라)

하얏스나 아모도 이 말을 解釋해석 하는 者자 가 업서서 모다 太平태평 히 잇고 누구라 
救구 하러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업게 되어, 그만 범의 밥이 되엿습니다.102) 

   목서방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장인(丈人)을 물고 가는 급박한 상황에
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자만 나열하였다. 아무도 위급함을 알 수 없어 도
와줄 수 없었고 목서방의 장인은 호랑이의 밥이 되었다.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만 쳤으면 그만일 것을 꽤나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긴 문장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납득 불가능한 문자
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사건2) 그 집 食口식구 가 이것을 알고, 官廳관청 에 告訴고소 하얏드니, 이 말을 듯고 
卽時즉시  잡아다가, 볼기를 리며 數罪수죄 를 하얏습니다. 

이 사람이  文字문자 를 쓰되,

102)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 『조선동화대집』, 207-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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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伐벌 南山남산 之지 楚초 木목 하야 (南山의 楚木을 베혀서)

 猛맹 打타 吾오 之지 肥비 臀둔 하니 (나의 살진 불기를 몹시 치니)

哀애 也야 臀둔 이야 (아야 불기야) 하얏습니다.103) 

郡守군수 가 이것을 보고 하도 文字문자  쓰는 것이 미워서 獄中옥중 에 가두라 하야, 고
만 갓쳣습니다.

사건3) 이 木목 書房서방 의 夫人부인 이 每日매일 朝夕조석  밥이며 點心점심 을 갓다가 獄中옥중 에 너허 
주는대, 팔이 좀 모자랏습니다. 木목 書房서방 이 그대로 文字문자 를 쓰는대,

 汝여 手수 가 短단 커든 吾오 手수 가 長장 커나 (네 팔이 거든 내 팔이 길거나)

吾오 手수 가 短단 커든 汝여 手수 가 長장 하지 (내 팔이 거든 네 팔이 길지)

夫人부인 도 怒노 하야 여보 文字문자 쓰다가 獄中옥중 지 들어오고, 그래도  文字문자 를 
쓰시오, 글세 남도 붓그럽지 아니 하시오? 하얏드니, 如前여전 히 文字문자 로 

 誰수 曰왈 誰수 曰왈  (누가 갈오대 누가 갈오대) 對答대답 하얏습니다.104)

사건4) 몃 달 동안을 獄中옥중 에 갓쳣드니, 郡守군수 가 木목 書房서방 을 불너 注意주의  식히
고 내노흐며 네가 다시는 쓸데 업는 文字문자 를 쓰지 말고, 히 알아듯기 
쉬운 말로 하야라 하얏드니,  如前여전 히 文字문자 로 對答대답 하되, 

 更갱 不用불용 文字문자 호리이다(다시는 文字를 아니 쓰리이다)

하드라니 참 배내 病身병신 이오 識者식자 가 爲위 患환
105)이란 말이 이것이 올시다.106)

   문자를 잘 쓰는 남자는 장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문자
만 쓰다가 호랑이 밥이 되었고 가족들의 고소로 볼기를 맞을 때에도 문자를 쓰
고, 옥에 갇혀서도 계속 문자만 썼다. 마지막으로 군수가 불러다 문자를 그만 쓸 
것을 종용할 때에도 역시 문자를 쓰면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문자를 잘 쓰는 남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차적으로 급

103)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조선동화대집』, 208쪽. 
104) 심의린, 위의 책, 208-209쪽. 
105) 한국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106) 심의린, 위의 책,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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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상황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
는 남자는 자신이 닦아온 학문만을 고수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은 기술
적인 것에 해당된다. 심의린은 그 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뛰어난 문장 실력이 조선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이지
만 그 뛰어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발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의 효과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린은 정확하고 가치 있는 조선
어의 활용을 동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는 조선어와 동화를 통해서 획
득한 실제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임무를 동화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를 무
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2. 조선어 말하기 연습을 위한 실연동화 제작
   심의린이 편찬한 많은 저술 가운데 ‘화방연습’이라는 표제가 함께 붙어 있는 
실연동화(1928)는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고민과 관심, 어린이 말하기 교육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도 안에서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의 존재가 이제야 세상
에 드러나게 된 까닭에 그동안 심의린의 조선어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온
전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비로소 동화를 통한 말하기 교육의 지향성
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조선어가 국어가 아닌 하나의 지방어로 전락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어를 어떻
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심의린 평생의 과업이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해 낸 것은 훈화와 동화였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커서
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속에 남아 삶의 지표가 되었다. 어린이의 사상과 
감정, 문예미를 획득하기 위한 담화재료로 조선동화대집이 발간되었다. 이 책
은 교육적 담화재료를 묶어서 어린이들의 말하기 재료로서 제공되었다. 이후, 심
의린은 실제 담당하고 있었던 ‘조선어 화방’ 시간과 학예회, 동화회에서 실연을 
할 수 있는 엄선된 동화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연동화이다. 조선
동화대집도 담화재료라는 면에서 말하기 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실연동화는 조선동화대집보다 더 뚜렷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것은 바로 ‘조선어 화방’107) 시간에 말하기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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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그는 학생들이 직접 연단에 나와서 학생들을 앞에 두고 실연을 할 수 있게 
구연시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심의린의 실연동화는 그 책의 편찬 의도에서 ‘조선어 화방’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언급하고 있다. 말하기를 위한 구체적인 연습 교재라는 점이
다. 이는 당대 교과서가 조선 아동의 취미와 정서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
안적 교과서로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연동화가 말하기 교재라는 점에서 
당대 활발하게 성행한 동화회, 학예회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즐기
고 선호하였는지, 말하기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연동화는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심의린의 위치
를 재정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저술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연동
화의 편찬 배경과 내용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연동화의 편찬 배경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으로 어린이들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 동화 재료를 집대성하였다. 심의린은 옛이야기에 내재해 
있는 효, 형제애, 은혜, 욕심의 문제를 현재적 시점에서 거론하였다. 또한 바보와 
꾀쟁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새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심의린은 현실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헛된 꿈을 지닌 주인공을 등장
시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축과 절약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동화들은 교육적 담화재료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조선동화대집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확장을 가져온 것이 바로 실연동화이다. 필자가 새롭게 발굴한 실연동화
는 심의린이 조선어와 동화를 결합시킨 노력의 결과물이다. 실연동화는 교육 
담화재료로 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하고 이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말하기 연
습 재료로 편찬한 귀중한 자료이다. 
   당시 동화 구연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는 1927년에 출간된 동화연구법108)
이 있었고, 연성흠이 1929년 중외일보에 1929년 7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
동화 구연방법의 그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연재(1회-18회)한 바 있으며, 
1934년에 신선동화법109)이 출판되었다. 당시 동화집의 출판은 많았지만 동화 
107) 조선어 ‘화방’ 시간은 일본어 수업과 별도로 조선어 말하기 수업을 말한다. 보통 일

본어와 조선어 수업은 독방(讀方), 철방(綴方), 서방(書方), 화방(話方)으로 이루어졌
다. 읽기, 작문, 쓰기, 말하기로 세분화되어 있다. 

108) 케이터부인 져술, 피득 역, 동화연구법, 경서 죠션쥬일학교련합회,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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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이나 방법에 대한 책이나 저술은 드물었다. 실연동화 이전에 나온 것은 미
국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동화연구법 정도를 들 수 있을 따름이다. 
   1920년대 아동 문학이 독서물에 편중되고 말하는 것에 도움을 줄 만한 책이 
없는 출판 상황에서 심의린은 1928년 이문당에서 실연동화를 5월 1일 출판하
였다. 이문당은 문학출판과 함께 각 학교 교과서와 참고서를 판매하고 독본의 해
설류와 시험 준비서, 사전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출판한 곳이다. 심의린
이 참여했던 신소년도 이문당에서 나왔다. 신소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학
교 교사인 것을 고려하면 신소년과 이문당의 관계도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문당은 신구지식의 매개자오 국민교육의 보급자로 사회의 선두에 서서 
신념과 열성으로 종시일관 하겟슴니다.110)

   신문에 낸 광고에서 이문당은 신구 지식의 매개자로 국민교육의 보급자로 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심의린은 보통학교 조선어사전도 이문당에서 발
행했고, 3판까지 찍었다. 이문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민교육’에 있었고 이에 맞
춰 사전, 교과서, 해설서 등 학교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재들을 편찬하는
데 앞장섰다.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은 한성도서출판사에서 발간했는데, 이는 
당시 한성도서주식회사가 세계명작과 문학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출판하던 것과 
관련성이 있다. 그림동화집, 세계명작걸작선 등 다양한 시리즈들이 한성도서주식
회사를 통해서 간행되었다. 전문성과 동화집으로서의 가치를 위해 한성도서주식
회사에서 출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2년 뒤에 조선어 화방 
시간에 필요한 말하기 재료는 국민교육의 보급자로 앞장서고 있는 이문당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성사범학교 심의린 선생 편찬
화방연습 실연동화제1집 
취미독물로 된 동화는 만이 잇스되 소년의 직접 필요한 화방연습에 제공

할 동화가 업서서 유감으로 녁엿드니 금번에 심의린 선생이 실제로 교수연
구하신 결과 소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취미잇는 교육적 내용을 가진 조선
어 화방을 목적으로 한 동화를 편찬하야 단상에서 실연할 재료를 주섯습니
다. 독서용에도 물론 필요하나 학예회나 화방 시간 갓흔 에 소년제군이나 

109) 탐손 저, 강병주 역, 신선동화법,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34.
110) 동아일보. 192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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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시는 제위에게 얼마나 편의가 될는지 몰을겟습니다(정가 40전, 송료
4전)111)

   이문당에서 낸 광고에 따르면, 당시 독서용 동화는 많았지만 어린이들이 ‘화
방연습’ 즉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사용할 동화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심의린이 실제로 가르치면서 연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 ‘가장 아름답
고 취미 있는 교육적 내용을 가진’ 것으로 조선어 화방을 목적으로 단상에서 실
연할 재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의도는 실연동화의 서문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다. 

其中에도 古談이나 童話갓흔 것을 第一만히 發表하거나 듯거나 하식, 웃
으며 조화하시는 것을 만히 보앗습니다. 그런대도 談話中에는, 매우 아름답
고 有益한 것도 만흐나, 或 그리 感心한달 수 업는 것도 적지 안습니다. 그 
 아니라, 조흔 材料를 가지고 發表하는데도 그 話方의 未熟한 點이 잇기 
문에 듯는 사람으로 하야곰 그다지 趣味잇게 하야 주지 못할 이 만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딈에 더욱 有用하고 趣味잇는 재료를 어더들일가 하고 
생각하다가 平素에 朝鮮語話方시간이나 學藝會나 童話會에 實地로 出演

하야 본 바 中에서 가장 歡迎을 밧든 童話 몃 가지를 모아, 純全한 話方軆
로 글을 써서, 爲先試驗的으로 第一集을 編纂하야 가지고 參考에 供합니
다.112)

   심의린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
는지를 살폈다. 고담이나 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심
의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미있게 노는 학생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
기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서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눈에 띄었
다.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
다. 또한 말하기에 있어서 아직 숙달이 되지 않아서 미숙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말하기의 내용과 태도를 더 단련 한다면 이야기의 흥미가 더욱 살아나서 청중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유익하고 흥미 있는 재료가 무엇
일까 고민하다가 평소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 때 해본 것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동화를 선정하여 실험적으로 1집을 편찬하여 제공하게 되었

111) 동아일보. 1928.6.16.
112) 심의린, 서문, 실연동화, 이문당, 1928,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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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말하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들을 직접 보면서 해결하고 싶은 교
육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연동화에 실린 11편의 작품은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 때, 직
접 실연해 본 것들 중에서 가장 환영을 받은 작품들이다. 어린이에 실린 학교
에서 있었던 이야기 경험담을 올린 글을 보면, 당시 담화에 필요한 소재들을 교
과서 밖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학교에서 담화를 하는데 내가 어린이 신년호에 낫든 에디슨 이야
기를 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어디서 그런 것을 알았느냐
고 칭찬하시며 동무들의 박수 소리는 학교가 떠나갈 뻔 하였습니다. 어린 
독자 여러분. 다- 같이 기뻐하십시다.(진산읍내 이도원)113)

   학교 담화라는 것은 조선어 화방 시간처럼 말하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이 
때, 학생은 어린이에 실린 ｢에디슨 이야기｣를 하여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그런 것을 알았느냐고 칭찬까지 했다는 것은 새로운 담화 재
료를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과서에 한정된 이야기 소재가 아닌 참신한 
이야깃거리를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흥미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신년호부터 나기 시작한 방 선생님의 어린
이독본을 우리 반 선생님은 조선어 시간에 아르켜 주시고 또 읽어 주시며 
앞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기뻐
합니다(평양 대찰리 정민수)114)

   선생님이 조선어 시간에 교과서가 아니라 방정환의 ｢어린이독본｣을 읽어주겠
다고 한 것은 조선어 교재가 당시 어린이의 흥미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조선어 교과서 이외의 읽을거리들이 교재로
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은 말하기를 위
해서 특별히 방법을 제시하고 구성된 것이 아니다. 독서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재
미있는 소재들이었다. 따라서 심의린은 조선어 화방 시간에 어린이의 흥미를 끌
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의 선택과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방법, 표현
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실연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전
적으로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다. 
113) ｢독자담화실｣, 어린이 제2권 4호, 1924.4.19.
114) 어린이 제5권 2호, 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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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교육 현장에서 생긴 자생적인 욕구에서『실연동화』가 편찬되었지
만, 다른 배경은 일본 동화 교육의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린의 아
들 심양택은 아버지가 학교 성적이 좋았고 일본 유학을 떠날 수도 있는 조건이
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비록 
심의린이 일본 유학에 오르지 못했지만 일본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정보와 관심
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는 문인이나 일본 유학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문인들이 일본 아동문학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수용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실연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책으로 발간한 인물이 지금으로서는 심의린이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 실연동화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 말하기 교육 실천 과정에서 대정기(1912-1926)에 구연동화를 주로 지
도했던 것은 오호츠카 강화회(大塚講話會)이다. 오호츠카 강화회는 동화의 구연
에 정진하여 구연대본 편찬에 착수하였다. 
   구연대본의 편찬이 1921년부터 시작되어 1922년까지 9권을 발행하였다. 그 
내용은 각 학년에 맞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구연 대본이 연령을 고려하여 편찬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출판된 실연자료집들을 보면, 학년, 목적, 시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총 9권으로 1권부터 5권까지는 초등학생을 위한 것이고, 6
권은 유치원생을 위한 것, 7권부터 8권은 청년, 처녀를 위한 것이다. 동화집 9권
은 이론과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적었다. 
   실연동화집은 일본 동화계에서 제일 중추적인 기관인 일본 동화협회에서 현
대 일본에서 대표적인 실연동화가가 잘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매년 간행되었다. 
동화술의 역사, 일본 동화계의 현 상황과 관련 있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실제로 
간행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本童話協會 編, 日本実演童話集 弟 一, 隆文館, 1926.

日本童話協會 編, 日本實演童話集 弟 二, 隆文館, 1927.

  일본실연동화집 제2집은 일본동화협회가 1927년 융문관(隆文館)에서 발간
하였다. 

작년 본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화구연가의 걸작을 모아 간행한 일
본실연동화집 제1집은 동화계에서 만족과 환영을 받았다. 동화가 성행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재(話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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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제2집을 편찬하여 전집에서 얻은 동화 구연가 수씨의 걸작을 모
아 제공하게 되었다. 본집에 수록한 동화는 각 구연가의 고심의 역작으로 
특별히 의미가 깊다. 

화재(話材)의 정리 선택에 한층 주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본집이 동화계의 신기운을 불러오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115) 

   일본실연동화집 제2집은 제1집의 성공에서 비롯되었다. 실연동화집이 발간
되게 된 계기는 화재(話材) 즉 이야깃거리의 선택 때문이었다. 동화협회에서는 
다양하고 정제된 화재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구연동
화가의 역작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심의린이 실연동화를 편찬한 것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요
구 사항과 일본 실연동화집의 영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심의린의 작
업이 특별한 것은 일본 실연동화집의 형성이 일본 동화 협회에서 추진된 것이라
면 심의린은 혼자서 실연동화를 편찬했다는 점이다. 일본 실연동화집의 경우, 
여러 구연가들의 합작품이었다. 심의린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느낀 교재의 부족
과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토대로  책을 만들었다. 비록 그 시행착오가 1집
으로 끝난 아쉬움이 남지만 시험적으로 1집을 발간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지속
적으로 발간하고자 했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실질적인 학교 교육에서의 성과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조선어화방 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엄선한 작품
이 실연동화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실연동화는 당시의 말하기 재료로서의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여 연습할 수 있는 실용적 교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당대 
동화 문화의 소재와 말하기의 특징과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연동화의 구성
   실연동화는 1928년 5월 1일 이문당에서 발행되었다. 모두 11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조선동화대집이 부속국문체로 한자 옆에 한글을 병기한 것과 달리 
실연동화의 문체는 순국문체로 이루어졌다. 실제 조선어 화방 시간이라는 학교 
교육의 특정 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자가 뚜렷하

115) 일본동화협회 편, 서문, 일본실연동화집 2, 융문관, 192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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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연을 위해서는 국문으로만 표기된 것이 보기에 더 편할 수 있다. 실용적인 
면들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 화방’ 시간과 학예회, 동화회에서 실연을 통해서 인기 있다고 판단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심의린의 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 자료 목록

   실연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과 함께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점이다. 먼
저 나온 조선동화대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작품은 ｢멸치의 ｣밖에 없
다. 조선동화대집의 동화를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새로운 작품을 
구성하여 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돌의 낙원｣, ｢만길의 원수｣, ｢삼남의 비행
선｣은 심의린이 새로운 서사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재구성 한 작품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귀 큰 님금｣, ｢조화붓흔 그림｣과 같은 경우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개입시켜 심의린식의 재구성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동 있는 이야기를 조화롭게 선택하였다.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흥미만
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감화를 받아 변화를 요구하는 단
계까지 나아가길 바랐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흥미 있고, 감심(感心) 있는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가
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의 분류 기준은 조선동화대집에서 표방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과 실연동화에서 강조한 ‘흥미 있고 감심(感
心)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바
보와 꾀쟁이’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대적인 가치인 효와 형제애, 은
혜, 욕심에 대한 서사와 현재적 가치인 헛된 꿈에 대한 비판과 경제적인 문제와 
모험심에 대한 서사가 균형 있게 소개되었다. 실연동화의 주제별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제목 시간 제목 시간
1 톡기의  10분 7 죄바든 여호 8분
2 금돌의 낙원 30분 8 만길의 원수 35분
3 정직한 복순이 5분 9 은혜 갑흔 원숭이 8분
4 멸치의  22분 10 삼남의 비행선 40분
5 우애를 달은 형 7분 11 조화붓흔 그림 12분
6 귀 큰 님금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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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 꾀쟁이
꾀쟁이: 톡기의 

절대적 가치
효: 만길의 원수
형제애: 우애를 달은 형
은혜: 은혜갑흔 원숭이
욕심: 죄바든 여우, 조화붓흔 그림
진실: 정직한 복순이, 귀큰님금

현실적 가치
헛된 꿈: 멸치의 
경제적인 문제: 금돌의 낙원
모험과 문제해결: 삼남의 비행선

 
   실연동화에는 앞서 발표한 조선동화대집과 공통된 주제의식을 내포한 작
품들과,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실연동화에는 바보 이야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바보 이야기가 13편이었다. 표면적
으로 드러난 바보 이야기는 없지만 꾀쟁이에 속한 ｢톡기의 ｣에 바보 같은 사
자가 등장한다. 또한 ｢죄바든 여우｣에서도 자기 꾀에 넘어간 바보 같은 여우가 
나온다. 바보 이야기가 전면에 드러나기 보다는 꾀쟁이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등
장할 뿐이다. 이야기의 편수가 적다보니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바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동화대집에서 신의를 문제 삼았던 ｢개구리 신선｣, ｢별주부｣, ｢김득선의 
후회｣와 같은 작품은 사라졌지만 정직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가
난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복순이와 임금님의 귀가 큰 것을 폭로하지 못해 
병이 든 이발업자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현실적 가치에 대한 것으로 헛된 꿈과 관련된 이야기는 ｢멸치의 ｣을 통해 
이어갔다. 특히 ｢멸치의 ｣은 유일하게 조선동화대집의 작품을 그대로 이어받
아서 실연에 맞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통해서 실연을 위한 동화 
재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실연동화』의 특징
에서 자세하게 후술하도록 하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이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는 ｢금돌의 낙원｣으로, 모험과 문제해결은 ｢삼남의 비행선｣에서 파란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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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펼쳐진다. 
 

  실연동화의 특징 
   심의린의 실연동화는 다른 책과 달리 구연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20년대 조선에서 출판된 동화집 가운데 시간이 명시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본 실연동화집의 체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실연동화집경우, 이야기에 적합한 연령대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심상1-2학년용, 3-4학년용’식으로 학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간과 이야기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심의린을 이를 고려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구연시간에 주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심의린은 동화는 구연 시간이 짧게 5분에서 긴 것은 40분간으로 다양하게 이
루어져 있다. 10분이하의 작품이 4편이고, 20분 이상이 7편이다. 시간대별로 작
품 배열을 다시 해 보면, 구연 시간을 통해서 청중의 연령대를 상정해 볼 수 있
다. 

● 5분에서 10분 사이 
正直한 福順이: 5분간
友愛를 달은 兄: 7분간
죄 받은 여호: 8분간
은혜갑흔 원숭이: 8분간

● 10에서 22분 사이
톡기의 : 10분간
造化붓흔 그림: 12분간
멸치의 : 22분간
 

● 30분에서 40분 사이 
金乭의 樂園: 30분간
귀 큰 님금: 35분간
萬吉의 원수: 35분간
三男의 飛行船: 40분간

   시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이 시간 안에 이야기를 실연하라
는 의미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야기를 빠르게 해야 할 때, 느리게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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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야기의 소재는 훌륭했으나 이야기의 전달 
방법에 있어서의 미숙함으로 청중이 이야기의 흥미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도 다반사였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실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보
여준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은 자신의 말하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말하기의 
속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표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시간
을 제시해 두면,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실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 구연 시간은 청중의 연령대별 집중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집중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0분 이내의 동
화는 1-2학년용으로 적합하다. 20분대는 3-4학년, 35분에서 40분까지는 5-6
학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5분에서 40분간 이야기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직접 구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구연가들
도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
다. 
   심의린이 제시한 시간대는 구연자의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고, 청중의 연령별
대 집중 시간을 통해서 청중에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시간과 내용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서사가 복잡
해지고, 사건이 다양화되면서 인물간의 갈등 양상이나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
고자 하는 주제 역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의린은 청중의 
연령대 별로 그 집중도에 따라서 동화의 구연 종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이 직접적으로 실연동화의 구연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책 
서문에 쓴 내용이 전부인데 그 짧은 글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萬一 愛讀하야보시고, 엇던 모딈에서 실연코저 하실 는 미리 練習하시
되, 發音의 長短이며 音聲의 强弱高低며 語句의 대고 일대 으고 느릴대
를 잘 생각하야가지고,  顔面의 表情이며 其他動作갓흔 것을 그 말의 內容

과 一致케 하도록 充分히 硏究하신 뒤에 出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대 實
地로 席上에서 出演하실 는, 室內場所의 廣狹과 集合者의 多少를 아서, 

音聲이며 動作을 參酌하야 正確明瞭케 하시되 아모록 衆人의 視線을 集中
하야 어 가지고, 恒常變化와 趣味를 일치안토록 여러 心理를 自己의 말과 
表情에 움즉이고 늣기게 하는 것이 좃습니다. 116)

116) 심의린,『실연동화』,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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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발성과 발음, 동작, 청중에 대한 태도로 세
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실연동화』에 나타난 구연 내용과 방법

구연내용 구연 방법
글의 내용 많이 읽고 연습
발성과 발음 발음의 장단, 음성의 강약고저, 어구를 빠르게, 느리게 한다.
동작 안면의 표정과 동작은 말의 내용과 일치하게 한다. 
장소

실내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발성과 발음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한
다. 
실내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동작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한다. 

청중에 대한 
태도

청중의 시선을 집중하여 취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청중이 여러 
감정을 구연자의 말과 표정에 따라 움직이고 느끼게 한다. 

  
   심의린은 구연자가 지켜야 할 태도로 5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먼저 글의 내
용은 이야기 구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야기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독하고 실연할 작품은 미리 연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이 모두 파악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발성과 발음이다. 
이야기는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구연자의 목소리와 말하는 태도에 따
라서 청중의 흥미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조선어 교사이면서 국어학자
로서 발음의 장단, 강약 고저, 어구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심의린의 
｢국어교육의 기초인 음성언어의 교육｣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눈꽃송이(초등학교 4학년 전기용 제28과)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 … · …     ↘    ……  ∼∼∼

· 고음, … 느리게

↘ 하강형 낮춤꼴 인터네이션 , ∼급독 빨리117) 

117)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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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은 음성언어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은 단어이면서 다른 고음과 
장음, 악센트(어조), 인터네이션(억양법), 프로미넨쓰(강조법)을 통해서 낭독법을 
알려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도 고음을 낼 부분과 느리게 할 부분, 하강하
는 부분, 빨리 읽어야 할 부분을 직접 표시하였다.
   특히 발성과 발음은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판단은 구연자의 몫이다. 얼굴의 표정과 동작은 장소와 청중의 다
소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심의린은 구연자가 청중이 이야기
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 발성, 동작면에서 주의해야 할 부
분을 제시하였다. 
   구연자가 미리 충분한 연습을 하고 나와서 좋은 음성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다. 구연 장소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구연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정환은 구연 장소에 구애를 받
지 않는 능숙한 구연자였다. 하지만 조선어 화방 시간에 구연 연습을 하는 구연
자는 초보이기 때문에 구연 장소와 관객의 수에 따라 적절하게 말하는 태도와 
동작을 조절해야 한다. 여러 청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청중의 취미를 잃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흥미를 잃은 청중은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구연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양한 심리의 상태를 자기
의 말과 표정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유능한 화
자의 요건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조선어 화방 시간에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공개적인 학예회와 동화회의 무대 경험을 통하여 초보 구연자들은 방정환
과 같은 능숙한 구연자가 되는 연습을『실연동화』를 통해서 했다. 
   심의린이 제시한 말하기 연습에 맞춰진 실연동화의 내용상의 특징은 교육적 
담화재료인 조선동화대집이 보여준 주제와 가치관의 다양성보다는 흥미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에 초점이 있다. 그 흥미 있는 이야기들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실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직한 복순이｣, ｢우애를 
달을 형｣, ｢죄 바든 여호｣, ｢은혜를 갑흔 원숭이｣이다. 짧은 이야기로 정직, 우
애, 은혜라는 다분히 교훈적이며 규율을 지켜야 하는 덕목에 대한 부분이다. 
   중간 정도의 실연 시간인 10분에서 22분대 이야기는 ｢톡기의 ｣, ｢조화 붓
흔 그림｣, ｢멸치의 꿈｣이다. 사실적인 이야기에서 서사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부
분이다. 조선동화대집의 서사였으면 10분 정도면 되었을 ｢멸치의 꿈｣은 내용
과 표현이 많이 추가되면서 분량이 두 배가량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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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귀 큰 님금｣, ｢금돌의 낙원｣, ｢만길의 원
수｣, ｢삼남의 비행선｣은 실연동화에서 심의린의 창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
들이다. 창작이 되었다는 것은 심의린의 개인적인 동화에 대한 의지가 직접적으
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실연 시간도 상당히 길
다. ｢귀 큰 님금｣은 경문왕의 이야기이다. 왕의 귀가 큰 것을 아는 사람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당대 새로운 직업인 이발사로 등장하여 영업을 통해 생계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작하였다. ｢금돌의 낙원｣은 원래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금돌이의 집안이 아버지의 병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어머니마저 병이 들고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금돌이가 꿈꾸는 낙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
길의 원수｣는 섬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만길이 가족이 가뭄으로 동네 사람들
에게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어머니와 아버지마저 잃고 섬을 탈출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만길의 이야기이다. ｢삼
남의 비행선｣은 못난이 삼남이가 왕이 원하는 비행선을 난관을 겪고 얻어서 왕
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로 끝없는 모험이 펼쳐진다. 4편의 이야기는 모두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심의린은 조선동화와 외국동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이
야기를 탄생시켰다. 
   실연동화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멸치의 ｣이다. 조선
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이야기의 변화를 통해서 실연동
화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멸치의 꿈｣과 실연동화의 ｢
멸치의 꿈｣의 글자 수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담화재료는 3,800자 정도이고 화
방연습은 7,550자 정도이다. 화방연습에 오면 서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
고, 서사가 두 배 확장되면서 의성어와 의태어도 증가되었다.  

㉠ [조선동화대집 멸치의 꿈] 東海동해  바다에 멸치라 하는 고기가 잇섯는대, 

나종에 잘될가하고 三千年삼천년  동안 精誠정성 을 다하야 道도 를 닥것습니다. 무슨 조흔 
일이나 잇슬가하고, 每日매일  苦待고대 하고 잇섯습니다.

果然과연  一日일일 은 을 엇는대, 大端대단 히 廣大광대 한 이엇습니다. 엇지 크고도 
넓게 든 엇지, 鴨綠江압록강  건너 遼東平野만치, 忠淸道江景벌만치, 아조넓고
크게 엇습니다.118) 

118) 심의린, ｢멸치의 ｣,『조선동화대집』,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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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동화 멸치의 꿈] 동바다에 멸치라는 고기 한 마리가 잇습니다. 

그런대 이 멸치란 고기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는 엇지하야 이 멸치로 태
여낫나, 엇던 짐생은 긔운이 만커나, 사나웁거나, 날내거나하야 달은 짐생
을 마음대로 잡아먹고, 그럿치 아니하면 마음대로 회롱을 하거나하며, 엇던 
짐생은 몸이 썩 크거나 이상한 독이나 무긔를 가지고 달은 짐생의 해를 방
비해가며 자긔의 한 평생을 자유롭게 질거웁게 마음을 노코 살아가는대, 이 
우리 무리의 팔자는 엇더킬내 생기기는 기즁에 약하고 게다가 아무 재조
지 업서서 달은 짐생한테 잡혀 먹지 아니하면 늘 물녀지내며, 이 넓은 세상
에 나와서 잠시도 맘 한 번을 못 노코, 바위 틈 아니면 흘 속 갓흔 대서 숨
어가며, 달은 짐생이 오지나 안나하고 기웃기웃 삷히다가 어대서 무슨 소리
만 나면 그만 간담이 어져서 전신이 새파랏캐 되어서 숨 한 번을 크게 못 
쉬고 벌벌 고 괴롭웁게 지내가며, 도모지 질거웁게 활동 한 번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참 나의 신세야말로 가련하기도 하
다.｣ 하고 탄식을 하얏습니다. 조곰 잇다가 다시 생각을 하야 보고 말하기
을 ｢아마 이것은 우리가 전생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잇서서 하누님 죄를 진 
닭인가 보다. 오냐 인제부터 하누님 긔도나 들어 볼가｣하고 그 부터 
깁흔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매일 하누님을 향하야 두 손을 고추어서 귀도
를 들이며, 나종에 잘 되게 하야 달나고 소원을 말하얏습니다.

이러케 밤낫으로 긔도 들이기를 하로도 궐하지 안코, 무슨 조흔 일이나 
잇슬가 하고 정성을 들이는 동안에 세월은 참 음으로 어느 듯 삼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게 되엿습니다. 그 동안에 자긔의 신세를 탄식하든 멸치도 원
악 여러 해를 무사히 지낸 닭에 몸도 상당히 크게 자라고 긔운도 달은 물
고기에게 그다지지지 아니할 만큼 약한 물고기 중에는 왕이 되엿습니다.

이 멸치가 무슨 조흔 소식이나 업나하고, 매일 고대고대하고 잇는대, 어
느 날은 과연 자다가 썩 크고 넓은 을 엇습니다. 엇지 크고도 넒든지 
압록강 건너 요동 평야만치, 충청도 강경 벌만치, 함경도 백두산만치 아조 
크고 넓게 엇습니다. 

   ㉠과 ㉡은 이야기의 도입부분이다. 동일한 작품이 실연동화에 오면 서사가 
확장된다는 것을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에서 멸치는 후
일을 기약하면서 삼천 년 동안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실연동화의 멸치는 
작은 동물로 살아가는 고달픔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전생의 죄를 지
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여기고 삼 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후일 잘 되기를 기약
한다. 삼천 년이라는 시간과 삼 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동떨어진 시간 개념이
다. 멸치가 삼천 년을 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현실성이 떨어진
다. 반면에 멸치의 신체적인 결함을 한탄하면서 삼년 동안 기도를 드려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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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의 세계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현실적이면서 이후에 벌어질 
사건 전개에도 힘을 실어준다. 멸치가 될 수 있는 한 최상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연동화에서는『조선동화대집』보다 멸치가 처한 현실의 문
제를 체감할 수 있게 그려내고 있다. 멸치가 왜 그렇게 황당무계한 꿈을 꾸었는
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괴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다음은 서사의 확장 과정인데, 똑같은 서사에 넓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함경도 백두산만치’라는 표현을 넣었다. 유사한 서사를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조선동화대집] 鴨綠江압록강  건너 遼東平野만치, 忠淸道江景벌만치, 아조
넓고크게 엇습니다.

㉣ [실연동화] 압록강 건너 요동 평야만치, 충청도 강경 벌만치, 함경도 
백두산만치 아조 크고 넓게 엇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비중도 조선동화대집
에 비해 실연동화의 작품들이 이 높아졌다. 
  

㉤ [조선동화대집] 가잠이가 네 그리하겟소. 내 仔細자세 히 말할 터인즉, 들
어 보시오. 한 곳산 두메의 村촌   이 하나가 서울 求景구경 차로 나 올 에 
구러진 갓에 배배 인 갓을 달아 번 뒤로 제처 쓰고, 물네줄로 당줄하
고, 박가리로 貫子관자 하야  어지게 졸나매고, 다 어진 베 周衣주의 가 무릅
에 나오는 것을 처 입고, 석새 집신 감발하고, 집팡 막대 걸터 집고, 

京城경성 에 到達도달 하야, 興仁之門흥인지문 (東大門)을 쑥 들어스드니, 大路대로 上상 左右좌우  商店상점 을 
求景구경 하며, 발맘 발맘 鐘路종로 네거리에서 어릿어릿하다가, 鐘閣종각 窓창  쌀도 하나 둘 
하고 세여도 보고 어릿거리닛가, 各廛각전  市井시정 들이서 팔을 이리 고 저리 
면서 여보이 兩班양반  무엇을 사시랴오. 조흔 옷감 여긔 잇소. 남바위 風遮풍차 도 
여긔 잇소. 各色각색  물감도 여긔 잇소. 조흔 西洋서양 針침 도 여긔 잇소.하고 四面사면 에
서에 잡아다린 즉, 할 수 업시 너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야 보니 
모도 가지고는 십흐나 사자하니 돈이 不足부족 하야, 그 中중  第一제일  싼 바늘 대엿
쌈을 사가지고, 그 자리로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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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벌 나려 왓소구려. 그 바늘로 낙시를 만들어 조흔 밋기를 여서 綠록 水수

蒼波창파 에 던젓드니, 올나가는 숭어, 나려가는 잉어, 만흔 송살이, 數수  만흔 
곤장이, 눈큰 준치, 입큰 대구, 各色각색  水族수족 들이 만히 잇지마는, 眉連미련 한 너 
갓흔 것이 덥석 물엇구나.  낙싯대를 툭 채치닛나 天上천상 에 올나 뷘 模樣모양 이
오,   어졋슨즉 地下지하 에 어질시 分明분명 하고, 남의 걸음 걸어본 것은 
漁夫어부 가 網망 라이기에 너어서 가지고 간즉 自然자연  남의 걸음이오, 白雪백설 이 紛紛분분 한 
것은 소곰을 훌훌 리는 것이오, 치우락 더우락 한 것은 火爐화로 불에 석쇠를 
노코 부채질을 활활하면 치우락더우락할시 分明분명 하야 토막토막 술 案酒안주 나 되
어서, 나종에는 肥料비료 軍군  수고나 식힐 것이니, 龍룡 이 무슨 龍룡 이란 말이냐. 그 
위 못난 酬酌수작 들은 하지도 마라.하고 비우졋습니다.119)

㉥ [실연동화] 가잠이가 썩 나서드니 ｢네 그리 하겟습니다｣ 하고, 여러 
고기들 더러 하는 말이 여보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해몽을 할 터이니, 다 
자세히들 주의해 들으시오. 앗가 저 망둥이가 한 해몽과 비교해서 누가 
바른가 비평을 해 보시고, 만일 내 말이 올커든 만장일치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어느 시골 산두메 촌이 하나가 잇서서 엇재 서울을 구경하
러 가게 되엿습니다. 나 올 적에 다 으러진 갓에다가 베배 인 갓 
을 당라  뒤로 제쳐쓰고, 물네줄로 당줄을 하고 박 가리로 여서 입
고 석재 집신을 감발하고, 부지이로 집광막대기를 해서 허위죽허위죽 몃
칠 동안을 왓든지, 경성의 동대문 즉 흥인지문을 도달하얏습니다. 쑥 들어
서서 대로 좌우 엽해 잇는 여러 상점들을 구경하며, 발맘발맘 종로 네거리 
지와서 어대가 어댄줄도 몰으고 어릿어릿하다가 종각창쌀도 하나 둘 세여
보고 기웃기웃 들여다 보고 잇습니다. 각전의 시정아치들은 이 모양을 보고 
싀고럿 무엇이나 사러 온 줄 알고 팔을 이리 고 저리 면서 ｢여보 이 
양반 무엇을 사시랴오 조흔 옷감 여긔잇고, 남바위 풍차도 여긔잇소. 각생
물 도 여긔잇소, 조흔 서양침도 여긔잇소｣하고 사면에서 냅다 잡아다립니
다.

이 촌이는 할 수 업시 녀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적뒤적하고 만적만적 
하야 보니 모다 가지고 십고 사고 십흐나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부족한 
닭에 기중 제일 갑싼  바눌 대엿쌈을 사서 주머니 쏙에  뭉쳐서 너
헛습니다.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그 자리로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너벌 

119) 심의린, ｢멸치의 ｣,『조선동화대집』,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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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긔 시골로 나려왓습니다. 그 바늘을 불에 달궈서 으려 낙시를 만
들어가지고 개천 속에서 지렝이 마리나 잡아서 밋기를 만들어 우리들 노는 
이 록수창파 바닷물에다가 던졋습니다. 올나가는 숭어 나려오는 잉어 헴 잘
치는 뱀장어 춤 잘추는 붕어, 살 도미 눈큰 준치 입큰 대구 수만흔 곤장
이 그 외에도 각색 풀짐생이 만히 잇지마는 미련한 저 위 멸치 갓튼 것이 
무슨 큰 수나 난 것 갓치 행여나 놋칠가 하고 덥석 달녀들어 물엇습니다. 
이 낙시 임자가 낙싯를 툭 채치닛가 고만 물밧그로 올나왓습니다. 이것이 
하눌에 올나온 모양이요.  어지니 아레로 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남의 다리로 걸어 본 것은 어부가 망태기에 너어 가지고 가니 자연 남의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오, 허연 눈이 덥힌 것은 간을 맛치느라고 몸에다 소
곰을 훌훌 린 것이오, 더우락치우락한 것은 화로 불에 석쇠를 노코 부채
질을 활활하면 더우락치우락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토막토막 칼로 잘
나 술안주나 되어서 나종에는 비료군 수고나식힐 것입니다. 룡이 무슨 룡이
란 말입닛가. 구렁이도 못 되고 참혹하게 될 생각을 하면 가엽기가 이업
는데, 그 위 못난 수작으로 남을 속이고 어더서 처 먹으니 차 괘씸하지 
안습닛가저 어리석은 멸치는 그 소리를 고지듯고 도모지 자긔외에는 아모도 
업는 것갓치 아니 참 불상한 신게올시다.｣하고 멸치의 오장이 곰기도록 비
우져서 해몽을 하얏습니다.120)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가자미가 꿈을 해몽하는 도입부분을 비교
해 보면 실연동화의 특징이 더욱 선명해진다. 

㉦ [조선동화대집] 가잠이가 네 그리하겟소. 내 仔細자세 히 말할 터인즉, 들
어 보시오. 

㉧ [실연동화] 가잠이가 썩 나서드니 ｢네 그리 하겟습니다｣ 하고, 여러 
고기들 더러 하는 말이 여보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해몽을 할 터이니, 다 
자세히들 주의해 들으시오. 앗가 저 망둥이가 한 해몽과 비교해서 누가 
바른가 비평을 해 보시고, 만일 내 말이 올커든 만장일치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동화대집의 가자미는 좌중에게 해몽을 하겠으니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
하면서 바로 해몽에 들어간다. 실연동화의 가자미는 좌중에게 해몽을 할 테니 
잘 듣고 망둥이의 해몽과 비교하여 누구의 것이 맞는지를 평가하고 자신의 말이 
맞으면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가자미가 좌중의 반응을 
120) 심의린, ｢멸치의 ｣,『실연동화』, 3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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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언술은 여러 물고기로 대변되는 직접 이
야기를 듣는 청중에게 자신의 해몽이 설득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평가를 박수로 
해 달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실연동화는 청중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
들여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언술들을 배치하여 실연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욱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자미의 해몽 부분에서 의태어가 늘어났다. 

㉨ 집팡 막대 걸터 집고  →  부지이로 집광막대기를 해서 허위죽허위
죽

㉩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야 보니  →  이것저것 뒤적뒤적하고 만적만적 
하야 보니 

㉪ 사면에서에 잡아다린 즉,  →  사면에서 냅다 잡아다립니다.
㉫ 그 중 제일 싼 바늘 대엿쌈을 사가지고 그 자리로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너벌 나려 왓소구려. → 기중 제일 갑싼 
 바눌 대엿쌈을 사서 주머니 쏙에  뭉쳐서 너헛습니다.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그 자리로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너벌 도로 자긔 시골로 나려
왓습니다. 

   서사에 대한 추가 설명 부분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에
서 의태어가 추가되어 이야기의 생명성이 더 살아나고 있고 실연을 할 때에 더 
실감나는 표현들이 늘어났다. ㉨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는 모양을 ‘허우적허우적’
이라고 덧붙여 지팡이를 이리저리 자꾸 마구 내두르는 모양을 표현하였다. ㉩에
서 물건들을 들추면서 계속 뒤지는 것에서 만지는 것으로 자세하게 드러냈다. ㉪
은 물건을 사라고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는 것을 ‘냅다’라는 어휘를 통해서 빠르고 
세차게 잡아당겼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은 ‘떡바늘을 사서 주머니 속에 꼭꼭 
뭉쳐서 넣었다’는 문장을 통해서 주인이 값싼 떡바늘을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실연동화에서는 조선동화대집이 이미 담화재료로서 
말하기에 적합한 재료들로 구성된 것을 청중의 이해를 돕고 더 실감나는 실연을 
위해 의성어와 의태어, 세부적인 표현들,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문장들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조선동화대집] 龍룡 이 무슨 龍룡 이란 말이냐. 그 위 못난 酬酌수작 들은 하
지도 마라.하고 비우졋습니다.

㉭ [실연동화] 룡이 무슨 룡이란 말입닛가. 구렁이도 못 되고 참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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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생각을 하면 가엽기가 이업는데, 그 위 못난 수작으로 남을 속이고 
어더서 처 먹으니 차 괘씸하지 안습닛가저 어리석은 멸치는 그 소리를 고지
듯고 도모지 자긔외에는 아모도 업는 것갓치 아니 참 불상한 신게올시다.｣
하고 멸치의 오장이 곰기도록 비우져서 해몽을 하얏습니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룡은 무슨 룡이냐’면서 비웃는 것으로 해몽을 마쳤다. 
실연동화는 장황한 서사를 삽입하였다. 가자미는 멸치에 대해서 용은 고사하고 
구렁이도 못 될 형편이니 불쌍하고, 기껏 해몽을 한다고 한 망동이는 허튼 수작
으로 후한 대접을 받으니 괘씸하다고 표현하였다. 망동이의 잘못된 해몽을 듣고 
기고만장해진 멸치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불쌍한 신세라고 하여 멸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가자미가 꿈에 대한 해몽뿐만 아니라, 먼저 해몽을 망동이에 대
한 평가와 이를 듣고 좋아하는 멸치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나가는 것은 멸치와 
망동이가 그리는 헛된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다. 
   멸치는 자신의 볼품없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것을 불
편하게 여겼고 큰 무엇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다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게 용이 
될 꿈이라고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그 동안 맺힌 한을 다 푸는 
듯 했다. 하지만 가자미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망동
이의 해몽과 이를 듣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멸치의 행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자미의 비판은 멸치의 꿈이 지닌 허상을 깨트리는 
데 적절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청중은 가자미와 멸치의 대결에서 
흥미를 느끼고 그들의 자세한 대화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또한 그들의 대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법들을 숙지하여 실제생활에서 벌
어지는 갈등 상황에 대입하여 어린이 스스로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실연동화』의 내용은 동화 속 세계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문제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습 무대로서 어린이들에게 실천적 교재로서 그 가치
를 지닌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실연동화로 이
어질 때  세밀한 상황과 사건 묘사, 의성어와 의태어, 고유어의 사용, 속담과 격
언과 같은 관용어구의 배치, 이야기에 대한 논평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조선동화대집이 교육적 담화재료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실
적 가치관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실연동화에서는 선별된 
재료를 더 흥미진진하게 구성하고 사건의 긴장감을 높여 청중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연동화가 실제적으로 ‘조선어 화방’시간과 학예회, 동화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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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식적인 장에서 실연이 되었고, 이를 학생들이 연습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연동화의 서사는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었고, 그의 동화 세계가 한층 발전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는 심
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더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연동화의 활용
   당대 실연동화가 지닌 교육적 활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
의린은 학생들의 조선어 학습을 위해 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들의 관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실질적인 양상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학생들
은 실연동화를 통하여 이야기의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이며 청중
의 흥미를 잃지 않는 작품을 선택하고 그것을 많이 읽고 직접 연습을 하여 청중
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도 실연동화를 통해서 ‘조
선어 화방’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수업 시간에 체득한 것은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인 ‘학예회’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학예회는 동화회와 달리 학교 내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
한 언어를 실행해 보는 기회의 공간이었다. ‘학예회’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일상 언어의 훈련과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학예회
의 종목이 출연자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말하기나 글짓기를 통해 
표현하고 그 결과를 반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全校紀念 全州公立普通학교장 柳春姬氏가 學部로 報告되 本年 拾二

月四日은 卽本部新敎舍를 創建後移轉 第一回紀念日也라 當日 上午 十一
時에 落成趣旨와 紀念儀式을 合幷設行온바 同時에 生徒 學藝會와 生徒 父

兄懇話會를 亦爲兼行다 얏더라.121)

   학예회에 대한 초기의 기사는 1907년 전주공립보통 학예회의 것을 볼 수 있
다. 신축교사가 건축되어 이전하고 그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학교 학예회 행사를 
실행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학예회의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된 학예회 소식이다. 

121)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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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십 구종의 학예를 연하는 중 가장 인기를 고조한 자는 이년생 문명덕 
외 이명의 ｢蟻(의)와 蟮(선)｣ 육학년생 신두열의 ｢컬넌버쓰의 아메리카의 
발견｣이삼학년 여자의 합동유희 오학년생 남명원의 ｢산소실험｣, 일학년 여
자 김현숙 조경숙의 담화급 육학년생 유창학의 담화 ｢입학기가 왓도다｣등이
엿섯고 기중 더욱이 이채를 방한 자는 금년 삼십 육세의 영흥농업학교생 원
용식 군은 자리 향리 단천군에서 입학치 못하고 그 길로 향리를 떠나 본교
에 입학하기까지 연령기타 기초적 지식이 업슴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현금 
공부하는 실상을 거하야 소감을 노노히 술하매 그 어조에 딸아 혹 우스며 
혹 감탄하야 큰 인상을 주엇는데 폐회하기는 오후 사시 경이러라.122)  

   위의 학예회 기사에서 가장 인기를 고조한 자는 이년생 문명덕 외 이명의 ｢
蟻(의)와 蟮(선)｣이었는데, 이는 개미와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양한 학예
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 호평을 받는 것이 이야기 실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예회의 공연 가운데 이야기를 흥미롭게 감상
한다는 것은 실제 수업 시간인 조선어 화방 시간에 이야기를 선택하고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연습하는 노력들이 수반된다. 학예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나 기여도가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심의
린이 편찬한『실연동화』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생활에 대단히 유용한 교재
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대문 밧 마포보통학교에서는 지난 십사일 오후 두시부터 그 학교 교실
에서 어린 소년소녀의 자미스러운 학예회가 열렷섯는데 당일 참예한 손님은 
근 이백 여명이나 되엿스며 특히 부인 손님도 만히 잇섯스나 특별히 준비한 
좌석이 업서서 문밧게까지 서서 구경한 손님도 만핫스며 순서 중 여자부 일
학년 학생의 자미스러운 노래와 남자부 삼사오학년 연합 아동극 중 섬의 이
야기는 일반 관객에게 만흔 흥미를 주엇스며 이상 십여종의 순서를 맛친 
후123) 

  
   마포보통학교의 학예회는 일반 교실에서 열렸다. 그런데 당일 참석한 관객이 
이백 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각 학년별 교실이나 주제별 교실로 한 교실에 모여
서 이루어진 것이라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학예회를 위한 특별한 서
적이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 학예회 준비 서적에서 본 것처럼 음악과 아동극(학

122) 영흥공보 학예회, 동아일보. 1922.4.1. 
123) 동아일보. 19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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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극) 공연이 있었다. 

開城第二
公普校學藝會

開城第二公立普通學校에셔 一個年間 學習한 學藝를 一般 家庭及敎育家
諸氏의 批判에 附하기 爲하야 本月九日 午前十時부터 午後三時지 母娣 

五百名의 參觀下에 同八日午前十時부터 午後四時지 學父兄百餘名과 各
의 藝題에 應하여 實演講演 等 各科程을 通 하야 數種出式演의 出演이 有한 
後 拍手讚聲裡에 閉會하얏대 其有中한 五年生 崔世東 金鳳龍 君의 汽船說
明과 二年生 宋榮勛 君의 書房 四年生 朴聖圭 君의 墨竹 等에 對하야 一般 

學父兄의 感想을 興起하얏다더라(開城)124)

   보통학교의 졸업시즌인 2월 즈음에 각 학교별로 그동안 배운 학과내용을 바
탕으로 부모를 모시고 학예회를 개최하였다. 현대 교육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에서 학기가 끝날 무렵에 어린이들의 솜씨를 자랑하는 문화가 이 시기부터 시행
되었다. 이 학예회 발표장에서 ‘화방(話方)’, ‘대화(對話)’를 근거로 말하기 교육
의 중요성과 함께, 동화 이야기에 대한 당시의 교육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畿湖地方

◆長湖院公普學藝會=京畿道 利川郡 長湖院 公立普通學校에서는 벌서전부
터 준비중에 잇든 第三回 學藝會를 지난 十二日 上午 十一時에 同校內에서 
開催하고 校長 伊藤修一氏의 開會辭가 끗나자 “신소리나오” 一男生의 合唱
을 비롯하야 話方, 獨唱, 合唱, 合奏, 朗讀圖畵, 習字,唱遊, 對話, 兒童劇 

等의 順序를 조차 五十餘種目을 下午 四時頃에 니르러 大盛況裡에 끗을 마
치엇다는데 當日 來賓及學父兄은 無慮數百餘人에 達하얏섯다더라(長湖

院)125)

   위의 학예회 활동에서 노래와 악기 연주 이외에 특이한 활동으로 화방(話方)
과 대화(對話), 습자(習字)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보통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로 보인다. 
   학교 교육에서 일본어 수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반해 조선어 수업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 안에 독법, 해석, 회화, 암송, 받아쓰기, 작문, 습자가 있
었다. 심의린이 조선어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바로 말하기, 암송이었다. 
124) 매일신보, 1925.3.12.
125) 동아일보, 192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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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린의 지도안에서도 교과 내용을 암송하여 화방 연습이라는 전달사항이 종종 
눈에 보였다.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암송하여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개
인의 연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예회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하여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줌으로써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하게 습득하게 노력하
고 있다. 
   실연동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실증을 업게 하고 웃긴다고 너무 俗되거나 亂雜하
게 하야 일부러 不自然한 態度를 갓는 것은 도로혀 敎育的이 아닙니다. 언
제든지 愼重하고 高尙한 自然의 아름다운 態度를 가저야, 話方練習의 정말 
目的이오, 童話의 價値가 잇다하겟습니다.126)

   ‘화방’ 연습의 목적은 ‘신중하고 고상한 자연의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다. 이는 동화의 가치이기도 하다. 당대 아동에게 동화를 하거나 듣는 것은 즐겁
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청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목소리나 표정, 
행동에서 과한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의린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
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화의 전달은 꾸미거나 격한 감정의 표
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신중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판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통사회의 이야기문화가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에 
‘어린이’ 청중(독자)을 위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에서 심의린은 학교 교육의 장을 바탕으로 조선의 이야기를 토대로 동화 운동을 
펼쳤다. 동화 구연에 대한 체계적인 실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린은 실연
동화를 통해서 시간에 맞추어 연습하고 청중의 흥미를 유지하는 구연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발음이나 행동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실연동화는 조선어 말하기 수업,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직접 실연해 보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조선어 교과서에 
조선이야기가 부족하고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였
다. 그리고 학생들은 꾸준히 말하기 연습과 준비를 통하여 당대 어린이 이야기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실연동화』는 조선어교육을 위해 동화를 활용한 
사례 가운데 가장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그 의의를 높이 살 수 있다.
126) 심의린,『실연동화』,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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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대 미디어를 통한 조선어교육 및 동화 운동
   근대 미디어인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 소리를 직접 들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음성으로 확인 가능한 레코드 동화는 남아 있
는 것이 몇 편 있고, 라디오 동화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심의린이 남긴 
레코드 동화는 없다. 그럼에도 레코드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1936년 1월 발매된 
교육용 조선어독본 레코드 제작에 심의린이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
정에서 심의린은 학생들을 지도하여 동화 읽기와 말하기 방법을 가르쳤고, 실제
로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레코드에서 다루고자 한다. 
   라디오 동화에서는 심의린의 음성이 남아 있는 자료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다만 라디오 동화에 직접 출연했던 기록과 내용이 3편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라디오 동화에서 실연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라디오 동화를 통해서는 무엇을 전
달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어 교육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의 배경 
   일제강점기 레코드와 라디오는 값비싼 물건으로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어려웠
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디오의 보급률은 높아졌고, 라디오와 레코드를 통해서 ‘소
리’의 감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동화회나 학예회와 같이 구연자와 청
중이 대면해서 즐기는 구연 문화가 기술의 발전으로 레코드와 라디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레
코드와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동화 구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른
바 당시로서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면식의 동화 구연에서는 구연자가 이야
기를 해야만 청중이 들을 수 있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조금씩이라도 서사의 변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레코드와 라디오는 
좀 다르다. 레코드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재생해서 들을 수 있다. 라디오는 
동일 시간대에 전국에 전파를 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라디오 동화의 경우 반
복성보다는 한정적인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조선어독본레코드를 취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법을 직접 지
도했고,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이라는 내용을 구연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동
화 운동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실제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담아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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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료를 수집하여 담화의 재료로 삼고, 실연동화에서 ‘유용하고 취미 있는 
재료’를 선별하여 실연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제시하여 ‘화방연습’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제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를 통하여 학생들과 배
운 내용을 직접 실연해 보는 단계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비록 조선어독본에 있
는 동화를 심의린의 지도에 따라서 구연하고, 심의린은 라디오 어린이 시간에 자
신이 선별한 동화를 구연하였다. 이제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처음 이야기의 재료
를 선별하고 그 재료가 유익하고 흥미로운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 직
접 구연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점진적 
확장 과정이다.  
   대중 오락물 가운데, 음악 레코드가 성행하였지만 교육 레코드는 드문 편이었
다. 오케(Okeh)레코드에서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 교육
레코드는 일제강점기 레코드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오케(Okeh)레
코드 또한 당시 음반회사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조선어 교육 레코드를 제작·
발매하였다. 

조선어교육레코드는 1935년에 전반에 기획되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녹음했다. 당시 오케레코드는 서울에 녹음 스튜디오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
았으므로, 녹음할 사람들이 본사 역할을 하고 있던 일본 데이치쿠(帝蓄)레
코드로 직접 가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취했다. 하지만, 조선어교육레코드는 
보통학교 학생들이 대거 녹음에 참여했으므로, 많은 어린이들을 일본까지 
데리고 갈 수 없어 녹음 설비를 서울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택해 녹음을 진
행했다. 녹음 설비와 기술자를 서울로 불러들여 가설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음은 물론이다. 

오케레코드 문예부장 김능인(金陵人)이 주도한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은 
조선어학회, 조선음성학회, 조선음악교육협회, 조선음악가협회 등 유관기
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았고, 조선총독부에서도 정식으로 인가를 얻어냈
다. 녹음 교본으로 사용한 것이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 조선어독
본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대외교섭에 능숙했던 오케레코드 운영자 이
철(李哲)의 역량이 상당히 발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음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경성사범학교 부속 보통학교, 경성여자사
범학교 부속 보통학교에서 선발되었고, 예비교사라 할 수 있는 경성여자사
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올바른 문법을 책임지는 독법(讀法) 지도는 경
성여자사범학교 선생이었던 심의린이 맡았고, 녹음 내용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한 음악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이면서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

部) 촉탁(囑託)도 맡고 있었던 조선음악교육협회의 이종태(李鍾泰)가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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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바른 발음을 책임지는 음성 지도는 연희(延禧)전문학교 교사인 조선
음성학회의 정인섭(鄭寅燮)이 맡았다.127) 

   당시 조선에서 레코드 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조선어독본녹음은 획
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중음악 위주의 레코드 시장에서 교육용 음반 발
행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교육적 관심에서 발매되었다. 레코드의 내용이 조선의 
사상이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 출판한 조선어독본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당국도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 당시 경성사범학교 부속보통
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 학생들이 녹음에 직접 참여하였다. 음반을 발매할 때, 
음반 녹음자가 일본에 가서 녹음을 해 오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일본으로 이동할 수 없어 경성에 가설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녹음을 하였다는 점
은 조선어독본음반에 들인 공을 엿볼 수 있다. 올바른 문법과 독법은 심의린이 
맡았고, 올바른 발음은 정인섭이 담당하였다. 그들의 교육 방침에 대한 내용을 
다음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글을 읽는 것이란, 말을 문자로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다
시 말하는 연습을 한다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말하는 것 잘이 읽되, 作者의 精神을 잘 理解하야 기쁜 事實이면 기쁜 表情

으로, 슬픈 內容이면 슬픈 표정으로 感情이 나타나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어디까지든지 독서요, 결코 배우의 극이 아니므로 너무 야

단스럽게 읽어서는 못 씁니다. 實地의 말과 같이 感情을 表示하야 읽되, 곱
고 정하고 아름답고 高尙하게 讀書의 本質을 잃지 않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야 글 읽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잘 알아듣고 그 뜻을 알
고 느낌을 주게 하야 합니다.

實地의 言語에 어조가 있고 억양이 있어서 음성의 대소와 遲速이 있으며, 
발음에 고저, 장단, 강약이 있는 것과 같이 독서에도 독조, 즉 고저 장단 
강약 지속 등이며 구독점에 주의하야 명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실지로 구체적 낭독법에 이르러서는 문자로 설명하기가 매우 불충분한 
점이 있으므로, 지도한 아동의 음성을 빌어서 레코오드에 취입하야 금후 연
구 재료의 참고로 드리는 바입니다.

10월 28일128)

127) http://www.culturecontent.com. 오케 레코드와 조선악극단 교육 레코드 발매. 문화
원형라이브러리에서 인용. kocca 문화콘텐츠닷컴. 

128) 심의린, ｢독본낭독법에 대하야｣, 한글 3권 10호, 1935,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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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이 조선어독본 음반이 발매되기 전에 한글에 기고한 독본 낭독법
에 대한 글을 보면, 글은 말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곧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므로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지은 사람의 감정
을 잘 살려서 슬프고 기쁜 것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의린은 언어
에 어조, 음성의 대소, 빠름과 느림, 발음의 고저가 있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에
도 고저, 장단, 강약, 지속 등이 있고 구독점에 주의하야 명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기고하였다. 구체적인 낭독법을 글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레코
드로 취입하여 연구 재료로 준다고 하였다. 이는 글이 말하기의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음성언어 교육에서 실제 말하기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예이다. 
   심의린의 아들 심양택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조선어독본음반을 집에서 
즐겨 틀어주셔서, 자신도 귀에 익는다고 했다. 심의린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조선어의 중요성과 발음의 정확성을 생활 속에 익히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조선어독본음반에 심의린의 동화가 수록된 것은 없다. 하지만 심의린
이 레코드 음반 제작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독법을 지도하였고, 실제로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을 녹음하였기 때문에 레코드와 관련하여 음성언어의 발음과 
말하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당시 대중매체 가운데 레코드와 함께 인기를 끈 것은 바로 ‘라디오 방송’이었
다. 1927년 1월 시험방송을 개시하여 2월 16일부터 라디오방송이 시작되었다. 
초기 라디오 방송에서 어린이시간대는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30분 동안, 일요
일이나 축일에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편성되었다.129) 경성방송국의 개국과 
어린이시간대의 편성으로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어린이 문화와 관
련된 내용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선총독부가 
‘라디오’라는 전파 매체를 통해서 식민지 권력을 주입시키기 위한 권력의 상징이
라는 의도도 지배적이지만, 조선 내부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조선의 음악과 이야
기를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배 
권력자의 매체 활용 방법과 실제 청취자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본고가 라디오의 ‘어린이 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린이 시간이 30분에 불
과하였지만 어린이 대상의 전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어린이만을 위한 방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어린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어린이극·방송아동
극·방송동화 등이 제작·방송되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 방송은 경성방송

129) 박기성,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총람, 나남, 1991,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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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개국 초기부터 커다란 관심사였다. “최초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1928년 
1월에 시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소학교 방학을 이용한 것이었고, 
8월에는 ｢어린이 학습시간｣이 개설되었다. 1934년에 접어들면서 동화, 아동극들
이 방송되었고 일요일에는 노래, 역사이야기, 과학 등을 엮은 ｢어린이 일요신문｣
이 방송되었다”130)라고 한다. 
   “라디오 청취자가 일만 명을 돌파하였다”라는 기사131)가 나온 1929년 조선의 
인구는 이천 만이었고 조선에 와서 사는 일본인은 40만 이었다. 이 때, 일본인 
라디오 청취자가 일만 명 가운데 8할을 차지하고 조선인은 넉넉잡아 2할을 차지
하였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경성방송국 발표에 의하면 1931년 3월 말까지 경성
방송 관내의 라디오 청취자는 일만 구백 칠십일 명 이었다132)고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라디오 청취자의 지역적 편중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라디오라는 새로운 
기계 문명은 상류층과 도시 집중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
약 속에서 고가(高價)의 라디오를 살 수 없는 대중들은 어떻게 라디오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선은 라디오 청취회와 연구회와 같은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라디오를 설치
하고 함께 듣는 방식133)을 취했다. 일제 강점기는 ‘동화대회’, ‘레코드 대회’, ‘라
디오 대회’ 등과 같은 문화적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이는 이 시기 독특한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개인이 혼자서 향유하는 것이 아닌 극장이나 공회당처럼 
큰 장소에서 동화, 레코드, 라디오를 공유하고 즐겼다. 라디오 대회의 실상은 다
음과 같다. 

來二月三日부터 五日까지 卽 음력 정월 초 이일부터 초사일까지의 삼일
간을 중앙회관에서 공연하기로 되야 지국에서는 그 준비에 매우 분망중이라
는데 공연초일인 음력 초이일과 삼일의 양일간은 매일 신문 일경식만 공연
하기로 하고 최종일인 초사일에는 부근의 주민을 위하야 특히 주간과 야간

130) 김관, ｢어린이 시간 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시청각교육
 12, 1979. 

131) 동아일보 1929.10.26.
132) 동아일보 1931.6.23.
133) 라디오 청취회 평북 강계에 라디오를 설치하고 라디오를 설치하고 라디오 청취회

를 조직한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다수한 입회자가 유하야 去八日 下午 七時에 창
립회를 설치관에서 개최하고 임원을 선거하엿다는데 피선된 임원은 如左하다고(강계)

◇ 임원 ▲ 회장 李鍾殷 ▲부회장 松尾宗次郞 ▲ 幹事 田中, 劉基貞 外  三人 동아일보 
1925.11.18./ 동아일보 독자 라디오 연구회, ◇時日 三月 一日 午後 七時 半, ◇場所 
朝陽會館 上層에서, 독자에 한하야 공개(입장무료), ◇주최 동아일보 대구지국 동아일
보 1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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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경을 공연하기로 하엿다는대 주간은 오전부터 개연하야 오후에는 聽話

가 맛치고 족히 귀가할 수 잇도록 계획하야 시외인사에게도 번기회를 일치
안코 잉하게 한다하며 매경의 라디오 청화가 끗난 뒤에는 무선전화에 대한 
기계의 원리를 통속적으로 설명하야 라디오가 엇더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
으로 이해케한다하며 개연시간과 종목과 순서의 상세한 것은 경성과 일본 
각지방방속국의 푸고르람 발표를 짐작하야 추후로 발표하리라더라(개
성)134)

   라디오 대회는 중앙회관에서 이루어졌다. 공연 내용은 경성 방송국이나 일본 
각지 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아, 방송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거나 방송 내용을 극화하여 보여주었다. 일반 대중의 라디오 체험뿐만 아
니라 동화 구연을 하는 이야기꾼에게도 라디오의 현실은 삭막하였다. 

텅텅 브인 방에 혼자 서서 이약이를 하노라닛가 엇더케 싱겁고 힘이 드는
지 뎨일 내가 이럿케 하는 이약이가 여러 사람에게 잘 들니는지 안들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듯는 이의 얼골에 자미잇서하는 것이 보이는지 자미업섯서 
얼골을 그리는지 그것이 몹시 궁금하지만 그러나 하는 수 업시 그냥 브인 
방에서 한 시간 동안이나 혼자 들면서 이약이 하엿슴니다.  맛을 모르
고 먹는 음식과 갓햇슴니다.135)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이었던 방정환은 당시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감회를 위
와 같이 풀어냈다. 방정환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답답함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지, 듣는 사람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할 때,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이야기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데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빈 방에 혼자
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청중의 반응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이
야기꾼이나 근대 동화 대회에서도 청중과 이야기꾼이 대면하는 양상이다. 반면에 
라디오라 레코드는 구연자가 청중을 앞에 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청중의 
반응까지 고려하여 이야기를 끌어나가려고 하니,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인 방정환
도 처음 라디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구연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방정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맛을 모르고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

134) 동아일보 1927.1.21. 라디오 대회
135) 방정환, ｢방송해 본 이약이｣, 어린이 4권 8호, 1926년 8월·9월, 35쪽 (탑골 공원

에서 라디오 듯는 사람들 사진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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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정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준다. 이야기의 즐거움이나 흥미를 청중과 
공유하지 못한 채, 이야기만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라디오 선생님｣이라는 동화인데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
님에 대한 동화이다. 현재 라디오 동화의 음성이 남아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어 
작품의 서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라디오 동화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라디오의 구연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최영해 선생님의 옛날이야기 잠자는 숩속의 공주님을 보내드
리겟습니다.하는 아나운서-의 뒤를 따라 정다운 최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애기는 병히가 듯던 것 바로 그게 일 뿐 아니라 공주님이 오래 오래 잠을 
자는 데까지 와서는 

 자아 오늘은 시간이 다 됏스니까 이만하고 다음은 내일 해 드리겟습니
다.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첫습니다.136)

   ｢라디오 선생님｣동화는 라디오 동화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먼저 아나운서가 오늘 이야기를 담당한 구연가와 동화 제목을 소개한
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진행한다. 시간이 다 되면, 구
연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내일을 기약하거나 예고하는 것으로 라디오 동화
가 끝이 난다. 실제 라디오에서 어린이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다. 앞뒤의 프로
그램 조정, 구연가 소개와 동화 제목 등 일반적인 안내, 다음 편 예고 등을 감안
하여 앞뒤 5분 정도를 빼면 라디오 동화의 구연 시간은 25분을 넘지 않고 20분
에서 25분 사이에 구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야기 한 편으로 끝이 나는 경
우도 있지만 연속 구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 라디오 동화는 레코드 동화에 비해
서 서사가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존하는 김복진의 레코드를 살펴보면, 이야기의 시간이 3분에서 7분 사이이
다. 조선어독본레코드의 동화도 3분에서 6분 사이이다. 그러므로 레코드 동화
의 서사가 더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라디오 동
화의 구연 시간은 20분 정도로 여유가 있다. 레코드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시간
이다. 
   심의린은 1927년 12월 17일 첫 라디오 동화를 시작하여 총 27회 방송을 하
였다. 그의 라디오 동화 방송을 목록화 하고 그 내용을 통하여 심의린이 라디오 

136) 조선일보. 1940.5.19. 라디오 선생님. 조풍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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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동화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
도록 하겠다.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 내용 구성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린이 전달
하고자 했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
다. 다음은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의 목록이다. 레코드의 내용은 1학년부터 6학년
까지『조선어독본』교과서에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 교육 레코드 목록

   위의 목록을 보면, 실용문과 문학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전체 학년별 교과 내
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심의린의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내용이다. 심의린은 직접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아닌지를 
몸소 소리 내서 보여주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 쉽다.

번호 제목 시간 학년 번호 제목 시간 학년
1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 2:55 1학년 13 자장가 3:24 3학년
2 반절 3:23 1학년 14 꽃닢, 점심밥 3:01 3학년
3 아침 해 1:32 1학년 15 혹 뗀 이야기 5:27 4학년
4 아버지와 아들 1:56 1학년 16 아침바다 3:26 4학년
5 코끼리 1:10 1학년 17 부여 3:06 4학년
6 비 2:23 1학년 18 어부가 3:19 5학년
7 봄 2:46 2학년 19 언문의 제정 3:21 5학년
8 무지개, 물방아 3:27 2학년 20 심청 6:02 5학년
9 산울림 3:08 2학년 21 時調五首 2:41 6학년
10 한석봉 3:21 2학년 22 공자와 맹자 2:42 6학년
11 박혁거세 3:35 3학년 23 詩話二篇 2:20 6학년
12 꿈, 달 3:19 3학년 24 途上의 一家 3:30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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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지방에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흉내를 잘 내지 못하는 경우를 들려주겠다
아버지 어머니 학교
(아이들) 아부지 어무니 학꼬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학교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 학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어독본 첫째 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십시오. 

소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 가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가지 미나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리 이 구두 그 모자 저 보자기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나비 오너라 노자 노자 나하
고 자 이번에는 혼자 읽어 보십시오

(아이 혼자서 읽는다) 소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가지137) 

   심의린은 음성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을 배울 때는 일차적으로 소리
를 잘 듣고, 따라 하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의린은 조선어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 잘못 말하면 틀리기 쉽다고 이른다. 실제로 심의린은 수
업 시간에서 이 장음(長音)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했다고 한다. 박붕배는 인터뷰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업 시간에 심의린 선생님께서는 말[馬]는 짧고, 말[語]은 길다고 하시
고, 장단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다”138)

   이후에 표준어 제정과 보급에 힘쓴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에서도 표
준어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기 쉬운 예로, 학생들에게 직접 발음
해 보라고 시킨 후, 틀린 발음을 지적하고 올바른 발음을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
으로 조선어독본 읽기를 시작할 테니, 따라서 읽어 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
은 교사와 학생이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레코드’로 소리를 듣고, 

137) 고양어울림문화재단, 조선어독본레코드 복간, 2004, 1번 트랙.
138) 박붕배 인터뷰,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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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읽어보기를 시켜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생님
이 먼저 설명을 하고, 잘못된 예와 잘 된 예를 설명해 주고, 그것을 따라해 보게 
하여 3단계에 걸쳐서 발음수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레코드라는 기계를 통해서 음
성언어 교육을 받았지만, 정확한 발음을 소리로 직접 듣고 따라해 봄으로써 교사
가 없더라도 올바른 발음 교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레코드 역시 일반인들이 
소유하기에는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학교나 관공서 레코드 대회와 같은 행
사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레코드와 함께 새로운 매체로 관심을 끌었던 라디오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심의린이 방송한 라디오 목록

순서 날짜 수록매체 동화제목 연관된 문헌 존재
1 1927.12.17 동아일보  스루메의 몽(夢) 조선동화대집 △
2 1933.5.19. 매일신보  효동(孝童)  조선동화대집 △
3 1933.6.14. 매일신보  돌과 두비 조선동화대집 △
4 1933.7.9. 매일신보  이상(異常)한 그림 실연동화 △
5 1933.7.31. 매일신보  부싯돌 안데르센 △
6 1933.8.5. 매일신보  부싯돌 안데르센 △
7 1933.9.9. 매일신보  난장이 외국동화 〇
8 1933.10.2. 매일신보  게으름뱅이 조선동화 △
9 1933.10.25. 매일신보  작난 조선동화 〇
10 1933.11.18. 매일신보  욕심쟁이 조선동화 〇
11 1933.12.28. 매일신보 제목 없고 이름만 

수록 알 수 없음 ×
12 1934.1.30. 동아일보  못난이 조선동화대집 △
13 1934.2.16. 매일신보  물고기 조선동화 △
14 1934.3.9. 매일신보  쟁이 조선동화대집 △
15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실연동화 △
16 1934.4.6. 동아일보  옴둑겁이 조선동화대집 △
17 1934.4.29. 매일신보  반 조선동화대집 △
18 1934.9.13. 매일신보  다람쥐 조선동화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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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동화 25편139)의 이야기들의 자료 존재 여부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 
남아 있는 자료는 3편으로, ｢난장이｣, ｢작난｣, ｢욕심쟁이｣이다. 그런데 이 자료
들 역시 라디오 동화의 온전한 대본이라고 할 수 없다. 라디오 동화가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신문기사에 수록된 내용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울 정도로 간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서사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편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 대체로 이전에 발
간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많이 가져왔고, 새로운 서사는 조선동화
와 외국동화를 수용하였다. 작품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 표시하였다. 제목으로 어느 정도 서사의 진행을 짐작
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서사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은 ×로 표기하였다. 제목의 변
화가 있지만 라디오 동화의 대다수가 조선동화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라디오 동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는 앞서 살펴
본 분류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누었다. 이는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부터 가지고 
온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실연동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매체의 
확장을 통해 라디오 동화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게으름뱅이, 못난이, 완고학자님
꾀쟁이: 쟁이, 반

139) 한 편은 시사적인 내용이고 한 편은 제목미상이어서 정확한 동화 제목이 드러난 것
은 25편이다. 

19 1934.10.23. 매일신보  농촌 어린이 시간표 당시 계몽문화 ×
20 1935.1.28. 매일신보  이상한 보작이 조선동화대집 △
21 1935.3.1. 매일신보  의조흔 형제 교과서 △
22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실연동화 △
23 1935.5.2. 매일신보  만성(萬成)의 (運) 조선동화 △
24 1935.5.19. 매일신보  복돌이와 첨지 조선동화 △
25 1935.7.7. 매일신보  이야기 조선동화 △
26 1935.7.13. 매일신보  완고학자님 조선동화대집 △
27 1935.8.30. 매일신보  기름장사 효자 조선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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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가치 
효: 효동, 기름장사 효자
형제애: 의좋은 형제
은혜: 옴둑겁이, 다람쥐, 원숭이의 보은
욕심: 이상한 그림, 욕심쟁이

현실적 가치 
헛된 꿈: 스루메의 몽, 이상한 보작이
모험과 문제해결: 돌과 두비, 복돌이와 첨지, 부싯돌, 난장이, 

작난, 만성의 운

   라디오 동화에서는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보여준 신의, 정직, 미
신, 경제적인 문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바보와 꾀쟁이, 불변하는 가치인 효나 형
제애, 은혜, 욕심에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실적 
가치에서 ｢스루메의 몽｣은 심의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멸치의 꿈｣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추정된다. 라디오 동화의 큰 특징은 조선동화대집과 실연
동화에서 보여준 모험과 문제해결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야기가 확장되고 두드
러진다는 사실이다. 
   심의린은 라디오 동화에서 조선인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조선동화를 적극
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사 전개에 필요한 내용이 외국동화에 있을 경
우,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자신만의 상상력을 덧붙여 단순한 구전 이야기의 개
작이 아닌 창작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심의린의 옛이야기 재구성 양상은 조
선동화대집을 시작으로 실연동화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라디오 동화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방정환이 외국의 동화를 번안하고 조선의 이야기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것과 유사한 과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동화 작가들이 출발
점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창작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야기의 개작을 
시작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까지 이른다. 다만 방정환과 심의린의 다른 
점은 방정환이 소년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의 동화 세계를 펼쳤고 외국동화
의 번안을 먼저 시작했다면 심의린은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말하기 교육을 통해
서 조선동화에 새로운 옷을 입히고 날개를 달아 조선의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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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의 특징 
   
   현재 남아있는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조선어 독본』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였던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의 음성 교재
가 70여 년 만에 CD로 복각됐습니다. 문헌에만 의존해 왔던 우리 말 연구도 
새롭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순 나이에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70년 전을 생각하며 CD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읽고 있는 겁니다.
CD 속 어린 목소리는 바로 70년 전 정계환 옹의 목소리.

당시 보통학교 5학년이던 정 옹은 한 레코드사가 기획한 '바른 우리 말 
음성교재'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교과서 읽기 녹음 작업을 했습니다.

“미리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 읽었다. 납 녹음판에 녹음하는데 틀리면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다. 여러 번 읽기도 했고 혼도 많이 났다."

만들어진 교재는 SP 판 12장. 조선어 독본 6권 중 27개 과, 낭독분과 노
래 등이 실렸습니다.

전쟁 통에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내 개인 가보는 이거다 싶어서 그렇
게 이사를 다니면서도 꼭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정 옹의 옛 소리가 빛을 보게 된 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상만 
씨 덕입니다.

우리말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이상만 씨는 지난 91년 정 옹이 SP판을 
주자 사재까지 털어 영국으로 건너가 DAT 테이프로 복각했습니다. 그리고 
덕양 어울림누리 개관을 기념해 CD로 제작해 내놨습니다.

"생생한 옛말 들으니 가슴이 뛰었다. 반드시 복원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
다."

1930년대 우리말이 고스란히 담긴 이 CD는 국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국어학 연구 자료는 문헌
에 의존해 왔다. 실제로는 직접적인 음성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서였다. 이제 본격적인 음성 자료 연구 시작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우리 말! 새롭게 복원된 우리말은 사라져 가는 우
리 얼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140)

   조선어독본레코드는 1935년 보통학교 5학년이던 정계환 학생이 가지고 있
140) 2004.9.16.YTN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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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SP판을 고양문화재단의 단장인 이상만씨가 복원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
다.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레코드의 실체141)가 연구되기도 했지만 
고양문화재단의 복원142)으로 1935년 조선어 교육을 받던 학생들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심의린의 지도를 받았던 정계환 학생의 증언의 내용은 실
연동화에 나온 구연 방법과 일치한다. 

정계환이 받은 구연법과 『실연동화』의 구연 방법 비교

   팔순이 넘은 고령의 정계환이 녹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 것은 녹음 전에 연
습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심의린이 실연동화에서 ‘미리 연습’하
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통한다. ‘미리 연습’을 한다는 것은 동화의 
내용을 숙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유능한 구연자라고 할지라도 연습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에 들어간다면 이야기의 
짜임새와 인물의 성격 등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계환과 그의 친구들
이 미리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 녹음 현장에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
했을 때, 심의린은 두 번 세 번 다시 읽게 했다는 것은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칠 
때까지 완벽한 발음을 녹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 녹음이 
되면 고칠 수 없고, 교육용 레코드는 실제 학생들과 음성 언어 연구자들에게 올
바른 발음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발음은 용납될 수 
없었던 셈이다. 미리 연습하고 틀린 것을 고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은 수도 없이 구연을 했을 것이고, 심의린은 지속적으로 정확한 구연을 위
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연동화에서 실천한 ‘화방연습’이 실제적
으로 발현된 것이 조선어독본레코드라고 할 수 있다. 

141) 한성우, ｢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音聲資料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어문연구 33, 
2005.; 차재은, ｢1930년대의 한국어 음장에 대한 연구 :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음
성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 2005.

142) 고양문화재단에 논문에 사용하겠다고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흔쾌히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양문화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정계환의 증언 실연동화의 구연 방법
미리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 읽었다. 많이 읽고 연습
녹음하는데 틀리면 두 번 세 번 다시 읽
었다

발음의 장단, 음성의 강약고저, 어구를 
빠르게, 느리게 한다.

여러 번 읽기도 했고 혼도 많이 났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발성과 발음을 적
절하고 정확하게 한다. 



- 110 -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는 1930년에 출판된 조선어독본을 사용하고 있다. 
1936년에 발간된 것이니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겠지만 이전의 나온 1924년 교과서와 1930년의 교과서는 내용 서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내가  썰기를 工夫한 지가 벌서 十年이 되엿는대, 卽今은 밝은 곳에서 
썰든지, 어둔 곳에서 썰든지 아모리케 썰어도 이 갓치 差錯이 업다 지금 너
의 쓴 글시를 보아라. 조곰도 골으지 못하고나. 자기 혼자 잘 쓰거니하고 
자만하는 것은 아모 소용이 업다. 너도 십년 만 채워서 더 工夫하야라. 그
리하면 얼마  나아지리라.｣

고 親切히 말삼하야 들녓소. 石峯은 이에 크게 感動하야 다시 山中으로 
들어가 十年期限을 채워서 熱心으로 工夫한 結果 나종에는 큰 學者가 되고 
 名筆이 되어서 名聲이 後世에 傳하얏소143)

조금 후의 다시 불을 켜고 본 즉 어머니의 쓴 떡은 크고 작은 것이 하나
도 없이 똑같은데 석봉이 쓴 글씨는 굵었다 가늘었다 하고 간격이 고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석봉을 향하여 “보아라, 니 글씨가 이래서 쓰겠
니? 내가 쓴 떡에는 크고 작은 것이 하나나 있나 보아라” 하였습니다. 

석봉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절로 들어가 일심으로 공부하야 십년을 채우
고 마침내 세상의 뛰어난 명필이 되었다.144) 

   1924년에 나온 조선어독본의 ｢한석봉｣과 1930년에 출판된 ｢한석봉｣을 비
교해 보면, 1930년 ｢한석봉｣이 이전의 서사보다 쉬운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와 석봉의 대화와 설명에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어머니는 ‘아무렇
게나 썰어도 차착(差錯)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뒤에 나온 교과서에서는 이 부
분을 쉽게 ‘크고 작은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표기법에 있어서도 1924년 교과서는 한자를 많이 사용한 국한문혼용체를 쓰고 
있다. 1930년 교과서에는 한자 없이 순국문체를 사용하고 있어 심의린이 독법과 
함께 말하기를 연습시키는 데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다. 심의린이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을 이야기하면서 교과서를 직접 읽고 학생들에게 따라 읽기를 시켰다. 
학생들은 이 레코드로 소리를 듣고, 책을 보면서 내용을 따라 읽으면서 연습할 
수 있다. 실제로 ‘화방연습’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읽고 숙지하여 하는 것이므로 레

143) 조선총독부, ｢한석봉｣,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5 1924, 27-28쪽.
144) ｢한석봉｣, 조선어독본 레코드,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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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통해서 듣고 읽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서사의 내용
이 실제 생활의 대화처럼 구성되어 더욱 그렇다.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는 1930년에 나온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대본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 뗀 이약이｣이다.  

[조선어독본 1923]
녯날 어느 곳에 右便 목에 혹이 달닌 老人이 잇섯는대 하로는 먼 山으로 

나무를 하러 갓다가
괴수 독갑이가 그 老人에게 그런 조흔 소리가 어듸서 나오느냐고 물엇소
노인은 텬연스럽게 내 목에 달닌 혹에서 나온다고 답하얏소. 독갑이가 

그러면 그 혹을 내게 팔으시오 하며 보패를 만이 주고 그 혹은 그만 감갓
치 어갓소.

과연 독갑이들이 몰녀와서, 老人에게 당신의 노래소리는 어듸서 나오느
냐고 물엇소. 

老人은 것침업시 내 목에 달닌 혹에서 나온다고 답하얏드니, 독갑이들
이 성을 내며, 어제밤에도 엇던 老人에게 속앗지 하며 여두엇든 혹을 그 
老人의 左便 목에 붓쳐서 쌍혹부리를 만들어주고 웃으면서 어듸로 몰녀가 
버렷소.

이럼으로, 혹 러 갓다가, 혹 붓쳣다 하는 말이 잇소.145)

[조선어독본 1933]
① 말없는 靑山이오, 태업는 流水로다.
   값업는 淸風이오, 임자 업는 明月이라
   이 中에 病 업는 몸이, 분별 업시 늙으리라.
② 泰山이 높다하다 하날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理 업것마는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③ 가마귀 싸호난 곳에 白鷺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 빛을 새오리라
   淸江에 조이 씻은 몸, 더러일가 하노라.
④ 노래란 조은 것 노래를 불러라
   독가비들까지도 춤을 추누나
   노래란 조은 것 노래 불러라
   銀방맹이 金방맹이 혹 값이라네.146)

145) 조선총독부, ｢혹  이약이(2)｣,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2, 1923, 44-46쪽.
146) 조선총독부, ｢혹 뗀 이약이｣,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4 1933,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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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교과서와 1930년 교과서를 비교하더라도 1924년 교과서에는 노래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1930년에는 노래의 내용이 직접 등장한다. 대신 
욕심쟁이 노인이 등장하여 혹을 떼러 가는 서사는 없어졌다. 서사의 중심이 우연
히 노래를 부르다 혹을 떼고 금은보화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가 주는 효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금방망이 
은방망이와 같은 보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실연 과정에서 노래를 불러 이야기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가 많이 수록된 ｢혹 뗀 이약이｣를 레코드에 
넣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30년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활용한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는 실제 교과
서를 따라 읽으면서 실제 말하기 연습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다. 수업 시간에도 
적극 활용되어 당시 학생들이 정확한 음성으로 말하기의 속도를 조절하여 이야
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레코드에 심의린의 동화는 없지만 
심의린의 지도 방식에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연구되어야 한다.
   라디오 동화는 제목을 통해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와의 연관성을 고
려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라디오 동화 제목과 대본을 통해서 라디오 동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의린은 1927년 12월 17일 토요일 첫 라디오 동화를 구연한 것으로 보인
다. 
 

▲동화 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 스루메의 夢 심의린147)

(오적어(烏跡魚)의 꿈)148)

   심의린이 처음 방송한 동화는「스루메의 夢」이다. 스루메는 일본어로 ‘말린 
오징어’를 의미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이 이야기는 ‘오징어의 꿈’이다. 그
런데 심의린의 동화 가운데 ‘오징어의 꿈’이라는 작품은 없다. 유사한 작품을 찾
는다면「멸치의 꿈」인데, 이 이야기 속에 ‘오징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의린이 방송한 작품은 ‘오징어의 꿈’이다. 심의린이 1927년 라디오 방송에 참
여하면서 수많은 작품 가운데 선택한 작품이 조선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중
적인 이야기가 아닌 다소 새로운 이야기를 취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였을까. 또한 

147) 동아일보, 1927.12.17.
148) 매일신보, 192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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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조선의 이름이 아닌 ‘스루메’라는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의문
점으로 남아있다. 매일신보에는「오적어(烏跡魚)의 꿈」이라고 되어 있다. 오적
어(烏跡魚)는 아무래도 오적어(烏賊魚)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정약전의『자산
어보(玆山魚譜)』에 '까마귀를 즐겨먹는 성질이 있어서 물위에 떠 있다가 까마귀
가 이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쪼려 할 때 발로 감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
는다고 해 오적(烏賊)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기록149)되어 있는데, 이 오적어
(烏賊魚)라는 이름이 오징어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의린이 라디오 방송에서 구연한「오적어(烏跡魚)의 꿈」은「멸치의 꿈」이
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멸치의 꿈」과「오징어의 꿈」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두 물고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비록「오적어(烏跡魚)의 
꿈」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제목 상에 드러난 것으로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멸치의 꿈」이야기도 처음부터「멸치의 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음 구전 자료와 근대에 소개된 동화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승목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멸치의 꿈」이야기가 옛이야기에서는 멸치가 아닌 
메기, 망둥이, 붕어였다는 것을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오랜 산 메
기 한 마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할 수 없었다. 메기가 해몽을 잘 하는 병어
를 찾아가서 그 꿈에 대해서 물었는데, 병어는 죽을 꿈이라고 했다. 메기는 울다
가 입이 찢어지고 병어는 웃다가 입이 작아졌다는 유래담으로 끝이 난다. 

149) 정약전 원저, 손택수 지음,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 아이세움, 2006.

번

호
연도 구연자 

나

이
책 제목

1 1915 박종대 한국구전설화7 메기와 송사리

2 1920 김판동 한국구전설화7 메기와 눈쟁이(송사리)

3 1921 이씨 한국구전설화7 메기 입과 병어 입

4 1935 김민각 한국구전설화3 망두기, 가재미, 낙지

5 1936 고일록 한국구전설화3 붕어의 꿈

6 1941 박태희 한국구전설화6 메기의 꿈

7 1980 신현덕 62 한국구비문학대계 4-1 메기의 꿈 해몽

8 1981 이홍규 49 한국구비문학대계 4-4 메기, 광어, 새우

9 1985 한광주 76 한국구비문학대계 5-7 메기의 머리가 납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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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야기 목록]

연도 저자 책 제목

10 1919.9.18 三輪環 傳說の朝鮮
魼の目と鯰の頭

(가자미의 눈과 메기의 눈)

11 1924.6.1 추강 어린이 물고기 내력

12 1925.8.1. 忙中閑 동아일보 고기의 래력

13 1926.8.20. 저자 불명 조선일보
메기의 대가리와 넙치의 

눈

14 1926.8.28-31 저자 불명 조선일보 멸치의 꿈

15 1926.10.27.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멸치의 꿈

   1919년부터 1926년 자료 사이에 나타난 주인공은 물고기로 통칭되거나 메기
로 표현되었다. 이후 특징적인 사건은 1926년 8월 28일 저자불명의 메기에서 멸
치로 바뀌고 주된 서사 역시 꿈을 매개로 길몽과 흉몽이라는 두 갈래의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뒤이어 1926년 10월 27일 초판 된 『조선동화대집』에서
도 역시「멸치의 꿈」이다.  
  「멸치의 꿈」이야기는 멸치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천년에서 만년이라는 오
랜 시간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꿈을 얻고는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는 여
정을 그린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멸치가 꾼 꿈을 용이 될 꿈이라고 해석해 주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잡아먹힐 꿈이라고 해석하는 물고기가 있었다. 
그 사이에서 멸치는 흉몽으로 해석한 물고기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 화는 주변에 
있는 물고기에게까지 미쳐 멸치의 동티에 병신이 된 물고기들의 사연이 소개되
는 이야기이다. 심의린은 이 이야기를 1926년『조선동화대집』에 수록했고, 
1928년 『실연동화연습』에도 남겼다. 동일한 서사가 두 권의 책에 등장하는 것
은 없다. 물론『실연동화연습』에 수록된 이야기가 11편이기 때문에『조선동화
대집』의 내용을 넣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두 권의 책에 모두「멸치의 
꿈」내용을 조금 변이시켜 실었다는 점은 심의린이 그 작품을 중요하게 평가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디오 방송은 두 권의 책 발간 사이에 놓이
게 되는데 1927년 12월이다. 만일, 라디오에서 방송한「오적어(烏跡魚)의 꿈」
이「멸치의 꿈」과 유사한 내용인데 제목만 바뀐 것이라면 심의린은 3년 동안 
「멸치의 꿈」이야기가 지닌 가치를 책과 라디오를 통하여 전파한 것이다.  
   그런데 심의린이 남긴 두 편의「멸치의 꿈」이야기 어디에서도 후일담에 오
징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추강(秋江)이『어린이』잡지에 실은「물고기의 내력」
에 오징어가 등장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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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미는 그대로 도망을 하다가 오징어를 맛낫슴니다. 오징어는 가제미
가 눈이 한 곳으로 뫼힌 것을 보고는 놀내여서 그 닭을 물엇슴니다. 가제
미는 지금 된 일을 이야기하고 메기도 한 머리가 넓적하게 되엿다는 말
지 하엿슴니다. 이것을 들은 오징어는 메기 얼골을 보고 십흔 생각이 만헛
슴니다. 그리하여 실혀하는 가제미를 달내여 가지고 메기를 차저 갓슴니다. 

차저 갈 에 이  만흔 오징어는 혹 메기가 자기 을 리면 자긔 눈도 
오징어와 가티 될지도 모르겟슴으로 미리 두 눈을 아서 무니에다 으
로 말엇슴니다. 그리하야 지금지 가제미 눈은 한편으로 몰리엇 잇고 메기
는 머리가 넓적하며 오징어는 눈이 뒤로 붓허잇섯슴니다.150)

   호기심 많은 오징어는 메기 머리가 납작하게 된 것을 보고 싶어 가자미와 함
께 메기를 찾아가는 길에 가자미처럼 눈이 쏠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눈을 
꽁무니에 붙여 지금의 위치에 눈이 달리게 되었다는 후일담이다.「멸치의 꿈」이
야기에는 비교적 많은 물고기들이 등장한다. 이야기에서 주류는 메기이지만 멸치
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서사의 변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야기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오적어(烏跡魚)의 꿈」도 가능하다.「오적어
(烏跡魚)의 꿈」에서도「멸치의 꿈」에서와 같이 파란만장한 오징어의 꿈이 펼
쳐졌을 것이다. 까마귀를 좋아해서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잡아먹는 치밀함과 가자
미를 졸라 메기를 찾아가는 진취적인 호기심 많은 오징어가 지닌 성향들을 통해
서 주인공이 된 오징어도 멸치처럼 무엇이 되려다 인간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징어의 꿈」의 연원을 밝혀줄 고형의 이야기는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傳說の朝鮮』에 실린「魼の目と鯰の頭」(가자미의 눈과 메기의 눈)이라는 이
야기이다. 

애초에 오징어 몸에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오징어는 이를 언제나 슬퍼하고 있었는데 복어가 뼈를 100개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복어를 찾아갔다.

“복어야 네 몸에 뼈가 백 개나 있다며? 근데 나는 하나도 없단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다. 제발 뼈 좀 나누어 주겠니?” 하고 부탁했다. 

복어는 이를 아주 딱하게 여겨서 
“뼈가 없으면 힘들겠구나! 그럼 하나를 줄게. 하나면 되겠니?”

150) 추강,「물고기의 내력」,『어린이』제2권 6호, 1924년 6월 1일,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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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는 아주 좋아하며 
“그야 고맙지. 아니 하나로도 충분해 제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오징어에게는 뼈가 하나 있고 복어에게는 아흔 아홉 개의 뼈가 있

다.151)

   오징어가 원래 뼈가 없어서 복어에게 뼈 하나를 얻었다는 유래담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징어의 결핍이 한순간 ‘꿈’을 통해 이상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멸치의 꿈」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인 멸치가 용
이 되는 꿈을 꾸는 것처럼 오징어는 복어처럼 무수히 많은 뼈를 가지는 꿈을 꾸
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 없고, 다만 꿈속에서 잠시만 가능한 허상일 뿐이다.   

▲팔·三○ 라디오 코메디 「메루치와 미역과 오징어」152)

   라디오 코메디에서 멸치와 오징어에 이어 미역까지 등장하고 있어 등장인물
과 서사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심의린이 보여준 옛이야
기 재구성 사례에 비추어 볼 때,「스루메의 몽」역시「멸치의 꿈」에서와 같이 
오징어의 희망사항을 해학적으로 펼쳐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일에 라디오 코메
디에 유사한 작품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멸치와 오징어의 허황된 꿈에 대
한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디오 동화의 대본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
서 제목을 통해서「오징어의 꿈」이 지닌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만 현존하는 서사들을 재구성하여 그 가능성에 도전해 보는 것도 심의린의 옛이
야기 재구성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대본이 남아있는「난장이」의 내용이다. 

어한 나라에 늘그신 부부 두 분이 잇는데 슬하에 자손이 업서서 향상 
적적한 날을 보내고 잇서슴니다 그래서 하도 적적하고 고적하야 그 로부부 
두 분은 밀가루로 인형을 맨드러 노앗슴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이상치 아니
함니 몸을 움직이고 팔 다리를 맘대로 놀리며  말도 합니다 그 밀가루 
인형은 산 사람과 가튼 활동을 하고 잇스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키가 자
라지 아니하고 맨드러 노흔 채로 그대로 잇는 난장이임니다

151) 미와 다마키(三輪環),「魼の目と鯰の頭」,『傳說の朝鮮』, 博文館, 1919, 189-190
쪽. 

152) 경향신문. 1946.11.9. 라디오 9日 夜.



- 117 -

그러나 그 인형은 힘이 굿세고 재조가 대단하야 무슨 일이든지 잘 함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산적(산도적)들이 만허서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하야 그 
나라 임금서 인형의 재조가 만탄 말을 듯고 산적을 토벌하야 달나고 그 
인형에게 부탁하얏슴니다 임금서는 산적을 다 잠어 업새이면 그 상금으로 
임금님의 님 공주를 줄 터이라 하얏슴니다

난장이 인형은 임금의 분부대로 산적을 다 잡어 죽엿슴니다 그런데 임금
서는 처음에 약조한 님을 난장이에 상급으로 주지 아니하고 도리혀 난
장이를 죽이려하얏슴니다 그래서 그 난장이를 바다로 쓰러늣고 불 속에다도 
잡어 너헛스나 원채 재조가 만흔 난장이는 죽지 아니하고 나종에는 임금님
서도 할 수 업시 상급으로 주엇슴니다153)

   ｢난장이｣는 아이가 없는 부부가 밀가루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이 사람
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이다. 아이 낳기를 소원하는 부부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조선 이야기 속에는 아이를 낳지 못 하는 부부가 기자치성으로 아이를 낳는 경
우가 있는가 하면, 우연히 만난 메뚜기, 개구리 등을 자신의 아기로 정성껏 기르
는 경우가 있다. 노부부가 만든 밀가루 인형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지만 키가 
자라지 않아 난쟁이였다. 조선 이야기 가운데는 난쟁이가 없고 인형의 재료를 밀
가루를 사용하여 외국동화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난쟁이 인형의 활약상이 전개된다. 난쟁이 인형은 힘이 굳세고 재주
가 대단하여 어떤 일이든지 잘 한다. 조선동화대집에 나오는 반쪽이나 실연동
화의 삼남이와 성격이 유사하다. 이들은 신체적인 결함과 형편없는 외모를 지녔
지만 힘과 재주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난쟁이 인형은 국가의 재난인 
산도적을 모두 해치워 임금의 사위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지만 난장이라는 이
유로 임금은 계속해서 난쟁이를 거부하였다. 마지막에 난쟁이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은 ｢특재 있는 육형제｣와 유사하다. 주인공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살
아남아 결국 산도적을 물리친 보상으로 임금의 사위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볼품없는 존재였던 난쟁이 인형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 작은 주인공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모험과 도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심의린이 조선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조선어를 통해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조선동화에 없는 가치관이
나 서사를 외국 동화를 통해 보완하여 풍부한 서사의 확장을 가져왔다. 
   라디오 동화의 서사는 서사 수용에 있어서 더 개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창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153) 심의린,「난장이」, 매일신보, 1933.9.9.(신문에 실린 라디오 동화 대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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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동화의 틀에서만 서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동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창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작난｣이다. 

어느 곳에 작난 조아하는 아이가 잇섯습니다. 공부도 아니하고 부모님 말
슴도 듯지 안코 조치 못한 작난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납바서 늘 선
샌님에게 지람만 드름니다. 어느 듯한 봄날 학교에도 가지 안코 들에 
나가 놀고 잇섯습니다. 그  톡기가 한 마리 노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잡으
랴고 차 갓습니다. 그만 날이 점은 것도 모르고 깁흔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엇습니다. 돌아올 수도 업시 산 중 어느 집에 드러갓습니다. 이 집 주인
은 사냥이엇는데 이 아이를 집에 두고 심부름을 식혀 보앗스나 역시 작난
만 하고 일은 안이함으로 사냥은 노해서 상자 속에 너허서 산에다 버렷습
니다. 이  크다란 범이 와서 이 상자 속에든 아이를 먹으려고 햇스나 먹
을 수가 업서서 애를  쓸  아이는 상자틈으로 손은 내밀어 범의 리를 붓
잡고 힘것 잡하 다녓습니다. 범은 놀래서 다라나려햇스나 상자가 리에 달
녀서 암만 어도 상자는 러지지 안엇습니다. 더구나 무거워 산 우에 상
자가 달닌 범이 왓다고 야단들입니다. 그  사냥이 하나 와서 총을 노아 
이 범을 쏘아 죽이고 상자를 열고 보니 작난 아이가 드러잇슴으로 모다 
작 놀냇습니다. 이 아이는 작난을 잘하기 문에 혼이 낫슴으로 이것을 
반성하야 이 후로느 조흔 사람이 되엇다고 합니다.154) 

   ｢작난｣에 등장하는 아이는 옛이야기의 주인공이 당대 문화의 옷을 입은 주
인공으로 탈바꿈하였다. 장난을 좋아하고 말썽만 피우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안하고 성적도 나빠서 늘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기 일쑤였다. 그리고 학교
를 결석하고 들에 나가 토끼를 잡으려다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데 우연히 만난 사냥꾼은 아이가 너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상자에 넣어서 
산에 버리고 말았다. 사냥꾼은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면서 부려 먹으려고 생각했지
만 도통 말을 듣지 않으니, 쓸모없는 아이라 여기고 상자에 넣어서 버렸다. 그런
데 호랑이가 버려진 상자에 든 아이를 먹으려고 왔는데 호랑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먹을 수 없었다. 
   이 때, 아이는 당연히 호랑이가 온 상황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장난꾼 아이는 오히려 상자의 작은 틈으로 손을 내밀어 호랑이를 
꼬리를 잡아 당겨 호랑이가 놀라서 달아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일반적인 호

154) 심의린, 작난, 매일신보, 193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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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와 아이의 대결에서 보자면, 아이가 놀라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관계가 역전
되어 호랑이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호랑이와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힘은 장난꾸러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일 아이가 모범적이고 바른 아
이였다면 호랑이와의 대결에서 아이가 이길 수 없다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두려
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매일 장난만 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
서 호랑이 꼬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겨 호랑이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호랑이와 
아이의 대결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 했다. 아이가 호랑이를 벗어나지도 못
했고, 호랑이가 아이를 잡아먹지도 못 했다. 호랑이는 아이가 든 상자를 매달고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 사냥꾼이 호랑이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있었다. 사냥꾼은 놀랐고, 아이는 당연히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
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장난을 반성하고 후
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어 대단히 교훈적인 결말로 마무리 하
였다. 
   ｢작난｣은 옛이야기 가운데 호랑이 잡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선
동화대집에 ｢호랑이 모집｣으로 9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
이가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가 있다. 

엇던 兒孩아해  하나가 山산 에서 노는 것을 호랑이가 보고 차와서 내리 덥헛습
니다.

이 兒孩아해 는 호랑이 네 다리 틈으로 들어가서 엇지 할 줄을 몰으다가 불알
이 늘어진 것을 보고, 불앗 밋흘 살살 긁엇습니다.

호랑이는 시원한 바람에 가만이 잇섯습니다. 이 兒孩아해 는 이 틈을 타서 한 
손으로는 불알을 긁으며 한 손으로는 주먼이에서 노을 내서, 한 은 
불알을 슬그먼이 매여 노코 한 은 나무에 붓들어 매여 노핫습니다.

그리고 몸을 슬며시 저 나가다가 후다닥 달아낫드니, 호랑이는 이것을 
보고 어흥-하며 차 오다가 고만 불알이 잘나져서 데굴데굴 굴다가 죽엇
습니다. 참 唐突당돌 하고 가 만흔 兒孩아해 올시다.155)

   호랑이는 산에서 뛰어놀던 아이를 만나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다. 아이는 갑

155) 심의린, ｢호랑이 모집(8)｣,『조선동화대집』,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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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호랑이 다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당황했지만, 호랑이 불알을 잡아 노끈으
로 나무에 붙들어 매어 놓고 자신은 빠져나왔다. 그 사이 호랑이는 아이가 도망
가는 것을 보고 쫓아오다가 불알이 잘려서 구르다가 죽었다. 이 상황을 본 사람
들은 아이의 행동이 당돌하고 꾀가 많다고 칭찬을 했다. 이 아이는 라디오 동화
의 주인공처럼 설정부터 공부도 안하고 장난만 일삼는 문제 아이도 아니었다. 오
히려 꾀가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라디오 동화 ｢작난｣에서 호랑이와 대결한 아이는 장난만 일삼고,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고 선생님께 늘 꾸지람만 듣는 아이였다. 그러다 학교까지 
결석하고 토끼잡이를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학교 공부와 같이 틀에 박
힌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아이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지 모르는 위기
의 순간에 상자 틈으로 손은 내밀어 범의 꼬리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다. 이 부분이 ｢작난｣ 서사가 지닌 힘이다. 
   라디오 동화에 오면 새로운 형태의 개작이 일어난다. 심의린은 동화 속 주인
공을 당대에 걸맞은 어린이로 바꾸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규율의 통제를 받
으며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처지이다. 조선동화대집에는 학교에 다니
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실연동화에 오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 라디오 동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실연동화』와 라디오 동화에 오
면 규율과 학교의 통제를 받는 어린이가 등장하지만 옛이야기에 살아있는 지혜
로운 아이의 속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러한 서사의 주인공은 조선동화와 외국
동화가 당대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심의린식으로 개작과 창작이 이루어진 결과이
다. 이러한 양상은 라디오 동화에 오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자료의 부족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
지만 다른 작가의 라디오 동화 대본을 통해서도 심의린과의 관련성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이원규(李元珪)가 라디오에서 방송한 ｢이오성｣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
집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원규의 대본에 심의린의 핵심 서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李鰲城이오성 이라면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섯슬 줄 압니다. 일홈은 恒福항복 이오, 

宣祖선조 大王대왕  에 大端대단  功勳공훈 이 만하서 鰲城府院君오성부원군 이 되엿섯습니다.

나물 될 것은 닙부터 안다고, 偉人위인 될 사람은 어렷슬 부터 灼爛작란 하는 
것을 보아도 普通보통 兒孩아해 들과는 달나서, 도량이 크고 意思의사 가 大端대단 히 깁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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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恒福이항복 氏씨 가 兒孩아해 에는, 作亂작란  잘 하기로 有名유명 하얏습니다. 하로는 그 
父親부친 이 出入출입 하며 鰲城오성 의 作亂작란 을 禁금 키 爲위 하야 불너 일으되 얘야, 내가 어듸
를 좀 갓다가 저물게 돌아올 터이니, 그 동안에 글도 닑고, 놀 에 空然공연 한 
作亂작란 말고, 이 좁쌀(粟속 )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計算계산 하야 노하라. 萬一만일  數수 가 
틀이면 종아리를 마즐 것이니 注意주의 하야라 하고, 좁쌀 두 되를 내여 주며 
嚴엄 하게 團束단속 을 하얏습니다.

鰲城오성 은 선선히 對答대답 을 하고, 父親부친 이 出入출입 하신 後후 , 卽時즉시  作亂작란 만 하고 太平태평

히 놀앗습니다. 下人하인 들이 보다가, 하고 悶罔민망 하야 여보 道令도령 님, 좁쌀은 
세지도 안코 作亂작란 만 하면, 大監대감 서 들어오셔서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對答대답

하시랴고 그리하시오 하고 말한즉, 對答대답 하되 걱정 말아라, 매를 마저도 
내가 맛지 네가 맛겟늬 하고, 如前여전 히 作亂작란 만 하얏습니다.

저녁 가 다 되닛가, 비로소 좁쌀을 시여볼가 하드니, 壁欌벽장 에서 저울 
하나를 내 노코 좁쌀 한 저울을 듬 서 달아 노코, 下人하인 들을 불너서 
너의들 이것을 시여라 하야, 한 저울이 몃 個개 인지를 計算계산 한 後후 에는, 몃 저
울이 되나를 달아보고 九九구구 를 불너서 統計통계 答답 을 내인 後후 에 올타 되엿다 하
며,  나가서 作亂작란 을 하얏습니다.

未久미구 에 그 父親부친 이 들어오드니, 鰲城오성 을 불너 뭇되 너 오날 글도 잘 닑고, 

좁쌀도 시여 노핫느냐 하얏습니다.
鰲城오성  對答대답 이 네 글도 만이 닑고 좁쌀 수효는 암만암만156)이 올시다. 하

거늘, 父親부친 이 疑心의심 이나서, 慇懃은근 히 鰲城오성 의 하든 動靜동정 을 探知탐지  하얏습니다.

下人하인 들이 終日종일 토록 作亂작란 하든 일과, 저울로 달아서 個數개수 를 計算계산 하든 말을 
하얏드니, 父親부친  生覺생각 에 鰲城오성 의 窮量궁량 이 큼을 大端대단 히 깃어 하얏습니다.

그 後후 에 하로는 鰲城오성 이 舍廊房사랑방 에서 글씨 쓸 冊子책자 를 매이다가 본즉, 난데 
업는 벼룩(蚤) 한 마리가 압흐로 툭툭 여 가거늘, 손에 들엇든 송곳츠로 
우연히 너 본 즉 요리조리 톡톡 면서, 잘 잡히지 아니하얏습니다.

156)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이 두 자리 이상의 단위로 얘기될 때에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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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화가 나서, 긔여코 이 송곳츠로 너 잡고야 말겟다하는 生覺생각 이 나
서, 되배 쟝판한 지가 몃칠도 아니 된 새 방바닥을 송곳츠로 벼룩(蚤) 는
대로 으기 始作시작 하야, 몃 時間시간  동안을 벼룩은 톡톡 송곳소리는 폭폭 왼 방
안을 돌아 단기며, 거니 으거니, 그 통에 왼 쟝판이 송곳 구멍에 헌사
롱이 되엿습니다. 그러나 終末종말 에는, 畢竟필경  송곳 에 벼룩이 녀졋습니다. 

鰲城오성 이 決心결심 한 것은 成功성공 하얏스나, 새 쟝판을 버려서, 父親부친  걱정들을 
生覺생각 하고 悶罔민망 히 안저 잇습니다.

父親부친 서 出入출입 하얏다가 들어와서 보니, 그 模樣모양 인 닭으로 하도 怪異괴이 하
야 읏지한 曲折곡절 을 물엇드니, 對答대답 하되 벼룩이 잇기로, 맛참 송곳을 가젓다
가, 느기 始作시작 하얏드니, 잘 니지가 아니함으로, 掛心괘심 하게 녀기여 그이
코 잡으랴고 쟝판 生覺생각 은 못하고 이와갓치 되엿스니, 容恕용서 하야 주십시오.
하얏습니다.

父親부친 이 뭇되 그래 그이코 너 잡앗느냐 하얏드니 네 이와갓치 너 
잡앗습니다. 하며 송곳 헤 벼룩닌 것을 내노핫습니다.

父親부친 이 이것을 보드니, 生覺생각 하되 이 兒孩아해 가 무엇에든지 有始有終유시유종 할 
더러, 前進전진 性성 과 決斷性결단성 이 잇겟다. 하며, 쟝판 버린 것을 過과 히 나물치 아니
하고, 속으로 조화하얏습니다.157)

 
   위의 심의린의 ｢이오성｣이야기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원규가 방송
한 ｢이오성｣의 내용이다. 라디오 방송용 대본은 주로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제시
되었다. 

◇ 리오성의 일홈은 항복(恒福)이라고 불럿고 선조대왕(宣祖大王) 에 
대단이 공이 만하서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이 되엇습니다 하로는 오성
의 아버지가 출입을 하면서 오성의 작란을 금하기 위하야 오성의게 말하기
를 내가 단녀올 지 공연히 작란을 치지 말고 이 좁쌀(粟)의 수효를 세
여라하고 부탁 하엿습니다 그러나 오성은 자긔 아버지가 나간후 그저 작
란만 치다가 어비자가 돌아올  되어서 좁쌀을 헤는데 어케 헤엿느냐 
하면 저울을 가지고 처음에 좁쌀 한 웅큼을 달어 보드니 그것을 세여 여 본 
후 개ㅅ수를 알엇슴으로 그 후에도  그 만큼씩 달어서 어렵지 안코 좁쌀

157) 심의린, ｢이오성｣,『조선동화대집』, 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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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 세인 후 자긔 아버지의게 도량이 크다는 칭찬을 바덧답니다
◇  한 가지는 하로는 오성이 자긔 집 사랑에서 글을 읽고 잇슬 에 

난데 업는 벼룩(蝨) 한 마리가 자긔 압흐로 여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
을랴고 송곳을 가지고 너서 잡어 볼 생각으로 벼룩을 르나 벼룩은 요리
조리 면서 잘 잡히지 안이 하엿습니다 그러나 오성은 화가 나서 기어코 
송곡으로 너 잡으랴고 벼룩을 차 단일 에 벼룩은 잡히지 아니하고 새
로 장판한 방바닥에 송곳 구녕만 낫슴니다 그러나 오성은 방바닥에 아모
리 송곳 구녕이 낫다 해도 불게하고 그여코 송곳으로 러서 벼룩을 잡엇습
니다

 이것을 본 자긔 아버지는 무엇에든지 전진성과 결단성이 잇서야 하느
니라하고서 장판 버린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깁버햇습니다158)

   이원규가 방송한 ｢이오성｣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이오성｣에
서 자세한 서사를 제외하고 핵심 서사를 축약해 놓았다. 분량 면에서 보면, 원래 
심의린 서사가 라디오 동화의 대본보다 3배 정도 길다. 이원규가 심의린의 핵심
서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라디오 방송용 대본으로 제출한 것이라면, 실제 라디
오 동화의 대본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정도의 분량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
다. 
   오성의 아버지가 좁쌀의 수를 세어 놓으라고 나간 후, 오성이 장난만 치고 하
인들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하인에게 좁쌀을 세라고 한 방법 등은 생략되었다. 오
성의 도량이 크다는 부분과 끈질기게 벼룩을 잡은 과정을 통해서 전진성과 결단
성이 있다는 점만을 보여주는 서사만 살아남았다. 이원규는 정홍교와 함께 오월
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1929년 3월21일 라디오 동화에서 ｢元吉의 원수｣라는 
작품을 방송했는데 ｢元吉의 원수｣는 심의린의 실연동화에 소개된 ｢만길의 원
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길이는 만길이의 동생으로 주인공의 이름만 바꾸고 방
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규가 당시 인기 있었던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과 실
연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제로 심의린도 자신의 동화집에서 라디오 
동화를 방송한 것을 보면,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는 다른 구연가
들에게 대본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라디오 동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익숙한 제목들이 
대부분이다. 이원규의 방송 사례만 보더라도, 당시의 라디오 동화 구연자는 당대
의 인기 있는 동화와 자신의 작품을 주 레퍼토리로 사용했다. 심의린 역시 자신
이 발간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를 적극적으로 라디오 동화에 활용했기 
158) 이원규,「이오성」, 라디오 동화, 동아일보, 193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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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 라디오 동화에 많이 참여했던 방정환, 이정환, 고
장환, 연성흠, 김복진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디오 동화는 기존의 작품들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조선 전역으로 
전파시켰다. ‘어린이 시간’에 방송된 라디오 동화는 육시동화 즉 6시에 30분간 
이루어졌다. 위의 라디오 동화 대본 내용만 보면 30분간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
로 간략하다. 심의린의 ｢이오성｣에서도 다른 하나의 사건은 생략하고 두 가지 사
건으로만 라디오 동화는 구성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 있는 전체적인 서사를 구
연해도 10분 정도이다. 이원규의 대본이 된 심의린의 ｢이오성｣가운데 좁쌀 세기
와 벼룩 잡기는 6분 정도 구연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프로그
램 목록에 제시된 30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
   대체로 신문에 실린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간략한 요약 정보라고 할 수 있다. 
30분간 이루어지는 대본을 신문에 싣게 되면 신문의 ‘어린이란’을 통째로 사용해
야 한다. 그렇다보니 라디오 동화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서사만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실제 방송에서는 서사를 확장시켜 방송했을 것
이다. 실제로 동화회가 열리는 프로그램을 확인하더라도, 동화회가 2시간 30분에
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 때 나오는 연사는 보통 3명 정도이다. 구연자 사
이의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한 연사가 한 편에서 두 편 정도의 이야기를 구연하
게 된다. 이 때 한 편 당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30분에서 30분 이상으로 보인다. 
  라디오 동화 구연 신인 무대에 등장한 세 명의 구연자의 시간을 보면 30분 정
도 구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시 동화 신인의 저녁(무순) 

일, 아지 못할 알록새 남훈 
이, 한네레의 승천 김상덕
삼, 의형제의 행로 박흥민 
칠시 삼십 분 강연159)  

   남훈, 김상덕, 박흥민이 세 편의 동화를 구연하였다. 시간은 6시부터 7시 30
분까지 잡혀있다. 따라서 한 편의 라디오 동화는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용으로 신문에 제시된 동화를 읽으면 2분을 
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159) 라디오, 동아일보 193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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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교육적 담화 재료 조선동화대집은 실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
을 바탕으로 상식, 문장, 문예미를 확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주로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였지만 심의린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조선 
이야기에 담아낼 수 없을 경우에 외국서사를 빌려와서 적극적으로 개작을 하였
다. 그 개작의 정도는 주인공의 역할 변화 정도에 해당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것
이었다. 
   실연동화는 실제 ‘조선어 화방’시간,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
에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구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
였다. 실연동화의 내용과 특징은『조선동화대집』과 동일한 작품인「멸치의 
꿈」의 서사 확장 과정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연동화에서
는 동일 작품의 서사가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구체적인 음성언어 표현과 청중과 
직접 대화하는 문장 등을 통해서 서사의 편폭이 확장되고 있다. 실연동화의 이
야기 편수는『조선동화대집』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인기 있는 작품을 모아서 
학생들이 직접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서 그 가치가 높다. 구체적인 실연 방법과 
시간을 제시하여 실연에 도움을 주었다.  
   실연동화 의 서사 개작 정도는『조선동화대집』보다 진일보 하여 장편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삼남이의 비행선」은 그림동화의 모험 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장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삼남이가 국왕이 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양상을 흥미롭게 펼쳐보였다.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목록이 27편 남아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이 전해지는 것
은 3편이다. 다른 작품들은『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 중복되는 작품이 있
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심의린은 라디오 동화를 통해서 옛이야기 재구
성의 방향과 폭을 이전보다 확대한다.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는 거의 창작에 가까
울 정도의 수준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그림동화의 수용과 더불어서 안
데르센의 모험과 도전의 서사를 차용하였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신소년』을 통해서 그 싹을 피우기 시작하여, 조선동
화의 집대성인『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하고 말하기 실천을 위해 실연동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조선어 교육 레코드를 통해서는 정확한 발음과 의사
소통을 위한 표준어 발음 교육과 대화를 교육시켰다. 근대 새롭게 등장한 라디오
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안데르센 추모 기간에 안데르센의 대표작인「부
싯깃 통」을 2회에 걸쳐서 방송하였다. 이는 심의린이 동화 운동가로서 당대의 
여타 아동 문학가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4장에서는 심의린의 동화 운동이 조선어문학 통합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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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는지 언어적·담화적 측면과 문학적·주제적 측면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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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린 동화의 어문학 통합 교육 지향성   
   심의린은 조선어교육 담당자이면서 조선어 교원을 양성하는 위치에서 조선어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고안된 것이 바로 동화이다. 조선
인의 사상과 감정이 깊이 녹아 있는 옛이야기를 담은 동화야말로 조선어를 효과
적으로 말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동화대집을 통해 교육적 가치가 있는 동화 재료들을 집대성하였다. 
   그런데 이 집대성은 단순히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들의 모음이 아니라 일상
을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상식, 문장, 문예미를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선택된 작품들이다. 실연동화는 ‘조선어 화방’시간, 학예회, 동화회
에서 직접 실연을 하여 인기가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조선어독본』에 직접 참여하였고, 라디오 어린이 시간에 동화를 직접 구
연하였다. 이들 외에도 각종 문법서와 조선어독본 교안을 통해서 조선어 교육
의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관한 기획은 어문학 통합 교육의 지향성을 내포하
고 있다. 언어와 문학을 통합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바로 동화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의 암흑
기에 어문학 통합 교육을 동화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이 장에서
는 그의 동화를 언어적·담화적인 측면과 문학적·주제적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담화적인 측면에서는 실연을 목적으로 한 심의린의 동화들이 기존의 
다른 동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문학적·주제적인 측면
에서는 심의린이 강조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이 동화 안에 반영된 
양상을 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4.1. 언어적·담화적 측면

   4.1.1. 풍부하고 정확한 조선어담화의 추구
   심의린이 보여준 다양한 동화의 세계를 언어·담화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절대적인 요소인 언어와 담화가 동화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등장
인물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화의 사건 전개는 실생활과 다소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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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장이 된
다. 특히, 심의린은 옛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언어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특징적 요소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린이 정리한 동화 자료들을 볼 때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내용 
및 표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옛이야기를 재구성했다는 사실이다. 그 작업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하는 쪽으로 이루어졌
다. 그가 정리한 동화는 기존 이야기보다 양적으로 풍부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성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실연동화 쪽으로 옮겨가면서 
더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그가 재구성한 서사가 단순한 양적
인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동화가 양적으로 확장된 데는 조선어 
담화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어를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자 한 결과로 서사가 확장되었다. 
   옛이야기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야기가 서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심의린 
동화는 조선어 담화를 위한 재료로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상황 묘사가 훨씬 구체
적이고 정확하다. 특히 주인공들이 직접 서사를 진행하는 대화체 표현이 대폭 강
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화에 나타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
는 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어 담화의 특징을 잘 살
려내고 있다. 
   이야기 속의 상황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실제 삶에서 만나게 될 갈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을 말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동화에 담겨 있는 표현을 본받
아서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 대한 언어적, 심리적 대처 능력도 자
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린이 옛이야기 구연 방식과 달리 대화체 
표현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서 풍부하고 정확한 표현을 추구한 것은 이러한 맥락
에서 그 특성과 의의를 짚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조선동화대집 첫머리에 실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를 
보기로 한다. 조선총독부 조선동화집의 이야기와 심의린의 이야기에서 호랑이
가 함정에 빠져 나그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심의린의 동화
가 지니는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적 특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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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호랑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힘
을 다해서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
침 그때 한 나그네가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호랑
이는 나그네에게 애처롭게 도와달라고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160)

[심의린 자료] 녯적에 咸鏡北道함경북도  白頭山백두산 이라하는 곳에 石窟석굴 하나가 잇는
대, 그 속에 큰 虎狼호랑 이 한 마리가 잇섯습니다. 이 山中산중 에 홀로 숨어서, 날
즘생이나 길즘생을 마음대로 잡어먹고, 歲月세월 을 보내다가 一日일일 은 忽然홀연 히 
自嘆자탄 하는 말이 내가 이 山산 에서 生長생장 한 後후 로, 도무지 世上세상  求景구경 을 못하고 
이와 갓치 나히를 먹어서 老衰노쇠 할 地境지경 에 닐을 엇스니, 나야말로 井底蛙정저와 에 
지나지 못하는 고나. 인제부터는 이곳을 나서, 四方사방 을 돌아단기며 山水산수 나 
求景구경 하겟다하고 遊覽유람 次차 로 길을 낫습니다.

그러나 暫時잠시  멈추고 生覺생각 하되  개라하는 것은 人家인가 에 사는 즘생인대, 엇
지하야 이러한 深山심산 谷곡 裡리 에 들어와서, 저와 갓치 갓처잇나? 必然필연 코 엇던 사
람이 나를 巧妙교묘 히 속이랴고 한 것이다. 하고 도로 물러스며  아모리 배가 
곱하도 危위 方방 不불 立립 이라 하얏스니, 斷念단념 코 危殆위태 한 곳에는 들어갈 수 업다.하
고 돌아서 가랴하얏습니다.

다시 生覺생각 을 하드니  내가 山中산중 英雄영웅 으로 그만 것이 두려워서, 堂堂당당 히 먹
을 것을 버리고가는 것은 어리석고 한 나의 誤解오해 이다. 設或설혹  무슨 닭이 
잇다하드라도, 나의 勇猛용맹 과 腕力완력 을 가지고, 한바탕 부서내면, 무엇이 두려
우며 疑心의심 이 잇스리오. 아마 나의 行次행차 함을 알고 엇던 善선 心심 잇는 사람이 
待接대접 하랴고 藏置장치 하야 논 것이다.하며, 입맛이 밧삭 당겨서 개를 向향  하야 
벗석 들어스며, 물어 낼너고 하얏습니다.

이것이 웬일인지 갑자기 널 門문 이 걱 닷쳐지며, 一身일신 이  여져서 조
곰도 運動운동 할 道理도리 가 업게 되엿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앗구나. 하고 
놀나 恨歎한탄 하며 인제는 두 수 업시 죽엇구나. 天地神明천지신명 이 돌아보사 나를 살
녀 줍소서.하고 두 손을 들어서 불으지즈며, 눈물만  흘니고 잇섯습니

160)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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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낫이 지나고 그 밤이 지나도록 地陷지함  속에 갓쳐서, 最後최후 의 運命운명 만 기
다리고 氣盡기진 하야 渾夢혼몽  中중 에 잇는대, 맛참 어대서 사람의 자최가 들녓습니
다. 이 虎狼호랑 이는 다시 生覺생각 하되 이것이 必然필연 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내가 號令호령 이나 하야 보겟다.하고 朱紅주홍 갓흔 닙을  벌이고 
어흥 소리를 몹시 질너서, 天地천지 가 울니게 呼痛호통 을 하얏습니다. 아모리 勇猛용맹

을 낸들 所用소용 이 잇습닛가. 헛 포장에 지나지 안습니다.

그 사람은 달은 사람이 안이라, 楡岾寺유점사 에 잇는 老僧노승  하나가 金城금성  地方지방 에 
볼 일이 잇서서, 길을 나 斷髮嶺단발령 을 넘어서 六環杖육환장 을 걸터 집고, 측베장 
장삼 쳐입고, 細세 대 삭갓 숙여 쓰고, 山산  빗탈을 이리저리 저벅저벅 나려오
든 길입니다.

瞥眼間별안간   獰惡영악 한 소리에 山川산천 이 뒤놉는 듯 하거늘,  놀나 毛骨모골 이 송연
하나,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갓가이 가서 보니, 큰 猛虎맹호 가 地陷지함  속에 들엇
는대,  하지 못하고 소리만 질으거늘, 六環杖육환장 을 依持의지 하고 有心유심 히 보앗
습니다.

虎狼호랑 이가 惹端야단 을 치다 仔細자세 히 본 즉 중임으로, 눈물을 흘니며 고개를 들
어 恭遜공손 히 비는 말이 여보십시오 大師대사 님, 大慈大悲대자대비 하신 거록하신 善心선심 으
로 이러케 죽게 된 것을 살녀주시면, 恩惠은혜 가 泰山태산 갓삽고 이 몸이 죽기 前전 에
는 刻骨難忘각골난망 이 올시다. 제발 德分덕분  살녀 주시옵소서.하고 哀乞애걸 하얏습니
다.161)

   심의린의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이전의 동화에서 보
여준 호랑이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의 서사는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죽을힘을 다해 함정에서 나오려
다 실패하고 나그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반면
에 심의린 작품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함경북도 백두산에 정착하여 살다가 
자신이 ‘정저와(井底蛙)’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백두산을 떠나 세상 구경에 나선 
모험가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호랑이는 백두산에서 강원도로 들어가 금강산을 유
161)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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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하고 단발령을 넘어 회양으로 향하였다. 호랑이가 선택한 세상 나들이의 첫 번
째 경로는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은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코스로 유람기의 대표
적인 장소이다. 호랑이가 백두산에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혈맥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른 동화에 등장하는 산속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호랑이와 달리 심의린은 백두
산 호랑이로 호명되었다. 백두산 호랑이는 한국 호랑이로 시베리아 호랑이에 비
해 다소 작은 체구에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호랑이로 소문
이 났다고 한다. 
   다른 동화집에서는 호랑이가 왜 함정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바
로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등장한다. 그러나 조선동화대집의 백두산 호랑이는 
함정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여러날 行役행역 에 몸이 疲勞피로 할 더러 한 먹는 것도 不實부실 하야, 매우 窮盡궁진

하든 판에, 어대서 멀니 강아지 우는 소리가 남을 듯고 卽時즉시  그 곳으로 向향
하야 갓습니다. 깁흔 山산 속을 次次차차  차저 들어간 즉 무엇인지 板木판목 으로 맛치 
두주갓치 아 노핫는대, 압便편 에는 門문 이 잇서 열녀잇고, 그 속을 삷혀본 즉 
中중  강아지 한 마리가 목에 놋을 매고 나오지를 못하야, 소래만 질으고 잇
슴을 보앗습니다. 여러날 凘시 腸장 하다가 강아지를 본즉, 自然자연 히 목구멍에서 자
위질을 쳐서 견딀 수가 업슴으로 곳 들어가서 집어 삼키려 하얏습니다.

그러나 暫時잠시  멈추고 生覺생각 하되  개라하는 것은 人家인가 에 사는 즘생인대, 엇
지하야 이러한 深山심산 谷곡 裡리 에 들어와서, 저와 갓치 갓처잇나? 必然필연 코 엇던 사
람이 나를 巧妙교묘 히 속이랴고 한 것이다. 하고 도로 물러스며  아모리 배가 
곱하도 危위 方방 不불 立립 이라 하얏스니, 斷念단념 코 危殆위태 한 곳에는 들어갈 수 업다.하
고 돌아서 가랴하얏습니다.

다시 生覺생각 을 하드니  내가 山中산중 英雄영웅 으로 그만 것이 두려워서, 堂堂당당 히 먹
을 것을 버리고가는 것은 어리석고 한 나의 誤解오해 이다. 設或설혹  무슨 닭이 
잇다하드라도, 나의 勇猛용맹 과 腕力완력 을 가지고, 한바탕 부서내면, 무엇이 두려
우며 疑心의심 이 잇스리오. 아마 나의 行次행차 함을 알고 엇던 善선 心심 잇는 사람이 
待接대접 하랴고 藏置장치 하야 논 것이다.하며, 입맛이 밧삭 당겨서 개를 向향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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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석 들어스며, 물어 낼너고 하얏습니다.162) 

   여러 날 여행으로 지친 백두산 호랑이는 우연히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잡아먹
기 위해서 달려갔다. 백두산 호랑이는 배고픔에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개는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이라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을 의심한다. 백두산 호랑이는 
아무리 굶주림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
다. 그러나 백두산 호랑이는 다시 발길을 돌리면서 산중 영웅임을 과시하면서 자
신의 용맹과 위력을 믿고, 누군가의 대접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결국, 부정, 긍정, 부정, 긍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려다 인간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이 구체화되고 내면의 갈등까지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구성도 인과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단순 사건이 복잡해지고, 
주인공의 성격 역시 특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심의린 개인이 주인공과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창작한 부분이다.  
   호랑이와 대결 관계에 있는 나그네는 심의린 동화에서 대사로 변하였다. 그의 
성격 또한 대화체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그 사람은 달은 사람이 안이라, 楡岾寺유점사 에 잇는 老僧노승  하나가 金城금성  地方지방 에 
볼 일이 잇서서, 길을 나 斷髮嶺단발령 을 넘어서 六環杖육환장 을 걸터 집고, 측베장 
장삼 쳐입고, 細세 대 삭갓 숙여 쓰고, 山산  빗탈을 이리저리 저벅저벅 나려오
든 길입니다.

瞥眼間별안간   獰惡영악 한 소리에 山川산천 이 뒤놉는 듯 하거늘,  놀나 毛骨모골 이 송연
하나,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갓가이 가서 보니, 큰 猛虎맹호 가 地陷지함  속에 들엇
는대,  하지 못하고 소리만 질으거늘, 六環杖육환장 을 依持의지 하고 有心유심 히 보앗
습니다.

虎狼호랑 이가 惹端야단 을 치다 仔細자세 히 본 즉 중임으로, 눈물을 흘니며 고개를 들
어 恭遜공손 히 비는 말이 여보십시오 大師대사 님, 大慈大悲대자대비 하신 거록하신 善心선심 으
로 이러케 죽게 된 것을 살녀주시면, 恩惠은혜 가 泰山태산 갓삽고 이 몸이 죽기 前전 에
는 刻骨難忘각골난망 이 올시다. 제발 德分덕분  살녀 주시옵소서.하고 哀乞애걸 하얏습니다.

162)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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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師대사 가 한참 生覺생각 한 즉 그대로 두고 가면, 畢竟필경  덧노흔 사람이 銃총  한 번
만 노흐면 죽고 말것이요, 맛참 내가 먼저 보앗슨 즉 아모리 사나운 즘생이
라도 내버려 죽게하면 亦是역시  生物생물 이라 그 안이 慘酷참혹 한가, 佛道불도 는 好生之德호생지덕 이 
第一제일 이라 내가 저 놈을 살녀 보겟다.하고 虎狼호랑 을 對대 하야 여보아라 내가 
너를 살녀주고 싶흐나, 萬若만약  네가 살녀준 은혜는 生覺생각 치 못하고 도로혀 나
에게 害해 를 치면 그 안이 寃痛원통 하냐.하고 물엇습니다. 虎狼호랑 이가 머리를 흔
들며 그럴 리가 잇습닛가. 아모리 盜賊도적 인들 저의 恩人은인 을 몰으겟습닛가 
大師대사 님의 恩德은덕 을 니즐리 萬無만무 하오니, 어서 밧비 살녀주십시오.하고 哀乞애걸

哀乞애걸 하얏습니다.163)

   호랑이를 도와준 지나가는 나그네는 유점사의 대사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금
성(지금의 나주)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 길에 단발령을 넘고 있었다. 나그네가 선
비가 아닌 대사로 표현된 것은 이후의 사건 전개와 관계가 깊다. 호랑이는 대사
에게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선심(善心)을 베풀어줄 것을 부탁한다. 대사는 덫을 
놓은 사람이 총 한 방이면 호랑이도 죽게 되니 불도(佛道)의 가르침대로 사나운 
짐승이지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헤아렸다. 하지만 대사는 살려 준 후에 자신을 
해칠 것을 염려하여 망설인다. 이에 호랑이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애걸하여 살
아날 수 있게 되었다. 대사 역시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내면적 갈등을 겪는다. 자
신이 수행하고 있는 불가의 가르침대로 하려면 사나운 호랑이도 살려주어야 하
지만 혹시 그것이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호랑이를 풀어줄 
수 없다.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과 그럴 수 없다는 부정적
인 마음이 교차하다가 결국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
다.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과정이나 대사가 
호랑이를 풀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똑같다. 인간이 처한 
현실은 대개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
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조선동화대집에서 사건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인
공의 심사숙고하는 서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삶에서 주어지는 사건의 양
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인생사도 주어진 결정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결과는 과정의 치열함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163)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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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경우도 그렇다. 

 大師대사 를 불으며 차와서 하는 말이 악가는 살녀 주신 功德공덕 으로 謝禮사례 를 
하얏거니와, 至今지금 은  한 가지 功德공덕 을 하십시오.하얏습니다. 중의 말이 
무슨 功德공덕 을  하란 말이냐하고 물은 즉 虎狼호랑 이 말이 當身당신 이 佛法불법 을 하
시는 터에 웨 몰으십닛가. 배 곱흔 데 먹을 것 주는 것이 饑賜기사 功德공덕 이 안입
닛가. 인제는 凘腸시장 하야 寸步촌보 를 할 수가 업스니, 不可不불가불  當身당신 을 먹어야만 내
가 살겟습니다.하고 저의 못된 本色본색 을 나타냇습니다.164)

   백두산 호랑이는 염치없이 대사에게 살려준 공덕을 베풀었으니, 이제 기사공
덕을 베풀어 달라고 한다. 서산대사가 지은 ｢회심곡｣에 나오는 기사구제공덕(饑
死救濟功德)은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어 굶주림을 해결하는 공덕을 의미한다. 사
건은 나그네의 성격이 대사로 한정되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베풀어 함정에 빠
져 있는 호랑이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개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공덕을 베푸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심
의린은 주인공의 성격과 신분을 재설정하여 사건 전개를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
가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염치없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유형으
로 성격이 강화되었다.  

大師대사 는 이 소리를 듣고, 氣기 가 막혀 하는 말이 이 몹쓸 놈아, 아모리 포
악한 즘생인들 너 죽을 것을 살녀주엇드니, 도로혀 나를 害해 코저 하니 그러
한 廉恥염치 업는 法법 이 어듸잇니하고 지람을 하얏드니, 이 惡毒악독 한 虎狼호랑 이는 
닙을 벌녀 달녀들며 이놈아 무슨 잔말이냐, 내가 地陷지함  속에 진 것도 너
와 갓흔 人間인간 이 잇는 닭이다. 生覺생각 한 즉 人間인간 이라면 하나라도 容恕용서 할 수 
업다.하고 호통을 하얏습니다.165) 

   호랑이는 자신을 살려준 대사의 고마움을 무시한 채, 호랑이를 포획하는 인간
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사를 일반화시켜 버린다. 호랑이가 함정에 

164)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5쪽. 
165)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 위의 책,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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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것은 호랑이 사냥에 혈안이 된 사냥꾼들인데, 호랑이는 대사도 사냥꾼과 같
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대사를 동일시해 버렸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준 
대사도 결국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인간일 뿐이다. 호랑이와 인간과의 관계는 힘
의 논리에서 호랑이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지혜나 도구를 동원하여 
강력한 힘을 지닌 호랑이와의 관계를 역전시켜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는 서로 대
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에 처하게 된 호랑이는 당연히 인간이라는 이유
로 모든 인간을 동일시 해 버렸고, 자신을 구해준 대사 역시 자비로운 인간이 아
닌, 함정을 만들어 호랑이와의 관계를 역전시켜 버린 못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
각한 것이다. 인간 개개인이 지닌 개별적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인간을 모두 동
일시 해버린 오류를 범했다.  
   심의린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인간이 놓은 덫의 위험성을 뿌리치기
보다는 자신의 힘만을 맹신하다가 위기에 빠졌다. 유점사의 대사는 호환의 두려
움과 살아있는 생명의 소중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호랑이의 대립은 호랑이가 함정에 다시 빠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전의 동화에서처럼 호랑이가 다시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서사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호랑이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준 대사의 갈등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동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
원을 보인다. 호랑이와 대사는 문제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
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인간이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 주어
진 문제에 대해 다방면의 경우를 고려하여 선택하지만 호랑이와 대사처럼 참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이전 동화들이 옛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
에 비해서 사건이 지닌 양면성을 보여주고 이를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자세하
게 서술하여 담화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어린이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삶
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심의린은 동화를 발표한 이후에 조선어독본 해설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
｣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은혜를 몰으는 호랑
이」와 교과서의 내용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 서사
는 동일하다. 이에 이 작품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심의린의 견해는 이 작
품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조선어독본 지도안은 교재관, 교재연구, 지도요항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敎材觀: 도덕적 문학교재에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의 동화를 감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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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趣味를 기르고 어린이에게 恩人을 잊지 않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이 글은 조선 고유의 동화를 쓴 것으로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사람의 도
움을 받았는데 그 은인을 배반하여 도리어 죽이려고 한 것이다. 소와 나무
에게 재판을 구해서 호랑이는 자만심을 얻고, 최후에 토끼가 올바르게 재판
을 하여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원래 함정에 갇히게 된다. 즉 은인을 알지 
못하고 해를 입히는 것은 천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동화의 痛快한 맛
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166)

   이 작품은 문학 교재 가운데 도덕적 영역에 속한다. 호랑이의 행위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
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
체로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
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 한다. 이 작품을 통해
서 동화의 취미 즉 흥미를 기르고 어린이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 속에
서 형성된 은인을 잊지 않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동화 
속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는 법적인 규제보다 사회적 약속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
었던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敎材硏究
一. 文……자긔를 구하야 준 고마운 은인을 모르고 도로혀 잡아먹으랴다

가 도로 전과 같치 함정에서 죽게 되엿다는 은혜모르는 호랑이 이야기를 쓴 
글이다.

二. 揷繪……(一) 호랑이가 자긔 구하아 준 은인을 잡아 먹으랴고 달려드
는 모양이다. 그 호랑이의 사나운 모양이야 참 무서워 보인다. 등잔같은 눈
깔 주홍같은 아가리 칼날같은 잇발과 발톱 당장에 잡아 먹으랴 한다. 함정
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야 준 은인은 이럴 줄은 몰랏구나 하는 듯이 깜짝 놀
라서 엇절 줄을 모르는 모양이다. (二) 은인과 호랑이가 토끼한테 가서 재
판을 하는 모양이다. 정직한 토끼는 소나 나무갈치 더퍼노코 「조코말고」
라고는 아니할 것이다. 반다시 독바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악독한 호랑이
에게 대하야 바른 말을 올케 하야도 아모 소용이 업고 도로혀 해를 받을지 
몰라서 한 꾀로 그 사람을 구하야 주는 것이다. 미련한 범은 자긔의 용맹만 
믿고 잘난체 하다가 도로 빠젓든 함정에 뛰여들어 가서 죄를 받을 수밖게 
업다.

166) 심의린,「朝鮮語讀本卷一の敎材解說 五十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朝鮮の敎育硏
究』54, 193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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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新語……함정(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 호랑이
(범), 슬픈(설은), 살려주오(목숨을 구하여 주오), 불상히(가엽시), 끄내
(끌어내), 덤벼들면서(달려들면서), 잡아먹으랴고(죽여서 먹으랴고), 상관
(관계), 배가 고파서(배속이 비여서), 견딀 수(참을 수), 참아라(기다려
라), 물어보자 맨나종(맨 뒤), 토끼, 실지로(실상한대로), 하는고로(하는
까닭으로), 다름이 아니라(다른 것이 아니라), 뛰여들어갓습니다. 그냥(그
대로), 뛰여달아낫슴니다(다름박질하야 갓습니다)

四. 綴字と發音……살려주오, 울엇습니다, 견딀 수, 물어보자. 함정, 호
랑이, 맨나종, 처음, 말하면서167)

   교재연구에서 교과서에 실린 그림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다.  

               

                                     [삽회 1]168)    

   심의린은 [삽회1]에서 호랑이의 사나운 모습을 ‘등잔 같은 눈깔 주홍 같은 아
가리 칼날 같은 잇발과 발톱’이라고 표현하였다.『조선동화대집』에서는 ‘이 惡毒악독

한 虎狼호랑 이는 닙을 벌녀 달녀들며’라고 서술하였다.『조선동화대집』은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통해서 상황을 전개하였다면, 교과서에서는 짧은 서사 전개를 그
림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심의린의 해설은『조선동화대집』에
서 보여준 것처럼 풍부하고 함축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호랑이의 매서움을 표
현하는 눈, 입, 이빨, 발톱은 수식어를 동반하여 더 강한 인상을 드러낸다. 등잔 
같은 커다란 눈, 주홍 같은 아가리, 칼날 같은 이빨과 발톱은 그 묘사만으로도 

167) 심의린,「朝鮮語讀本卷一の敎材解說 五十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朝鮮の敎育硏
究』54 65-66쪽. 

168) 조선총독부,「함정에 빠진 호랑이」,『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조선서적인쇄주
식회사, 1930,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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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위엄을 드러낸다. 
  『조선동화대집』에서 호랑이의 반격에 대해 “大師대사 는 이 不意之變불의지변 을 엇지할 줄 
몰으다가”로 서술되었다면, 교과서 그림에 대한 해설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야 준 은인은 이럴 줄은 몰랏구나 하는 듯이 깜짝 놀라서 엇절 줄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묘사하였다. 은인의 심리적인 감정과 함께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심의린은 지도안에서 그가 지닌 언어적 감각을 그대로 
발현시켜 그림 해설을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삽회 2]169)

   [삽회 2]에서는 [삽회 1]의 위협적이고 당혹스러운 광경이 아닌 평온한 풍경
이다. 은인과 호랑이가 앉아서 토끼를 마주하고 있다. 은인과 호랑이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끼는 그것을 듣고 판단을 해 주려는 모양이다. 

[조선동화대집] 兎先生토선생 은 大師대사 더러 『이것을 그대로 두엇드면 아모 是非시비

가 업슬 것을 緊긴 치 안이한 일을 한 닭에 이러한 일이 생겻스니, 아모 
關係관계  마시고 어서 밧비 安寧안녕 히 가십시오.』하고 虎狼호랑 이 더러는 『너는 이 
속에서 잘 잇거라.』하고 총총 여서 萬疊만첩 山中산중 으로 들어갓습니다.170) 

[교과서]「다름이 아니라, 이러하얏섯다.」고 말하면서, 호랑이 가 함정 

169) 조선총독부,「함정에 빠진 호랑이」, 위의 책, 1930, 82쪽.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를 따른다. 

170)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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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뛰여 들어갓습니다. 토끼 와 사람 은, 그냥 뛰여 달아낫습니다.171)   

  『조선동화대집』에서 토끼는 원래대로 두었으면 아무 시비가 없었을 것이라
면서 원래의 상태로 상황을 돌려놓고 가던 길로 가 버렸다. 교과서의 내용도 마
찬가지이다. 호랑이가 함정 속으로 들어간 순간 토끼와 사람은 사라졌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심의린은 지도안에서 악독한 호랑이는 바른 말을 올바르게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꾀’를 통해서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악독한 호랑이는 미련한 범으로 성격이 변화된
다. 자신의 용맹만 믿고 잘난 척을 하다가 결국 다시 함정에 빠져 죄를 받게 되
는 것이다.『조선동화대집』에서는 일어난 현상만을 보여주고 판단은 독자의 몫
으로 남겨 두었다. 그런데 심의린은 교과서 지도안에서 이 내용의 지도 방향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호랑이의 은인을 저버린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즉 
은인을 알지 못하고 해를 입히는 것은 천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 동화의 통
쾌한 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의도는『조선동화
대집』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대사, 호랑이의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자신의 용맹만 믿고 교만하게 행동한 호랑이는 은인을 
저버려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심의린은『조선동화대집』에서 생생하고 
풍부한 담화로 대사, 호랑이, 토끼의 성격과 사건 전개의 흥미를 보여주었고,『조
선어독본』교안 그림 해설 부분에서도 그의 풍부한 담화적 능력이 발휘되었다.   
   다음은 실연동화의 ｢귀 큰 님금｣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귀 큰 임금의 출
생 배경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식이 없던 왕과 왕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귀가 큰 옥동자를 얻었다. 고전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기자치성을 통해서 
출생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드릴 때 왕과 왕비가 했던 말이다. 
‘옥톡기 갓흔’ 아이라고 했더니 정말 ‘옥토끼 같은 귀’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
여우누이｣에서 ‘여우같은 딸 하나’라고 하자, 여우가 둔갑한 딸이 나온 것과 유사
한 맥락이다. 이러한 태도는 엄마가 오이 세 개를 먹었는데 마지막에 반쪽을 먹
어서 ‘반쪽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와도 통한다. 일종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문제
를 안고 태어났을 때, 임신부가 임신 중에 한 말과 행동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 ｢하나님, 하나님, 저 달 속에 잇는 옥톡기갓흔, 하얀 밀동자를 점주하
171) 조선총독부,「함정에 빠진 호랑이」, 위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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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주셔요. 이번에는  하나님만 밋습니다.｣하고 이슬을 맛고 밤을 새우며 
새벽녘지 정성을 다하셔서, 긔도를 들엿습니다.172) 

ⓑ 참 정말 긔도 들일  소우너한 바와 갓치, 대단히 탐스럽고 어엿분 
밀동자 올시다. 전시은 백옥갓치 하얏대 살이 토실토실해서 명주고름갓치 
보들보들하고, 수족을 보니 막막한게 고사리갓치 웅크려쥐엿는대, 재
조가 만흘 것 갓고, 샛별갓흔 눈동자는  하는대, 총명이 들에들에
하고, 은행 갑풀갓흔 눈갑흘, 붓으로 그린듯한 안 눈썹, 복성스러운 도둑
한 코, 방그래 웃는 닙, 복숭아 갓흔 두 , 참 이로말할 수 업시 잘 생겻습
니다.

 님금 내외분서는 참 소우너대로 아드님을 나아노흐시고 조흐셔서, 서
로 물그림물그림 바라보시며, 빙긋빙긋 웃으시고, 쑥쑥 공론이 자자 하
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잇습니다. 두 귀를 보니 톡기귀 올시
다. 커다란 귀가 친 것이, 참 흉합니다. 아마 긔도할 에 옥톡기 
갓흔 밀동자라고 소원한 닭인지요.173)

   왕과 왕비는 ⓐ와 같이 기도했고, 정말 그렇게 ⓑ에서 실현이 되었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왕과 왕비에게 있는 셈이다. 이 이야기 안에는 말에 대한 경계도 드
러나 있다. 왕은 토끼 귀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백성들 보기 부끄럽고 다
음에 왕자가 임금 노릇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모자를 씌워 
토끼 귀를 숨겼다. 왕은 아들의 머리를 손수 깎아주면서 비밀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 왕과 왕비가 모두 죽게 된 후부터 토끼 귀를 가진 임금은 자신의 귀를 감
추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 님금님서는 머리는 가야 하실 터인대, 생각다 못하야, 조치 못한 
를 내셧습니다. 그것은 달은 것이 아니라,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머리를 
긴 후에는 죽여 버리겟다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머리만 자라시면,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깁흔 방 속에
서 몰내 머리를 기시고, 고만 그 귀 큰 소문이 날가봐 곳 독약을 주셔서 
먹고 죽게 하십니다. 이와 갓치 이발업자들은 님금님 머리만 고나면 죽는 
닭에, 차차 이 말이 왼 나라에 소문이 나서, 모다 님금님 머리를 을 차
레가 돌아 올 가봐, 걱정들을 합니다.174)

172)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47쪽. 
173) 심의린, 위의 책, 48-49쪽. 
174) 심의린, 위의 책,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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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이발업자를 불러다 머리를 깎고 나서는 
독약을 먹여 죽여 버렸다. 이 소문은 온나라에 퍼졌고, 모두들 임금의 부름을 받
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번에 임금의 머리를 깎을 사람은 과부 어머니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발업’으로 전에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발업자는 임금님의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이발업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고생한 노모이다. 다른 사람이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발업자는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모를 안심시켰
다. 그러나 이발사 역시 자신의 운명을 예상할 수 없었다. 

ⓔ 이 사람은 엇재 이발업자를 죽이시나하고 일일이 조심하는대, 머리 긔
게를 들고 머리를 그랴고 모자를 곱게 벗겨본즉, 이것이야말로 참 
놀낫습니다. 두 귀가 하게 친 것이 별 수 업이 톡기 귀 올시다. 가슴
이 선하지만 맘을 단단히 먹고 속으로 ｢올치 이래서, 머리를 긴 다음에
는 죽이셧구나. 오냐 나는 이 말을 남보고 해서는 못 쓰겟다. 엇더케 나는 
잘 말삼을 해서 살아나가야 하겟다｣하고 곱게곱게 가 들이고 하게 씻
겨 들엿습니다.175) 

   이발업자는 임금님의 이발을 하고 난 후, 임금님의 귀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다. 그동안 왜 이발업자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자
신이 살아서 노모에게 가기 위해서 임금님의 비밀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 독약을 주시며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곳 업들여서 눈물을 흘
니며「자긔 모친이 고생하며 길으든 얘기와, 들어올 에 하든 광경을 얘기
하며, 살녀만 주시면 아모 더러도 얘기를 아니하겟다고」애걸애걸 하며 빕
니다.

님금님서는「너의 신세야 참 가엽다. 그러나 네가 내 귀를 보고, 남한
테 얘기 아니할 수가 잇겟니. 입까지에는 너와 갓치 불상한 아이도 만히 
잇섯다. 그러나 할 수 업시 죽엿다. 너도 앗갑지만는 죽일 수밧개는 업
다.」하십니다. 

이 이발업자는 다시 애결하는 말이「아니올시다 결코 얘기를 아니하겟습
니다. 저의 어미라도 보고, 얘기할리 만무합니다. 저는 죽드라도 조금도 관

175)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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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 업습니다마는 저의 어미가 하도 불상해서 살녀줍시사고 하는 것이 올
시다. 그저 살녀만 주셔요. 아모 보고도 얘기를 아니 하겟습니다.」하고 하
도 살녀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으로는 참아 죽일 수가 업섯습니
다.

님금님서는 감동이 되셧든지,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오냐 그러면 너
를 살녀주는 것이니 지금 네가 말한 것갓치 누구를 보든지 얘기 하야서는 
못 쓴다. 만일 네가 니저버리고 친한 사람에게라도 얘기하다가는 참 큰일 
난다. 내 귀가 너 보듯이 큰 닭에 세상 일을 안저서도 다-듯고 잇다. 네
가 어대서 얘기하는 소리만 나면 곳 잡아다가 용서업시 토막토막 칼로 잘너
서 죽이겟다.｣ 176)

   이발업자는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임금의 
마음을 돌린 것은 바로 이발업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홀로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려만 달라고 애걸
복걸 하였다. 그러자 임금도 이발업자의 말에 감동을 하여서 인간된 도리로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임금이 이발업자를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
된 것일까. 맹자가 논한 인간의 인(仁)에 대한 마음에서 그 발단을 찾을 수 있
다.  

사람이 그 모든 사람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사
람이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본다면, 다 놀라며, 측은
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제를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맺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를 향당
의 벗들에게 요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 비난하는 소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
하는 마음 없으면 사람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
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
(義)의 시초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
음은 지(智)의 시초이다.177)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의 시초라고 맹자

176)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4-55쪽. 
177) 맹자, 김학주 역주, ｢공손추편(公孫丑篇)｣, 맹자, 서울대 출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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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했다. 임금은 이발업자와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임금은 자신의 비밀
을 지키고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발업자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미 이러한 방식으
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그 때마다 이발업자들이 살기 위해 어떤 
말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왜 이 이발업자에게만 삶이 허락된 것일까. 
임금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발업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엾고 불
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인간이라면 힘들게 살아온 이
발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외면할 수 없었고 그의 홀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발업자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간 살아온 삶의 여정과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심 덕분이었다. 이에 
임금이 감동하여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었다. 하지만 임금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토막토막 칼로 잘라서 죽이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발업자는 임금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병이 들었다. 

ⓖ 이것도 하로 잇흘이지요. 원악 여러 달을 지나 오닛가, 아마 이것이 
밀우체 체하듯 이 되엿든 것이야요, 하고 십흔 말을 참을 마다, 가슴이 
부듯한 게 이상하드니, 나중에는 뱃속이 작고 부어 올나와서, 먹은 것 업시 
배가 불으고 갑갑한 증이 나서서 못 견듸겟습니다. 갈수록 밥도 아니먹고 
왼몸은 말나가며, 나가서 이발업도 못하게 되고, 아조 병석에 눕게 되
엿습니다. 178)

   이발업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참을 때마다 가슴과 배가 답답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살이 빠졌다.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급기야 병석에 누워 아
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증상이 해결되려면 이발업자가 지키
고자 하는 비밀이 폭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발업자는 비밀이 폭로되면 죽음
을 피할 수 없고, 비밀을 지키려면 마음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
다. 이발업자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심의린은 그 해답을 점쟁이
에서 찾고 있다. 
    

ⓗ 점쟁이가 한참 점을 치드니 웃으며 ｢이 병은 아조 낫기 쉬운 병이요. 
공연히 맨든 병이요. 하고 십흔 말만 다-하고 보면, 당자에라도 날 수가 잇
소. 어서 하고 십흔 말을 다-하시오｣179)

178)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7-58쪽. 
179) 심의린, 위의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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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가 아들이 아무도 살아오지 못한 곳에서 살아왔다고 기뻐한 것도 잠시, 
노모는 아들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노모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근대 미신 타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
른 시점에서 해결책이 ‘점쟁이’인 점이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에서 의외의 해결책이 나온다. 

ⓘ 점쟁이는 그것은 걱정 마시오. 저-이 뒷산을 넘어가면 큰 고목나무가 
잇슬 것이요. 그 나무레 큰 구멍이 잇스니, 그 구멍에다가 입을 대고, 남 
못 보게 하고 십흔 말을 다 하시오. 그러면 곳 나리라.180)

  점쟁이가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큰 고목나무 구멍에 
② 남 못 보게 하고, 

③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점쟁이의 지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공간적으로 큰 고목나무 구멍
이다. 이는 이발업자가 하고 싶은 말을 허공에 대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된 공간에만 해야 한다. 둘째, 남이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한다. 셋째,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점쟁이는 이발업자에게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죽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없다. 이발업자는 임금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닌 폭로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이발업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점쟁이는 이발업자
에게 비밀을 폭로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조건이다. 
   ⓕ에서 임금은 “친한 사람에게라도 얘기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였다. 임금
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점쟁이는 이 점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사람’이 아니면 임금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점쟁
이는 ‘고목나무 구멍’이라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연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비
밀은 폭로되어야만 이발업자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발업자는 안전하게 ‘고목나무 구멍’에 임금의 비밀을 폭로하고 나서
야 병이 나았다. 이발업자는 임금과의 약속을 깨지 않았고 자신의 병도 치료했

180)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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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죽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서 벗어났다.  
ⓙ 그 날 밤을 자고, 그 잇흔 날 일어나서 가만이 듯자닛가, 오고가는 사

람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엇던 사람은 ｢얘 이 산 넘어 고목나무 속
에서 우리 님금 톡기 귀라고 노래를 불으드라.｣181)

   하지만, 이발업자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바람이 불 때마다 고
목나무 구멍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토끼 귀”라는 소리가 나서, 백성들이 모두 
임금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 이발업자
는 죽을 위기에 처했다. 

ⓚ  이발업자는 업들여서 죽여달고 하는 말이 ｢소인이 사람보고는 얘기 
한 적이 업습니다.｣하며, 병들든 얘기와 점쟁이의 식히든 얘기와 고목나무
에서 소리나 든 얘기를 일일이 다 엇주엇습니다.182)

   이발업자는 임금에게 불려갔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추궁 당했다. 하지만, 
이발업자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발업자는 그간에 죽을 고비를 넘긴 
이야기와 점쟁이의 조언대로 고목나무 구멍에 이야기한 것을 말하였다. 이에 임
금은 스스로 깨달았다. 

ⓛ 님금님이 들으시드니 입맛을  다시며 후회하시는 말삼이 ｢할 수 
업다. 사람은 속일 수 업나보다. 너도 그 말을 아니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썻겟니. 공연히 입 숨기고 앗가운 이발업자의 생명만 죽인 것이 모다 
나의 잘못이다. 너는 조곰도 죄가 업스니 도로 나가거라｣하야183)

   임금은 이발업자가 자신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임금이 이발업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강요했던 자신의 비밀을 누구에게
도 발설하지 말라는 둘 사이의 계약은 깨지지 않았다. 임금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임금과 이발업자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발업자
가 자연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다. 임금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에, 점쟁이의 조언대로 ‘고목나무 구멍’에만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 고
목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밖으로 내 보내고 사람들은 

181)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61쪽. 
182) 심의린, 위의 책, 62쪽. 
183) 심의린, 위의 책,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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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리를 들었다. 자연물에서 사람으로 전달된 경우이다. 
   점쟁이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근대에 미신타
파와 함께 점쟁이 역시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임무는 알 수 없는 세상의 신
비를 신에게 고하는 사제(司祭)와 같았다. 결국, 점쟁이를 통해서 이발업자는 자
신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임금과의 비밀을 깨지도 않았다. 근대 미신 타파의 
주범인 점쟁이에게 해답을 찾은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점쟁이는「귀 큰 님
금」에서는 말하지 못하여 생긴 병을 풀어주는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담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점쟁이는 이발업자가 가진 문제의 허점을 활용한 것으로 이
는 정도(正道)가 아닌 권도(權道)로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택하여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살아날 방도를 찾아낸 것으
로 볼 수 있다. 
   임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를 제
대로 인식하고 대처한 이발업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임금에게 이
야기를 하여 임금이 이것을 받아들인 데 있다. 이발업자는 시종일관 임금에게 자
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에서부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임금을 설득했다. 임금도 이발
업자의 이야기에 수긍했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자신의 치부
나 문제가 사람들의 ‘입’을 없애거나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
달았다. 
   심의린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조선 이야기를 통해서 임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백성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듣는 것’에서 
찾아냈다. 심의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따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을 것’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야기 하고 있
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심의린은 불가능한 일도 말을 통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야기가 지닌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다시 한 번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어려운 우리 삶의 문제가 좀더 해
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귀 큰 님금｣에서 이발업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임금
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 현실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실연동화는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법이 많이 수록된 심의린의 동화를 통해서 조선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와 「귀 큰 님금」에서 보여준 서사의 확장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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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확한 조선어 담화의 실제적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사를 가
능하게 한 것은 심의린이 지닌 서사 구성 능력 즉 동화 창작에 대한 의식을 보
여주는 부분이다. 호랑이는 갈등을 하면서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인간이 파 놓
은 함정에 빠졌고, 대사는 호랑이라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생명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더 높게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를 구출해 주었다. 하
지만 이들은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옛이야기나 동화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사 구성력과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의린이 지닌 동화의 창작 능력과도 관계가 깊다. 
   「귀 큰 님금」에서는 더욱 핍진하게 이발업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이발업
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임금께 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임금은 이전의 다른 
이발업자와 같은 모두다 각자의 사정을 가진 불쌍한 사람의 한 명이라고 간주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살아난 이발업자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은 두렵
지 않지만, 그간 고생하며 살아온 노모가 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을 진정성 
있게 토로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차마 이발업자를 죽일 수 없었다. 심
의린은 동화에서 줄곧 ‘효’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조선동화대집』「유복자의 효
성」과「천도 어든 효자」에서 이미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었다. 심
의린이 보여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이 이입된  풍부하고 정확한 조
선어 담화의 구성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 방식에 대한 답
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처럼 사실적인 조선어 담화를 동화를 통해서 접한 어린
이들은 삶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2. 조선어의 묘미를 살린 언어 표현의 확장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 속에는 조선어의 특징을 잘 살린 동화를 만
들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 있다. 그의 동화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조선의 고
유어나 의성어, 의태어 등을 자유자재로 표현해 내고 있다. 
  신중진은 “언어적 표현의 측면 가운데 의성의태어는 특정한 담화의 환경에서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는 모국어 화자의 욕구에
서 발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성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은 감각적인 문장”184)이라

184) 신중진,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66
쪽. (ㄱ. 소녀가 웃는다. ㄴ. 소녀가 희죽희죽 웃는다. ㄷ. 소녀가 깔깔 웃는다. ㄹ. 소
녀가 싱글벙글 웃는다. ㄱ에 비해 ㄴ,ㄷ,ㄹ은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적 표현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ㄴ,ㄷ,ㄹ은 위에서 진술한 감각적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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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언어 현상이라서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동화에 사용된 고유어, 의성어, 의태어는 조선어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옛이야기나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에 비해, 심의린 동화에 의성어와 의태
어가 많이 쓰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음절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이 리듬감은 구연과정에서 즐거움과 함께 흥미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자료의 
금방망이 이야기에 나타난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서 동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깨비들은 무거운 방망이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금 나와라, 은 나와
라!”라고 야단을 떤다. 이런 곳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
려움에 할아버지는 아연실색했다. 할아버지가 한 꾀를 생각해 냈다. 아까 
주운 개암 열매를 꺼내 있는 힘껏 깨물자 조용한 밤에 “따악!”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185)

   일제강점기 자료 가운데 초기의 것에 해당되는 위의 자료에서 이야기는 서술
로 전개된다. 의성어가 사용된 것은 할아버지가 개암을 한 입 깨무는 “따악” 소
리에 그친다. 다음은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이다. 

 귀신 중의 대장격 되는 한 놈이 먼저 방망이를 들더니, 

“금 나와라!”
라고 소리치며 마루를 딱 쳤습니다. 그러자 방망이 끝이 일제히 반짝 빛

을 내뿜는 듯하더니 “쨍그랑, 쨍그랑”하며 방망이로부터 금화가 쏟아져 나
왔습니다.186)

   위의 이야기에서는 방망이의 모양이 ‘반짝’ 빛을 내뿜고, 금화가 떨어지는 소
리를 경쾌하게 ‘쨍그랑’으로 표현하였다. 

 도깨비덜은 금망치 은망치를 두두리멘 벅작고구187) 있었다. 흥부는 도
깨비 노는 거를 보구 있누라느꺼니 배레 고파데서 개미를 한 알 내서 바작

185) 조선총독부, 강재철편, 경상북도 신녕군 ｢도깨비 방망이｣,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화 자료 보고서 조선전설동화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160
쪽. 

186) 조선총독부, 권혁래, 앞의 책, 2013, 105쪽. 
187) 법석 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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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 깨밀었다. 그러느꺼니 도깨비덜은 놀래멘 이 집에 보땅이 부러디나부
다고 말했다. 흥부는 또 개미 한 알 깨밀었다. 그러느꺼니 도깨비덜은 정 
집이 무너딘다 하멘 은망치구 금망치구 다 놔두구 다라났다.188)

   임석재 전집에 전하는 옛이야기에서도 개암 하나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바작’ 
소리가 날 뿐 의성어나 의태어는 없다.   

자다가 밤중쯤 되니깐 도깨비들이 그냥 오나서 노니깐두루 뭐, “은방맹
이, 뚝딱. 금방맹이, 뚝딱.”

허면서 노니깐두루 다락에 숨었다가서는두루 깨엄을 하나, ‘딱’ 깨미니깐
두루,

“아이쿠 대들보 부러진다.”
구 도깨비가 다 쬣겨 갔대잖아?
그러니깐두루 이 사람이 날이 밝은 년에 나와서 도깨비들이 그 은방맹이 

금방맹이 다 냇비(내버)리구 간 걸 가지구서 부자가 됐다잖아?189)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도깨비의 은방망이 금방망이｣에서는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인 “뚝딱”과 개암을 무는 소리인 “딱”이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전
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개암을 깨뜨리는 소리를 모두 의성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나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 음성적인 부분이 첨가되기에 
가장 적당한 부분은 개암을 물 때, 나는 소리인 것이다. 다음은 심의린의 ｢금방
망이 은방망이｣의 일부 내용이다. 

밤이 깁허지매 門문  밧게서 짓걸짓걸하는 소리가 나드니, 독갑이 무리가 몰
녀들어와서, 大廳대청 마루에 우둑우둑 늘어서서 무엇인지 하는 방망이
를 하나 들고  두라리며 銀은  나거라  金금  나거라 하며 여러 
가지 作亂작란 을 하얏습니다.190) 

188) 임석재, ｢악형｣ 한국구전설화 3, 평민사, 1988, 103쪽. (1932년 7월 평안북도 선
천군 선천읍 남천동 채신용)

1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깨비의 은방망이, 금방망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1982, 767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설화 38)

190) 심의린, ｢금방망이 은방망이｣,『조선동화대집』,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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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은 도깨비들이 모여드는 것에서부터 짓걸짓걸(지껄지껄)이라고 표현하
여 도깨비들이 시끄럽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마루에 우둑우둑(우뚝우
뚝) 늘어서서 도깨비가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번쩍번쩍하는 방망이를 들
고 뚝딱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소리를 내어 실제로 방망이
를 두드려 금과 은을 받는 행위를 연상시키고 있다. 방망이의 모양과 소리, 개암
을 깨물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도깨비가 모이는 모양과 마루에 서 있는 모습까지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여 도깨비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심의린이 사용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모두 제거하고 글을 나열해 보
겠다. 
  

밤이 깊어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드니, 도깨비 무리가 몰려 들어와서 
대청마루에 늘어서서 무엇인지 빛나는 방망이를 한 들고 두드리며 은 나와
라 금 나와라 하며 여러 가지 작란을 하였다.  

   이야기를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성어와 의
태어를 제거하고 구연할 때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도깨비 무리가 떠드는 
재잘거림도 없고, 번쩍번쩍 빛나는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를 외쳐야 하는데 재미가 없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물의 생김새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심의린이 동화에 상징어를 적극
적으로 사용한 것은 음성언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이야기의 재미를 극대화시
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짐을 운반하는 태전군이 나주의 한 수령이 부탁한 소반을 경성의 세
도 있는 재상에게 전달하려다 경성에 다 들어온 것을 보고 마음을 놓고 소반을 
작대기에 지탱하고 쉬고 있는 순간, 작대기가 넘어지면서 소반이 모두 깨져 버린 
이후에 한탄하는 말이다.   

駄傳軍태전군 은 이것을 보고 고만 魂혼 이 져서 넘어진 짐을 이리켜노코, 이리 
만적 만적 저리 만적만적하며, 歎息탄식 하는 말이 몃 百백 里리  먼 길에 애를 쓰고 

곱게곱게 지고 와서, 漢陽한양 城성 을 발아보고 이 모양이 되엿스니, 將次장차  엇지나 
한다는 말인가. 애고 답답 서른지고, 내 팔가 엇지 하야 이러한고, 江강 물
에나 풍덩 져 이 괴로운 世上세상 을 니저 벌미이 맛당하겟다. 휘유-하며,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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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담벳대에 담베를 붓쳐 물고 한참 동안을 안저서, 한숨만 쉬고 잇드니 무
엇을 生覺생각 한 것 갓치 올타 되엿다하며 담벳대를 툭툭 며 여진 소반을 
감갓치 다 맛추어 짊어지고, 그 宰相재상 집으로 向향 하야 갓습니다.191)

   태전군이 이미 산산조각이 난 소반을 보면서,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는 행동은 
태전군의 시름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다. 중요한 물건을 잠깐의 실수로 모두 
깨뜨려 버리고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한 상태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
해진다. 그리고 깊은 시름 속에서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던 태전군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묘수라도 떠오른 듯 담뱃대를 툭툭 털
며 깨어진 소반을 맞춰 재상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실마리
를 찾을 수 있다. 이 때 사용된 의태어는 태전군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과
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다음은 실연동화의 ｢귀 큰 님금｣에서 기자치성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묘
사이다. 

참 정말 긔도 들일  소원한 바와 갓치, 대단히 탐스럽고 어엿분 밀동자 
올시다.

전신은 백옥갓치 하얏대 살이 토실토실해서 명주고름갓치 보들보들하고, 

수족을 보니 막막한 게 고사리갓치 웅크려 쥐엿는대, 재조가 만흘 것 
갓고, 샛별갓흔 눈동자는 작작 하는대, 총명이 들에들에 하고, 은행 갑
풀갓흔 눈갑흘, 붓으로 그린 듯한 안 눈썹, 복성스러운 도둑한 코, 방그
레 웃는 닙, 복숭아 갓흔 두 , 참 이로 말할 수 업시 잘 생겻습니다.192) 

   아이가 없던 임금님 부부가 아이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 달 
속에 잇는 옥톡기 갓흔, 하얀 밀동자를 점주하야 주셔요”라고 하였다. 이 기도가 
현실이 되어 과연 아이는 밀동자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밀동자는 얼굴이 곱게 
생긴 사람을 가리킨다. 백옥같이 하얀 얼굴에, 토실토실한 살과 고사리 같은 손, 
샛별 같은 눈동자, 은행 같은 눈꺼풀, 붓으로 그린 검은 눈썹, 복스러운 코, 방그
레 웃는 입, 복숭아 같은 뺨으로 표현되는 아이의 외모는 그림을 보듯이 자세하
게 묘사되어 있다. 짤막짤막한 고사리 같은 손,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표현하
여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191) 심의린, ｢태전군의 ｣,『조선동화대집』, 175쪽. 
192)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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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이것이 웬일인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드니, 먹템이 갓흔 구
름이 몰녀와서 하날을 덥흐며, 별 하나 볼 수 업고 캄캄한 게 지함 속을 맨
들더니, 번개불이 번번 왓다갓다 하며 천동소리가 연니여서, 천지를 뒤
놉는 듯 우루루루, 우직  벼락을 치며, 입지 아니오든 달구비가 
쏘다져서, 눈도  수 업시 사람의 정신을 며, 냅다 휘서르집니다.    

만길이는 얼이 져서 정신이 업시 잇는대, 못된 바람은 탄 배지 업치
락 뒤치락 흔들며, 산템이 갓흔 바다의 파도 소리는 쏴-쏴-철석철석 외로이 
탄 배는 가락닙갓치 물 움즉이는대로 이리저리 정처업시 흘러갑니다. 만
길이는 ｢이 바다 속에서 귀신 몰으게 죽나보다｣하고 정신을 밧 차리고 배
만 잔 붓들고 잇다금씩 바닷물을 먹어가며 살아 볼냐고 애를 씁니
다.193)

   ｢만길의 원수｣에서 마을 사람들을 피해 도망 나온 만길이 캄캄한 밤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의성어와 의태어 비유적인 표현들로 인해 더욱 실감
나게 묘사되고 있다. 천지를 요동치며 내리는 벼락과 비는 달구비로 표현되었는
데, 달구는 땅을 다지는 데 쓰는 둥근 나무토막이나 쇳덩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달구가 내리치는 것처럼 몹시 힘 있게 내리 쏟는 굵은 비를 말한다. 굳이 덧붙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순우리말인 달구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센 비가 오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고유어가 지닌 특징을 제대로 살린 문장이다. 

이 삼남이라는 아이는 생긴 꼴이 참 말할 수 업시 못 생겻습니다. 얼골이 
얽고 겨서, 고석 맷돌 갓고 우박마진 재템이갓고, 눈은 사팔기에 헐
하고, 코는 매부리코에 콧물이 줄줄 흐으며, 입은 원숭이 입갓치 된데다
가 언청이가 되어서 침은 늘 게에 흘니며, 주걱턱에 귀는 족박귀 갈퀴가 풀
닙갓치 얇다란 것이, 목은 자라 모가지 음치린 것 갓치 다 붓고, 이마는 도
수기에 뒤통수는 납한게, 몸통이  바라진 것이 둑겁이 결박진 것 갓습
니다. 게다가 살빗좃차 먹템이 갓치 식컴엇고, 왼몸에는 개털갓치 눌은 털
이 담 입히고, 가 새캄앗캐 붓텃습니다. 그래서 언 보면, 짐생인지 
독갑인지 사람인지 알아 볼 수가 업슬만콤, 갓가이 가서 보면 저절로 구역
이 나고 침을 뱃흘만큼, 이로 형용하야 말할 수 업시 괴상스럽고 더러웁게
도 생겻습니다.194)  

193) 심의린, ｢만길의 원수｣,『실연동화』, 75-76쪽. 
194)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 위의 책,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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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남의 비행선｣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삼남이의 형상은 이제껏 나온 주인공 
가운데 제일 험상궂고 못나게 생긴 인물로 그려졌다. 조선동화대집에 실려 있
는 ｢반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兒孩아해 는 배病身병신 으로 다리만 둘을 가젓스나, 그 外외 에 머리며 몸통은 
모다 달은 사람보다 반을 적게 가젓습니다.195)

   다리만 둘이고 다른 것은 모두 다른 사람보다 반쪽만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
고 있다. 그의 외모가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이다. 몸이 반쪽밖에 없다는 서술 자
체가 충격적인 형상이다. 삼남이는 외모 자체가 짐승인지 도깨비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가까이에 가서 보면 구역질이 나고 침을 뱉을 만큼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상하고 더럽다고 했다. 삼남이의 존재가 대단히 볼품없다는 것
을 외모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입은 원숭이 입 같고, 목은 자라 목 움츠린 것 같고, 몸통은 
두꺼비 결박한 것 같고, 살빛은 먹같이 시꺼멓고 온몸에는 개털 같은 누른 털”이
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삼남이 외모의 추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외모
의 삼남이가 임금님이 낸 비행선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
단히 우스꽝스러운 일로 대비된다. 그리고 삼남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임금이 
부마로 삼기를 거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심의린의 동화에는 의성어, 의태어, 순우리말,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 읽
거나 듣는 사람이 구체적인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월터 J. 옹
은 구술문화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구술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
기할 때 특히 격식을 차리는 장소에서 이야기 할 때는 ‘군인’보다는 ‘용맹한 군
인’이라고, ‘공주’보다는 ‘아름다운 공주’라고 말하는 편을 좋아한다. 그리하여 구
술문화 특유한 표현은 형용구, 그 밖의 정형구적인 짐을 짊어지게 된다”196)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식어는 주인공에 대한 묘사나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연을 
할 때에 청중에게 생동감과 사실감을 전해 주어 흥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심의린이 동화에서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어가 지닌 언어
적 감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심의린이 사용한 의성어, 의태어, 순
195) 심의린, ｢반 사람｣,『조선동화대집』, 133쪽. 
196)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0,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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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수식어에는 조선어의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 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마
다 동물들의 생김새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는 동물들의 소리
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이 동물들의 소리를 인식하는 음
성 체계와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의
성어나 의태어는 민족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심의린은 동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얻는 것을 강조하
였지만 이를 통해서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화의 문장이 이야기의 서사를 진행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문장이 될 수 있는 문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성어, 의태어, 순우리말, 수식어
를 최대한 사용하여 문예미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의 외모 묘사, 
특정 사건에 대한 설명, 서로의 견해를 주장하는 대화 등 동화의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서 조선어가 지닌 음성적인 아름다움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언어 
표현을 극대화시켰다. 

4.1.3. 관용어와 논평을 통한 의사전달력 강화
   심의린은 동화에서 관용어197)인 격언, 수수께끼, 속담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월터 J. 옹은 “속담이나 수수께끼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언
어로 상대방과 지적인 대결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속담이나 수수께끼 하나를 말
하는 것은 상대에게 그 이상으로 더욱 딱 들어맞거나 혹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속담이나 수수께끼를 내 놓으라고 하는 도전인 것이다198)”라고 하였다. 심
의린은 동화 곳곳에 그 상황에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용어를 제시하여 서
사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월터 J. 옹의 말대로라면 심의린은 청중에게 
동화를 쓰면서 제일 합당한 관용어를 제시했고,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이 있
다면 독자(청중)가 이야기를 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을 수 있다. 강등학은 “속담
에 담긴 경험과 이치는 그 사회와 맥락 안에서 보편적인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속담에는 한 사회의 대중들이 삶을 통해 겪고 깨달은 바가 축적되어 있으며 
대중들의 공감을 받거나 검증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199)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197) 문금현은 관용 표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굳어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의미한

다고 했다. (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8
쪽.)

198)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앞의 책, 71쪽. 
199) 강등학, ｢속담의 유형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6, 한국구비문학회, 1998, 433-4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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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의린이 사용한 관용어들의 쓰임을 보면서, 더 적합한 관용어가 무엇이 
있을지 심의린과의 언어적 대결에 동참해 보기를 바란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 66편의 이야기 가운데 42편에서 속담이나 사자성어
를 1번 이상씩 사용하였다. 특히 속담과 사자성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굶주림’에 대한 것이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며, 호구지책(糊口之策), 굼기를 부자(富者)집 밥 먹
듯 하며, 밥맛을 보면 환갑(還甲)이나 쇤 듯이, 비지죽에 불은 배가 만반진
수(滿盤珍羞), 삼순구식(三旬九食)

   조선동화대집이 출판된 1920년대 후반은 토지를 빼앗긴 지주, 소작권을 박
탈당한 소작민들이 만주 등의 해외로 이주를 떠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려
운 시기였다. 옛 이야기에서 신분제의 갈등이나 빈부갈등의 문제는 빈번한 소재
였다. 심의린은 전통사회의 이야기 소재를 가져왔음에도 당시대의 현실을 반영하
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날이 無心무심 치 안이하얏든지, 하로는 猝地졸지 에 火災화재 가 나게 되엿습니다. 

이것을 본 洞里동리 사람들은 平日평일 의 怨望원망 을 닛지 안코 하나도 가서 救구 하는 사람
이 업슴으로 이 驕慢교만 한 巨富거부 는 財産재산 을 全部전부 태우게 되엿습니다.200)

 ①하늘이 무심하지 않다.

 ②동리 사람들은 구하는 사람이 없다. 
 ③교만한 거부는 재산을 전부 태웠다. 

   동화에서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다. 천재지변에 가
까운 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을 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반대로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말은 하늘이 알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순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었
다는 의미이다. 하늘이 남자에게 벌을 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
지 않았다. 결국, ‘교만한 부자’인 남자는 재산을 전부 잃게 되었다. 
   다음은 ｢세 개의 구슬｣에 등장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남자의 이야기인데, 조

200) 심의린, ｢네모진 보석｣,『조선동화대집』,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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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조선동화집]옛날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입버릇처럼 
“아,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어.”201)

 [조선동화대집] 녯적에 한 사람이 잇는데, 自初자초 로 엇지 艱難간난 하든지 굼
기를 富者부자 집 밥 먹듯 하며, 或혹  朝夕조석 을 하야 먹는다 할지라도 우거지 죽 안
이면 모밀 落痂락가 로 를 에우며, 正月정월 初生초생 이나 되어서 밥맛을 보면 還甲환갑 이나 
쇤 듯이 조하하며, 衣服의복 을 볼 것 갓흐면 다 해지고 졸가리만 남은 것을 
四面사면 을 얽어 닙엇는대, 膏藥고약  덩이갓치 가 무더서, 萬一만일  藥局약국 을 지나면 
藥稧약계  主人주인 이 달녀들어 팔나고 할 地境지경 이엇습니다.

이 사람은 이 苟艱구간 한 것이 心中심중 에 恒常항상  徹天之恨철천지한 이 되어서, 혼자말로 엇
지하면 좀 잘 살아볼고, 잘 먹어볼고, 잘 닙어 볼고, 잘 써 볼고. 하며 밤
이나 낫이나 귓것202)들닌 사람갓치 닙을 들석들석 소리를 쑤구럭쑤구럭 하
얏습니다.203) 

   양적으로만 봐도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동화집에서 “옛날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에 대한 부분은 조선동화대집
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①어찌나 가난하던지 굶기를 부자집 밥 먹듯 하며
②조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거지 죽 아니면 메밀 가락으로 끼니를 때우

고
③정월초하루가 되어서 밥맛을 보면 환갑이나 보낸 것 같고
④의복은 다 해지고 몇 조각만 남은 것을 사면으로 얽어 입고
⑤의복이 고약덩어리같이 되어 약국 주인이 고약인줄 알고 달려들겠다.

   가난한 남자에 대한 서술이 대단히 구체적이다. 어린이들에게 ‘가난하다’는 말
은 어느 정도 가난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속담인 ‘굶기를 부자집 밥 먹

201) 조선총독부, 권혁래, ｢세 개의 구슬｣,『조선동화집』, 91쪽. 
202) 옛날에는 '독갑이' 또는 '귓것'으로도 불렸으며 한자로는 독각귀(獨脚鬼) 등으로 표

현되었다.
203) 심의린, ｢네모진 보석｣,『조선동화대집』,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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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라는 말은 매일 굶는다는 의미이다. 혹 아침을 먹는다고 해도 죽이거나 국
수로 끼니를 때우고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에, 밥맛을 보는 날은 환갑날처럼 기
쁜 날이라고 하여 얼마나 굶주리는지를 보여주어 가난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먹는 것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의복이다. 옷은 헤
진 곳을 계속 기워 입어 옷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가난한 남자에 대한 묘사
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련되어 있다. 
   속담을 사용하여 가난한 남자의 간절한 소망을 그려내고 있다.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일차적인 의
식주의 해결과 이차적인 소비와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때, 속담을 적절
하게 사용하여 가난한 남자의 간절한 소망을 극대화시켰다. 심의린이 제시한 것
보다 더 적절한 속담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동화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이가 무엇이나 사서 줄가하고 기다리다가, 아모 말이 업슴으로 배도 
곱흐고 화가 벌컥 나서, 혼자말로 닙은 한 가지요 쇠스랑은 세 가지라는
대, 배곱흐기야 彼此一般이지 人心도 사나웁다. 이러튼 저러튼지 먹어야하
지. 하고 말을 고 場판에 가서 팔아가지고 술과 밥을 실컨 사 먹고, 말
곱만 잘너서 손에 쥐고, 건너편 언덕에 누어서 거즛 잠든 模樣을 하고 코
를 드르릉드르릉 골고 잇섯습니다.204)

   외쪽이는 주인이 혼자서만 밥을 먹자, ‘닙은 한 가지요 쇠스랑205)은 세 가지
라는데, 배곱흐기야 피차일반이지’라는 말을 한다. 양반이나 상놈이나 누구나 배
고프기는 마찬가지라는 소리이다. 속담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
는 보편적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심의린이 동화에서 주로 하는 논평은 대화의 중간이나 결말 부분에 나타난다. 
대체로는 결말 부분에서 동화에 대한 평가 내지는 정리를 한다. 논평의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는 경우, 청중(독자)에게 질
문하고 있는 경우, 작가가 주관적으로 개입하여 직접적으로 공과(功過)를 평가하
는 경우가 있다. 
   먼저,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여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논평하는 경우는 다음

204) 심의린, ｢외의 ｣,『조선동화대집』, 57-58쪽. 
205)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 

쇠로 서너 개의 발을 만들고 자루를 박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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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그 後후 부터는 至誠지성 으로 老父노부 를 奉養봉양 하야 甲갑 得득 에 模範모범 이 되게 하고 달은 
사람의 일커름이 되게 하얏다하니 改之爲善개지위선 이란 말이 이런 것이 올시다.206)

◉ 이 부터 혹 어갓다가 혹 붓쳣다는 말이 생겨낫습니다.207)

◉ 참 배내 病身병신 이오 識者식자 가 爲위 患환 이란 말이 이것이 올시다.208)

◉ 이 兒孩아해 는 無限무한 拜謝배사 한 後후 에 天桃천도 를 바다 가지고 돌아와서, 父親부친 에게 
잡숫게 하얏드니, 果然과연  그 重病중병 이 어대로 가 버렷습니다. 至誠지성 이면 感天감천 이
란 이런 것이 올시다.209)

◉ 姑고 蘇소 城성 外외 寒山한산 寺사 에 夜半야반 鐘聲종성 到도 客船객선 이라는 녯글이 잇스니, 아마 일로 
말미아마 생긴 듯 합니다.210)

   개지위선(改之爲善)은 ｢노부를 내다버린 자｣에서 나온다. 남자는 늙은 아버지
를 산 속에 버리고 오다가 아들이 후에 자신을 산 속에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서 아들의 모범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남자의 행동의 변화를 
나타나는 사자성어로 이야기의 논평을 마무리하였다. ‘혹 떼려다 혹 붙였다’, ‘식
자우환(識字憂患)’, ‘지성감천(至誠感天)’ 역시 이야기의 상황과 꼭 들어맞는 관
용어들이다. 동화 곳곳에 배치된 관용어는 청중(독자)의 생활 속에 살아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관용어를 통한 논평은 청중(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하고 동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심의린은 유명한 한산사의 종소리를 ｢쌍꿩의 보은｣과 연결시켰다. “한산사의 
종을 3번 치면 속세인에게는 복·돈·장수를 주고, 스님들에게는 지혜가 성장하고 
보살이 솟아나며 번뇌가 사라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211)라고 한다. 옛이야
기에서는 날이 새기 전에 주변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구렁이가 사라지는 것
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한량을 깨우기 위해 꿩이 종을 치는 

206) 심의린, ｢노부를 내다버린 자｣,『조선동화대집』, 150쪽. 
207) 심의린, ｢혹 달닌 노옹｣, 위의 책, 207쪽. 
208)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 위의 책, 209쪽. 
209) 심의린, ｢천도 얻은 효자｣, 위의 책, 241쪽. 
210) 심의린, ｢쌍궝의 보은｣, 위의 책, 261쪽. 
211) 권석환, 중국문화답사기 1 : 오월지역 수향을 찾아서, 다락원, 2002,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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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바뀌었다. 심의린은 시를 인용하기 위해 옛이야기의 서사에서도 다소 벗
어났다. 대체로 한량이 어느 집에 머물게 되는데, 동화에서는 배에 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활냥은 도로 길을 나서 終日종일 토록 가다가 잘만한 旅館여관 도 만나지 못하
고, 한 江邊강변 에 이르게 되엿습니다. 발도 부릇고 다리도 압허서 더 行步행보 하기
도 어렵든 판에 맛침 배 한 隻척 이 物品물품 을 싯고 京城경성 을 向향 하야 올나오는 것을 
보고, 船價선가 를 주고 타고 갈 生覺생각 이 나서, 船人선인 을 불너 삭슬 定정 하고 배에 올
나 탓습니다.212)

   한량이 잘 곳을 정하지 못하여 한 강변에서 배에 올라탔다는 설정이다. 이는 
위에서 장계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을 인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앞에서 보여
준 관용어가 동화의 내용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이 시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장안(長安, 지금의 서안 西安)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갔다가 세 
번째 고배를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장계의 배가 풍교와 강촌교(江村橋) 
사이에 머물렀을 때, 한산사의 종소리를 듣게 된다. 수심에 차 있던 장계는 
이곳의 경치에 빗대어 자신의 낙담한 마음을 시로 지어 표현한 ｢풍교야박
(楓橋夜泊)｣이라고 한다. 

月落烏啼霜滿天 달은 지고 까마귀 우는데 하늘엔 서리 가득
江楓漁火對愁眠 물가의 단풍 어선의 불빛이 시름 속 잠을 깨운다.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에서 울리는 한밤의 종소리,

夜半鍾聲到客船  나그네 태운 배에 와 닿는다.213) 

   한산사에 울리는 한 밤의 종소리가 나그네의 배에 닿는다는 구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량은 어느 집이 아닌 배에 올라야 했다. 심의린은 ｢쌍꿩의 보은｣에서 
작은 미물이 은혜를 갚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것을 본 한량의 좌절감과 시험에 
연이어 실패하여 수심에 가득 찬 장계의 좌절감을 동일시하였다. 시를 인용한 것
은 동화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로 과연 동화 내용과 시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212) 심의린, ｢쌍궝의 보은｣,『조선동화대집』, 261쪽. 
213) 권석환, 앞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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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한량과 나그네의 애절하고 처량한 마음은 고스란
히 전달된다. 심의린이 관용어의 폭을 조선의 속담과 격언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
의 한시까지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견문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한시의 인용을 위해 서사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 것 역시 그의 동화
에 대한 기획이 언어적 감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청중(독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경우이다.  
   

◉ 只今지금 와서 慾心욕심 이 過과 한 것을 後悔후회 한들 무슨 效力효력 이 잇겟습닛가214)

◉ 사슴의 付託부탁 하든 바를 只今지금 이야 닷고 後悔후회 한들 效力효력 이 잇겟습닛가, 

아들 하나만 더 나키를 기다리지.215)

◉ 그리고  달아 보아서 묵어운 편이면  잘나 먹고 잘나 먹고 하기를 
이 뎅이 저 뎅이 번갈나 가며 여러 번 하야 고기는 漸漸점점  적어갓습니다. 나
종에 엇지 되엿슬가요?216)

◉ 정직한 아이는 이와 갓치 모든 일에 남들이 도와주며, 밋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한 아이가 아입닛가?217)

◉ 이 고양이의 報恩보은 하는 마음이 엇더하며 가 엇더합닛가.218)

◉ 宰相재상 이 生覺생각 한 즉 駄傳軍태전군 의 景狀경상 이 가엽서서 잘 바든 양으로 回答회답 을 
써서 주엇습니다. 그 놈의 가 엇더합닛가?219)

◉이 둑겁이의 報恩보은 이 참 얼마나 장합닛가. 이 兒孩아해 가 살게 됨도 父女부녀 가 
서로 다시 맛나게 됨도 洞里동리 가 便安편안 하게 됨도 모다 이 둑겁이의 힘이 안입
닛가.220)

   질문형은 대체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이다. 욕심이 과한 것, 사슴의 부탁을 어긴 것 등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정직한 아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질문을 통해 청중(독자)은 동화
의 서사를 정리하고 가장 큰 핵심적 사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
214) 심의린, ｢산양꾼의 소원｣,『조선동화대집』, 169쪽. 
215) 심의린, ｢김득선의 후회｣, 위의 책, 184쪽. 
216) 심의린, ｢원숭이 재판｣, 위의 책, 114쪽. 
217) 심의린, ｢정직한 복순이｣,『실연동화』, 25쪽. 
218) 심의린, ｢두건 쓴 고양이｣,『조선동화대집』, 93쪽. 
219) 심의린, ｢태전군의 ｣, 위의 책, 178쪽. 
220) 심의린, ｢둑겁이의 보은｣, 위의 책,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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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그 
꾀가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 질문 안에는 그들이 발휘한 꾀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함축하고 있다. 질문형 논평은 청중(독자)에게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사 전달 학습에 효과적이다. 
   작가가 주관적으로 개입하여 직접적으로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  無論무론  무슨 일이든지 남을 속이랴하면 自己자기 도 속는 法법 이오, 正當정당 한 일
을 行행 하면 決결 코 남이 自己자기 를 속이는 일이 업는 것입니다.221)

◉  세상에는 이와 갓흔 일이 잇습니다. 례를 들어 말하면, 세력만흔 사
람밋헤 가서 간사하게 거짓 비위를 맛추어가며, 된말 안 된말 하다가, 남을 
해코저하는 사람도 잇스나, 나종에는 그이코 탄로가 될 더러 도로혀 자긔
도 이익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만습니다.222) 

◉ 누구든지 자긔의 흉을 감추느라고 아모리 애를 써도, 나종에는 그이코 
알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그 흉을 감추지 말고 그 흉을 고칠 
수가 잇거든 니 고치는 것이 조겟습니다.223)

◉ 무슨 일이든지 實狀실상 이 업는 일을 것흐로 여서 거짓말을 하면 自然자연 히 
綻露탄로 가 되는 法법 입니다.224)

   심의린의 주관적 논평이 들어간 내용들은 주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은 자기도 속는 법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자기도 이익이 되지 못 하는 법
자기 흉을 감추어도 나중에는 알게 되는 법
꾸며서 거짓말을 하면 자연히 탄로가 나는 법

  
   심의린은 남을 속이거나 해코지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행위와 자신의 잘
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오래가지 않아 
탄로가 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살아가는 이치가 남에

221) 심의린, ｢별주부｣,『조선동화대집』, 89쪽. 
222) 심의린, ｢죄바든 여호｣,『실연동화』, 67-68쪽. 
223) 심의린, ｢귀 큰 님금｣, 위의 책, 63쪽. 
224) 심의린, ｢보의 실언｣,『조선동화대집』,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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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쁜 짓을 하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그 반대로 남에게 베풀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세상의 질서가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
고, 선한 것들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린은 동화를 통해서 정직한 
것,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렷슬에 어른에게나 同侔들에게 滋味잇게 듯고 올케 녁엿든 訓話나 
童話 갓흔 것은 至今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어잇고 마음에 먹음어 잇습
니다.225)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하면서 쓴 ｢서(序)｣에서 어린 시절에 어른들
이나 동무에게 들었던 재미있고 옳다고 여긴 훈화나 동화는 지금도 귀 속에 남
아 있고 마음에 담겨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심의린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린이들
의 귀 속에 남고 마음에 머금어 있을 수 있는 동화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올바른 가치관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나침판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세상의 모습은 정
의가 아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곳이어도 어린 시절에 올바른 가
치관을 형성하게 되면 후일 어른이 되어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
는 ‘사람노릇’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동
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노릇’은 당시 조선의 현실과 관련시켜 볼 때, 조
선어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학교 교육 안에서 조선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이 조선어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
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조선어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듣
는 것이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화이다. 심의린은 어린 시절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조선어로 표현한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전달했고 동
화 안에 ‘사람노릇’을 하는 인간형을 담아내어 어린이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어의 문장이 지닌 생명력을 의성어, 의태어, 고유어로 표현하였고 
조선인의 삶의 숨결이 담겨있는 속담, 격언, 사자성어와 같은 관용어를 동화에 
삽입시켜 청중(독자)의 호응을 얻었다. 이것은 심의린의 동화 안에서 조선어만이 
225) 심의린, ｢서｣,『조선동화대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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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조선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동화를 지었다면, 조선의 어
린이들에게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삶 안에서 
생겨난 언어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아낸 것이 바로 심의린의 
동화이다. 특히, 심의린 동화는 조선어문장이 지닌 아름다움이 곳곳에 배치되어 
문예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과 함께 주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린 시절에 들려주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문학적·주제적 측면
   

  4.2.1.당대적 가치관의 강조
   심의린은 동화에서 흥미적인 요소를 잃지 않기 위해 청중의 반응을 고려한 
작품을 선택했지만 동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신중하고 고상한 
자연의 아름다운 태도’로 표현된 정서적・사상적 가치였다. 동화의 본질은 ‘자연
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동화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심의린 동화의 ‘자연
스러움’을 통한 가치 추구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옛이야기들에 담긴 가치관은 ‘효, 형제애, 권선’ 등 인간이 항구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들이다. 동화 역시 조선에서 오랜 시간 전승되는 서사들을 취사선택하였
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심의린은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건
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대의 어린이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을 삽입시켜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온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과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것
이 유익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조선동화집과 유사한 23편과 추가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심의린이 선택한 이야기가 조선동화대집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
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분류가 아닌 이야기의 성격에 
주목한 이유는 심의린이 형식적인 분류안으로 이야기를 선별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편의상 작품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분류안보다 이야기의 속성을 
중심으로 선별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다. 
   조선동화대집은 ‘실제생활에 적당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
게 하고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동화
집이후 조선동화대집에서 추가된 42편의 이야기들이 지닌 속성을 묶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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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어, 삼
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15편)

꾀쟁이: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9편)

인간의 꿈과 도리에 관한 이야기
꿈: 멸치의 , 청보자, 독갑이돈, 산양의 소원, 옹기장사(5편) 

도리: 개구리 신선, 이오성, 효자의 도움, 착한 아우, 부자 되는 법, 오
작교, 두건 쓴 고양이, 유복자의 효성, 다람쥐의 보은, 토목공이와 릉고
비, 갓흔 재조, 김득선의 후회, 콩쥐팟쥐,  술 나오는 구슬, (14편) 

   조선동화대집에 바보 이야기가 15편이 추가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꾀쟁이’
는 9편으로 늘었다. 조선동화대집의 서사는 바보 이야기와 꾀쟁이에 대한 이야
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보’와 ‘꾀쟁이’의 서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야기가 ‘바보’와 ‘꾀쟁이’ 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의린이 서문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
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바보의 다양한 유형을 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경험
을 확장시키는 것은 조선동화대집의 수양 교육적 독물로서의 가치에도 상응한
다. 또한, 이는 심의린이 가담한 신소년의 목표인 ’실익‘과도 통한다. 실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의 행위를 통하여 즐거움과 문예의 흥미를 증진시
키고 현실적인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바보 이야기’는 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인간형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주인공이 경험하
고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틀 안에서 고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심의린이 신소년에 1923년 12월에 ｢눈보라의 노래｣를 실은 이후에 1924년 
3월에 전설 ｢완고양반｣, 8월에 ｢유복자의 효성｣을 기고하였다. 이들 내용은 후에 
출간된 조선동화대집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심의린이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은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발표작이 전설 ｢완고양반｣과 ｢유
복자의 효성｣인 것을 보면, 그의 이야기 소재 발굴에서 ‘완고’와 ‘효’의 문제가 중
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이 소년 잡지인 신소년에 전설 ｢완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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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기고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당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一  우리 조선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할 지니 實業이나 敎育이나 
其他社會的萬般經營에 個人個人이 하지 말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서로 協力
하며 連絡하여야 할지라 우리 民族의 在來의 一大弊端은 猜忌하며 作黨하며 
分爭하며 妥協치 못함에 在하다. 이에 對하야 크게 警戒할지며

二  널리 世界에 눈을 떠서 輸入하며 頑固를 擲棄하고 活動하며 事爲에 
孜孜하라 靜은 滅亡은 取 함이라

三  經濟의 發達을 圖謀하야 그 基礎를 堅固히 하며 그 自存을 保할지며 
敎育의 擴張을 힘써 人材를 功給하며 文明促進의 動力을 培養할지며 諸般社
會의 惡習을 改良하야 道德의 唯新을 期할지니 要컨대 舊惡한 社會를 벗고 
新善한 ■會를 作할지어다.

四  이와갓치 하 여야 社會各方面의 實力을 充實히 하야써 文化의 幸福을 
受하며 民族의 使命을 遂할지니 이 곳 余의 所謂 朝鮮民族運動의 社會的方
法이라 하노라.226) 

   당시 조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업, 교육, 단결이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떠서 
완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인 교육인 실익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인 완고는 배척 대상인 셈이다. 심의린이 신소년의 실
익 강조 목표와 조선동화대집의 상식을 위한 편찬이라는 점은 곧 완고를 척결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야기 가운데 완고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한 것은 융통성 없는 인물들이 지닌 특
징을 보여줌으로써 실익추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완고의 사전적 정의는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이다. 융통성
은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말한다. 완고한 인물의 특징은 상황 판단에 미숙하여 
직면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 한다. 반면에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마음이
나 정신 상태가 고른 것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신의 의
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의미하므로 융통성이 없다는 것과 
통한다.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
지만 개인의 가치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용되어야 한다. 그런
데, 완고한 인물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찾아볼 수 없어 변화하는 
226)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야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4), 동아일보. 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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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완고’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 漢文한문 에 對대 하야는, 엇더한 것이든지 조곰도 남에게 질배 업거니와, 달
은 事物사물 上상 에는 

大端대단 히 어둡고, 한 精神정신 이 맑지 못하야, 往往왕왕  달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엿습니다.227)

㉡ 어렷슬 부터 글 닑기만 崇尙숭상 하고 달은 일은 모다 等閒등한 히 녁여서, 

漢文한문 에 對대 하야는 몰으는 것이 업스나, 世上세상 일에 對대 하야는 大端대단 히 어두엇습
니다.228)

   ㉠의 ｢완고양반｣과 ㉡의 ｢완고학자님｣에 나타난 주인공은 한평생 한문만 읽
어 한문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어 세상일에 어둡고 그
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완고양반｣에
는 다섯 가지의 행동 사례가 나타난다. 

행동1) 衣服의복 을 벗으며 生覺생각 하되 내가 들으니 셔울은 人海인해 中중 이라 무엇이
든지 일키가 쉽다하니, 옷을 벗어 노아 두면 잠든 사이에 업서질지 알 수 
업다하고, 四面사면 을 삷혀 보매 壁벽 에 들窓창 이 잇는 것을 보고 올타, 저 壁벽 장
에 너어두면 念慮염려 업겟다. 셜마 저 속에 넌 것이야 알나고하며 窓창 을 열고 
옷을 집어 늣코 門문 을 단단히 닷고 누어 잣습니다. 길가 들窓창  밧근 則즉  行행 길
이라 내여 버린 것을 어련히 잘 집어 갓겟습닛가. 그 잇흔날 아침에 이러나 
옷을 입으랴고 窓門창문 을 열고본즉, 壁벽 장은 간데 업고 行행 길에 사람이 往來왕래 할 
이엿습니다.229)

행동2) 江강 을 건너게 되니, 몸에 돈을 지닌 것이 매우 묵어워서 괴로웠습

227) 심의린, ｢완고양반｣,『조선동화대집』, 195쪽. 
228) 심의린, ｢완고학자님｣, 위의 책, 272쪽. 
229) 심의린, ｢완고양반｣, 위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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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하야 한 妙策묘책 을 生覺생각 하얏는대, 江강 ㅅ가에 모래를 파고 가젓든 돈
을 뭇고,  生覺생각 하되 票표 가 업스면 乃終내종  차질 수 업다하야, 牌패 하나를 가
서 李長川이장천 賣매 文문 錢전 三十삼십 兩량 藏置장치 라. 써서 고 집으로 나려 갓습니다.

집에 가서 下人하인 을 불너 돈 무든 곳을 아리켜 주며, 파오라고 보냇습니다. 

下人하인 이 단겨오드니 牌패 만 남고 돈은 누가 가저갓다고 말하얏드니, 長川장천 이 怒노
하야 말하되 世上세상 에는 눈이 먼 놈도 만타, 틀닐가 念慮염려 하야 牌패 지 써 노
하도 그여코 제것인줄 알고 가저갓구나하드라니, 참 우습기도 합니다.230)

행동3) 밤에 자다가 小便소변 이 急급 히 마려워서 舍廊사랑  마루 압헤 나려와, 마당
에다가 小便소변 을 눕니다. 小便소변 을 다 누엇것만 초마의 落水낙수  어지는 소리를 
自己자기 小便소변  누는 소리로 알고 밤새도록 서서 이것 큰일 낫구나 무슨 오줌이 
이다지 限한 업시 나오는고한 일도 잇섯습니다.231)

행동4)  하로는 親舊친구 를 訪問방문 할 일이 잇서서, 당나귀를 타고 出入출입 하얏습
니다. 얼마 을 가다가 偶然우연 히 글 生覺생각 이 나서, 속으로 글을 짓느라고 나
귀의 가는 것을 살피지 안코 잇섯습니다. 나귀가 제물로 올마  가다가 돌
쳐서서, 도로 自己자기  집을 向향 하야 앙앙 울며 왓습니다. 그 에 집안에서 나
귀 소리를 듯고, 自己자기  夫人부인 과 이 門前문전 에 나와서 마즈며 어듸 가신다드니 
엇지하야, 도로 오십닛사, 무엇을 이진 것이 잇습닛가하얏습니다. 長川장천 은 
글 生覺생각 만 到底도저 히 하다가 自己자기  집인줄은 몰으고 붓채로 面上면상 을 가리며 혼자
말로 그 집 일도 말 아니로곤, 男女남녀 가 有別유별 하거든, 夫人부인 네가 달은 男子남자 를 
보고 말을 하고저하니 참 변괴로고나 한즉, 母女모녀 가  거리고 웃으매 비
로소 달앗습니다.232)

행동5) 親舊친구 의 집 還甲환갑 에 갓다가 날이 저물어서 自己자기 집에를 가지를 못하

230) 심의린, ｢완고양반｣,『조선동화대집』, 196쪽. 
231) 심의린, 위의 책, 196-197쪽. 
232) 심의린, 위의 책,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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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로밤 여긔서 자게 되엇습니다. 밤 中중 에 困곤 히 자다가 물것이 물어서 
大端대단  가려워서, 긁는 것이 잠결에 겻헤 누어 자는 濕腫습종  알는 사람의 다리를 
냅다 몹시 긁엇습니다.

이 사람이 갓득이나 苦痛고통 하는 것을, 別眼間별안간 에 벅벅 긁어서 자다가 
놀나며 아이구-압파 죽겟다 엇던 놈이 남의 다리를 害해 하느냐.하며 베고
자든 木枕목침 으로 房방 바닥을 치며, 소리를 벽력갓치 질으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房방  안에서 자든 여러 손님들이 다 놀나 일어나서 一時일시 는 大騷動대소동 이 되엿섯습
니다. 그 中중 에도 長川장천 은 누어서 일어나지도 안코 文字문자 를 쓰되 나몰나, 사
람들이 엇지 그다지 경솔한고, 忍之爲德인지위덕 이라니 하얏습니다.233) 

   행동1)에서 이장천이 서울에 도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옷을 잃어버리
지 않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들창’이다. 들창은 벽의 위쪽
에 위로 들어 올려 열도록 만든 작은 창문이다. 그런데 선비는 들창 안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옷을 넣었지만 들창 밖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라서 옷
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장천의 잘못은 바로 ‘들창’을 방에 있는 
‘벽장’이라고 잘못 생각한 점이다. 옛날 집 안에는 벽장이 있어서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둘 수 있었다. 선비는 벽장 안에 옷을 넣어두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잤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벽장이 아닌 들창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옷을 가져가 
버린다. 
   행동2)에서 이장천은 공부를 시켜준 대가로 받은 돈이 무거워서 강가에 묻어
놓고 그 위에 푯말까지 세워 두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하인을 시켜 돈을 찾아
오라고 시켰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인은 돈이 없다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장천은 세상에 자기 것도 아닌데 가져간 사람들을 눈이 먼 놈이라고 탓
하였다. 장천이라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그것도 이름까지 써 놓은 것에 손을 댈 
리가 없기 때문이다. 
   행동1)이나 행동2)에서 장천은 자신이 생각한대로 행동하지만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잃었다. 장천의 근원적인 문제는 자신이 생각한 것이 모두 옳다고 행
동하는 데 있다. 들창을 벽장으로 잘못 알았고, 돈을 길거리에 두고 와도 자신처
럼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장천 같은 사
람만 있다면 장천의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각기 다른 
233) 심의린, ｢완고양반｣,『조선동화대집』, 197-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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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다.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행동3)에서 장천은 밤에 소변을 보다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落水)소
리가 자신의 소변 소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밤새 소변을 보았다. 그리고 한정 없
이 나오는 소변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다. 자신이 소변
을 누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한다.
   행동4)에서 장천은 나귀를 타고 친구 집에 가는 길에 글 생각만 하다가 나귀
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글 생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장천이 계속 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장천의 부인과 딸이 나와 인
사하자 자신의 부인과 딸도 알아보지 못한 채 친구 집의 모녀가 나와 자신을 맞
이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남녀가 유별한 상황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 후에 모녀가 장천이 아직도 집에 다시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자 박장대
소하는 것을 듣고서야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나 깊이 글 생각에 
빠져있었으면 자신의 집에 돌아온 것도, 자신의 부인과 딸이 나와 있는 것도 알
지 못한 것일까. 
   행동5)에서 장천은 환갑잔치에 갔다가 손님들과 잠을 자다가 다리가 가려워
서 긁는다는 것이 습종(濕腫) 환자의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어놓고서 아파서 신
음하는 습종(濕腫) 환자의 고통보다는 참을성이 없다고 나무라면서 인지위덕(忍
之爲德)을 강조하고 있다. 장천은 자신의 다리가 가려워서 긁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 역시 가려움을 참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습종(濕腫) 환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위선적이다. 
   행동4)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주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장천의 행동은 완고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바보형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은 행동5)에 와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참을성만이 
덕(德)이라고 여기는 장천은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에 보
여 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은 크게 
여기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할 때, 개인의 고통을 참아야만 한다는 
문자적 가르침을 이야기해 대단히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다.   
   ｢완고 양반｣의 이야기가 글에만 몰두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워 바보 같은 면
모를 보였다면 ｢완고 학자님｣은 어떨까. 옛말에 “서울 안 가 본 사람이 서울 가 
본 사람을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직접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새
로운 문물들을 보고 온 사람보다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이 우겨서 이긴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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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고한 학자님은 시골에서 한문만 읽어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
다. 반면에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경인선 철도’를 구경하기 위해서 서울
에 갔다. 사람들이 기차를 처음 타 보고 고향에 돌아가서 기차를 접한 신기함을 
이야기 했더니 이를 들은 완고학자님은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學者학자 님이 듯드니 혀를 채며 大責대책 하되 자네 왜 그런 荒唐황당 한 말을 하야 사
람을 속이랴하나. 그럴 理致이치 가 잇나. 밀지도 안코 지도 안트라면서, 엇지 
제절로 갈 理致이치 가 잇나. 녯에 諸葛亮제갈량 이가 싸홈할 에 軍糧군량 을 運輸운수 하느라
고 木牛목우 와 流馬류마 를 만드러서 使用사용 하얏다는 말은 들엇스나 자네가 말한 것과 
갓치 짐도 泰山태산 갓치 실고 사람도 여러 百백 名명 을 태우구서 그러케 으게 갈 
수가 잇다는 말인가. 아마 자네가 독갑이한테 홀녀서 녀 단겻든 것일세. 

남붓그러웨. 다시는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게하고 고지듯지 아니하얏습
니다.234)  

   완고 학자님은 문헌에 나와 있는 제갈량의 일화를 그대로 믿고 있다. 제갈량
이 사마의와의 싸움에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목우(木牛)와 유마(流馬)
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짐과 사람을 가득 싣고도 빨리 달리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깨비에게 홀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남부끄럽게 
이야기하지 말라고도 당부하였다. 
   당시 기차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완고 학자님’과 다르지 않았다. 기차를 
보고 온 사람은 완고 학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고, 완고 
학자님은 미친 사람의 실언(失言)이라고 여기며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때, 기차
를 직접 타 본 학자님의 친구가 셋이서 함께 기차 구경을 제안하였다. 기차의 신
기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전달한 사람과 기차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사
이에서 일어난 분쟁은 기차를 직접 타 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
법이다. 기차를 처음 본 완고 학자님은 짐과 사람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呪術)을 외웠다. 
   완고 학자님은 진언을 앞으로 뒤로 외우면서 도깨비장난 같은 요술(妖術)이 
사라지길 기원했지만 그것은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차를 처음 본 
완고 학자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경험’과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문만 공부해 온 학자는 제갈량의 신기술인 목우(木牛)와 유마
234) 심의린, ｢완고학자님｣,『조선동화대집』, 272-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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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馬)는 책을 통해 알았지만 ‘기차’는 자신이 공부하는 한문을 통해서 본 적이 
없었다. 서울과 시골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문명을 체득하는 차이로 확연하게 드
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식의 전달 속도가 문제될 뿐이지, 지식의 질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시골에 사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미경험자’는 처음 보는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경험
했을 때조차도 도깨비의 장난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
을 뿐이지, 시골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나면 그것을 습득하고 이
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지식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을 접하는 시기의 문
제이고, 경험의 문제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할
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하는데, 완고 학자님
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만이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척할 뿐
이다. 그래서 완고한 학자님이 된 것이다.  
   완고한 학자님와 상통하는 교과서 교안이 있어 이 내용을 통해서 심의린이 
지닌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1933)에 수록된「45과 멀고먼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문학적 교재로 분류된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개념을 이
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의 실체를 아는 것은 상당한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권1(1933)에 수록된 45과「멀고먼 나라」 삽회235)

235) 조선총독부,「45과 멀고먼 나라」,『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조선서적인쇄주식
회사, 1933,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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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먼 나라에서 처음 으로 코끼리를 다리고 왓슬 때 에, 사람들 이 서로 
다투어, 이 이상하게 생긴 김생을 구경하러 갓소.

구경군 중 에는, 장님 도 세 사람 이 잇섯소.

「코끼리 코끼리 하고, 다들 떠드니, 코끼리란 것 은 대체 엇더케 생긴 
것인가.」

하고 세장님들 은, 눈 으로는 볼수 가 업스닛가, 각각 손으로 코끼리 몸
을 더듬어 보앗소.

맨먼저, 허리통을 더듬어본 장님 은 말하기를
「코끼리란 것 은 바람벽같치 생겻구려.」
그 다음 에, 다리 를 더듬어 본 장님 은 말하기를, 
「아니오. 코끼리란 것 은 기동 같치 생긴 것이오.」
셋잿번 장님 은 말하기를,
「아니 아니 그러치 안소. 코끼리란 것 은, 큰 구렁이 같치 생긴 것이

오.」
셋잿번 의 장님 은, 코끼리의 어듸를 더듬어보앗겟소.236)

 「멀고먼 나라」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본 이야기는 장님들이 코끼리의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인식한 것을 전체인양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심의린의 교재관은 다음과 같다. 

  

교재관  
문학적 교재로 보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보고 다 각각 다르게 가

진 개념에 대하야 흥미잇는 점을 맛 보이고, 딸아서 짤은 경험 일부분의 지
식을 가진 자는 그 장님들과 오십 보 백보라는 것을 깨닷게 할 것이다.

본 교재는 불전 물어중에서 취한 것 같치 보인다. 옛적에 인도에 지혜왕
이라 일컷는 자못 총명한 대왕이 비웃기 잘하는 한 대신을 훈계하야 무지한 
것을 깨닷게 한 이야기인데, 보통 평범한 사람은 저 장님들과 별로 다를 것
이 업다는 것이다. 즉 여천한 수양을 쌋치 안코는 결코 아는 체 할 수가 업
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교재이다.237)  

   심의린은 짧은 시간 안에 코끼리를 본 일부의 경험을 전체로 인식하는 세 명
의 장님을 지식의 정도를 ‘오십 보 백보’로 표현하였다. 교안 설명에서도 속담을 

236) 조선총독부, 위의 책, 54-58쪽.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이다. 
237) 심의린,「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지도례」,『한글』3권1호, 1935,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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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
하고 있다. 이는 심의린이 ‘완고한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 전부라고 믿는 허상을 꼬집는 것과 유사하다. 변화하는 세상에 신문물은 급속
도로 조선에 유입되었지만 과거의 지식 습득에 함몰되어 있었던 학자들은 진보
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완고한 인물’에 대한 그의 입장은 장님이 
경험한 지식에 대한 설명에서 더욱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린은 직접 이 이야기의 근원에 관해서 오오사와겐 쇼우(大澤玄章)
의『佛典物語』에 수록된 작품을 직접 의역해서 교안에 넣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이 아동의 취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원전을 찾아서 수록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고, 
원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담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의린은 
자신이 아는 협소한 경험과 지식이 전부인 양 하는 행동을 견제하고 있다. 이는 
심의린이『조선동화대집』에서 완고한 학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
부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과 동일한 인식이다.「멀고먼 나
라」의 기반이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참고
맹인과 象(大澤玄章 著 佛典物語238) 意譯)

옛날에 자칭 지혜왕이라하는 가장 총명한 대왕이 잇섯다. 딸아서 신하의 
대신들도 또한 상당히 현명한 인물들이 모엿섯다. 왕은 그 총명한 지혜를 
이용하야 크게 인정을 베풀어 인민을 깃부게 하야 주고저 하얏스나, 만은 
백성들 가운데에는 혹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자가 아조 업달 수는 없섯다. 

 어느 때 비웃기 잘하는 대신 하나가 왕 앞에 나아가서, 아모 생각업시
「대왕님, 대왕님께서는 지혜가 만타하사 될 수 잇는대로 선정을 베푸시는
데 국민 중에는 간혹 불복을 말하는 자도 잇스니, 엇더케 생각하십닛가
……」하고 엿주엇다.

생각하드니「이 문제에 대하야 해결을 알려거든 왕도에 잇는 맹인을 모
다 모아 오너라」하얏다. 대신은 이상히 여기면서도 대오아의 명이라 수백
의 맹인을 모아 들엿다.

대왕은 다시「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구경하게 하라」하야 맹인과 군신들
을 넓은 뜰에 모여들 서게 되엿다.

지혜왕은「이번에는 수백의 코끼리를 끌어다가 그 맹인 옆에 늘어 세우
라」하얏다.

238) 大澤玄章 著,『佛典物語』, 森江書店, 1922. (이 책을 찾아 본 결과, 1922년에 발행
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참고 지도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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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신이며 대신들은「엇던 지혜를 내시랴나」하고, 기다리고 잇는
데, 대왕은 맹인들더러 「너의들 앞에는 이상한 것이 잇다. 앞으로 나가서 
꼭 붓잡고 잇거라」하얏다.

맹인들은 대왕 말대로 더듬어 나가서 붓잡히는대로 꼭 붓들고 잇다.
지혜왕은 엄격한 어조로「너의들이 붓잡고 잇는 것은 코끼리라 하는 것

이다. 엇더케 생겻는지 차레차레로 말하야 보아라」하야 맹인들에게 대답
을 시켯다.

코끼리 코를 잡은 자는「대왕님 코끼리는 구렁이 갓치 생겻습니다」
코끼리의 잇발을 잡은 자는「뿔갓치 생격습니다」
허리통을 만진 자는「바람벽 같치 되엿습니다」
다리를 붓든 자는「아니오 기둥같치 생겻습니다」
귀를 붓든 자는「아니오 키와 같치 생겻습니다」
코끼리 꼬리 끝을 붓잡은 장님은「모다 틀립니다. 코끼리란 비와 같치 생

겻습니다」하야 여러 맹인들의 대답은 다 각각 달라서, 모다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고 자기의 말만 올타고 하얏습니다. 즉 적은 경험으로 얻은 지식
은 코끼리 전체를 이해치 못 합니다.

이 모양을 구경하든 대신이며 군신들은 박장대소들을 하고 잇는데, 지혜
왕은 이 군중의 웃음을 멈추게 하고「제공등은 저 모양을 보고 웃지만, 저 
맹인들과 오십 보 백보로 별로 다를 것이 업슬줄 안다. 같은 사람으로 얼골
이 다 각각 다른 것과 같치 신체의 美醜强弱, 마음의 善惡邪正, 감정의 冷
溫厚薄 모다 사람을 딸아서 천태만상이다. 엇재서 이와 같치 다른 가를 아
는 사람은 땅 우에는 하나도 업슬 것이다.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자기의 자
신 전체를 실로 아는 사람도 역시 적을 것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일이야 
더욱 알겟느냐. 제공들은 무지한 맹인을 조소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무지를 
깊이 반성하야야 한다. 나는 항상 반성하야 왕자의 성덕을 수양하고 지□을 
기우려 될 수 잇는대로 인정을 베풀 것만 지금 말한 것과 같치 여러 사람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인정 밑에 잇는 蒼生도 非難을 말하는 자가 
잇는 것이다. 다들 알앗느냐」하고, 특히 아까 그 대신을 엄숙하게 바라보
앗다. 滿庭의 군신들은 박수를 하며「참 지혜왕이시다」하고 찬미의 성
을 들날렷다.239) 

   자칭 지혜왕은 어느 날 비웃기 좋아하는 대신의 도전을 받았다. 지혜왕이 하
는 일이라면 모든 백성이 만족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백성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이유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혜왕은 왕도에 있는 모든 맹인
을 모아 놓고 코끼리를 만지게 시켰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239) 심의린,「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지도례」,『한글』3권1호, 1935,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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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왕은 거기에 모인 많은 대신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는 없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도 적다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 경험이라는 것이 맹인과 같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우의적으로 설파한 것
이다. 심의린이 직접 지혜왕의 원문까지 찾아서 교안에 넣은 것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원문이 지닌 문학성을 통해서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
고 있는 무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심의린이 동화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기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실제 교
육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당대에 필요한 지식과 경
험을 ‘완고한 인물’과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통해서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실연동화에서 조선의 이야기가 확실하면서 개작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작품
이 바로 ｢귀 큰 님금｣이다. 이 이야기는 신라 경문왕에 대한 이야기로 삼국유사
에 전한다. 김현룡은 이 이야기를 ‘국왕경계’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240) 
실제 경문왕이 국선이 되었을 때는 매우 촉망받는 인물이었으나, 왕위에 오른 후 
그의 정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이러한 비판적 이야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
는 관점이다. ｢귀 큰 님금｣의 초기 이야기인 ｢경문대왕｣중 귀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이다. 
  

일찍이 왕의 침전(寢殿)에는 날마다 저녁만 되면 수많은 뱀들이 모여들
었다. 궁인(宮人)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이를 쫓아내려 했으나 왕은 말했
다. “내게 만일 뱀이 없으면 편하게 잘 수가 없으니 쫓지 말라.” 왕이 잘 때
에는 언제나 뱀이 혀를 내밀어 온 가슴을 덮고 있었다. 

 왕위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되었는데 왕후
와 궁인들은 모두 이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복두장(幞頭匠) 한 사람만은 이 
일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평생 이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죽을 때 도림사(道林寺) 대밭 속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대를 보고 
외쳤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 그런 후로 바람이 불면 대밭에
서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 왕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대를 베어 버리고 그 대신 산수유(山茱萸) 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거기에서는 다만  ‘우리 임금의 귀는 길다’고 하는 소리가 났다
(道林寺는 예전에 서울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숲가에 있었다.)241)

   삼국유사에서 복두장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임금의 비밀을 알고 있다. 

240)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261-264쪽. 
241) 일연지음, 이민수 옮김, ｢제48대 경문대왕｣,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6,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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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고민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없지만, 복두장이가 죽을 때가 되어서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 것은 그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다. 이후, 동화집에 이 이야기가 수록되면서 복두장이의 고민이 전면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옛날 신라국에 경문왕이라는 임금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아주 귀가 길어
서 토끼 귀정도가 아니라, 당나귀 귀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장인
에게 명령해서 두건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일어나 있
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언제나 그 두건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 알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건을 만든 장인
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만약 내 귀가 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
면 네 목숨은 없는 거다.”

하고 장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인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
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어느 때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
을 거라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근질 근질거리던 것을 토해내고 싶어졌습니
다. 그래서 장인은 도림사라는 절의 대나무 숲에 들어가 둘레에 사람이 없
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한껏 큰 목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러고 나서는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놀라서 당장 대나무를 자라버리

시고 그 자리에 산수유라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수유
가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지쳐버려서 그대로 두셨습니

다.242)

   위의 이야기는 마쓰무라 타케오(松村武雄)의 조선편에 소개된 ｢驢馬の耳｣(당
나귀의 귀)이다.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장인(匠人)에게 
자신의 귀가 길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만일 말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

242) 마쓰무라 타케오(松村武雄), ｢驢馬の耳｣, 日本童話集-朝鮮, 1924, 749-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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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박했다. 장인은 평생 임금의 비밀을 지켰고,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결국, 임금이 죽일 것이라는 위협이 장인이 비밀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장인이 병에 걸리면서 임금이 가한 협박은 큰 의
미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임금이 죽이지 않아도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기 때
문에 임금의 협박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이 순간, 장인은 임금의 협박에서 벗어
나 자유롭게 비밀을 토로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쓰무라 타케오
(松村武雄)의 이야기에서도 장인의 심리 상태의 변화와 과정이 흥미 있게 전개
되었다.
   다음은 1926년 6월 10일 신문에 발표된 정홍교(丁洪敎: 1903-1978)의 동
화이다. 

조선 신라적에 경문왕이라는 임검님이 게시엿슴니다 임검님은 다른 사람
보다도 귀가 퍽도 크시엿슴니다 톡기의 귀보다도 크시엿스며 당나귀의귀보
다도 크시엿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검님은 모든 신하들을 보시기가 북그러워 
신생각이 나서서 가만히 한 사람의 신하를 식키시여서 머리의 쓰시는 수건 
하나를 만들게 하섯슴니다

그래서 임검님은 그 수건을 머리에 쓰시고 날마다 날마다 신하를 거나리
시고 정치를 하여 나가섯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임검님 엽헤서 모시고 여러 
가지 나라일을 의론하는 신하들도 임검님의 귀가 크신 줄은 아모도 몰낫다
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는 사람이라고는 임검님의 수건 만든 신하박게 아
는 사람은 업섯슴니다

그래서 임검님은 그 신하를 불으시고 말슴하시기를
“네가 만일 나의 귀가 큰 것을 세상 사람에게 말하엿다가는 용서업시 목

을 잘나 죽일터이다”하셧슴으로 그 수건을 만든 신하는 죽을가바 무서워서 
아모에게도 말하지 못하엿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멧해지내인 뒤에 그 수건을 
만든 신하는 병이 들게 되엿슴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약을 썻지만은 살
아날 여망이 업섯는고로 그 신하는 몰내 대나무 밧흐로 뛰여들어가서

“임검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다”
하고 죽엇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바람이 불때마다 대나무의 입사귀 소리가 
“임검님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시다”
하는 소리와 갓함슴니다 그럼으로 임검님은 크게 화가 나시여서 대나무

를 한나도 남기지 안하시고 베인 뒤에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전부 심엇다고 
함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는 전과 가치

“임검님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시다”



- 178 -

하는 소리가 낫다고 함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점점 경문왕의 귀가 큼을 
모드 알게 되엿다고 함니다.243)

   정홍교의 동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임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
두장이가 아니라 신하라는 점이다. 신하는 임금의 비밀을 폭로했을 때,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말을 못하다가 병이 들었다. 그 병에는 백약이 무효하였고 살 가망
이 없었다. 신하는 대나무 밭으로 달려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
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죽었다. 경문왕의 이야기를 동화로 사용하는 작가들은 
비밀을 아는 인물로 복두장이를 내세우고 그들의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심의린의 ｢귀 큰 님금｣은 복두장이가 아닌 새로운 직업인 이발업자를 내세웠
다. 

  님금님서는 머리는 가야 하실 터인대, 생각다 못하야, 조치 못한 
를 내셧습니다. 그것은 달은 것이 아니라,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머리를 
긴 후에는 죽여 버리겟다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머리만 자라시면,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깁흔 방 속
에서 몰내 머리를 기시고, 고만 그 귀 큰 소문이 날가봐 곳 독약을 주셔
서 먹고 죽게 하십니다. 이와 갓치 이발업자들은 님금님 머리만 고나면 
죽는 닭에, 차차 이 말이 왼 나라에 소문이 나서, 모다 님금님 머리를 
을 차레가 돌아 올 가봐, 걱정들을 합니다.244)

   1926년에 발표한 정홍교의 동화에서 이전의 복두장이는 측근의 신하로 바뀌
었다.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모자나 수건을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 ‘이발업자’ 이다. 1895년(고종32) 일본의 강요로 고종이 먼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고, 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告示)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가위를 들
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하였다. 조선에서는 ‘신체
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
발(頭髮)을 자를 수 없다”고 분개하여 단발령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상황
에서 ‘이발업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직업으로 근대에 새로 생겨났다. 심의
린은 임금의 비밀을 간직한 인물로 모자를 만드는 장인이나 측근의 신하가 아닌 
‘이발업자’로 바꾸었다. 
243) 뎡홍교, ｢경문왕의 귀｣, 동아일보 1926.6.10.
244)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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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발업자 중에 매우 가엽슨 사람 하나가 잇섯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살 에 자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나무셔서 저를 
길너주시는대 집이 엇지 가난하든지 겨우 바누질 품이나 팔아서, 그 어든 
돈으로 좁쌀이나 사다가 죽을 쑤어먹고, 단베를 주려가며, 치운 면 옷 하
나 나무 하나가 넉넉지 못해서, 늘 한 세월을 보지 못하고 지내왓습니
다. 이와갓치 과부가 된 어머니는 이로 말할 수 업는 고생을 하야가면서도, 
단지 락으로 아는 것은, 저 하나를 잘 길너서, 나종에 뉘나볼까 하고 살아
오신 것입니다. 그리케 지내오기를 몃 해전지하고 오늘날 와서는 자긔가 
겨우 이발업이라는 영업을 하게 되엿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자긔 어머니
서는, 늙으셔서 년세가 팔십이나 되시고, 자긔가 벌어다 들이는 것을 잡
수시며 모자가 서로 의탁을 하고, 전에 고생하든 얘기를 해 가며 지내갑니
다.245) 

   심의린은 근대 직업과 자본에 대한 인식으로 ｢귀 큰 님금｣에서 ‘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산에서 나무하고 논에서 곡식을 길러 먹던 생활에서 ‘기술’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근대적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동화
에 새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을 담아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심의린은 동화 
안에 근대의 직업이나 신문물을 넣어 어린이에게 근대적 가치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이오성」도 근대적 가치관인 자본과 저축
이라는 개념을 옛이야기를 통해서 재구성하였다. 이 이야기는 ‘이오성’이 지닌 문
제 해결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4.2.2. 어린이의 문제해결력 강화에서 집중적으
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 살펴볼 작품은 1933년 11월 18일 라디오에 방송된 ｢욕심쟁이｣이다. 

어 넓은 들판 한 가운데 썩 조흔 논이 잇섯는대 주인은 마을의 구장이
엇습니다. 그 구장은 우으로 아들 하나와 아래로  하나를 두엇는대 아들
은 욕심쟁이 은 마음이 착하엿습니다. 그 아들이 집안 살림을 마터 보게 
되자 어케 심술 굿게 구럿든지 이웃사람들이 백이다 못 해 다른 데로 죄
다 이사를 가 버릴 지경이엇습니다. 어 해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에는 곡식이 안 되엿지만 그의 논은 원체 좋은 논이엇슴으로 역시 전과 가
티 곡식이 잘 됏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밥 빌러 갓스나 
그는 조곰도 도와주지 안엇습니다. 어 폭풍우가 심한 날 웬 늙은 영감 하
나 이 길을 가다가 그의 집에 들어섯습니다. 마츰 그는 업섯고 누이동생만

245)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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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잇섯는대 누이동생은 늙은 영감에게 밥도 주고 친절히 대접을 햇습니다. 

그가 도라와 보니 이런 일이 잇섯겟지요. 그래서 그는 누이동생을 몹시 
렷습니다. 그 늙은 영감은 자긔 집으로 도라가서 쌀을 준다고 하며 사례를 
햇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는 러 갓습니다. 거기서 흉년이라고 어 자선
가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 줌으로 욕심쟁이는 그것지 바더 가지고 도라
왓습니다. 집에 도라와 그 쌀을 광에 가저다 두려고 본 즉 광안에 잇던 쌀
이 죄다 없서젓겟지오. 먼저 자선가가 나눠준 것이 욕심쟁이네 쌀이엿습
니다. 그래 욕심쟁이는 누이 동생을 렷습니다. 그 , 그 집에서 갑작히 
불이 이러낫습니다. 아왓던 영감이 달려와서 누이동생을 구해주엇스나 
욕심쟁이는 내버려 두엇습니다. 그래 욕심쟁이도 희개하고 영감에게 구조
되어 조흔 사람이 되엿습니다.()246)

   심의린의 ｢욕심쟁이｣는 조선이야기 ｢장자못｣과 연관성이 깊다. 실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르지만 대결 구도나 서사구조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장자못 이야기와 욕심쟁이 동화의 등장인물 역할 비교 

   ｢장자못｣이야기에서 장자와 며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스님이 이들을 시
험하고 있다. ｢욕심쟁이｣에서 장자와 며느리의 관계는 아들과 딸이라는 남매 관
계로 형성되어 어린이가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점
과 이들을 시험하는 존재자가 있다는 인물 관계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옛이야기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라디오 동화인 ｢욕심쟁
이｣에서 일어난 변화는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보여준 것보다 창작에 
가까워지고 있다. 
   방정환이 처음 외국 동화의 번안을 시작한 이후에, 창작 활동으로 나아간 전
례처럼 심의린도 유사한 과정을 밟아갔다. 1단계 조선동화대집, 2단계 실연동
화, 3단계 라디오 동화로 점진적으로 개작이 많아졌다. 주인공의 변화에서 시작
된 개작은 서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까지 이르렀
다.  

246) 심의린, ｢욕심쟁이(방송동화)｣, 동아일보, 1933.11.18. 

등장인물 역할 장자못 욕심쟁이
욕심이 많은 인물 장자 구장 아들
착한 인물 며느리 구장 딸
시험하는 인물 스님 늙은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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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못｣과 ｢욕심쟁이｣ 서사 비교

   
   ｢장자못｣이야기는 ‘금기’가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된 추동력이었다면, 라디오 
동화 ｢욕심쟁이｣는 ‘금기’가 동생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어떤 마을의 구장
은 좋은 논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구장은 지금의 마을 이장 정도에 해당
된다. 구장이 집안 살림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들이 심술궂게 행동하여 이웃 
마을사람들이 이사를 갔다. 이러한 정황상, 마을 구장이 집안 살림을 할 때까지
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평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 구장은 한 마을을 이끌
어나가는 지도자이면서 함께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거
나 빌려주는 형태로 이웃과 공존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
당한다. 하지만, 아들이 부잣집의 살림을 도맡게 된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웃 
주민들이 부잣집에서 곡식을 빌리거나 얻는 행위가 어려워지게 되고 수난이 심
해져서 다른 마을로 이주해 가게 되었다. 마을 구장이 욕심쟁이라면, 그의 딸은 
매우 착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딸은 오빠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을 때 집에 
찾아온 늙은이에게 밥을 대접하여 보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안 
아들은 동생을 심하게 때렸다. 아들이 동생을 심하게 때렸다는 것은 노인에게 밥
을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친절하게 대접했다는 것에 대한 응징이었

장자못 욕심쟁이
1 옛날에 인색한 장자가 살았다. 마을 구장의 아들이 욕심쟁이였다.
2 어느 날 도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왔다.
3 장자가 도승을 내쫓았다. 욕심쟁이는 집에 없었다. 
4 장자의 며느리가 장자 몰래 쌀을 퍼 주

었다. 
욕심쟁이의 누이동생이 노인에게 밥
을 주고 잘 대접했다.

5
도승이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 피신하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욕심쟁이가 동생을 매질하자, 노인이 
욕심쟁이에게 사례를 하겠다며 집으
로 데리고 가서 곡식을 주었다. 

6 도승을 따라가던 며느리가 땅이 꺼지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봐서 돌이 되었다. 

욕심쟁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
의 집안의 광이 텅 비어있어, 동생을 
매질하였다.  

7 장자의 집은 물에 잠겨 못이 되었다. 
욕심쟁이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노
인이 와서 동생을 구해주고, 욕심쟁
이는 그냥 두었다. 

8 욕심쟁이도 회개하고 영감에게 구조
되어 좋은 사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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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동생이 집에 찾아온 걸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또 매질을 당
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동을 목격한 노인은 욕심쟁이 
아들에게 사례를 하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만 더 얻고 싶은 욕심에 노인을 따라 나선다. 노인은 어떤 자선가가 준 것이
라면서 욕심쟁이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아들은 동생이 없앤 집안의 쌀을 획
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광에 곡식을 넣으려고 보니 곡식이 하나도 없다. 노인이 
술수를 불려 욕심쟁이의 광에 있는 곡식을 모두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
누어준 것이다. 이 상황을 목격한 아들은 이 모든 일이 동생이 노인에게 밥을 주
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의 자산이 모두 소실된 것이라고 보고 동생을 심하게 
매질하였다. 
   오빠의 행위는 여동생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노인에게 밥을 
대접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는 그 노인이 집안의 자산을 모두 소진시켰다는 이유
로 여동생을 때렸다. ｢욕심쟁이｣에서는 금기 대신 여동생에 대한 폭력이 가해졌
다. 오빠는 곡식이 없어질 때마다, 그 탓을 여동생에게 돌렸고 그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스님이 며느리에게 돌아보지 말 것을 금기로 주었을 때, 그 금기를 어
긴 며느리가 돌이 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빠는 동생에게 곡식
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동생은 오빠가 제시한 금기를 어겼고 이에 대해서 오빠
는 동생에게 폭력으로 대응하였다. 오빠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생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위협은 곧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적 증거물은 동화에서 그대로 작
동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돌이 되었다는 것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는 화소로 폭력
이 사용되었다. 폭력은 돌이 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인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하
기 때문이다. 
   ｢장자못｣에서 스님의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돌이 되고, 집안이 물속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욕심쟁이｣에게 금기를 어긴 동생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집에 불이 났고 그 위험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노인이었다. 동생이 불 속에
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점은「장자못｣이 돈만 아는 장자와 금기를 어긴 며느
리까지 죽이는 것과 다르다. 더 나아가서 ｢욕심쟁이｣에서 노인은 불 속에서 여동
생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쟁이 오빠까지 구해내서 회개하게 만든다. 권선
(勸善)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준다. 오빠가 동생에게 가한 폭력처럼 노인이 
오빠를 폭력적으로 대했다면, 오빠는 회개할 수 없었다. 노인이 오빠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오빠는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었다. 전설이 인간의 잘
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과 달리 동화는 이러한 서사의 폭력성을 ‘용서’로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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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장자못｣에 기반한 욕심쟁이를 심의린만의 방법으로 새롭
게 창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린만의 창작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장
자못｣을 수용한 다른 동화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자루를 이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요하
고 비단 치마에 쌀을 내어 주엇슴니다. 그러닛가 그 로인은 고개를 돌니며 
이얘 그것이무엇이냐하고 무럿슴니다. 이것은 쌀이야요 그 자루에 든 
것은 벼가 안이고 저...저...말이야요 우리 아버지가 맘이 악독해서 그
러한 낫븐 일을 하엿스니 용서하시고 이 쌀을 가지고 가십시요하며 눈물이 
글성글성하면서 숨차게 말하엿슴니다. 로인은 그 말을 듯고 고개를 덕
덕 하드니 응 너야말노 기특한 아해로다....내가 엇지 이 자루에 든 말
을 모를 리가 잇느냐 그러나 이 얘야...대관절 급한 일이 잇스니 나와 가티 
가자...여긔서 우물물하면 너도 큰 일 난다 만일에 여긔 잇다가는 지금 
당장 큰 화근이 생길 것이니 속히 나를 러 오너라.하고는 다정하게 아가
씨의 손을 잡고 급한 거름으로 작고 걸어갓슴니다. 아가씨는 엇전 영문을 
모르고 따라가노라닛가 얼마 가지 못하여 별안간에 뒤에서 텬디가 놉는 
것과 가튼 큰소리가 낫슴니다. 그래 아가씨는 작놀라 도라다보다가 그게 
왼일이겟슴닛가 가티 오든 그 로인도 간 곳 업고 그 크나큰 궁궐가튼 자긔 
집도 간 곳 업고 집잇든 자리에는 난대업는 싯퍼런 물이 큰 연못가티 갓득 
차-잇섯습니다. 전주에 쟝재 연못은 지금도 잇난대 그 연못에 고나한 전설
을 동화로 써 온 것 임니다.247)

   전설동화 ｢장재연못｣에서 딸과 아버지라는 부녀 관계가 등장하고, 이들을 시
험하는 노인이 등장한다. 옛이야기에서처럼 쌀을 준 딸과 그것을 말똥으로 바꾼 
아버지를 보고, 노인은 이 집안에 닥칠 재앙을 딸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노인과 
함께 가던 딸은 뒤에서 천둥벼락이 치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집이 
못에 잠긴 것을 알게 된다. 주된 서사 구조가 옛이야기와 동화가 동일하게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동화에 비해 심의린의 ｢욕심쟁이｣는 새로운 창작에 가깝게 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욕심’으로 쌓아올린 재산이 오히려 집안의 몰
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집안이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끝
이 나는 옛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여 인간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
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완고한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어린이가 

247) 강우촌(姜雨村), 전설동화 ｢장재연못｣, 어린이 2권7호, 1924, 5-7쪽.



- 184 -

지녀야 할 가치로 당대적 가치관인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전체를 
대해는 경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할 것을 강조
하였다. 실연동화 ｢귀 큰 님금｣에서 가난한 효자는 이발업이라는 새로운 직업
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이 자신의 신체
적 결함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더 현명
한 임금이 되는 길임을 가르쳐 주었다. 라디오 동화 ｢욕심쟁이｣에서 인간의 끝없
는 욕망이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듯 심의린은 옛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옛이야
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
을 주는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의린이 옛이야기를 통해서 조
선어 교육 강화에 힘쓴 것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옛이야기를 
재구성한 동화는 실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이라는 지극힌 현실적인 인식을 
담아내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다. 

4.2.2.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 
   심의린은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의 일환으로 인간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서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를 강화시켰다. 
옛이야기에서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는 오성과 한음, 막동
이, 나이 어린 원님, 도적 잡은 아이, 원님 놀이 하는 아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심의린은 옛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선택하여 동화집에 수록하였다. 
   

 조선동화대집: ｢이오성｣, ｢소년군수｣, ｢군수와 소아｣, ｢돌둑겁이｣,
 ｢반사람｣, ｢로부를 내다버린 자｣, ｢천도 어든 효자｣, ｢같은 재조｣
 실연동화: ｢만길의 원수｣, ｢삼남의 비행선｣

   조선동화대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대체로 옛이야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
는 작품들을 심의린식으로 개작하였다. 반면에 실연동화는 심의린만의 새로운 
동화라고 할 수 있다. 몇 개의 개별적인 작품의 개작 양상을 통해서 심의린이 어
린이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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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성｣에서 어린 시절 오성은 장난이 심한 아이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끈기
와 결단성이 있는 아이였다. 옛이야기와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양상을 비교해 
보면 심의린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옛이야기 ｢오성과 대장장이｣에서 오성은 대장장이를 골려먹기 위해서 대
갈250)을 하나씩 숨겨왔다. 대장장이가 오성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오성이 앉을 자
리에 뜨거운 징을 두어 오성이 엉덩이를 데였다. 오성은 화가 나서 대장장이에게 
살구 속에 똥을 넣어 먹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성은 대장장이를 도와주려고 
몰래 징을 가져와서 주려고 했다고 자백했다. 오성은 비록 개구쟁이지만 대장장
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런데 대장장이
는 오성의 뜻도 모르고 오성을 골려주기 위해서 뜨거운 징을 놓았고 화가 난 오
성에게 봉변을 당했다. 
   심의린 동화에서 오성은 대장장이에게 모아둔 대갈을 한꺼번에 주면서 ‘한 자
본’이라고 언급하였다. 대장장이는 10년 동안 일을 했지만 먹고사는 일에 급급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오성은 대장장이 일터에서 대갈을 하나씩 가지고 왔
고 대장장이 역시 오성이 대갈을 한 두 개씩 가져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
았다. 대갈 한 두 개 정도 없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오
성은 대장장이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동안 모아 놓은 

248) 임석재, ｢오성과 대장장이｣, 한국구전설화 8, 평민사, 1991, 292-293쪽. 
249) 심의린, ｢이오성｣,『조선동화대집』, 47쪽. 
250) 말굽에 편자를 박을 때 쓰는 징을 의미한다. 

    임석재 전집 오성과 대장장이        조선동화대집의 이오성

오성언 이 꼴얼 보고 “양반얼 속이넌 놈
은 똥얼 먹넌 법이니라. 너넌 네 복얼 
니가 못 씨게 힜다. 네 상얼 보니 늙어
서 빌어먹게 생겨서 도와줄라고 너 몰
래 징얼 갖다 모아서 줄라고 힜더니 이
것얼 못 허게 방해힜이니 빌어먹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248)

生覺하되 “어허 내가 作亂으로 집어다 
몬 것이 이처럼 만핫스니, 무엇이든지 
貯蓄하는 것밧게 업구나, 塵合泰山이란 
말이 이것이다.  대갈장이로 말하면, 
하로에 몃 개식 일허버린 것이, 큰 손해
는 업섯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큰 資本
이 된다고 하겟다.” 하며 감탄하얏습니
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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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갈을 모두 주었다. 이를 받은 대장장이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
다. 어느 누구도 하루에 한 두 개의 대갈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자 한 두 개의 대갈은 막대한 힘을 발휘하였다. 
   옛이야기에서 오성은 화가 나서 자신이 대장장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까
지 잊고 대장장이에게 화를 낸다. 심의린 동화 ｢이오성｣에서는 대장장이에게 ‘한 
자본’을 마련해 주고, 앞으로는 ‘저축’을 하면서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심의린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든 저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장장이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오성이 하루에 한 두 개씩 대
장장이의 대갈을 가지고 가서 모아 둔 것이 큰 자본이 되면서 대장장이는 저축
의 소중함을 직접 깨달았다. 
   옛이야기 ｢오성과 대장장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인 ‘복’에 치우쳐 있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원래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복’에 있다는 관점이다. 오성
이 대장장이의 얼굴이 ‘빌어먹을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오성은 양반을 놀렸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 대장장이를 비난한
다. 반면에 심의린 동화 오성은 복이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장장이는 가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
었는데 오성을 통해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가
능하게 한 것은 ‘진합태산(塵合泰山)’이라는 말처럼 저축의 힘이었다. 옛이야기에
서 ‘복’이나 신분상의 문제로 가난은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심의린 동화에 오성이 대장장이에게 준 문제해결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 방법이다. 
   심의린 동화 ｢돌둑겁이｣에서 보여주는 현실성은 무엇일까. 초기의 민담 형태
로 볼 수 있는 1910년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朝鮮物語集에서 아이의 스
승은 여자종을 혼자 사모하였다.  

옛날 양반집에 살면서 가정교사로 지냈던 학자가 있었다.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쓸쓸하게 지냈기 때문에 양반집의 여자 종이 첫 눈에 반했다. 그
래서 좋아하게 되었다. 선생님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좋아하는 기색을 
보냈는데 여자 종이 무시했다. 그래서 어떨 때 제자가 좀 장난을 하고 선생
님에게 야단을 맞아서 매를 때리려고 했는데 용서를 해 주면 보답으로 종의 
여자를 연결시켜 주겠다.251)

251)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가짜 명인｣, 朝鮮物語集, 日韓書房,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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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조선물어집에서 선생님은 여자종을 탐내다 망신당하는 이야기이다. 
스승은 여자종을 탐하고 이를 눈치 챈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혼날 것을 면해 주는 대가로 여자종이 스승에게 복종하게 하는 상황을 꾸민다. 
이것이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기록에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는 조선
동화집에서나 이후의 동화에서 스승의 경제적 궁핍으로 개작된다. 스승이 옷이
나 음식이 변변하지 못하여 계집종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자 제자가 스승을 위해
서 계책을 꾸민다. 계집종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그것을 스승이 해결하여 계집종
이 스승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전된다. 심의린 ｢돌둑겁이｣는 스승
이 아닌 친구의 경제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너도 아는 바와 갓치 나의 父親부친 서 이 洞里동리 에서는 第一제일 有力유력 한 處地처지 니, 

너의 卜術복술 이 神奇신기 하다고 所聞소문 을 낼 것 갓흐면, 네게로 問卜문복 하러 오는 사람
이 작고 모여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면 次次차차  살 道理도리 가 잇슬 것이 안이
냐.하고 說明설명 하야 주엇습니다.

둑겁이가 大驚대경 하며 내가 백판 아모 것도 알지 못하는대 그러케 되고 보
면, 뒷일을 엇지 담당한다는 말이냐하고 拒絶거절 하랴 하얏습니다.

돌이 웃으며 얘 그것은 조곰도 念慮염려 하지 마라. 占冊점책  몃 卷권 만 사다가 노
코 틈틈이 닑으면 될 것이 안이냐. 그리고 나도 너와 갓치 助力조력 하겟다. 두 
말 말고 나하라는대로만 하야라.하고 아리켜 주엇습니다.252)

   심의린의 ｢돌둑겁이｣는 결말의 말처럼 운으로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돌이는 두꺼비의 궁핍함을 해소하기 위해 몰래 아버지의 물건을 감추었고 점술
가 노릇을 하라고 시켰다. 다른 이야기들에서 돌이가 처음에 아버지의 물건을 숨
기고 찾아서 큰 보답을 받고,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애초부터 돌이는 꾸며진 복술가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런
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돌이 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252) 심의린, ｢돌둑겁이｣,『조선동화대집』,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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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둑겁이는 占冊점책 을 가지고 눈치잇게 그럭저럭 지내가매, 自然자연  生活생활 도 
넉넉하게 되고 卜術복술 도 漸漸점점 熟達숙달 하야져서, 朝鮮조선 內내 에 所聞소문 이 藉藉자자 할 더러 
外國외국 에지 알게 되엿습니다.253)

  
   심의린의 동화에서 돌이와 두꺼비가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
술책으로 꾸준히 공부하여 궁핍함을 해결하고 조선과 외국에까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이전까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
던 사정과 달리, 돌이와 두꺼비가 점술공부를 통한 경제 활동으로 궁핍함에서 벗
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 주인공들의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洗手세수 를 합니다. 그 에 난데업는 구멍 어진 버들닙사
귀 하나가 바람에 날녀와서 물 우에 어졋습니다.

둑겁이가 이것을 보고 精神정신 업시 말하기를 柳孔葉류공엽 이로구나.하얏습니다. 

그런대 졍말 玉璽옥새 를 가저간 놈의 姓名성명 이 柳孔葉류공엽 입니다.254) 

   하지만 중국 황제의 옥새를 찾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두꺼비는 중국 
황제에게 불려갔지만 뾰쪽한 방책이 없어서 백 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
다. 그리고 구십구일 되던 날, 우연히 날라 온 나뭇잎 하나를 보고 중얼거린 것
이 범인의 이름과 일치했다. 주인공이 고민을 거듭하는 사이에 일어난 어떤 현상
에 착안하여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범인의 이름이다. 도둑은 점술가가 
자신을 지목하는 줄 알고 놀라서 자백하여 옥새를 찾게 된다. 
   두꺼비나 스승이 낯선 중국에서 옥새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범
인과의 대결에서 두꺼비나 스승이 침착하게 문제에 집중한 결과이다. 처음 문제
에 직면했을 때, 두꺼비나 스승은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황제에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는 시간 안에 
조선에서 날아온 두꺼비나 스승은 자의든 타의든 만들어진 소문으로 이미 명점
가가 되었다. 도둑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조선에서 온 명인이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범인이 직접 명인의 처소를 방문하게 했

253) 심의린, ｢돌둑겁이｣,『조선동화대집』, 125쪽. 
254) 심의린, 위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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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범인은 명인이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말에도 곧바로 반응하였다. 
   두꺼비가 문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에 빠지기
도 하지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 사물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면
모가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이유는 세수를 하다가 구멍 난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언어로 발화시
켰고, 그것이 범인의 이름과 동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운에 
따라서 우연히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 돌이와 두꺼비가 만들어낸 명점가라
는 소문으로 범인을 공포에 휩싸여 스스로 돌이와 개구리를 찾아 가게 하는 것
은 그들의 잘 짜여 진 지략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냉
정한 통찰을 통해서 범인의 자백을 받아낸 결과물이다. 
   특히 심의린의 동화에서 돌이와 둑겁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친구
를 위해 우정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점술공부’라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
서 문제를 해결하여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오성｣에서 
오성이 저축을 통해서 대장장이의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돌둑겁이｣는 
‘점술가’가 되는 공부와 잘 짜여 진 계획를 통해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게 되
었다. 이처럼 심의린은 개인의 문제를 우연, 운, 점복과 같은 요소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돌둑겁이｣는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되고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에서도 구연
되었다. ｢이오성｣은 비록 심의린은 아니지만 이원규의 라디오 동화에서 조선동
화대집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구연하였다. ｢돌둑겁이｣와 ｢이오성｣이 지닌 
문제 해결력과 이야기의 재미가 라디오 동화에까지 지속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서 조선의 아이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진취성과 능동적인 자세를 배우고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돌둑겁이｣의 무대가 조선에 머물지 않고 중국으로 확장되어 조선의 아
이들이 세상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다. 중국의 유명한 
명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조선의 아이들이 풀어냄으로써 아이들이 지닌 
지혜와 힘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이 강화되는 양상은 뒤에 서술할 
모험 서사와도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어린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것은 모험서사에
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이오성｣과 ｢돌둑겁이｣가 경제적인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어린이의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었다면 다음은 효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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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 어든 효자｣에서 효자는 부친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의사도 찾아가서 
약을 지어 먹었지만 부친이 차도가 없자,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산에 
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다. 

하로는 祈禱기도 를 들이고 돌아가랴한즉 갑자기 바람이 불드니 瀑布폭포  위로부
터 大端대단 히 異常이상 한 衣服의복 이 날나와서 압헤 어졋습니다. 무슨 옷인지 알 수 
업스나 模樣모양 이 곱고 光彩광채 가 나며 香氣향기 로운 냄새가 코에 振動진동 함으로, 집어들
고 生覺생각 하되 그 옷이야 異常이상 도 하다. 必是필시  上流상류 에서 엇던 사람이 와서 
沐浴목욕 을 하느라고 벗어노흔 옷이 바람에 날나왔나보다. 닐허 버린 사람이 오
작 애를 쓰겟느냐. 어서 밧비 主人주인 을 차자 주어야 하겟다.하고 그 瀑布폭포  위
로 차자 올나 갓습니다.255)

   효자는 기도를 드리던 중 바람에 날아 온 옷을 주워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주려고 노력했다. 그 옷은 선녀의 것이었는데, 효자가 선녀의 옷을 찾아주자 선
녀는 보답으로 소원을 물어 보았다. 

暫時잠시 라도 親患친환 의 걱정을 닛지 안튼 兒孩아해 는 별 말심을 다 하십니다. 그 
만일에 그처럼 致謝치사 하시니 도로혀 不安불안 하옵니다. 그러나 老父노부 의 病勢병세 가 
危重위중 하와 恨한 이 되오니, 神藥신약 이 잇삽거든 가릇쳐 주십시오. 萬若만약  저의 父親부친

이 回春회춘 하게만 하야주시면, 저 亦是역시  仙女선녀 의 恩惠은혜 를 暫時잠시 라도 닛지 안켓습니
다.하고 所願소원 을 말하얏습니다. 

   효자는 부친의 병환을 염려하여 신약(神藥)을 원했고, 선녀는 효자의 소원을 
들어주어 천도(天桃) 두 개를 주었다. 효자는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의 중
병이 완쾌되었다. 이러한 효자의 행동에 대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마무리
를 지었다. 치료나 약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나을 수 없었던 부친의 병이 효자
의 지극정성으로 완치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초월적 존재
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효자의 정성이
었다. 만일 효자가 산 속에 가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선녀의 옷을 바로 찾
255) 심의린, ｢천도 어든 효자｣,『조선동화대집』,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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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지 않았다면, 부친의 병을 낫게 하는 신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친의 병을 완쾌시키는 데는 효자의 정성이 가장 절대적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갑득이의 이야기가 있다. 무도하고 불측한 아
들은 아버지가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병이 나서 방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맛있는 음식만을 찾는다는 이유로 가난한 살림에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를 자신의 아들인 갑득이에게 
시켰다.  

甲갑 得득 이가 아비의 擧動거동 을 보니, 긔가 막히고도 慘酷참혹 하야 무엇이라 할 수 
업스나, 敢감 히 挽留만류 치도 못하고 속으로 生覺생각 하되 아마 父親부친 서 換腸환장 을 하
신 것이다. 아무럿튼지 지고 가서 別별 로히 계책이나 내여 보겟다하고 지게
를 지고 이러나서, 門문 밧글 나갓습니다. 하라비는 이 模樣모양 을 보드니, 지게 
우에서 大聲痛哭대성통곡 을 하면서 이놈들아, 世上세상  天地천지 에 이런 怪變괴변 이 어듸 잇느
냐.  너의들을 養育양육 하야 이 地境지경 을 當당 할 줄 누가 알앗단 말이냐. 몹쓸 놈들
아, 그리 말고 이 자리에서 어서 어서 죽여다고.하고 恨歎한탄 을 하얏습니다. 

甲갑 得득 이가 여보십시오 하라버지. 安心안심 하시고 우지 마십시오. 남 붓그럽소
이다. 아비가 暫時잠시  換腸환장 이 되어서 그러하오니 容恕용서 하시고 조용히 남 몰으게 
가시면, 조흔 道理도리 가 잇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와 도로 모셔
올 터이오니 긋치 십시오.하고 哀애 恭공 히 빌어서 울음을 긋치게 하고 江邊강변 으
로 나갓습니다.256)

   갑득이는 느닷없는 아버지의 요구에 대성통곡하는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아
버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응할만한 계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한다. 

아비가 房방 문을 열고 내다보며 너 나 하라는대로 하고 왓느냐.하고 뭇다
가, 지게 매다는 것을 보고 窒塞질색 을 하야 말하되 그 지게지 내버리고 오
라 하얏드니, 엇지하야 도로 가지고 와서 거긔다가 매다느냐. 니 내다가 
벌이고 오나라.하고 지젓습니다.

256) 심의린, ｢노부를 내다 버린 자｣,『조선동화대집』,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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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갑 得득 이 對答대답 이 이 다음에  쓸 것을 空然공연 히 내다버려요.하얏드니 아비
가 무엇에 쓴단 말이냐.하고 물엇습니다. 甲갑 得득 은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고 병들거든 이 지게로 저다가 벌릴녀고 가저왓습니다.하고 對答대답 을 하
얏습니다. 257)

   갑득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세운 계책은 바로 아버지가 사용한 지게를 후일을 
위해 집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지게를 모두 버리고 오라고 
했지만, 갑득이는 아버지도 후일 늙고 병들면 아들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아버지의 논리대로 하자면, 현
재 할아버지는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여 버려졌다. 그렇다면, 이후에 아버지 자신 
역시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갑득이는 이러한 아버지의 
논리대로 아버지를 대했고, 결국 아버지는 후일 자신도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모셔올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조선동화집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산 속에 버
려두고 오는 길에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와서 아버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담당했
다. 심의린 동화에서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할아버지를 강변
에 버리고, 통곡하는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아버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아이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아이가 
집으로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와서 아버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동
일하지만 이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
하는 것은 심의린 동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모하였다. 
   실연동화의 ｢만길의 원수｣는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외딴 섬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은 굶주림에 곡식이 많은 만길의 집에 쳐들어가서 식량을 내놓으라고 만길의 아
버지와 어머니를 몹시 때려 죽게 만들고 곡식을 빼앗아 갔다. 마을 사람들은 형
제에게 곡식을 더 내놓으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
았다. 이에 만길은 동생과 함께 섬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배에 올랐다. 풍랑으
로 동생은 배에서 떨어지고 만길이만 혼자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
다. 
  

만길이는 일변 조화할 더러, 인제는 큰사람이 되어서 전의 원수도 갑

257) 심의린, ｢노부를 내다 버린 자｣,『조선동화대집』,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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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번 행복스럽게 살아보겟다는 결심이 생겻습니다. 그 부터 애는 남
의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고 어더 먹으며, 틈틈이 공부하기를 시작하얏습
니다. 그래서 밤낫할 것 업시 남의 일도 부즈런히 해 주고,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눈을 뒤집고 글닑기 글씨쓰기를 아조 열심히 하얏습니다.258)

   서울에 도착한 만길은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공부해서 과거에 급
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성공하였다. 만길이가 부모의 죽음 이후에 외딴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길은 도망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인이 사는 섬에 도착하여 거인을 속이고 탈출하여 다시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바다 위에서 상인들을 만나 구조되어 서울까지 이르렀다. 특히, 
거인과의 대결에서 이긴 만길이의 지혜는 높이 살만하다. 

그 에 만길이는 자긔 동생이 그저 살아잇는 줄 알고 달녀들어 부둥켜 
안고 둥글면서 ｢그래 네가 만복이냐. 나는 네 형 만길이다. 네가 죽은 줄만 
알앗드니,  다시 살아서 맛나 보는구나. 이것이 생시냐 굼이냐. 아마 하
나님이 죽여업샛나보다. 나는 지금 그 놈들의 원수를 갑흘냐고 왓든 길이
다. 너를 다시 맛나볼 줄이야. 누가 알앗니.｣하고 일변 옷을 닙힌 뒤에 곳 
그리워하든 동생을 다리고 서울로 와서, 반갑든 눈물, 부모님 생각하는 눈
물, 고생하든 눈물을 서로 흘니며, 그 동안 서로 지내든 얘기를 하야 가며, 
영구히 행복을 누리며 살앗다합니다.259)

   만길이 성공해서 다시 섬으로 돌아갔을 때, 벌거숭이를 하나 만났다. 그 벌거
숭이는 만길이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 만복이었다. 그들은 
다시 만나서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만길이 고난을 극
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이다. 
풍랑을 만났을 때, 거인섬에서 거인의 밥이 될 번한 위기에서, 서울에 도착하여 
심부름을 하면서 어렵게 지낼 때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성과이다. 
   심의린의 동화에서 어린이의 문제 해결 능력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효도하기, 
생명을 지키기 등에서 잘 발현되었다. 가난의 문제는 심의린 동화를 관통하는 주
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당시 사회적 문제였다. 

258) 심의린, ｢만길의 원수｣,『실연동화』, 83쪽.
259) 심의린, 위의 책, 89-90쪽. 



- 194 -

 ‘옛날 옛적에’라는 관용구에 의해 사건이 불명확한 과거 속에 투영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동화가 전파되는 더 깊은 원인은 동화의 일상적인 현실성
과 삶에 대한 연관성에 있다.260)

   심의린 동화에 나타난 가난, 효, 생명에 대한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이면서 동
시에 현재의 문제이다. 심의린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를 주
인공으로 내세웠다. 어린이들은 주어진 문제에 당황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이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택하고 점술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
였다.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부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극정성을 다
하였다. 늙은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버리려는 아버지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부
모를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는 스스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주경야
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갔다. 
   이처럼 심의린 동화에서 어린이들은 현실적 문제를 실질적인 방법으로 극복
하고 있다. 동화에 나타난 어린이 주인공들의 이러한 실천적인 모습은 동화를 접
하는 당대 어린이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만
길의 원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
을 무릅쓰고 떠나야 하는 모험의 여정도 발생한다.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에
서는 모험을 무릅쓰고 떠난 아이들의 성공담도 보인다. 자신이 처한 문제라는 것
이 자신의 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주를 통해서 해
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린 동화에서 모험을 두려워
하지 않고 떠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2.3. 모험 서사를 통한 도전 정신 부각 
   근대 초기의 학교들은 지리 교육을 통한 계몽과 세계인식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 내부에서는 근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애국계몽과 민중 교화에 힘썼다. 학교 
교육 안에서 원산학사(1883)는 산수, 격치, 농업 등의 실용적 학문과 지리, 외국
어, 법률을 가르쳤다. 육영공원(1885)에서는 독서, 습자, 산학 등과 함께 기초과

260) Lutz Rorlich, Marchen and Wirklichkeit, Stuttgart, 1979, 241쪽.(강민주, ｢그림형
제의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에 반영된 사회상｣, 이화여대 독문과 석사학위논문, 1998, 
11-1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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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지리를 가르쳤다. 특히,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에서 세운 선교계 학교인 
배재학당(1886)에서는 성경, 영어독본, 한문, 영어문법, 수학, 지리, 만국역사, 기
하, 화학, 물리와 지리 교육을 중요시했다. 배재학당에서 설치된 보통과와 만국지
리과에서는 주로 한문, 영어, 만국지지를 가르쳤으며 배재학당에서 민필지를 
지리교과서로 사용261)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교재와 획일적인 정보의 나열로 대
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 학생들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서양
과 다른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실제적 감각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을사조약(1905) 체결 후, 통감부는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지리 
교육과 조선 식민 토치를 위한 기반으로서 교육에 간섭하면서 지리 교육 과정은 
명목만 유지되고 실제 지리수업은 사라지고 말았다. 일제는 1906년 ‘보통학교령’
을 공포하여, 갑오개혁으로 설립된 소학교의 명칭을 보통학교로 바꾸고 수학연한
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통감부는 1909년 실업 학교령을 공포하여 그들이 
부리기에 적당한 저급관리나 기술인을 양성하여 조선인의 질을 떨어뜨리고자 하
였다. 일제는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1908)을 통해 조선인의 민족의식, 주체의식 
등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배제하였으며, 보통학교의 경우 한국의 역사와 지리과목
을 독립교과로 인정하지 않고 일어독본과 국어독본에 포함시켜 교수하도록 하였
다.262)
   근대 초기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모두 지리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을
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을 점차 장악하기 시작한 일제는 조선인의 역사와 지리인
식을 말살시키고자 모두 수업에서 폐지하였다. 
  

｢보통학교령시행규칙｣ 제9조
7. 역사 사적의 대요를 가르치고 국민 발달과 문화의 유래와 인방263)의 

관계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도화, 지도, 표본 등을 나타내고 당시의 실상을 상상하기 쉽도록 하고 특
히 수신지리의 교수사항과 연락되도록 해야 함.

지리역사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국어독본 및 일본어독본에 실린 
바에 따라 교수하기 때문에 독본 중 이들 교수 재료에 관해서는 특히 반복, 

자세히 설명하고 학도가 명확히 기억하도록 힘쓸 것.264)

261) 엄정선, ｢ 소년지의 ｢봉길이 지리공부｣에 나타난 최남선의 지리교육사상｣, 동국대
학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11-12쪽. 

262) 보통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을 없애고, 고등보통학교에서도 일본과 세계의 역사․
지리는 교수하였지만,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263) 인방(隣邦)은 일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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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조선교육령(1911.8-1922.2)에서 정규 수업에서 역사와 지리를 폐지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독본 시간에 활용하였다. 이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통한 
세계인식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다. 조선인은 독자적으로 세계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학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
지만,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에게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의 어린이가 조선의 역사
와 지리에 대해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일본의 신민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1920년에 조선교육령을 부분 개정하여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5학년과 6학년에 지리가 교과로서 편제되었다. 심의린이 1914년 
재동보통학교에 부임하였는데, 이 시기의 지리 교육은 국어(일본어)독본과 조선
어독본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국어(일본어)독본과 조선어독본에는 일
본과 조선에 대한 지도와 함께 설명이 담긴 글이 있어 이러한 부분으로 지리교
육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이 재동보통학교 재직 시에 독본을 담당했을 
것이고 지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인지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업
에서 지리적 인식을 함양시킬 수 없지만, 동화 안에서 동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 
설정과 주인공의 모험과 탐험에 관계되는 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으로 보
인다.   
   1911년 간행된 조선어독본권4에는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4편(제4과 조선
의 지세, 제13과 조선의 북경, 제14과 경성, 제18과 평양)이 실려 있다. 전체가 
19과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심의린은 조
선어 교사로서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지리에 대한 교과 내용을 담당하고 학생
들에게 가르쳤다. 다른 동화집과 달린 심의린의 동화에는 지리적 인식이 돋보이
는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현실적인 지리감각을 통한 세계 인식이 동화 속에 어떻
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옛이야기에도 ｢지하국대적퇴치담｣, ｢복 타러 가는 아이｣등 모험과 여행에 대
한 서사가 존재한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조선동화’를 모아서 엮은 것
이라고 했지만, 그림동화의 번안이 3편 있었다. 이후 실연동화와 라디오 동화

264) 소학교 심상과 교과목은 ｢時宜에 依하여……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 1科 
혹은 數科를 加하고｣(｢소학교령｣ 1895.7.19, 제8조), 고등과교과목은 ｢본국지리, 본국
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인데, ｢시의에 따라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 1 科 혹은 數
科를 除함을 得함｣(동령 제9조)이라고 되어 있었다. (사노 미치오(佐野通夫),「1910년
대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역사 교육」,『한국독립운동사연구』38, 2011, 354-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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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꾸준히 외국 서사가 동화에 나타난다. 동시대 다른 작가에 비하면, 그 비
중이 높지 않지만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닌 조선과 외국의 서사를 두루 섭렵하
고 조선동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더 의의가 있다. 특히, 도
전과 모험의 서사 전개를 할 때에 외국 서사를 가져왔다. 
   ｢같은 재조｣는 그림동화의 ｢재주가 좋은 네 형제｣를 수용한 작품이다. 가난
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면서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였다. 

[그림동화]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각자의 앞날을 개척하도록 해라. 
외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방법을 찾아라.”265)

[심의린] 얘들아 내가 벌서 나이가 六十육십 이 넘엇스니, 죽을 날이 얼마 안
이 남엇다. 나의 財産재산 을 너의들에게 논아줄녀 한다. 그러나 너의들이 아즉 
하모 才操재조 가 업스니 일로부터 三삼 年년 을 限한 하고 各各각각  달은 곳으로 가서, 제 
各其각기  무슨 才操재조 든지 배워 가지고 오나라. 그러면 내 試驗시험 하야 보고 그 才操재조

를 아 財産재산 을 논하주겟다.266)

   그림동화에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
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스스로 성공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였
다. 심의린본에서 아버지의 계획은 구체적이다. 아버지는 60이 넘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아들들이 변변한 재주 없이 재산만 
받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였다. 그 결과, 3년이라는 시간적 제
한을 두고 무슨 재주든지 배워 오라고 하였다. 이는 심의린이 시종일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심의린은 
우연히 얻게 된 기회나 재산보다는 스스로의 힘인 저축, 절약, 직업을 통해서 경
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들이 배워 온 재주는 다음과 같다. 

265) 그림형제 저, 김열규 옮김,  ｢재주가 좋은 네 형제｣, 어른을 위한 그림형제 동화전
집 , 현대지성사, 2010, 162쪽. 

266) 심의린, ｢같은 재조｣,『조선동화대집』,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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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동화와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의 아들들 재주 비교 

  

역할 그림동화 조선동화대집
첫째 도둑질 훔치는 공부
둘째 점성술(망원경) 알아내는 공부
셋째 사냥술(총) 총노키 공부
넷째 양복장이(바늘) 바느질 연구

   그림동화본과 심의린본에서 네 형제의 재주는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다. 결말
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림동화] “그런데 공주는 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넷이니 의논해서 누가 
공주의 신랑이 될 것인지 정해 오도록 해라.”

그러자 네 형제는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점성가가 말했습
니다.

“만약 공주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 없었 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도둑이 반대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공주를 용 몰래 데려오지 못했다면 네가 알아냈어도 별 볼

일 없었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사냥꾼이 나섰습니다.

“내가 용을 쏘아 맞추지 못했다면 공주만 빼고 모두들 괴물한테 잡아 먹
혔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마지막으로 양복장이도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배를 꿰맞추지 않았다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 거야. 그러니 공주

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각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공주를 나누어서 줄 수는 없으니 아무

래도 공주와 결혼시킬 수는 없겠다. 대신 내 왕국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네 형제는 그 말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형제는 왕국의 반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

다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267)

267) 그림형제 저, 김열규 옮김, 앞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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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린] 爲先위선  四사 兄弟형제 에서 前後전후 事實사실 을 말하게 하야, 그 功勞공로 의 만코 적은 
것을 比較비교 하야 보시나 누가 더하다 들하다 하기가 얼여움으로, 님을 아무
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나라만 넷에 나누어 주셧습니다. 

이와갓치 四사 兄弟형제 는 恒常항상  더도 들도 안코 압도 뒤도 업시, 和睦화목 하게 서로 
도 잘 살앗다 합니다.268)

   그림동화본과 심의린본의 결론은 같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다. 그림동화본에서 네 형제는 공주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서로 
자신의 재주가 가장 뛰어났다는 자랑을 한다. 하지만, 왕은 재주의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공주를 나눌 수 없어 공주와 결혼 시킬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왕국을 
반으로 나누어 네 형제에게 주었다. 심의린본의 임금은 네 형제의 공로를 나누기 
어려워 딸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나라만 넷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림동화본에
서 ｢재주가 좋은 네 형제｣라는 제목이었지만, 심의린본에서 ｢같은 재조｣라고 
한 것은 네 형제의 재주를 분별하기 어렵고, 그 재주는 각자 독립적인 성격이 아
니라 통합하고 협력했을 때만 힘을 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재주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공주를 구출해 올 수 없다. 그러
므로 심의린본은 그림동화본에 비해 재주가 지닌 통합적 힘에 더 주목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네 형제의 재주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자기가 특별
하다는 자랑부분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연동화의 ｢삼남의 비행선｣은 화방연습 재료 가운데 가장 긴 40분 동안 
이루어지는 장편동화인 만큼 서사가 다양하다. 우선 이 작품의 서사가 그림형제
의 ｢황금거위｣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상관성을 따져볼 수 있다. 당
대 번안동화들이 조선에 많이 유행하고 있던 시점이라 ｢황금 거위｣도 작가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었다. 방정환(몽중인)은 어린이 1권2호(1923.4.1.)에 ｢황금 
거우｣를 실었다. 천도교에서 포덕(布德) 데이에 3일간 기념강연269)(1927)을 하
였는데, 소년문제 강연에서 이정호가 황금거우를 구연하였다. 최수환(崔壽煥)이 
번안한 동화 ｢황금거위｣(1930.3.13./14/17/18)가 매일신보에 4회 연재되었다. 시
기적으로 그림형제의 ｢황금 거위｣를 수용한 순서는 방정환, 심의린, 최수환이다. 
이들 서사의 차이점을 통해서 영향관계와 독창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268) 심의린, ｢같은 재조｣,『조선동화대집』, 174쪽. 
269) 동아일보. 19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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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독일의 유명한 이약이입니다. 어느 싀골 산ㅅ골에 아들 삼형제를 

다리고사는 내외가 잇섯슴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삼형뎨 중에 데일  막내
아들은 약고 하지를 못하고 그저 텬진스럽기만 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를 못난이 텬치라고 우습게 녁이엿습니다.270) 

(심)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늙은이 젊은이 어른 아이 할 것 업시 모다 
비행선만 만들고 보면, 큰 수가 나겟다고 모다 의론이 자자합니다. 그런대 
이 에 저 시골 산두메서 겨우 농사나 지여먹고 아조 가난한 농가 하나가 
잇섯습니다. 그 농가에는 늙은이 내외가 잇는대, 아들 삼형제를 두엇습니
다. 그 중에 맨 헤 망내 아들 일음은 삼남인대 나이가 열다섯 살 입니
다.271)

(최) 녯날녯적 엇던 사람 하나이 아들 삼형제를 다리고 살엇습니다. 맨 
 아들은 삼남이라고 하는데 동리 사람에게 못난이라는 별명을 드럿스며 
우슴거리가 되어서 무슨 일에든지 지는 사람이 되고 말엇습니다.272) 

   (방)은 어린이이 1권에 ｢석냥팔이 소녀｣를 싣고, 2호에서는 ｢황금 거우｣를 
‘자미 잇는 이야기’로 소개하였다. 도입부는 (방)과 (최)의 경우가 원작 그림동화
와 유사하다.  (심)은 제목에서부터 ｢황금 거위｣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서사구조를 따라 가면, 그림형제의 ｢황금 거위｣구조와 동일하다. (심)의 ｢삼남의 
비행선｣에서도 가난한 늙은 내외가 아들 삼형제를 두었고, 그 가운데 막내아들 
이름이 ‘삼남’이고, 나이가 열다섯으로 특정 지어졌다. (방)과 (최)의 ｢황금 거위
｣에서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노인을 만나는 것과 달리 (심)에서는 어떤 나라
의 임금님이 비행선을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은 임금
은 신하들에게 새와 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덧
붙여 임금은 전국에 비행선을 가져오는 자에게 재산의 반을 주고 딸까지 주어 
부마를 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온 임금이 유독 
가져보지 못한 ‘비행선’을 가져오는 자에게 ‘부마’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림동화의 ｢황금 거위｣와는 설정 자체가 다르지만,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을 향
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림동화와의 상관성이 드러난다.  

270) 몽중인, ｢황금 거우｣, 어린이 1권2호, 1923.4.1., 10쪽. 
271)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98-99쪽. 
272) 최수환 역, 동화 ｢황금거위｣, 매일신보. 19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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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최)의 작품에서 똑똑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한 막내아들은 ‘못난이’로 
규정되었다. (방)과 (최)에서는 직접적인 서술로 이루어졌는데, (심)의 작품에서 
막내아들은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었다.   

이 삼남이라는 아이는 생긴 꼴이 참 말할 수 업시 못 생겻습니다. 얼골이 
얽고 겨서, 고석 맷돌 갓고 우박마진 재템이갓고, 눈은 사팔기에 헐
하고, 코는 매부리코에 콧물이 줄줄 흐으며, 입은 원숭이 입갓치 된데다
가 언청이가 되어서 침은 늘 게에 흘니며, 주걱턱에 귀는 족박귀 갈퀴가 풀
닙갓치 얇다란 것이, 목은 자라 모가지음치린 것 갓치 다 붓고, 이마는 도
수기에 뒤통수는 납한게, 몸통이  바라진 것이 둑겁이 결박진 것 갓습
니다. 게다가 살빗좃차 먹템이 갓치 식컴엇고, 왼몸에는 개털갓치 눌은 털
이 담 입히고, 가 새캄앗캐 붓텃습니다. 그래서 언 보면, 짐생인지 
독갑인지 사람인지 알아 볼 수가 업슬만콤, 갓가이 가서 보면 저절로 구역
이 나고 침을 뱃흘만큼, 이로 형용하야 말할 수 업시 괴상스럽고 더러웁게
도 생겻습니다. 

이 삼남이는 생긴 은 그와 갓치 못나고 더러우나, 속마은 침 어질고 아
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이 그러케 몹시 굴고 그러케 참혹하게 해도 족
곰도 원망 한 마듸 업시 비위를 잘 맞추어 가며, 더구나 부모에게 대해서는 
효성이 참 지극합니다. 

낫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다가 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서 아모록 아
버지나 어머니의 잡숫고 십허하는 음식이면 사고, 입고 십허하신는 옷감이
면 박쿼서, 갓다가 들이며, 밤이면 부모님 압헤서 시중을 드려 마음을 위로
합니다.273) 

  심의린의 동화에 나온 인물 가운데 삼남이는 최악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고 언청이에 주걱턱, 자라목에 지저분하여 짐
승인지 도깨비인지 사람인지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아이가 삼남인 것
이다. 삼남이는 외모 때문에 형들에게 구박 받기 일쑤지만, 두 형을 원망하지 않
고 형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한 아이다. 삼남이의 성격이 
효심이 지극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얘 자세히 듯고 나하라는대로만 하야. 이 산을 넘어가면,  돌로만 된 
바위산이 잇다. 그런대 엇지 놉고 험하든지 올나가기가 썩 어렵다. 그럿트
래도 긔어코 올나가기만 하면 거긔 큰 고목나무가 잇다. 그 나무에다가 대

273)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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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절을 세 번만 하고, 두 손을 고추어서 하눌을 향하야 비행선을 줍시사고 
하면, 반다시 공중에서 비행선이 소리를 치고 날나 올 것이다. 그러거든 올
나타고서, 너 단기고 십흔대로 돌아단기다가, 네 마음에 이상한 듯한 사람
이 잇거든 모다 공손하게 말을 해서, 일곱 사람만 태워가지고 님금님한테로 
가거라. 그러면 큰 수가 난다.274)

   이 이야기는 그림동화의 다양한 서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괴물 그리핀
｣275)서사와 유사하다. 왕이 공주의 병을 고친 한스를 부마로 삼기 싫어서 물속
에서보다 더 빨리 가는 배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계속 이어지지만 
한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다. 삼남이가 바위산에 가서 비행선을 얻을 수 있
는 행운을 얻은 것은 바로 굶주린 노인에게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백설기를 아
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 노인은 삼남이의 선행에 고마움을 느끼고 바위
산에 가서 비행선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노인은 뒤에 임금님이 삼남
이를 부마로 삼기 싫어서 발생시키는 문제도 미리 예견하고 일곱 명의 협조자를 
태우고 갈 것도 제시해 주었다. 그림동화에서는 유리산이 나오고, 난장이가 등장
하여 주인공을 도와준다. ｢삼남이의 비행선｣에서는 유리산은 바위산으로, 배를 
만드는 일은 비행선으로, 난장이는 백발노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절실한 마지막 남은 떡(빵) 한 조각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삼남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삼남은 급한 생각으로 하면, 곳 님금님한테로 갈 것이나 로인의 일으든 
말도 잇고  이왕이면, 이런 에 세게를 돌아단기며, 구경할 생각이 나
서, 이리저리 돌아단깁니다. 놉흔 산 넓은 바다라도 거칠 것 업시, 나려다
보고, 조흔 경치와 조흔 산수를 수업시 구경하며, 단기는대276) 

   삼남이 임금님이 요청한 비행선을 찾아서 바로 가지 않고, 세계 유람을 다니
는 것은 협조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 여행이라는 경험을 해 보
기 위한 것이 더 크다. 삼남이는 겉모습은 형편없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
울이고,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탐험하는 모험정신이 뛰어나다. 삼남이가 
찾은 일곱 명의 원조자는 다음과 같다. 

274)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 위의 책, 106-107쪽. 
275) 그림형제, 김열규 옮김, ｢괴물 그리핀｣, 어른을 위한 그림형제동화전집, 현대지성

사, 2010, 265-272쪽. 
276)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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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는 세게의 일을 듯는 사람이다. 내 귀가 엇지 으든지 귀만 바닥

에 대이면 아모리 먼대서 하는 조고만 소리라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잇다.277)

② 로인서는 왜 한 다리는 걸어 매달고, 한 다리로만 단기십닛가
오냐 나 말이냐. 나는 거름이 엇지 으든지 두 발로 단기고 보면, 세게

라도 대번에 돌아단길 수가 잇다. 그러케 너무 은 발을 가진 닭에 외발
로 단기지를 안코 보면, 여간 갓가운대는 갈 수가 업서서 일부러 이러케 외
발로 단기는 것이지.278)

③ 나는 지금 천리 밧게서 날너가는 새를 잡는 중이라. 내가 이 총으로 
한 번 게냥을 대서 노코 보면 아무리 먼 곳에 잇는 조고마한 것이라도 대번
에 맛쳐서 트릴 수가 잇다. 그러나 너는 엇더케 공중을 날너단기니, 네 
재조는 나보담도 더한 재조를 가젓구나.279)

➃ 왜 쌀이 잇는대  쌀을 사러 가느냐고
내 량이 엇지 큰지, 요지 쌀 가지고는 밥을 해 먹어도 창자에 긔별도 

못한다. 적어도 이거 두 갑절은 밥을 지여야 한다. 그래서 쌀이 모자라기에 
 쌀을 사러 가는 길이다.280)

➄ 나 말이냐. 지금 먹을 물이 모자라서  물 잇는 곳을 찾는 중이다.

저 우물에 물이 만흔데 그리셔요
고지 물 가지고는 목적심도 못한다. 적어도 한 번에 물 열독은 먹어야 

한다.281)

➅ 이것은 조화피는 방석이다. 그래서 이 방석만 고 안지면, 아모리 찬 
어름 위라도 하고, 아모리 거운 불이 위라도 조곰도 겁지가 안
타.282)

➆ 이것은 불 이는 장작이 아니다. 마귀목이라고 하는 것인대, 에다 

277)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108-109쪽. 
278) 심의린, 위의 책, 109-110쪽. 
279) 심의린, 위의 책,  110-111쪽. 
280) 심의린, 위의 책, 111쪽. 
281) 심의린, 위의 책, 112쪽. 
282) 심의린, 위의 책,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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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려노코, 체조 호령 부르듯 소리를 질으면 모다 병정으로 변해서, 총, 칼, 

대포들을 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283)

   삼남이는 노인의 분부대로 특이한 행동을 하는 노인 7명을 비행선에 태우고 
돌아왔다. 하지만, 임금님은 삼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문제를 내어 삼남이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아모리 그 놈이 졔조가 잇서서 비행선을 가저왓다하드라도 그러케 천한 
못생긴 놈한테야, 나의 사랑하는 을 줄 수가 잇겟니. 그러면 조흔 수가 
잇다. 그 놈을 속여서 비행선만 자. 가서 백두산 대기에 잇는 불로초를 
한 시간 안에 거 가지고 오면 발표한대로 약조를 시행한다고 하야라.284)

삼남이는 빠른 걸음 거는 노인이 백두산에 가서 불로초를 가져와서 문제
를 해결했다. 

그 놈더러 밥 백주발하고, 술 백 사발만 한거번에 먹으라고 해라.285)

넷 밥 만히 먹는 로인과 다섯의 물 만히 먹는 로인이 해결했다.

그 놈을 다려다가 가맛솟헤 넛코, 불을 서 삶아 죽이자.286)

여섯  로인이 삼남이이게 방석을 주어 해결했다.

군대를 보내 이 놈을 내쫓게 했지만, 일곱  마귀목을 가진 로인이 호령
으로 군대를 불러 해결했다. 

   삼남이는 7명의 노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 과정의 서사
는 조선의 이야기와 그림동화집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하였다. 앞서 조선동화대
집에서 그림동화의 서사를 수용한 것과 비슷하다. 실연동화에 오면 조선의 옛
이야기 서사에 서양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개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삼남
의 비행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조선적인 캐릭터이다. 삼남이는 보기 흉한 
몰골의 형상으로 신체적인 결함을 지닌 반쪽이에 버금간다. 그림동화에서 주인공
을 도와주는 7명의 난쟁이는 늙은이로 바뀌었다. 유리산 역시 바위산으로 변했지
만 세상에 없는 물건인 비행선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고, 그것을 얻어낸 사람은 
임금의 부마가 될 수 있다는 설정은 그림동화에서 가져왔다. 
   이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재는 바로 ‘비행선’이다. 심의린은 왜 임금의 요
구에서 비행선을 선택한 것일까. 
283)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114쪽. 
284) 심의린, 위의 책, 118쪽. 
285) 심의린, 위의 곳. 
286) 심의린, 위의 책,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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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도모지 내 마음대로 못 하야 본 것이 업다. 그
러나 내가 저 공중에 날너 단기는 참새나 제비갓치 날너단겨 보지는 못 하
얏다. 엇지하면 한 번 날너 단길 수가 잇슬가. 만일 공중으로 날너단길 수
가 잇스면, 여긔서 더한 행복은 업겟다.』287)

   당시 비행기에 대한 관심은 어린이288)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창남이 직접 ｢비행기는 어떻게 뜨나｣라는 글을 쓰고 , ｢풍선을 보고 발명한 비
행선｣이라는 사진이 실린다. 독자들은 줄곧 비행사인 안창남의 소식을 묻고 대답
을 얻었다. 이러한 소통은 당대 ‘비행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는 증거이
다. 원래 그림동화에서는 ‘마른 땅에서 빨리 가는 배’이다. 심의린은 당대 어린이
의 관심이었던 ‘비행선’을 구하는 문제를 동화 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삼남이가 
조선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선’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새
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과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행선’이다. 이처럼 
심의린은 동화 안의 작은 소재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권4의「진보하는 세상」289)에서 새로운 문명의 이기
인 비행기, 잠수함, 기차, 유성기, 활동사진, 전화, 라디오를 보여주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심의린의 교재연구는 다음과 같다. 

교재연구
문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야, 여러 가지 편리한 물건이 만히 발명된 것과 동

시에 금일의 우리들은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려준 글이다. 
금일의 우리는 매일 문명의 이기를 자유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리와 행

복을 그다지 늣기지 안키가 쉽다.
그러나 조선으로 말할지라도 한 3,4년 전 사람이 처음으로 지금의 발달을 

본다면 놀라지 안을 사람이 업슬 것이다. 또 지금으로 말할지라도 산두메촌
에서만 생활을 하고 한 번도 도시구경을 못한 사람이 비로소 경성 같은 데
를 온다면 모든 것이 다 기이하고 신기하야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 누가 
경성에서 부산이나 의주를 하루에 갈 줄 알앗스며 높은 공중을 자유로 날라
단길 줄 알앗스며 천리 밖에 말을 앉아서 들을 줄 알앗스랴 

287) 심의린,「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97-98쪽. 
288) 어린이 1권 10호, 1923. 11. 15.
289) 조선총독부,「진보하는 세상」,『보통학교 조선어독본』권4, 조선서적주식회사,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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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다 학문의 진보로 사람의 지혜가 발달된 까닭이다. 세상은 나날
이 진보하야간다. 이 후에는 엇던 것이 또 발명될지 몰은다. 지금 문명의 
혜택을 늣길뿐더러 모다가 장래에 발명가가 되어서 더욱더욱 사회발달에 힘
을 쓰게 할 것이 본문을 읽고 난 보람이다.290)  

   심의린은 교재관에서 신문명의 혜택으로 편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산골 두메에서 생활하여 도시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경성
을 도착했을 때의 경이로움을 꿈에 비유하였다. 실제로 그는『조선동화대집』에
서 이러한 인물로「완고학자님」을 등장시켰다. 완고학자님은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서울에 가서 기차를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것을 확신할 수 없어 기차를 본 사람들과 다툼이 일었다. 현실에서 직접 보고도 
믿지 못 하였다. 완고학자님에게 신문명인 기차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계였던 셈
이다. 하지만, 이후에 기차보다 더 빨리 가는 비행기의 등장은 당대 어린이들에
게 큰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심의린은 자신의 동화에 이러한 신문
명을 소재로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만족시켜 주었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도전과 모험심을 자극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라디오와 전화처럼 멀리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전파통신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심
의린의 교재연구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드러난다. 

교재연구
문
정식이 형제가 닭의 알을 팔아서 저축하얏든 돈으로 조부 환갑 날을 기념

으로 라듸오를 장치하야 노아서 집안 가족들이 신기히 여겨서 문명이기의 
감탄하는 모양을 쓴 글이다. 

정식이 형제는 닭의 알을 팔아서 돈을 저축하얏다. 조부의 환갑 날이 갓
가워 왓다. 모인 돈으로 무엇을 할가 하다가 구노인으로 벽촌에 계셔서 신
문명의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신 조부를 위하야 이 기회에 라듸오를 장치할 
것이다. 정식이 집 앞을 통행하는 사람사람들의「안테나」의 대하야 기감
을 늣기는 것이며 정식이 집안 가족들의 모여앉아서 질거웁게 듯는 모양 조
부와 양친의 감탄하는 모양 모다 정식형제의 효행으로 문명의 이기에 대하
야 감사를 늣기고 잇는 모양이다.291)

290) 심의린,「朝鮮語讀本卷四の敎材解說 二 진보하는 세상｣,『朝鮮の敎育硏究』55, 
1933, 69쪽. 

291) 심의린,「朝鮮語讀本卷四の敎材解說 二 진보하는 세상｣,위의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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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이 형제는 조부의 환갑을 맞이하여 선물을 하려고 닭 알을 팔아서 저축
하여 목돈을 마련하였고, 벽촌에 살아 신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부를 위해 
‘라디오’를 샀다. 이미 2과「진보하는 세상」에서 신문명에 대한 발전을 소개하였
는데, 3과에서는「라디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라디오 방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식민지 수탈론’에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서
재길은 “문화 논리와 정치 논리의 결합에서 출발한 방송은 전시 체제 강화 속에
서 정치논리가 중요성을 띠게 되면서 문화 논리가 구축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제하 라디오 방송이 ‘식민성’과 ‘근대성’의 모순적 결합 속에서 중층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92)라고 하였다. 라디오 방송이 지
닌 이중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점이다.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대로만 방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라디오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4』 「라디오」 삽회293)  

   교과서 ‘라디오’라는 단원을 통해서 신문물을 소개하고 가족이 모두 모여 조
금한 기계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와 노래 등이 나오는 것을 신
기하게 듣고 있는 풍경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광경은 라디오 보급률을 높여 전파 
매체를 통해서 식민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만 읽을 수 없는 

292) 서재길,「한국 근대 방송문예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7
쪽. 

293) 조선총독부,「라듸오」,『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4』, 조선서적주식회사, 1933,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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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여준다. 라디오를 통해서 어른들은 판소리와 노랫가락과 같은 전통 음
악을 즐겼고, 어린이는 라디오 동화, 동요와 같은 어린이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과 나란히 라디오 방송 문화의 질적 
향상이 청중의 욕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의린이 라디오 방송 개국 초기부터 라디오 동화에 참여하여 1935년까지 동
화를 발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의 서사를 수용하였다. 심의린이 1933년 
7월 31일과 8월 5일 방송한 라디오 동화 ｢부싯돌｣은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
부싯깃 통｣으로 추정된다. 안데르센은 1875년 8월 4일 사망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7월 31일 심의린이 ｢부싯돌｣ 동화를 방송하고 6시 25
분 고장환이 라디오 학교에서 동화대학 안-더센 선생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하여 
안데르센 특집을 구성하였다. 심의린이 고장환과 함께 안데르센 특집 편성에서 
동화를 방송하였다는 것은 심의린의 동화 구연 실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증거이다. 이 이야기는 주요섭의 번역으로 어린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
렸294)고 박자영(朴趑影)이 매일신보에 5회 연재295)하였다. 
   심의린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안데르센의 작품을 어
떻게 수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심의린이 기존 이야기를 수용하는 방식
을 고려할 때, ｢부싯돌｣역시 심의린 식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정환은 1922년 사랑의 선물에서 안데르센의 작품을 번역하여 ｢ 속의 
작은 이｣를 실었다. 어린이 1권 1호296)에서는 안데르센의 ｢석냥팔이 소녀｣를 
소개하였다. 심의린은 안데르센의 동화집 첫 번째 작품인 ｢부싯깃 통｣을 선택했
다. 방정환과 심의린이 선택한 안데르센 동화의 성향이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방정환이 불쌍한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심의린은 병사가 마
녀를 물리치고 부싯깃 통을 얻어 공주와 결혼을 하는 모험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창작물이 아니라 독일 전체에 전래되어온 구전동
화를 채집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안데르센은 옛이야기를 문학적 양식으로 
소화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 창조해낸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점에서 가
히 혁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덴마크 설화, 그림 형제의 이야기, 
티크와 호프만이 쓴 정교하고 초자연적인 짧은 이야기 등 여러 장르를 폭넓
게 읽었으며, 이 모두를 종합하여 자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 즉 해

294) 어린이 3권 11호, 1925.11.1.; 어린이 3권 12호, 1925.12.1.
295) 매일신보, 1932.1.16.; 1.17.; 1.19.; 1.20.; 1.21.
296) 어린이 1권 1호, 19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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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입말투의 생생한 문체를 잘 조화시켰다. 특히 구연동화를 듣는 것 같
은 그의 문체는 아이들로 하여금 곧바로 재미에 빠져들도록 했다.297)

   심의린이 1920년대까지 서양의 이솝우화, 그림동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1930년대에 들어오면 안데르센의 서사를 작품에서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의 작품은 제목 상으로 보면, 주요섭이 1925년 11월과 12월에 발표한 ｢
부싯돌｣과 똑같다. 박자영이 매일신보에 연재한 제목은 ｢부싯돌 상자｣이다. 현대
에 출판된 동화의 제목은 대체로 원작인 안데르센의 작품을 그대로 사용한 ｢부
싯깃 통｣이 일반적이다. 안데르센의 ｢부싯깃 통｣이 수용자에 따라서 변화한 양상
을 제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디오 동화의 기획은 심의린의 동화 ｢부싯돌｣과 함께 고장환이 안데르센에 
대한 3회에 걸친 특집 강연이었다. 

1933년 7월 31일 6시 동화 부싯돌 심의린 
1933년 7월 31일 6시 25분 라디오 학교 동화대가 안더센 선생(1) 고장환
1933년 8월 1일 6시 25분 라디오 학교 동화대가 안더센 선생(2) 고장환
1933년 8월 2일 6시 25분 라디오 학교 동화대가 안더센 선생(3) 고장환
1933년 8월 5일 6시 동화 부싯돌 심의린 

   7월 31일과 8월 5일 심의린이 안데르센 동화를 방송할 때, 고장환은 라디오 
학교에서 안데르센 선생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였다. 8월 4일이 안데
르센이 작고한 날이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데르센 동화와 그의 생애에 
대한 고찰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린이 안데르
센 동화를 추모 형식의 라디오 방송에서 안데르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
부싯돌｣로 참여했다는 것은 심의린이 당대 어린이 문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안데르센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부싯돌｣의 내용은 가난한 병사가 우연히 마녀를 통해 무엇이든 들어주는 ｢
부싯돌｣을 얻어서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심의린은 병사의 모험과 도전
이라는 서사를 통해서 조선의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비
록 심의린의 ｢부싯돌｣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작인 안데르센의 작품 내용으로 
그가 담아내고자 했던 모험과 도전 정신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297) 재키 울슐라거, 전선화 옮김, ｢첫 번째 동화｣, 안데르센 평전, 미래M＆B, 2006,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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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큰 나무가 보이지?” 마녀가 근처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
무는 속이 텅 비어 있다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 구멍이 보일 게야. 구
멍 속으로 깊숙이 내려가 보라구. 자네 몸에 밧줄을 감았다가 날 부르면 끌
어당겨 주지.”298)

 
   늙은 마녀는 병사에게 부싯깃 통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여, 병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땅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병사는 부싯깃 통과 함께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부싯깃 통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병사는 마녀가 물음에 대답하지 
않자, 마녀를 죽이고 많은 돈과 부싯깃 통을 차지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간 가난했던 병사는 부자가 되어 호화스럽게 살면서 공주의 이야기를 듣게 되
었다. 

 

“아무도 공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공주님은 구리로 만든 거대한 성에 살
거든요. 그 성은 사방이 벽과 탑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왕 말고는 아무도 
그곳을 드나들 수 없답니다. 공주님이 평범한 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왕이 그 곳에 가둬 둔 거예요.”299)

   공주의 부모는 병사와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공주를 깊은 성 안에 가
두었고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부싯깃 통’을 가지고 있는 병사는 개를 시켜 
공주를 데려오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공주의 부모는 병사를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하게 했다. 

성문 밖에는 커다란 교수대가 세워졌고, 그 주위로 군인들과 수많은 군중
이 빙 둘러섰다. 왕과 왕비는 판사들과 추밀원 고문관들 맞은편에 있는 화
려한 옥좌에 앉아 있었다. 병사가 교수대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목
에 밧줄을 묶으려고 했다. 그 때  병사가 죽기 전에 불쌍한 죄수의 마지막 
청을 들어 달라며 왕에게 애원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
배를 피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왕은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허락했
다. 그러자 병사는 부싯돌을 꺼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쳤다. 한순간에 개 
세 마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찻잔만한 눈을 가진 개, 풍차 바퀴만한 눈을 
가진 개, 둥근 탑처럼 큰 눈을 가진 개였다.

 “내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다오!” 병사가 소리쳤다.

298) 안데르센, 윤후남 옮김, ｢부싯깃 통｣, 안데르센 동화전집, 현대지성사, 2010, 11
쪽. 

299) 안데르센, 윤후남 옮김, 위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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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개들이 판사와 추밀원 고문관들에게 덤벼들어 다리를 물고 코를 
물어뜯어 멀리 내동댕이쳤다. 

 “내겐 손대지 말라!” 왕이 소리치자 제일 큰 개가 으르렁거리며 왕과 왕
비를 내동댕이쳤다. 그러자 군인들과 군중들이 겁에 질려 소리 높여 외쳤
다.

 “병사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주십시
오.”300)

   병사는 공주를 만난 죄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우연히 얻은 ‘부싯깃 통’
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공주와 결혼하고 왕이 되었다. 병사는 ‘부싯깃 통’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가, 돈을 흥청망청 써 버려 가난하게 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에 왕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주인공이 마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위험한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주인공은 마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자신의 
기지로 위험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낸다. 조선동화대집의 ｢네
모진 보석｣에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보석을 지닌 주인공이 사치와 교만한 생
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서사와는 결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 심의린이 라디오 동화에서 주인공이 ‘부싯돌’을 통해서 삶을 완성하는 과정
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옛이야기에서 한 발 나아가 동화가 추구하는 어린이 
문학의 세계에 다가간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 동화에서 옛이야기
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사를 확장해 나가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
다. 가난한 병사가 인생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한 나라의 왕
이 되는 인생 역정의 이야기는 충분히 어린이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심의린이 초기에 보여준 조선동화대집에서 옛이야기 가운데 교육적 ‘담화재
료’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조선어의 특징을 살려 논평을 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였다면, 실연동화는 조선어 말하기 연습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옛이야기와 외국 동화를 적극적으로 개작하였다. 라디오 동화는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3편밖에 없지만 간략한 대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동화를 창작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다. 라디오 동화의 작품들을 통해서 심의린의 동화 창작이 서사구조 변화와 함
께 과감해졌다. 이러한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처음에는 교육적 

300) 안데르센, 윤후남 옮김, 위의 책,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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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재료’의 집대성으로 시작하였지만 동화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실생활에 필요
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고 직접 체험하고 말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요구
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간접적으로 익히게 하였다. 또한 이를 어린이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원대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조선의 어린이가 되는 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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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심의린 동화 운동의 의의 
   지금까지 심의린의 생애와 그의 동화 운동에 대해서 다방면의 탐색을 진행했
다. 심의린은 조선어교육자로서 동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의 장에
서 동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23년부터 신소년에 동요와 동화를 발
표하기 시작하여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출판으로 ‘담화재료’를 위한 조선동화
를 집대성하였으며, 1928년 실연동화를 발간하여 조선어 화방시간과 학예회, 
동화회 등에서 동화를 실연할 수 있는 ‘화방연습’ 교재를 마련했다. 1927년 12월
부터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여 직접 동화를 들려주었으며, 1936년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에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소년작문과 
한글독본을 써서 학생들의 글쓰기와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그간 심의린에 대한 연구는 어학 분야와 문학 분야로 나뉘어져 둘 사이의 결
합적 관계에 대해서는 별 주목을 하지 않았다. 어학 분야에서는 심의린이 남긴 
자료에 대한 음성학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문학 분야에서는 동화의 내용에 천착
하였다. 본고에서 심의린의 활동을 총제적으로 살핀 결과 그의 생애와 업적은 어
문학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린은 일제강
점기 조선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최적의 자료로서 동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동화를 통한 조선어 말하기 교육 및 바른 정신 함양을 위해 다각도로 매진하였
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아동문학에 대한 기획은 1923년 신소년을 중심으로 출
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신소년에 동참하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조
선어와 동화에 대한 큰 포부를 가지고 실천적 동화 운동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의 활동은 동시대 여타 아동문학 운동과 구별되는 그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니
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활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아동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국어교육사에 대
한 시야를 넓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5.1.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
   심의린이 활동하던 일제강점기 초기는 한국 아동문학 운동이 출범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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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한 동화가 발표되고 동화집 출간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학자와 문인들에 
의한 동화집 출간은 192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 출간된 
주요 동화집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옛
이야기보다 외국의 이야기를 번안한 동화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당대 주요 동화집의 목록이다. 

오천석, 금방울, 1921.8.

방정환, 사랑의 선물, 1922.6. 
조선총독부, 조선동화집, 1924.1.

김필례, 어린동무(동화집), 1924.9.
우슴의 꼿(세계명작동화집), 1926.1.

이정호, 세계일주동화집, 1926.2.
최영택, 별바다(동화집), 1926.8.

심의린,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1926.10.
신길구, 세계명작교육동화집, 1926.12.

한충, 조선동화 우리 동무, 1927.1.
김려순, 새로 핀 무궁화, 1927.2.

김설강, 세계명작동화집, 1927.8.
양재응, 밤에 우는 새, 창작동화집, 1928.9.   

최규선 역, 왜?(신작동화집), 1929.3.
이정호, 사랑의 학교, 1929.

이성로, 동서양 명작 동화집, 1930.11.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발간된 1926년 10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출판된 
조선동화와 관련된 책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동화집이 유일하다. 그 외
의 동화집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동화를 번안 출판한 것들이었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나온 이후도 사정이 비슷해서 한충과 김려순의 조선동화가 몇 
달 뒤에 출간된 것을 제외하면 번안동화나 창작동화들이 대부분이었다. 한충과 
김려순이 출간한 동화집의 실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출간한 조선 동
화집으로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가장 시기적으로 빠를 뿐 아니라 위상 
면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동화의 수집, 정리가 중요 긴절한 만큼 이 임무를 극당할 사람은 용
이치 아니하다. (중략) 

일즉부터 아동문학과 일반문화와의 관계에 남달은 예감을 가지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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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화계의 진전에 대하야도 저절로 상당한 주의를 가지게 되엿다. 그러
나 이 때까지의 그것에는 그다지 감복할만한 업적이 업슴을 유감이라 아니
치 못할러니 뜻밖게 일도의 희신이 정묘의 세화와 한 가지 우리의 안두를 
차저왓다. 그것은 우인 한충 군의 고심을 그대로 표현하엿다할 조선동화집 
우리동무란 신간물이다. 진정한 의미로 조선동화수집에 대하야 한군의 노
력이 연수로도 오래임을 진작부터 알앗지마는 이제 그 업적의 일부가 이러
케 발표됨을 보매 남다른 희열이 새로히 용기함을 금할 수 업다301)

   육당학인 최남선이 한충의 조선동화 우리동무에 대한 평가를 신문에 기고
한 내용이다. 최남선은 조선동화의 수집이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충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다소 특이한 점은 육당 학인이 기고한 
글 제목이 ｢처음 보는 순조선 동화집｣이다. 최남선이 심의린 동화집의 존재를 모
르지 않았을 것인데, 한충의 동화집을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는 바로 출판 시기의 문제와 관련된다. 

할 수 잇거든 른손이나 그림 가튼 불후의 공을 우리 동화의 초세의 
대량이 잇슬 것이오. 그것이 차제로 공간되면 동화문학상에 큰 보장을 지으
리라하여 미상불 늘 긔대 하드니(중략) 진실로 한군이 그 과인한 정력과 성
심으로써 모으고 다듬으신 모든 재료를 가릴 것 업시  앗김업시 속속히 
발표하야 간열인 우리 동화를 걸음걸음 아름다움과 굿셈으로 어오리는 초
석이 되시면 이로 말미암아 엇는 우리의 신운도영상효익이 어 그지가 잇
사오리. 이러한 의미에서 한군의 가찬가의를 간절히 빕니다. 병인 중추 
일 최남선 서302)

   최남선이 한충의 동화집에 서문을 써 준 날은 1926년 중추절이다. 1926년 9
월 21일쯤이다. 심의린의 동화집이 1926년 10월 27일 간행되었으니 그 때까지
는 아직 조선동화를 엮은 단행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금수강산에 차차 새로운 소년운동이 닐어나자 이것
을 하 우후죽순 모양으로 각처에서 발행하는 무슨 명작이니 걸작이니 하
는 동화집들은 원래 언어도 풍속도 다른 서양 동화를 일문으로 일문을 
조선문으로 중역을 하야서 특별한 무슨 취미가 잇다고 단언할 수 업습니다. 

그리하야 저자는 이를 심히 유감으로 녀기는 동시에 일변 우리어린이들
301) 처음 보는 순조선동화집, 육당학인, 동아일보. 1927.2.11. 
302) 한충, ｢서｣(육당학인), 조선동화 우리동무, 영창서관, 1927(1월15일),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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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야 가장 독특한 우리 동화채집에 을 품고 합방면으로 만흔 노력을 
하야 오든 중에 어느듯 이개성상이란 장구한 시일을 경과한지 오늘날에 이
를어 여러 가지 재미잇고 의미 기픈 우리 동화중에서도 가장 골계적이요 예
술적인 것으로만 겨우 삼십 편을 앗슴으로 이 책이 출판되는 동시에 일반 
소년소녀에게 무슨 어듬이 잇서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동무란 기림을 바
닷스면 저자는 무한한 깃븜이 넘칠줄로 생각하겟습니다.

병인년 국화 피는 가을303)

   한충이 책의 자서(自序)를 쓴 시기는 ‘국화 피는 가을’이다. 정확한 날짜는 없
지만 국화가 피는 9월에서 10월 초순쯤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심의린이『조선동
화대집』을 출판할 즈음 한충 역시 조선동화 우리동무가 출판될 예정이었던 
셈이다. 한충은 당대 동화집의 출판이 서구의 동화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
본에서 먼저 출판된 서양동화집을 다시 조선문으로 바꾸는 중역을 통해 출판되
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당시는 서양 동화집의 번안출판이 
대세였다. 서문을 통해, 한충이 조선동화 우리동무를 편찬한 의도는 자명해졌
다. 외래 동화의 유입과 조선동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
각이 지배적이다. 한충이 정리한 조선동화는 모두 30편이다. 심의린의 조선동화
대집이 66편임을 감안하면 당대에 출판된 조선동화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이란 사람은 “조선 사람들이 금일 저들이 조
선동포인 것을 알고 잇지만 그 국민동화가 곳 아름다운 일본동화를 나아 노
은 어머니인 것을 아는 이가 적다”고 하엿슴니다. 이와 갓치 일본동화의 어
머니까시 되는 우리 동화를 우리의 손으로 모와 노키도 전에 일본 사람이 
몬저 압발치기로 모와 다가 일본 말노 세상에 내노을 때에 부르전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분하기도 함니다.

그러나 려순씨가 이에 뜻을 두시고 동화의 붓대를 들엇슴에 그 서사시와 
갓튼 고흔 붓놀림으로 무궁화삼천리강산에 고을에 골작이에 흣터저잇는 동
화가 한 편도 빠지지 안코 모와노여 지리라 밋슴니다.

나는 려순씨를 女詩人으로만 아럿더니 이번에 쓴 동화를 보고나는 시보
다 동화에 만은 재조가 잇다고 생각하엿슴니다

그리하야 나는 려순씨에게 바라는 것은 조선각지방으로 도라다니며 흐터
저잇는 조선동화를 모와노으면 조선문학사상에 큰 사업자라고 하겟슴니다 
단순하게 조선동화만 모아논 것을 무슨 사업이라하겟느냐고 질문할지 모르

303) 한충, 위의 책,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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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지만 그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님니다 오늘날 조선에 잇서서는 참으로 문
학사상에 일대사업일 것임니다 조선동화는 엇던 이들에게 일키여 진니야니
야기만도 안임니다

동화는 조선역사에 나타나지 안는 사천년 역사일 것임니다 오날날 여자
로써 시와 소설을 쓰는 이가 다섯 명도 못 되는 조선에서 어린 처녀의 몸으
로 동화의 붓을 잡은 려순씨께 만은 감사를 드리거니와 이 압흐르도로 쉬지
말고 만히 쓰기를 바라며 붓대를 던지나이다304)

   위의 글은 이학인이 김려순의 조선 동화집에 대해 쓴 감상평이다. 이학인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민요를 중요하게 여긴 문학가였다. 민요를 중시한 
것으로 보아 동화 역시 조선동화에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학인은 
1926년 2월 6일에 발간된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 모범가정문고 조선편을 
언급했지만, 그 전에 이미 조선총독부 조선동화집(1924.9.1.)과 마쓰무라 타케
오(松村武雄)의 세계동화집 속 조선동화집에 조선동화가 수록되어 있었다. 또
한 최근에 강재철이 발굴해서 보고한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
한 설화자료 조사 보고서 전설동화305)를 보면 1910년대에 이미 일본인에 의한 
조선이야기 수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아동문학가들이 세계동화집의 번안에 한창이고 조선동화 자료집은 일본
인이 발간하고 있던 상황에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발간은 조선인에 의한 
조선 동화집의 첫 발간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중심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심의린을 통해 조선인에 의해 정리된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직후에 출간된 김려순의 조선동화집 새로핀 무
궁화에 대한 이학인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전래동화의 집대성이 아동
문학계에서 급선무의 사업이었던 상황이었다. 한충과 김려순에 이어 정인섭의 
온돌야화(1928)와 손진태의 조선민담집(1930) 등이 발간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일본어로 출판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 뒤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40년이 돼서야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이 출판되었으니, 1926년에 
출간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동화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지 실감할 만하다.
   최근 발굴된 1932년 10월 20일 어린이 10권 10호를 보면 좋은 책 광고에 

304) 이학인, 조선동화집 새로 핀 무궁화를 읽고서 작자 김려순씨에게, 동아일보. 
1927.2.25.

305) 강재철 편, 조선전설동화 :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화 자료 
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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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과 소년작문이 소개되고 있다. 조선동화대집은 출간
된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까지 화제 속에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가을밤은 글 읽는 밤
등잔밝히고 조흔 책을 읽읍시다
방정환씨편 사랑의 선물
정순철씨편 동요 갈닙피리
이정호씨편 세계일주동화집
이정호씨편 사랑의 학교
신형철씨편 세계소학독본
심의린씨편 조선동화대집
심의린씨편 소년작문
오천석씨편 금방울
우에 조흔 책을 준비해 노앗습니다. 개벽사 대리부로 주문하시면 곳 보내

드립니다.306)

  
   이기훈은 “기존의 사회현실로부터 분리된 어린이들의 공간을 만들어갈 때 동
화는 이 분리된 공간 속에서 통용되는 환타지의 논리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동화 구연회는 계몽과 조직화의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동화구연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초심자들을 위한 실용안내서까지 발간될 정도였다
고 평가”307)하였다. 동화 구연회라는 아동 계몽을 위한 모임은 실제로 어린이들
이 직접 동화 구연을 해 보고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필요로 했고, ‘담화재료’를 
표방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조선의 동화’로써 그러한 교재 역할을 충실
히 감당했다. 
   다음은 1936년의 신문기사로서 조선동화대집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
켜 주는  자료이다.  

應接室

▼ 讀者 兒童文學 硏究에 必要한 朝鮮文으로 된 書籍名, 著者及定價를 下
敎하여 주십시요.

圖們一讀者
▽ 記者 李定鎬 著 사랑의 학교 一, 二○ 沈宜麟 朝鮮童話大集 一○

306) 소명출판 편집부, 미공개 어린이 2, 소명출판, 2015, 313쪽.
307)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광고가 어린이 1928년 하기 방학호에 실려 있

다.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8, 2002,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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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沖  著 朝鮮童話 우리동무 六○  尹石重童謠集 九○ 等을 求해 
보시요(調査部)308)

  
   아동문학 연구에 필요한 저서를 알려달라는 독자의 요청에 기자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과 한충의 조선동화 우리동무(1927)를 추천해 준다. 이
정호가 처음으로 번역 소개한 사랑의 학교(1929)는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민족적 자각을 깨치는 데 적절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중 동요
집(1932)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집으로 작품의 주조가 밝고 긍정적인 동
심의 세계가 강조되어 있어 20년대의 다른 동요들이 패배 의식에서 나온 감상주
의의 색채가 주조를 이루었던 것과 대조가 된다. 독자가 요구한 것은 아동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조선문으로 출판된 것이었다. 조선문으
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의 정신이 담겨있는 조선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랑의 
학교는 비록 번안동화집이지만 조선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추
천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선동화대집과 조선동화 우리동무는 
조선동화이고 윤석중 동요집 역시 동심을 담은 조선의 노래라는 점에서 조선
인의 혼이 담긴 아동문학 자료로 당당히 추천 대상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저서들은 당시에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서 외국동화, 조선동화, 조선동요 분야의 
대표성을 지니는 저작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수신을 
위한 아동의 독서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연구의 바탕이 될 만한 서
적으로서의 의의를 인정받았던 셈이다.  
   심의린이 출간한 동화집은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하에서 조선인이 직접 
조선민족이 즐겨 전승하던 이야기들을 동화로 편찬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하였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그 영향력이 단지 당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동화집은 일제 강점기를 넘어서 해방 이후, 
나아가 세기가 바뀐 오늘날까지도 동화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심
의린이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멸치의 꿈｣과 ｢반쪽사람｣ 등의 여러 이야기들
이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각종 전래동화집에 반복 수록되고 있다. 
특히 ｢멸치의 꿈｣ 같은 경우는 심의린의 저작이 기본 원전 역할을 하고 있다. 심
의린의 동화가 가지는 역사적, 문학적 가치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가치는 지혜, 만족, 권선징악, 효도, 보은, 우
애, 용기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309) 7차 교육 과정(2007-2009)을 기준
308) 동아일보, 1936년 7월 4일.
309) 김하영, ｢한국전래동화집 발행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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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화 가운데 주제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동화대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주제가 바보 이야기와 꾀쟁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바
보이야기가 15편으로 가장 많고 꾀쟁이 이야기는 9편이다. 둘 다 결국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서, 모두 합치면 24편이다. 그 목록을 다시 한 번 보면 다음과 같
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어, 삼
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15편)

꾀쟁이: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9편)

   오늘날의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들에서도 ‘지혜’ 관련 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192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나온 주요 조
선동화집에서 지혜 이야기의 비중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록을 생략하고 결과만 소개하면,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동
화집(1924.9.1.)에는 ｢여우와 두꺼비의 지혜 겨루기｣, ｢한 겨울의 산딸기｣ 등 
두 편의 지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마쓰무라 타케오(松村武雄)의 세계동화집
(1924.9.31.) 속 조선동화집에는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나카무라 료헤이
(中村亮平)의 모범가정문고(1926.2.6.)의 조선 편에는 총 43편 가운데 ｢겨울
의 산딸기｣, ｢여우와 두꺼비의 지혜 겨루기｣ 등 두 편이 보인다. 반면에 심의린
은 66편의 이야기 가운데 꾀쟁이를 다룬 것만 9편에 이른다. 지혜 이야기의 비
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비중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1940.6.20)과 비교해도 더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의린의 동화집에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하고 특수
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정리한 조선동화 이야기 종목이 한국 설화의 주제
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 그의 동화가 단
지 출처만 아니라 주제 면에서도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논문, 2007,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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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한 특성이 그의 동화가 오늘날까지도 큰 관심 속에 전래동화의 원
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근대 한국 아동문학이 형성되던 초기에 큰 관심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
던 주요 동화집으로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1922)을 들 수 있다. 사랑의 선물
은 11판까지 인쇄되면서 동화회와 공연 프로그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책에 실린 10편의 동화는 모두 외국 작품을 번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의린
의 저작 가운데 실연동화(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가 외국 동화를 적극 수용
하였고 작품 수도 11편으로 비슷해서 서로 특징을 비교해 볼 만하다. 
   두 책에 실린 이야기의 목록과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 선물과 실연동화 이야기 목록과 출처  

   방정환과 심의린의 이야기 목록을 보면, 방정환의 작품 10편은 모두 외국 작
품이고 직접 출처를 밝혔다. 이에 비해 심의린의 경우에는 역시 ‘조선적인 것’이 
두드러진 쪽이다. 출처 미상인 작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선 동화를 위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외국 동화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는 3편의 이야기도 그 내용
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선 동화와 결합시켜 재구성하였다.310) 이야기 작품의 
선택 및 내용구성 양 측면에 있어 심의린이 조선적인 지향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310) 미상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인데, 외국의 이야기 같지
도 않다. 이는 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사랑의 선물 내용 출처 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
집 출처

1 난파선 이태리 톡기의  인도
2 산드룡의 류리구두 불란서 金乭의 樂園 미상
3 왕자와 제비 영국 正直한 福順이 미상
4 요술왕아아 시시리아 멸치의  조선
5 한네레의 죽음 독일 友愛를 달은 兄 조선 
6 어린 음악가 불란서 귀큰님금 조선
7 잠자는 왕녀 독일 죄받은 여호 이솝우화
8 텬당 가는 길 독일 萬吉의 원수 미상
9 마음의  미상 恩惠갑흔 원숭이 미상
10 속의 작은이 정말 三男의 飛行船 독일
11 造化붓흔 그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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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다. 외국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우리 것으로 번안하여 새롭게 재구성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인데 심의린은 그것을 적극 감수하고 훌륭히 
수행해냈다. 그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조선의 동화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조선어 능력 및 조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
였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대 최고 인기 동화작가였던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에 대해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상황과의 연관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방정
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대밧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자라는 불상한 
어린 령들을 위하야 그윽히 동정하고 아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
을 엇습니다.’311) 

   방정환은 학대받으면서 차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불쌍한 조선 아동을 위한 
선물로서 이 책을 발간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명작동화의 작품들은 조선 아동
과 유사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아동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과 똑같은 암울한 동화 속 이야기가 조선 아동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위로가 되었을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의 동화가 인기를 
누렸던 것은 독자의 공감이라는 요소 외에 배경적 맥락도 무시할 수 없다. 
   사랑의 선물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한네레의 죽음｣과 ｢산드룡의 
류리구두｣이다. 이 작품들은 실제 아동극이나 동화 구연회의 인기 레퍼토리였다. 
이기훈은 “방정환이 각국의 동화를 모아 만든 사랑의 선물이 1920년대 전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은 천도교소년운동의 전성기에 달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312)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랑의 선물이 천도교 소년운동과 
결부되어 동화 구연이 조선 아동의 계몽을 위해 조직화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선물의 인기는 천도교 소년운동의 덕을 많이 본 셈이다. 심의린의 동화에 이러
한 배경이 없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심의린은 학교 교육의 장에서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을 실천적으로 행동한 인
물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조선의 이야기들을 집대성하여 아동들을 위한 동화
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를 실현하였다. 그의 동화는 당대 아동
들한테 필요한 근대적 ‘조선 정신’을 적극 담아낸 것이기도 했다. 특히 지혜와 모

311) 방정환, ｢서문｣, 사랑의 선물 11판, 박문서관, 1928, 2쪽. 
312) 이기훈, ｢1920-30년대 독서의 사회사｣, 역사문제연구 7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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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가득한 다양한 동화들을 소개하여 조선 아동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
는 실질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해 주었다. 조
선 아동문학이 소년운동을 배경으로 세계명작동화를 동화 구연의 핵심으로 둘 
때 심의린은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고 조선 아동의 지혜와 힘과 
도전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동화 작품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는 방정환보다 진일보
한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동화 작품들이 현행 전래동화 
출판과 교과서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전래동화의 전범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5.2. 구연 방법의 체계화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동화회가 번
성하던 때였다. 소년 운동을 주도한 아동문학가나 각 소년단체들을 중심으로 어
린이들이 직접 동화 구연에 참여하였다. 많은 아동문학가와 어린이들이 동화 구
연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화를 구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대 대표적인 동화 구연가였던 방정환
은 동화를 들려주는 일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였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동생 잇난 형(兄)이여 어린애 기르는 부모(父母)여 어린이 가르치는 선
생(先生)님이여 원(願)하노니 귀(貴)여운 어린 시인(詩人)에게 돈 쥬지 말
고 과자(菓子)쥬지 말고 겨를 잇난 로 기회(機會)잇난 로 신성(神聖)
한 동화(童話)를 들녀쥬시요 로 자조자조.

어린 동모를 위(爲)하야 되도록 국문(國文)으로 쓸 터이니 언문 아는 애
에게는 바로 닑히는 것도 좃치만은 되도록 부모(父母)가 닑어 말로 들녀쥬
는게 유익(有益)할 듯 생각(生覺)된다 누님이나 어머니는 밤저녁에 바느질
하면서 선생(先生)님은 교수(敎授)하는 시간(時間)에 기외(其外)에  교
중(敎中) 청년회(靑年會)일로 시일(侍日) 예배(禮拜)시간(時間)외(外)에 
잠간(暫間)잠간(暫間) 니얘기 해쥬는 것도 조을듯하다313)

313) 방정환, ｢동화(童話)를 쓰기 전(前)에-어린 기르는 부형(父兄)과 교사(敎師)에게
｣,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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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 동무들을 위해서 동화를 자주 들려줄 것
을 요청하고 있다. 어머니는 밤에 바느질을 하면서 선생님은 잠간씩 시간을 내어
서 해주라고 한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심의린은 동화 구연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제 그가 발간한 동화집의 서문과 조선어독본
해설 등을 바탕으로 그가 학생들에게 실제적 이야기 구연법을 어떻게 가르쳤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中에도 어렷슬에 어른에게나 同侔들에게 滋味잇게 듯고 올케 녁엿
든 訓話나 童話 갓흔 것은 至今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어잇고 마음에 먹
음어 잇습니다. 

이와갓치 마음이 正直하고 精神이 聰明한 에는 그 生活에 適合한 思想

과 感情을 修養하야 常識을 豊富케하며 文章을 鑑賞하야 文藝의 趣味를 엇
게함이 무엇보다 必要합니다.314)

   조선동화대집 서(序)에 들어 있는 위의 진술을 통해서 동화 구연과 관련된 
방법적 논의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에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한
다.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한다. 

   심의린이 생각한 어린 시절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는 것은 실생활에 
유용한 상식을 의미한다. 앞서 조선동화대집에는 바보와 꾀쟁이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동화를 통해서 현실에 필요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요소를 발
견할 수 있다. 이른바 심의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완고’ 타파와 가난의 문
제를 타개해 나가는 실질적 방법들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동화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실제 구연에서 어떤 주제의 내용을 선정하여 들려줄 것인가의 문제는 청
중의 흥미와 관계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談話中에는, 매우 아름답고 有益한 것도 만흐나, 或 그리 感心한달 수 업
는 것도 적지 안습니다. 그  아니라, 조흔 材料를 가지고 發表하는데도 
그 話方의 未熟한 點이 잇기 문에 듯는 사람으로 하야곰 그다지 趣味잇게 

314) 심의린, 서(序),『조선동화대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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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주지 못할 이 만흔 줄 압니다.315)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 감
동적인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표현된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미를 즐기고 청
중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말하기의 숙련이 필요하다. 동화를 능숙하게 말하여 청중의 흥
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단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상식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브루노 베텔하임의 견해와
도 통한다. 

어떤 옛이야기가 어떤 나이의 어떤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시기에 어떤 옛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어린이만
이 결정할 수 있다. 어린이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결정한다. 이
야기가 어린이의 의식과 무의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어린이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이야기나 또는 지금도 좋
아하는 이야기를 어린이에게 읽어 주거나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 만약에 어린이가 이야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의 모티프나 
주제가 어린이에게 의미 있는 작용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다음 날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서 어린이는 어떤 이야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계
속 들려 달라고 요구한다. 바로 그 이야기가 당시의 어린이에게 중대한 의
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야기에 대한 어린이의 열정은 부모
에게까지 옮겨져서, 어린이에게 중요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는 
부모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다가 어린이가 그 이야기로부터 얻
을 만한 것을 모두 얻어 냈거나 또는 자기가 반응했던 심리적 문제들이 다
른 것으로 바뀌는 때가 온다. 그러면 어린이는 일단 그 이야기에 흥미를 잃
으며 다른 이야기에 흥미를 보인다. 어린이가 이끄는 대로 옛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 항상 최상의 방법이다.316) 

   구연자가 어떤 시기에 어떤 이야기가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만이 이야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이의 반응으로 이야기가 선택된다는 

315) 심의린, ｢머리말｣,『실연동화』, 2쪽. 
316)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1, 시공주니어, 1998,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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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317)을 의미한다. 박현숙은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구연한 127차 
이야기판에서 “구연한 총 325편의 옛이야기는 청중의 요청, 이야기판의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선택, 구연자의 계획된 의도나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연한 옛
이야기가 많았다”318)고 했다. 이는 구연자가 어떤 이야기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 편찬 이후, 2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실연동화
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구연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어린이’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야기의 취미는 구연자의 능력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급선무가 이야기 재료이다. 이는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에서
부터 실연동화, 그리고 라디오 동화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재료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은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 라디오 동화에서 선택한 이야
기들을 주제유형 별로 종합 정리한 것이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조선동화대집: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
어, 삼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
 실연동화: 없음
 라디오 동화: 게으름뱅이, 못난이, 완고학자님
[꾀쟁이] 

조선동화대집: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
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
실연동화: 톡기의 
라디오 동화: 쟁이, 반이

절대적 가치 
[효]

조선동화대집: 유복자의 효성, 효자의 도움, 턴도 어든 효자
실연동화: 만길의 원수
라디오 동화: 효동, 기름장사 효자

317) 브루노 베텔하임, 위의 책, 같은 곳. 
318) 박현숙, ｢설화 구연 전통에 기반 한 옛이야기 들려주기 방법 연구｣, 건국대 국어국

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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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애]

조선동화대집: 착한 아우, 콩쥐팟쥐
실연동화: 우애를 달은 형
라디오 동화: 의좋은 형제
[은혜]

조선동화대집: 다람쥐의 보은, 두건 쓴 고양이, 술 나오는 구슬
실연동화: 은혜갑흔 원숭이
라디오 동화: 옴둑겁이, 다람쥐, 원숭이의 보은
[욕심]

조선동화대집: 산양의 소원, 오작교
실연동화: 죄바든 여우, 조화붓흔 그림
라디오 동화: 이상한 그림, 욕심쟁이
[신의, 진실]

조선동화대집: 개구리 신선
실연동화: 정직한 복순이, 귀큰님금

현실적 가치 
[헛된 꿈]

조선동화대집: 멸치의 , 청보자, 독갑이돈, 옹기장사
실연동화: 멸치의 
라디오 동화: 스루메의 몽, 이상한 보작이
[경제적인 문제]

조선동화대집: 이오성, 토목공이와 릉고비, 부자 되는 법
실연동화: 금돌의 낙원
[모험과 문제해결]

조선동화대집: 보의 성공, 갓흔 재조
실연동화: 삼남의 비행선
라디오 동화 : 돌과 두비, 복돌이와 첨지, 부싯돌, 난장이, 작난, 만

성의 운

   심의린 동화에서는 바보와 꾀쟁이 동화가 가장 비중이 높다. 이는 심의린의 
동화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심의린은 동화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획득할 수 있는 ‘상식’에 주
목했다. 그 결과, 과거의 전통이나 가치관에 얽매어 현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인물과 융통성 없는 바보들을 통해서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고 
유연한 생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을 ‘지혜’로 함축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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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의린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화재료로서 지니는 흥미요소도 함께 주목했
다고 할 수 있다. 상식과 흥미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 종목으
로서 이들을 거듭 주목한 것이다.
   심의린의 동화 세계에는 불변하는 가치인 절대적 가치에 대한 작품도 지속적
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효, 은혜, 형제애, 욕심에 
대한 경계, 진실과 정의에 대한 동화들이다. 특히 심의린은 효에 대한 문제를 적
극적으로 펼쳤는데, 효와 불효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어 더 큰 효과를 가져왔
다. 이들 이야기 또한 교훈적 가치와 함께 감동이라고 하는 흥미 요소를 짙게 지
닌 이야기로서 선택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린 동화의 가장 큰 주제적 특징은 ‘당대적 가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
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에 필요한 상식적인 가치들을 뽑아냈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멸치의 꿈｣은 심의린 동화의 모든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작품이
다. ｢멸치의 꿈｣의 서사에 나타난 의성어와 의태어, 조선어의 묘미를 극대화한 
언어 표현들은 구연의 생동감을 키워준다. 현실적 가치에서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위험한 모험까지 떠나는 새로운 유형의 동화
에서 보여주는 관용어와 논평,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는 청중의 재미와 감동을 동
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심의린의 동화는 교육적 가치와 함께 흥미
를 함께 발현할 수 있는 말하기 재료로서 누구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동화의 효과적인 구연은 좋은 이야깃거리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된 동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말하기 연습의 숙련 과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우선 동화의 문장과 표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심의린 동화의 
문장은 이전의 다른 동화와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표현해 냈다. 이야기 
내용이 풍부해지는 한편으로 고유어의 사용과 의성어와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확장된 동화의 문장들을 숙지하여 구연을 
한다면 문장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문예미를 확보하고 실제 담화 능력에 있어서
도 담화의 풍성함과 생동감을 획득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심의린 동화는 생활에 유용한 상식과 문장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좋
은 재료이지만 이것을 구연하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청중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없다. 

萬一 愛讀하야보시고, 엇던 모딈에서 실연코저 하실 는 미리 練習하시
되, 發音의 長短이며 音聲의 强弱高低며 語句의 대고 일대 으고 느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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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생각하야가지고, 顔面의 表情이며 其他動作갓흔 것을 그 말의 內容과 
一致케 하도록 充分히 硏究하신 뒤에 出演하시기를 바랍니다.319)

   심의린은 실연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발음과 음성, 안면의 표정과 기타 
동작 같은 것을 동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충분히 연구한 뒤에 출연하라고 제안
하고 있다. 이는 한 편의 동화를 자기만의 레퍼토리로 만들어 실연을 하라는 의
미이다.

당시 보통학교 5학년이던 정 옹은 한 레코드사가 기획한 '바른 우리 말 
음성교재'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교과서 읽기 녹음 작업을 했습니다.

“미리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 읽었다. 납 녹음판에 녹음하는데 틀리면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다. 여러 번 읽기도 했고 혼도 많이 났다.”320)

   심의린과 함께 조선어 교육 레코드에 참여했던 당시 5학년 정계환은 미리 연
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서 읽었고, 틀리면 다시 읽고, 혼도 많이 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레코드 준비를 위해서 기울인 당시의 노력을 상기해 보면, 심의린이 
실제 조선어 수업과 동화 말하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의린의 조선어독본 해설에는 동화에 대하여 그 특징과 말하기에 있어서
의 주안점 등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중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指導要項(四時間 取扱)
一. 自由讀 試讀, 範讀, 指名讀, 齊讀 等과 같은 通讀의 練習

二. 大意의 發表
三. 內容의 분절적 問答과 吟味

四. 掛圖와 같은 自由發表와 補說
五. 全文의 指名讀과 齊讀

六. 感想發表(이 글을 읽고 엇던 생각이 나니?)
七. 大意의 整理(자긔를 구하야준 고마운 은인을 모르고 도로혀 잡아먹

으랴다가 토끼재판에 전과같치 도로 함정에서 죽게 되엿다는 은혜모르는 호
랑이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319) 심의린, ｢머리말｣,『실연동화』, 2쪽. 
320) YTN 김정회, 20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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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全課를 暗誦하여 話方練習

九. 語句의 適用練習(슬픈, 여겨서, 랴고, 상관, 든지, 들어보앗습니다. 
맨나종, 실지로, 다시, 그대로, 그)

十. 書取321)練習.(視寫, 廳寫)322)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에 대한 ‘지도 요항(指導要項)’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읽고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보여준다. 그 중 우리가 
주목할 것은 8항으로 제시한 ‘전과를 암송하여 화방연습’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야기의 주안점을 파악하고 읽으면서 내용과 표현을 습득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익혀서 말하기로 표현하는 활동을 향하고 있다. 이
때의 ‘화방연습’은 말 그대로 언어적 특성과 문학적 표현, 주제적 가치 등이 하나
로 어울려 있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말하기 연습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심의린이 지향한 동화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선어 화방 연습 겸 이야기 
구연법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어독본 해설에는 동화와 관련된 이러한 구체적 설명들이 들어 있다. 그 
중 ｢혹 뗀 이약기｣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敎材觀 문학적 교재에, 조선 舊來의 童話

교재연구
一. 文……혹달린 老人이 山에 가서 나무하야 가지고 오다가, 날이 저물

어서, 山 속 빈집에서 더새며 노래를 불으다가 독가비를 만나 혹을 떼이고 
禮物을 받어가지고 왓다는 童話를 쓴 글이다. 

혹떼인 老人의 이야기는 朝鮮古來로 傳하야 나려오는 이야기임으로 누구
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 老人이 엇던 노래를 불럿는지는 알 수 업다. 

그런데 本文은 혹 뗀 老人이라는 童話를 아리켜줌보다도, 오히려 朝鮮古來
의 詩歌中에 가장 代表될만한 것을 몇 가지 알리기 爲하야 老人의 부르든 
노래라하야 紹介한 것이다. 그럼으로 本文中에 나온 노래 卽 時調를 取扱함
에 더욱 힘을 써서 詩歌에 對한 槪念을 너어주는 것이 조을 것 같다.

취급상 주의
四. 話方練習을 하여 實演하게하는 것이 좋다.

五. 綴方을 할 때에 童話文을 쓰는 것을 시키는 것이 상책이다.323)

321) 서취(書取)는 남이 하는 말이나 읽는 글을 들으면서 그대로 옮겨 쓰는 것으로 받아
쓰기에 해당된다. 

322) 심의린,「朝鮮語讀本卷一の敎材解說 五十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朝鮮の敎育硏
究』54, 1933,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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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뗀 이약기｣는 1911년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에서 처음으로 ｢흥부
전｣과 함께 실린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바에 대한 
설명은 특이하게도 동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혹부리 영감이 부르
는 노래에 초점이 모아져있다. 실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시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설정하여 시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324)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에 대해서
도 화방 연습과 철방(綴方) 연습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기와 글쓰기
의 교재로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주안점과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가운데 작문 연습에 있어 동화
문(童話文)이 상책이라는 언술은 그가 조선어 교육에서 동화가 지니는 가치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 
   끝으로 ｢삼년 고개｣에 관한 해설이다. 인용한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가 화방 
연습에 적절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십 분까지 읽고 이야기를 하게 시키는 것까지 
지도’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심의린이 동화를 통한 말하기 방법 
지도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교재연구
一. 文……三年고개에서 넘어지 老人이 맘 病이 들어 죽기만 기다리고 걱

정하고 잇는 것을 少年의 로 도로 安心하고 살게 만들어 주엇다는 옛날이
야기를 써서 迷信의 헛된 것을 알려준 글이다.

二. 節…(一○) 迷信은 文明人의 수치인 것. 

取扱上注意
一. 本敎材는 話方연습을 할 때, 적절하다. 十分 까지 읽고 이야기를 하

게 시키는 것까지 지도한다.325)

   
   심의린의 조선어독본 지도안은 동화에 대하여 전체 내용을 모두 암송하여 
화방연습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실연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작문을 할 

323) 심의린, ｢朝鮮語讀本卷四の解說 第八 혹 뗀 이약기｣,『朝鮮の敎育硏究』60, 1933, 
77-80쪽. 

324)  조선동화대집에는 노래가 실려 있지 않고 이야기만 있다. 동화집과 지도안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안은 공통된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第八 
혹 뗀 이약기｣를 통해서 조선의 시가(詩歌)를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
인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하여 시가를 교육시킨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것 같다. 

325) 심의린, ｢朝鮮語讀本卷四の解說 第十 三年 고개｣,『朝鮮の敎育硏究』58, 1933, 6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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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한다. 심의린에게 있어 조선어는 단순
한 의사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생존과 독립의 염원이 담긴 언
어였으며,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한 자료가 바로 동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조
선동화를 최적의 교재로 삼아서 말하기와 글쓰기 등 조선어 표현능력을 함양함
으로써 아동들이 조선의 주역으로 자라나기를 열망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말하고 전달함에 있어 정확한 발음과 행동은 내용과 뜻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자로서 조선어 발
음의 장단, 강약 고저, 어구의 속도의 조절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다루
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 쉽다.
더구나 지방에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326)

   조선어 교육 레코드에 실은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는 말을 배울 때는 먼저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소리를 똑바로 내야하고 그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확한 발음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연을 할 때에도 부정확한 발음을 사용
한다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어학자이면서 조선어교육자로서 심의린의 정체성을 잘 보여
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는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한 중대한 사명이 되어 있으나, 그 
수단으로는 위선 음성의 매개가 필요하고, 가르친 다음에는 다시 音聲化로 
인하여 완결을 지어야 한다. 詳言하면 이해력을 획득키 위하여, 어떤 경우
에는 書取를 시킬 때로 있으나, 일반적 경우라면 참으로 읽을 수 있는지 적
당한 음성화의 낭독법에 의하여 입증할 것이다. 이 최후 단계의 달성이 있
어야만 國語美의 眞髓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음성교육은 국어 교
육에서 가장 유효한 진전을 하는 전체의 진액이나 機械의 발동하는 기름과 

326)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 ｢바른 독법 틀린 독법｣,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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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할 것이다.327) 

   심의린은 국어교육에서 문자보다 음성 언어가 중요하다고 여겼다. 제대로 읽
고 나아가 적당한 음성으로 낭독할 수 있는지가 제대로 된 국어 교육의 척도라 
했다. 위 인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궁극은 스스로 이야기를 소화해서 구연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완성함으로써 국어의 아름다움, 곧 국어
의 정수(精髓)를 발현할 수 있다.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
지만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쓰기와 작문, 문법 등 문자 중심의 교육
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국어교육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심의린
의 조선어 교육 방식은 선구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심의린의 동화 구연방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을 담은 것이지
만 언제라도 그에 앞서 ‘정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다
음 언술은 이러한 지향성을 잘 보여준다.
  

 여러 사람들의 실증을 업게 하고 웃긴다고 너무 俗되거나 亂雜하게 하야 
일부러 不自然한 態度를 갓는 것은 도로혀 敎育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愼
重하고 高尙한 自然의 아름다운 態度를 가저야, 話方練習의 정말 目的이오, 

童話의 價値가 잇다하겟습니다. 328)

   심의린은 청중의 흥미를 잃지 않게 구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흥미를 
위해 너무 속되거나 난잡한 표현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적 재료에 
맞는 내용을 신중하고 고상한 자연의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화방연습의 
목적이고 동화의 가치라고 선언하였다. 동화의 문장은 조선어의 묘미를 최대한 
살려서 정확하고 풍부한 담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청중의 흥미를 위해서 과도한 
표현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의린의 동화를 통한 말
하기 연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
하고 설계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심의린의 조선어 교육은 문법과 같은 지식적인 교육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야기를 하고 듣는 과정을 통하여 느끼고 감상하면서 그것을 개인의 취미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심의린은 동화에 나타난 풍부하고 정확한 표현들과 조선어
의 묘미를 살린 언어 표현들, 관용어들을 통해서 조선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327)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115쪽. 
328) 심의린, ｢머리말｣, 실연동화, 이문당, 192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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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야기내용을 통해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조선인으로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조선어 교육자로서 동화의 구연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표현 방법과 연습 과
정을 세심하게 제시함으로써 명목만이 아닌 아동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였
다는 데서 심의린 동화 운동이 지니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다른 아동문학가들이 행하지 못했던 동화 구연방법의 실제적 방법론을 교육적 
견지에서 체계화한 그의 노력과 성과는 시대를 앞선 선구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새롭게 주목하여 되새겨 재평가하고 그 취지와 방법을 이어나가야 
할 대상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3. 동화를 통한 한국어문학 통합 교육의 선구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한국 국어교육사와 한국 아동문학사 
양 측면에서 두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제강점기 한국 국어교육사는 ‘단절’ 혹
은 ‘암흑기’로 표현된다. 조선어329)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일본어만을 사용
해야 했던 언어 환경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어 교육이 암흑기이며 단절기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국어 교육사에서 학교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 조
선어교육을 모두 일본의 지배논리로만 파악하고 그 반대에 한글어문 운동을 배
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어 시간에 어린
이 잡지를 읽어주던 교사가 지니는 교육적 역할을 격하할 수 없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심의린이 만들어낸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 성과를 보더라도 학교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 조선어 교육을 일제의 지배논리에 따른 교육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긍정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본고는 그간 한국 국어교육사에서 단절기로 인식되었던 일제강점기에 심의린
의 조선어와 동화 기획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했다. 심의린이 
활발하게 동화 운동을 하던 1920년대와 30년대는 제2차 교육령 시기에 해당한
다. 1922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어 및 한문이 조선어와 한문으로 분리되고 한
문은 수의과목으로 바뀌었다.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의 비중은 더 낮아졌다. 박붕

329) 한국 국어 교육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어가 국어에 해당된다. 국어는 
조선어를 의미하지만, 당대에 조선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선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은 곧 국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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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제2차 교육령에 따른 1923년『보통학교 조선어독본』교재에 대해 “도덕, 
윤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역점을 둠으로써 우리 한국인으로 하여금 대담한 
용기나 강력한 의지나, 행동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좋게 말하여 좋
은 인성교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일면이나 각도에서 보면 민
족적 저항성의 약화를 꾀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330)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이 양적으로 동화, 우화, 실용문의 비중이 늘었지만 
그 내용이나 주제면에 있어서는 조선 아동의 진취적인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적고 순종하는 조선 어린이상을 내면화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次에 朝鮮語讀本은 종래 한문과 합하야 一敎科目으로 하얏스나 신규정에 
의하야 한문을 분리하야 차를 제오육학년의 隨意科로 관계상 금회 신히 조
선어만을 독본으로 편찬케 하얏도다 대체는 일본어 독본과 동양의 요령으로 
조선인의 취미에 투합하도록 가급적 기 정도를 평이케하고 우언문 철자법은 
교과서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야 별로 위원을 설하야 조사한 바에 거케 
하얏노라.331) 

   새롭게 만들어진『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조선인의 취미에 부합하는 내용
을『일본어독본』과 같은 양으로 배치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이후 지
속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교과서와 함께 조선총독부가 1924년에 발간
한『조선동화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조선동화집』나오는 ‘유순하고 
친절한 어린이상’이 순종적이고 현실 대응 논리가 부족한 어린이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은 일제의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에는 발랄하고 건강한 인물상,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결하는 자세
와 더 큰 세계로의 모험을 준비하는 어린이상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심
의린이 당대 교과서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동화집이 조선의 아동들에게 긍정
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조선의 동화를 집대성하여 
조선 아동의 취미를 충족시키고 조선의 현실에서 어린이가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 아동에 대한 정책
이 식민지 신민 양성에 초점이 모아진 열악한 상황 가운데 심의린은 시종일관 
동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조선어 교육의 길을 찾았다. 
330) 박붕배,『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 1987, 366쪽. 
331) 신교과서 편찬진정급방침(속) 편집과장 오다 쇼고(小田省吾)씨 담, 동아일보, 

19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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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동화는 조선어의 총화로서 조선인의 삶의 궤적과 함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 사실의 기록이 아닌 흥미와 감동이 있는 조선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교육적 담화를 위한 교재로 조선동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국어교육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특히 동화가 
조선어교육과 문학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그
를 통해 어문학을 통합한 총체적이고도 효과적인 국어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화를 통한 조선어 교육이라는 심의린의 선택은 조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 관련 운동은 언어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측면이 늘 
함께 병행되었다. 1924년에 신소년에 동요와 동화를 발표한 심의린은 그 다음
해인 1925년에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을 출간하여 조선어 교육자의 면모를 단적
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전은 조선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 
스스로 조선어를 배울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전에는 보통학교 조
선어독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그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독본을 공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사전에는 교과서 내용 외에 당시의 신문 잡지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보충함으로써 학생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유용한 많
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의 중등학교 조선어 문법(1936)은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처럼 중등
학교의 조선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었다. 제목 그대로 문법 교육을 
위한 책으로서, 문법에 관련된 원칙과 이론을 설명하고 품사의 특징과 활용 등을 
실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각 품사별 설명이 끝나고 나면, 뒤에 연습문제를 두
어 풀게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연습문제의 구성이다. 문법서임에도 불구하고 연
습을 위한 용례에 문학적 요소가 짙은 것이 눈에 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2. 다음 文에 對하야, 틀린 곳을 訂正하라.

  어엽분 자식 매 한 개 더어 땔인다. 미운 자식 밥마니 주엇다.
  모난 도리 정 맛는다. 圓滿한 사람는 아니 들는다.

  상자가 마느면 가마솟를 깨틀인다. 여러시 날뛰지 말라.
  書堂개三年의 風月짓는다. 올애보고 듯고하면 自然히 알 것이다.

  호랑이 업는 골에 살기 호랭이 행세을 하겟다. 잘난 체을 말 것이    
    다.332)

332)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제24책(59)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 탑출판사, 197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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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는 조선어문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확인 점
검할 수 있는 유익한 과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법을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익
힘에 있어 구체적 용례로 속담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속담은 조선인
이 오랜 시간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짧지만 함축적인 문학적 언어의 특성
을 지닌다. 그것은 지적, 정서적으로 깊게 각인될 수 있는 효과적 의사소통 수단
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은 문법을 익힘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속담과 같은 문학
적이고 함축적인 용례를 활용함으로써 조선어와 문학의 통합적 연계효과를 도모
하였다. 그가 동화를 조선어 교육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은 것과 통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척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속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적 교훈을 담은 것들이 많음이 눈에 띈다. 그는 
이러한 용례들을 통해 은연중에 문법 교육 시간에 문학을 매개로 한 정신적 함
양까지 이루어지도록 의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총연습’에 제시돼 있는 문제들을 옮긴 것이다. 

總演習(모두 익힘)
다음 文을 가지고, 各 品詞로도 分析하여 보고, 文으로 解剖도 하여 보

라.
㉠ 꽃이 떨어지는 것은 나비가 나는 것 같다.

㉡ 山은 높고 물은 깊다.
㉢ 天下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으리오.

㉣ 끊임없이 쉬지 않고, 精誠을 다 하여 熱心으로 하면, 쇠라도 뚫고, 돌이
라도 뚫을 것이다.

㉤ 民心이 天心이라, 모든 百姓의 마음을 잘 알아서 다스려야 한다.
㉥ 君子는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성내지 않느니라.

㉦ 늙고 病들면 못하나니, 젊어서 靑年에 學業에 힘을 씁시다.
㉧ 아무 것이라도, 한 가지 일을 專心하여 硏究와 功을 쌓으면, 반드시 큰 

活用이 된다.
㉨ 말하는 소리와 態度를 보면, 그 性格을 안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扶與는 百濟의 옛 서울이니, 지금도 半月이란 城趾가 남아 있다.

㉫ 池塘에 비뿌리고 楊柳에 대끼인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베만 매였는
고, 夕陽에 無心한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더라.

㉬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百番 고쳐 죽어, 白骨이 塵土되어 넋이야 있고 없
고 님 向한 一片 丹心이야 가실 줄 이 있으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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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語法을 배운 者는 發音 하나·말 한 마디· 글자 한 字· 文章 하나에 조곰도 
틀림이 없이, 法則에 맞도록 바르게 하여야만 배운 보람이 있을 것이
다.333)

   ㉠부터 ㉭까지의 14개의 문제는 문법을 배운 후에 다음 문장을 각 품사로 분
석하고 문장을 해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한 것이다. 문장 안에 쓰인 품사
를 구별하고 각각의 문장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때 
구체적으로 제시된 용례가 인상적이다. 속담과 경구, 그리고 시가(시조) 작품 등
을 주요 용례로 삼아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다. 어학적 수련을 위한 문제에 문학
적 성격이 짙은 문장들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심의린이 어학과 문학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대신 양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 언어능력 향상을 추구하였
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때 문학적 요소는 단지 ‘표현’에 한정되
지 않으며 내용의 측면도 중요하다. 용례들을 보면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내용과 
정서와 사상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이런 문장들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
스럽게 그 의미내용에 따른 교육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는 심의린이 의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이 문법 교육에 속담, 시조, 사자성어를 자주 활용한 것은 그가 동화 
안에 속담이나 사자성어, 관용어 등을 많이 활용한 것과 서로 짝을 이룬다. 그러
한 표현들은 문법서의 경우 문학적 지향성을 강화하며, 동화책에서는 언어적 지
향성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심의린이 쓴 문법서와 동화책은 별개가 아니라 자
연스럽게 서로 연계되면서 일관된 교육적 효과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어와 동화가 별개가 아니며 동화가조선어교육을 위한 최고의 자료라고 하는 
그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앞선 안목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학
의 통합적 교육을 다각적으로 실행한 선구적 교육자가 바로 심의린이었다고 평
가할 만하다. 
   여기서 앞으로 시행될 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은 
‘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등 국어과에서부터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적 언어교육으로서 ‘문학기반 국어교육’이
라 불리는 문학을 통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때부터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등 국어교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설명한 내용

333)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제24책(60) 개편 국어문법 , 탑출판사, 1977, 141-14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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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7차 초등국어과 교과서에는 시, 설화 등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설득의 
언어사용능력을 기르게 하거나 문법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시도되었다. 김
경성의 <할아버지 등 긁기>(5-2 <<말하기·듣기·쓰기>>, 48)로 “표준어와 방
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목표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지혜로
운 아들’이라는 옛이야기를 설득 단원(3-1 <<읽기>>, 63-67)에 수록하여 
‘이어 주는 말’을 학습하는 등 많은 문학 제재가 언어능력을 기르는 데 활용
되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시도되었다. 윤
선도의 시조“보리밥 풋나물을...”한 수가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가르치는 
단원(2-1<<생활국어>>, 66)에 수록되었고, 김남조 시인의 수필 ‘할머니의 
옛날 별’이 ‘좋은 화제로 말하기’를 가르치는 단원(3-1<<생활국어>>, 28-31)
에 수록되는 등 문학기반 국어 교육을 시도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
다.334)

   위에서 인용한 ｢지혜로운 아들｣은 심의린 동화의 ｢군수와 소아｣에 해당되는 
동화이다. 이 이야기를 읽기 설득 단원에 넣어 이어주는 말을 학습하는 데 활용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학을 통한 언어교육의 단적인 사례가 된다.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으로 도입된 이와 같은 통합교육을 심의린은 다각적이고 지속
적인 동화 운동과 언어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미 실행했던 것이다. 심의린의 관점
과 방법이 얼마나 선구적이고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근간에 부각되고 있는 언어 문학을 연계하는 통합적 국어 교육은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 기획과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의
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담은 동화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실제 조
선어 화방시간에 학생들이 체험하여 학예회와 동화회와 같은 공개적인 행사에서 
직접 실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가 출판한 조선어 및 동화와 관련
된 서적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
였다. 그가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 등에 정리한 동화는 ‘국어의 정수’로서
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어를 풍부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담아
낸 담화이고, 조선의 정서와 사상을 깊게 담아낸 담화였다. 동화를 취미로 삼아
서 그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구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능력과 문학능력이 
함께 신장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어능력의 종합적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

334) 한명숙, 앞의 논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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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은 이러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화를 
거듭해서 가다듬어 정리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익혀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전개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교육과정
에 본격 도입되어 구체화되기 시작한 어문학 통합교육을 거의 한 세기 가량 앞
서서 실천하였으니 그 의의는 국어교육사의 측면에서 보아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틀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학습자중심의 체험적 
통합교육이었다는 면에서 그 교육사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이 동화를 축으로 삼아 국어교육에 매진했던 것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이야기의 힘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언어의 힘과 동화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언어의 힘이란 사람에게 喜怒哀樂의 感情을 自由로 움직일 수 있으며, 目

的 到達의 成不成이 있는 偉大한 無形의 武器라 하겠다. 그러므로 童話術로 
兒童을 이끌어 아름다운 心情을 養成할 수도 있고 政治家가 雄辯을 吐하여 
大衆을 支配할 수도 있으며, 社交家가 甘言으로 交際의 目的을 到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言語 敎育이란 日常 生活의 必要한 言語를 正確하게 아름답게 
音聲上 으로든지 言語 選擇上으로든지 高尙한 性格을 養成함에 目標를 두어 
敎育的 標準語를 指導하는 同時에 對話라든지 藝術的 劇이라든지 童話라든
지 演說 討論 雄辯이라든지 各各 그 本質에 맞는 話術의 練習도 適當히 計
劃을 세워서 實施하는 것이 音聲言語 敎育에 한 가지 條件이 될 것이다.335)

   그는 언어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
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언어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표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성격을 양성함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는 말이 눈길을 끈다. 그에게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인
격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동화와 예술적 극 등에 관심을 나
타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언어야말로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미적 탐구를 통해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평생 조선어 교육에 힘썼다. 언어의 힘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졌

335)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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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국어(조선어)가 곧 조선 민족의 생
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심의린은 아동들이 우리말로 우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가장 좋은 자료로서 동화에 주목한 것은 심의린의 선택
이었다. 그가 의도하고 노력한 대로 그가 정리하고 보급한 동화들을 통해 조선어
는 그 고유의 언어적 힘과 사상적 가치를 더 발현할 수 있었다. 
   그간 근대 초기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단에서 활동했던 아동문학가, 
즉 문필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소년의 사람
들처럼 문필가이면서 조선어 교육에 정통한 지식인들, 곧 신명균, 이병기, 심의
린, 정열모, 맹주천, 이호성 같은 이들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학
교 현장을 축으로 해서 아동에게 끼친 조선어와 문학의 힘이 실로 막대하기 때
문이다. 그 중에서도 심의린의 역할은 독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 
연구자이자 교육자이면서 아동문학가로서 동화를 매개로 조선어와 문학의 통합
적 발전을 추구한 선구적 안목과 함께 지속적인 실천적 노력을 통해 빛나는 성
과들을 거듭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그는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신소년의 
취지에 나오는 ‘가장 착실한 시중’ 역할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꾸준히 실천한 인
물이었다. 

여러분의 힘이 더욱 굿세어지고 생각이 더욱 새로워지도록 도움이 잇서
볼가 엇더케하면 여러분의 질거운 압길을 여시는대 가장 착실한 시중이 되
어볼가 하는 생각이 밤나즈로 말지 안습니다336)

   원종찬은 신소년과 조선어학회를 다루면서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아동문학과 한글운동이 어떻게 관계했고 무엇을 지향했는지에 대한 폭넓고 균형
적인 시야의 연구가 절실하다”337)라고 하였다. 그 화두의 중핵에 놓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심의린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조선어와 동화 기획을 통해서 조선 아
동에게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동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조선인으로서 독립 국가
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은 
고통 받는 조선 아동의 위안처이면서 동시에 조선 아동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
반이었다. 교육의 장에서 그 과업을 힘써 감당한 선각자가 곧 심의린이다.

336) 신소년, 1923.10. 창간호, 1쪽.
337) 원종찬, 앞의 논문,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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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는 우리 民族의 生命이요 우리 國家의 存在를 說明하는 것이다. 

國語의 勢力이 있다면 이는 우리 民族과 우리 文化의 勢力이 있음이요 威
權이 强固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無窮花 나무의 뿌리와 다른 草木의 뿌리와는 그 素質과 生長이 다를 것은 
常識的으로 判斷하여도 알 것이다. 外來의 남의 精神으로 自己가 所重히 하
고 發展 隆昌케 함이 自己가 自己를 도움이요 반드시 行할 急先務이다. 如
何間 國語는 우리의 生命이요 魂임을 自覺하여 모든 것의 根本됨을 알아서 
眞正한 國語를 배워야만 참된 朝鮮 사람의 資格이 있다 할 것이다. 

丁亥(1947년)  燭불임에서 松雲이 씀.338)

   심의린은 해방 이후 발표한 ‘국어에 대한 나의 신념’에서 국어를 민족의 생명
이고 국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국어의 세력이 우리 민족과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의린이 생각하는 참된 조선인의 자격은 국어
의 근본을 알고 진정한 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가 일제 강점기를 관
통하면서 조선어와 조선인의 생명이 담긴 동화를 이야기한 것은 ‘참된 조선 사람
의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린의 조선어관은 주시경(1876-1914)을 시작으로 신명균(1889-1941), 최
현배(1894-1970)에 이어지는 조선어 연구회와 맥을 같이 하는 민족주의적 언
어관이다. 
   주시경이 강조한 국가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다음 글은 심의린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디구샹 륙디가 텬연으로 구획되여 그 구역안에 사  기 인죵이 
그 풍토의 품부 토음에 뎍당 말을 지어쓰고  그 말음의 뎍당 글을 
지어쓰 거시니 이럼으로  나라에 특별 말과 글이 잇 거슨 곳 그 나
라가 이 셰상에 텬연으로 목 쥬국 되 표요 그 말과 그 글을 쓰 인민
은 곳 그 나라에 쇽여  단톄되 표라 그럼으로 남의 나라흘 앗고져 
 쟈ㅣ 그 말과 글을 업시고 제 말과 제 글을 치려며 그 나라흘 
직히고져 쟈 제 말과 제 글을 유지여 발달코져  것은 고금텬하 
사긔에 만히 나타난 바라 그런즉 내 나라 글이 다른 나라만 못다 지라
도 내나라글을 슝상고 잘 곳쳐 죠흔 글이 되게 거시라.(중략) 금이후
로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히 녁이지 말고 힘써 그 범과 리치를 궁구며 
뎐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달어 더 죠코 더 편리 말과 글이 되게  
아니라 우리 왼 나라 사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쥬쟝글노 

338) 심의린, ｢국어에 대한 나의 신념｣, 부중, 1947,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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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샹고 사랑여 쓰기를 라노라.339)

   주시경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제 말과 제 글을 유지하고 발달시켜 내 
나라 글을 숭상하고 잘 고쳐 좋은 글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전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들어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 뿐 아
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와 국문으로 우리나라 근본의 주장하고 숭상하고 사
랑하여 쓰기를 바란다”라고 국어과 국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주시경이 설파
한 국가와 국어의 공존은 국어가 우리의 혼이고 생명이라고 말한 심의린과 동궤
를 이룬다. 또한, 국어를 잘 살리기 위해서 자전, 문법, 독본을 제대로 구성하려
는 의도는 국어 교육의 방안이다. 주시경이 활동하던 당시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
고 근대 국어 교육이 발흥하던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
재가 전무하던 시절에 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시경의 민족주의 언어관을 이어받은 신명균은 한글운동가이면서 민족주의 
운동가였다. 동덕여고보에 재직하면서 조선어학회에 가담하여 적극적 한글 운동
을 펼쳤다. 신명균에 대한 일화에서 신명균이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관술과 신명균 교사는 민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교사와 달랐다. 이관술
과 신명균 선생이 동맹휴학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신명균 교사는 인정스럽
고 감명 깊었다. 조선어 과목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문인의 글을 신명균 선
생이 이효정 자신에 게 등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업하
기도 하였다. 신명균과 이윤재 선생을 존경한다.340) 

   원종찬이 신소년의 사람들로 규정한 신명균, 정열모, 심의린, 이병기, 이호
성은 조선어 교육자이면서 아동문학 잡지에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이 가운데 신
명균은 조선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인이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수업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심의린이 동화를 통해 조선어 교육을 실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시경에서 비롯된 민족주의 언어관은 현장의 국어 교육자
였던 신명균과 심의린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심의린은 주시경과 직접적인 연관
성은 없지만, 신명균과 조선어학회의 교유를 통하여 국어가 국가의 존폐여부를 

339) 주시경,「국어와 국문의 필요」,『서우』2호, 1907, 31-34쪽. 
340) 박용규,「일제시대 한글운동에서의 신명균의 위상」,『민족문학사연구』38, 2008, 

377쪽 ｢필자와 이효정님(96세, 1912년생)과의 대화｣(2008.5.19, 오후 5시 30~6시 
30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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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다는 언어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기에 동화를 통하여 조선의 어린이가 지닌 취미의 욕
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교과서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취적
인 조선의 어린이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선의 옛이야기 속에서 당대 
현실이 처한 문제의식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문학사에서 방정환 중심의 소년운동에서 펼쳐진 동화운동의 계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장에서 조선어 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된 동화운동의 계보를 함
께 살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본고에서 밝힌 심의린의 동화 운동과 그 성과
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문학 및 국어교육과도 깊은 연관을 지니는 역사적인 성취
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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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은 1914년 재동보통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으
로 1950년까지 ‘조선어’ 교육자와 연구자로 평생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
선어와 동화라는 새로운 기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조선어 중심의 동
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간 주목 받지 못했던 심의린의 조선
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의 양상을 밝혀 그의 동화 운동이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심의린의 생애는 1995년 박붕배가『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작성하여 현재까
지 심의린 이력사항의 전범이 되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박붕배와의 인터뷰, 심의
린의 아들 심양택과의 인터뷰, 새로 찾은 호적등본, 학적부, 이력서 등을 첨부하
여 재조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포착하였고 그
의 생애를 업적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족사와 생활사를 덧붙여 심의린의 인간적
인 면모를 담아냈다. 
   새롭게 부각된 심의린의 동화 운동가의 면모는 1923년 새로운 지식 보급에 
앞장 선『신소년』에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12월「눈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눈보라가 아무리 맹렬해도 태양이 뜨면 사라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서 눈보라와 같은 일제의 매서운 탄압도 눈보라를 물리칠 태양과 같은 존재인 
조선 소년이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했다. 1924년 1월「새해노래」
에서 ‘새해’가 밝으면 온갖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소년에게 
새 지식을 공부하여 일취월장 할 것을 노래에 담았다. 아동문학가로서의 출발은 
동화가 아닌 동요로 시작되었다. 
   1924년 3월 전설「완고양반」은 글에만 몰두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운 ‘완고’
한 인물을 통해서 신문물의 수용과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상을 간접적
으로 보여주었다. ‘완고’는 근대 지식 습득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심의린 동화에
서 중요 화두가 되었다.『신소년』이 지향하는 ‘취미’와 ‘실익’을 위해서 ‘완고’한 
인물형은 타파의 대상이었다. 1924년 8월「유복자의 효성」을『신소년』에 발표
했다. 그가 시대적인 문제인 ‘완고’와 함께 관심을 가진 문제는 ‘효’였다. 심의린
이『신소년』에 동요와 동화는 각각 두 편에 불과하지만, 심의린이『조선동화대
집』(1926) 발간 이전부터 아동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품들이다. 
   심의린은 경성사범학교 재직 중『보통학교 조선어 사전』(1925),『조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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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1926),『실연동화』(1928)를 출간하였다. 경성사범학교는 초등교원을 양
성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심의린이 보통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서의 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였고 그 성과물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당대 문맹률은 80%를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학교 수업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도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여 조선어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 했다. 심의린은 당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보통학교 조선어 사
전』을 통해서 어린이가 자학자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심의린은『朝鮮の敎育硏究』와『한글』에 1929년부터 1935년까지『보통학교 
조선어 독본』교안을 실어 학습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조선어학회에 
참여하여 조선어 강습회, 강연회, 잡지 발간, 교과서 등 조선어관련 일에 동참하
였다. 1928년에 이루어진「조선어독본 철자법 개정」심의원회에 조선어 권위자
인 일선 교사로 참석하여 조선어 독본 철자법 개정에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
는 입장을 대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사이에 ‘중등
조선어강좌’를 발표하다 중지당하고, ‘개정 언문 철자법강좌’를 열었다. 또한 당시
에 유행처럼 출판된 한글독본간행에 참여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개정과 조선어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힘썼다. 
   1931년 문맹타파를 위한 좌담회에 심의린은 사범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철자
법 문제, 교원 수양 문제, 계몽독본에 관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토론에서 현실
적인 문맹타파 대안을 제시하였다. 심의린은 1936년 여러 해 동안 연구, 조사, 
정리한 문법자료를 모아『중등학교 조선어문법 전(全)』을 펴내어 문법교과서로
서 널리 영향을 끼쳤으며,『사범교육 조선어대화』도 펴냈다. 또한, 국어교육연구
회 회지『국어교육』창간호에「음성언어의 교육」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발음
지도‧어법지도‧어투지도‧언어용례지도의 중요성을 인격적 언어교육과 관련지어 언
급하였다. 1949년에는『개편 국어문법』(1949)과『국어교육의 기초인 음성언어 
교육』(1949)을 펴냈다. 심의린이 조선어 교육에 바친 삶은 대단히 현장론적 성
격을 지닌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에 용이한 사전과 문법서들을 발간하고 조
선어연구회를 통해서 조선어 강연회, 문맹타파를 위해 애썼다. 조선어에 수많은 
업적들은 동화와 만나 새로운 기획 속에서 통합적으로 재탄생하였다.  
   심의린의 본격적인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조선동화대집』으로 시작
되었다. 교육적 ‘담화재료’『조선동화대집』은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기
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통해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
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의린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와 훈화가 인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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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조선동화대집』에 지혜, 효, 가난 극복, 형제
애, 은혜, 모험과 같은 주제를 통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라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간접 경험
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당대가 요구하는 현
실적 가치를 융통성 없는 ‘완고’한 인물형에 대입하여 흥미롭게 풀어냈다. 심의린
의 대표작인「멸치의 꿈」은 헛된 꿈으로 점철되어 있는 멸치를 통해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조선
동화대집』을 관통하는 가난의 문제는「이오성」에서 저축으로,「부자 되는 법」
에서는 낭비하지 말자는 생활 습관으로,「돌둑겁이」에서는 점책 공부로 문제를  
해결했다. 옛이야기가 복, 운에 결정되는 요소가 많이 있었다면 『조선동화대
집』에서는 근대적 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또한, 
외국동화인 그림동화의 모험 서사를 수용하여 자신이 속한 세상 밖으로 나가 꿈
을 찾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모험과 탐험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 
도전 정신을 깨우쳐 주었다. 
   본고에서 새롭게 발굴한『실연동화』는 실제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
회 등 공개적인 말하기 연습을 위한 교재이다. 당대 어린이들은 고담과 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을 누렸는데 심의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전에 필요한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11편을 묶어서 이야기 방법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책에는 말하기 시간이 표기되어 있어 구연자가 스스로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실연동화』는 심의린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편
찬되었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영향과 함께 일본 실연동화집과
의 관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21년부터 일본 동화 구연 협회에서는 유명
한 구연가들이 직접 구연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실연동화집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기획은 제1집에서 제9집까지 이어지면서 인기를 누렸다. 심의린이『실연동화』
제1집이라고 명명한 것도 이후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
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제1집만이 확인될 뿐이다. 
일본의 실연동화집이 유명한 구연가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것이라면, 조선 유일
의『실연동화』는 심의린이 혼자서 편찬하였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실천적 태도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연동화』의 내용은『조선동화대집』(66편)과 달리 11편밖에 되지 않기 때
문에『조선동화대집』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요소들을 포괄하기보다는 흥미와 
감동에 주안점을 두었다.『조선동화대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바보 이야기
는 한 편도 없고 불변의 가치관인 효, 형제애, 은혜, 신의와 관련된 주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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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어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모험 서사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또한,『조선
동화대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재수록된「멸치의 꿈」을 통해서 실
연할 때 동화의 내용과 표현법들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심의
린이『실연동화』에서 새로운 작품을 많이 반영하고『조선동화대집』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한 바보 이야기를 모두 삭제한 것은『실연동화』에서 혁신적인 동화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모색이었다.「귀 큰 님금」은 옛 이야기이지만 
근대적 직업의식을 담아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발사라는 직업을 선택했
고 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다. 이처럼『실연동화』에
는 심의린이 재해석과 개작을 통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다.『조
선동화대집』에서도 근대적 직업관이 드러났지만,『실연동화』에서는 더 구체적
이고 적극적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다. 또한『실연동화』에는 모험과 탐험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야기가「삼남이의 비행선」으로 흥미
진진하게 표현되었다.『실연동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 현실을 극복하는 어린이의 모험적인 서사가 확장되었
다. 이를 위해서 외국동화인 그림동화를 적극 활용하였지만, 그 활용 방식은 조
선동화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 레코드『조선어독본』에서 학생들의 발음을 직접 지도
하고 자신의 목소리로「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을 녹음하여 당시 조선어 음성
언어의 올바른 실체를 제공하였다. 심의린이 학교 교육의 장에서 대중적인 매체
인 라디오로 활동 영역을 넓혀 청중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의 서사를 차용하고 외국동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자신만의 상상
력으로 동화 창작의 단계까지 나아갔다. 특히 라디오 동화에서는 안데르센의 동
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험 서사를 구축하였다. 심의린의 옛이야기 개작 양
상은『조선동화대집』을 시작으로『실연동화』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라디오 
동화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방정환이 외국동화 번안을 시작으로 아
동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동화와 소년소설을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처럼 심
의린은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사를 수용하여 창작의 단계로 나아갔다. 
그간 심의린은『조선동화대집』에서 조선동화를 집대성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실연동화』와 라디오 동화에서 동화 창작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심의린은 동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얻고 이를 통해서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동화에서 
의성어, 의태어, 순우리말, 수식어를 최대한 사용하여 문예미를 높였다. 또한, 주
인공의 외모 묘사, 특정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조선어의 음성적인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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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이야기의 흥미를 높였다. 심의린은 동화에서 
관용어나 논평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드러냈다. 관용어의 폭을 조선의 속담과 
격언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의 한시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그의 견문이 상당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은 전통적 가치관인 ‘효, 형제애, 권선’ 등 인간이 항구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들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대의 어린
이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을 삽입시켜 ‘완고’ 타파, 신문물 수용, 저축 등 근대적 
가치 개념을 동화에 반영하였다.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에서는 모험을 무릅
쓰고 떠난 아이들의 성공담을 통해서 도전 정식을 일깨우고 있다.「부싯돌」에서 
주인공은 마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자신의 기지로 위험에
서 빠져나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낸다.『조선동화대집』의「네모진 보석」에
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보석을 지닌 주인공이 사치와 교만으로 다른 사람에
게 죽임을 당하는 서사와는 결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심의린이 라디
오 동화에서 주인공이 ‘부싯돌’을 통해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옛이야기에서 한 발 나아가 동화가 추구하는 아동문학의 세계에 다가간 것
을 의미한다. 라디오 동화에서 새로운 서사를 창작해 나가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난한 병사가 인생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
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인생 역정의 이야기는 충분히 어린이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심의린이『조선동화대집』에서 옛이야기 가운데 교육적 ‘담화재료’를 집중적
으로 선택하여 조선어의 특징을 살려 논평을 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였다면,
『실연동화』에서 조선어 말하기 연습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옛이야기와 외국 동화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작하였다. 라디오 동화는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3편밖에 없지만 간략한 대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동화를 창작했다는 점이다. 심의린의 조선
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처음에는 교육적 ‘담화재료’의 집대성으로 시작하였지
만 동화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고의 확장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실천적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 구연 방법의 실질적 체계화, 동화를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의 선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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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퍼진 동화들은 외국 동화의 번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
었다. 방정환의 세계명작동화집『사랑의 선물』이 11쇄를 발행하며 인기를 끌었
고, 조선동화로는 심의린의『조선동화대집』이 4판을 인쇄하면서 어린이와 아동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동화회에서도『사랑의 선물』에 
수록된「한네레의 승천」,「샨드룡의 류리구두」와 같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
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동화집 발간에서도 조선인의 발랄한 민족성을 
담아낸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심의린은 조선동화를 집
대성하여 이야기 종목을 조선화 하였다. 특히 지혜와 모험이 가득한 다양한 동화
들을 소개하여 조선 아동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해결
책을 제시하고 조선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
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
므로 심의린의 동화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이 펴낸 동화집에서 결핍된 지혜와 
어린이 중심의 서사를 확대하였다. 또한, 조선 아동문학가들이 소년운동 중심의 
세계명작동화를 동화 구연의 핵심으로 둘 때,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이 그대로 담
겨있고 조선 아동의 지혜와 힘과 도전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후 심의린의 동화 목록은 현행 전래동화 출판과 교
과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전래동화의 전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의린 동화에 담긴 생활에 유용한 상식과 문장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
는 좋은 재료이지만 이것을 구연하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청중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없다. 구연을 잘 하려면, 
동화의 문장과 표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심의린 동화 문장은 이전의 다른 
동화와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표현해 냈고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고유어
의 사용과 의성어와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렇게 확장된 동화의 문장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구연을 한다면 문장의 아름다움
을 통해서 문예미를 확보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면 청중은 흥미를 잃지 않고 효과
적인 구연을 할 수 있다.  
   심의린이 해방 이후 발표한 ‘국어에 대한 나의 신념’에서 국어를 민족의 생명
이고 국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국어의 세력이 우리 민족과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의린이 생각하는 참된 조선인의 자격은 국어
의 근본을 알고 진정한 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조선어와 조선
인의 생명이 담긴 동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조선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길이었다. 이것이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담긴 기획의도로 이를 통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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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심의린이 평생을 해 온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
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 국어교육사와 한국 아동문학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업적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한국 국어교육사는 단절 혹은 암흑기에 해당했다. 그러나 
심의린의 끊임없이 이어진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일제강점기 한국 국어
교육사의 암흑기를 밝혀줄 등불이다. 통합 국어 교육의 기원을 외국의 이론에서 
가져오기보다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으로 실천적 통합 국어 
교육을 완성한 심의린에 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심의린은 엄밀하게 말하면, 방정환에 필적할만한 동화 
운동가임을 밝혔다. 방정환이 소년운동을 중심으로 동화 운동을 펼쳤다면, 심의
린은 조선어를 중심으로 동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방정환 중심의 아동 문학가들
이 외국의 번안 동화 출판에 집중할 때, 홀로 조선동화에 몰두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아동문학사는 방정환의 소년 운동과 아동 문학가들의 행적만을 기록하였다. 
이제 다른 방면에서 전개된 동화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인물이 심의린이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앞으로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으로 조선인의 사명감을 지키고자 했던 심
의린의 업적을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높게 평가하고 그의 동화 운동의 의의를 다
른 동화 운동과 나란히 서술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와 함께 했던『신소년』의 
주역인 신명균, 이병기, 정열모, 맹주천, 이호성에 주목하여 조선어와 아동문학의 
관계를 밝혀 한국 아동 문학사에 나타난 조선의 동화 운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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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심의린 연보
1894년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강남면(江南面) 출생
1908년 3월 27일 관립 재동 보통학교 졸업
1908년 4월 1일 관립 한성고등학교 예과 입학
1913년 3월 23일 경성 고등 보통학교 본과 졸업
1914년 3월 23일 한성사범학교 졸업
1914년 4월 1일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訓導) 7급.
1914년 4월 1일 재동공립보통학교에서 교직생활 시작
1917년 3월 어의동 공립보통학교에 근무
1919년 경성여자고등학교 근무
1925년 경성사범학교 근무
1937년 지방 관리 양성소 교원 근무
1938년 경성여자사범학교 근무
1943년 경성 화산국민학교 근무 
1946년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근무 
1950년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의원면직
1951년 부산 형무소에서 식중독 사망. 

■ 심의린의 직급과 봉급
연도 학교 직급 봉급

1 1914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7
2 1915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7
3 1916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7
4 1917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 월22
5 1918 어의동 공립보통학교 훈도 월22
6 1920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8
7 1923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6
8 1923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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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 자료 목록
1 은혜 몰으는 호랑이 34 산양의 소원
2 멸치의 꿈 35 갓흔 재조
3 청보자 36 태젼군의 
4 독갑이돈 37 김득선의 후회
5 호랑이를 잡은 도적 38 콩쥐팟쥐
6 당나귀알 39 옹긔장사
7 바보사위 40 완고량반
8 개구리 신선 41 달

9 192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6
10 192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훈도
11 1925 경성사범학교 훈도6
12 1926 경성사범학교 훈도5
13 1927 경성사범학교 훈도5
14 1928 경성사범학교 훈도5
15 1929 경성사범학교 훈도4
16 1930 경성사범학교 훈도4
17 1931 경성사범학교 훈도4 월97
18 1932 경성사범학교 훈도4 월97
19 1933 경성사범학교 훈도4 월97
20 1935 경성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0 종7훈8
21 1936 경성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0 종7훈8
22 1937 지방관리양성소 촉탁강사
23 1938 지방관리양성소 촉탁강사
24 1938 경성여자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5 종7훈8
25 1939 경성여자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5 종7훈8
26 1941 경성여자사범학교 퇴임
27 1943 경성 화산국민학교
28 1945 경성 화산초등학교 퇴임
29 1946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복직
30 1950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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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방망이 은방망이 42 두 개의 구슬
10 이오성 43 혹 달닌 로옹
11 효자의 도움 44 문자 잘 쓰는 남자
12 네모진 보석 45 오리 먹고 알 먹어
13 외쪽의 꾀 46 토끼의 지혜
14 착한 아우 47 말하는 남생이
15 부자 되는 법 48 삼인의 학동
16 곰과 산도야지 49 염소의 환갑잔치
17 오작교 50 두 형의 회개
18 별주부 51  잇는 여호
19 두건 쓴 고양이 52 보의 실언
20 유복자의 효성 53 풀은 구슬과 붉은 구슬
21 장승해몽 54 자리다툼
22 소년군수 55 텬도 어든 효자
23 악독한 범 56 개와 범
24 다람쥐의 보은 57 보의 성공
25 원숭이의 재판 58 군수와 소아
26 바보 모집 59 거즛말 잘 하는 아해
27 돌둑겁이 60 텬치 신랑
28 오성의 독갑이 제어 61 쌍의 보은
29 반 사람 62 술 나오는 구슬
30 놀부와 흥부 63 여호의 변화
31 로부를 내다버린 자 64 세도 재상의 활냥
32 토목공이와 릉고비 65 완고학자님
33 호랑이 모집 66 둑겁이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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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실연동화 제1집 자료 목록

■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교육레코드 자료 
목록

제목 시간
1 톡기의  十分間 7 죄바든 여호 三十五分間
2 金乭의 樂園 二十分間 8 萬吉의 원수 三十五分間
3 正直한 福順이 五分間 9 恩惠갑흔 원숭이 八分間
4 멸치의  二十二分間 10 三男의 飛行船 四十分間
5 友愛를 달은 兄 七分間 11 造化붓흔 그림 二十分間
6 귀큰님금 三十五分間

번
호 제목 시간 학년 번호 제목 시간 학년
1 바른독법과 

틀린 독법 2:55 1학년 13 자장가 3:24 3학년
2 반절 3:23 1학년 14 꽃닢, 점심밥 3:01 3학년
3 아침해 1:32 1학년 15 혹 뗀 이야기 5:27 4학년
4 아버지와아들 1:56 1학년 16 아침바다 3:26 4학년
5 코끼리 1:10 1학년 17 부여 3:06 4학년
6 비 2:23 1학년 18 어부가 3:19 5학년
7 봄 2:46 2학년 19 언문의 제정 3:21 5학년
8 무지개,물방아 3:27 2학년 20 심청 6:02 5학년
9 산울림 3:08 2학년 21 時調五首 2:41 6학년
10 한석봉 3:21 2학년 22 공자와 맹자 2:42 6학년
11 박혁거세 3:35 3학년 23 詩話二篇 2:20 6학년
12 꿈, 달 3:19 3학년 24 途上의 一家 3:30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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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 목록

 

순서 날짜 수록매체 동화제목
1 1927.12.17 동아일보  스루메의 몽(夢)
2 1933.5.19. 매일신보  효동(孝童)  
3 1933.6.14. 매일신보  돌과 두비
4 1933.7.9. 매일신보  이상(異常)한 그림 
5 1933.7.31. 매일신보  부싯돌 
6 1933.8.5. 매일신보  부싯돌 
7 1933.9.9. 매일신보  난장이
8 1933.10.2. 매일신보  게으름뱅이
9 1933.10.25. 매일신보  작난
10 1933.11.18. 매일신보  욕심쟁이 
11 1933.12.28. 매일신보 제목 없고 이름만 수록 
12 1934.1.30. 동아일보  못난이 
13 1934.2.16. 매일신보  물고기 
14 1934.3.9. 매일신보  쟁이 
15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16 1934.4.6. 동아일보  옴둑겁이 
17 1934.4.29. 매일신보  반
18 1934.9.13. 매일신보  다람쥐 
19 1934.10.23. 매일신보  농촌 어린이 시간표 
20 1935.1.28. 매일신보  이상한 보작이 
21 1935.3.1. 매일신보  의조흔 형제 
22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23 1935.5.2. 매일신보  만성(萬成)의 운(運)
24 1935.5.19. 매일신보  복돌이와 첨지
25 1935.7.7. 매일신보  이야기 
26 1935.7.13. 매일신보  완고학자님 
27 1935.8.30. 매일신보  기름장사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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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沈宜麟童话运动研究
-重点探讨通过故事的重构进行朝鲜语文教育的方式-

                                                                      
金璟姬

   沈宜麟（1894-1951）是我国第一部童话集的编者，曾被评价为对童话具有较
大兴趣的国语教育者。但笔者通过新的资料对他的生平进行研究，发现他对朝鲜
语教育和童话注入的热情远远超出我们之前的了解。他应被评价为有目的性地投
入朝鲜语教育和童话研究的童话运动家。
   沈宜麟是朝鲜语教育家和童话运动家。他于1914年到斋洞公立普通学校任教。
此后一直从事教育事业，直到1950年为止。韩日合邦以后，朝鲜语教育被禁止。
而能否守护本民族语言是系国家存亡之大事的关键。为守护本民族语言，他对朝
鲜语教育和童话注入了极大的热情。他写的两首童诗《暴风雪的歌》和《新年的
歌》分别于1923年12月和1924年1月发表在《新少年》上。《新少年》创于1923
年10月，是各普通学校的教师执笔编写的、以趣味和实际效益为目的的刊物。他
在1924年3月又发表了《传说中的顽固两班》，于1924年8月发表了《遗腹子的孝
心》。他的儿童文学活动，起初是在少儿刊物上发表童诗，之后转到了传说与童
话研究，进而转化为童话运动。 
   沈宜麟在《新少年》发表传说与童话后，朝鲜总督府刊行了《朝鲜童话集》
(1925)。于是他又出版了宣扬朝鲜人乐观、进取精神的《朝鲜童话大集》。当
时，朝鲜总督府的童话集和朝鲜儿童文学家的《外国名作童话集》在童话出版市
场占主流地位。《朝鲜童话大集》出版后引起了很大的反响。它的出版量在当时
出版的童话当中排第一。这一童话集通过"符合实际生活内容的思想与感情、具有
常识性的故事"给朝鲜的小朋友指明了未来的道路。沈宜麟对朝鲜的故事进行重
构，并把它编成童话集，这与当时的朝鲜无法进行完整的朝鲜语教育的情况有密
切关系。韩日合并后，朝鲜语的授课时间减少，学校进而禁止使用朝鲜语｡在这种
情况下，让朝鲜的孩子学习朝鲜人的思想和感情的最佳方法是让他们听朝鲜人的
故事。因为这些故事带有朝鲜人的生活气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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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根据挑战和实验精神，沈宜麟进而出版了《话方練习实演童话第一集》(192
8)。从20世纪20年代起，“童话会”在天道教少年会成员方定焕等人的参与下开
始繁荣。沈宜麟从“朝鲜语话方时间”、“学艺会”、“童话会”等实际演出过
的作品中选了11篇最有人气的作品，编成了童话集。当时的学生虽然参与童话说
书，但在选择作品与表演方面经历了不少困难。沈宜麟编的教材可以有效帮助学
生掌握具体演出方法和选作品的依据。
   沈宜麟并没有停留在出版演出材料的出版上，而是把眼光转移到了当时最先进
的近代媒体-收音机和留声机上。沈宜麟得用1927年2月16日开设的京城广播，从
12开始参与收音机童话说书节目。他长期在收音机里讲童话，是想用声音来传达
童话的魅力。
   沈宜麟具教育实践方案体现在朝鲜语唱片《朝鲜语读本》的第一节《正确的读
法与错误的读法》上。他鼓励人们学习标准朝鲜语，以便正确发出朝鲜语的音，
更好得与他人进行沟通。留生机的唱片通过孩子的声音，传达出实际语言的语调
和声音、长短、高低等很难用文字说明的信息，可谓是很好的实际教育方法。收
音机和留声机虽然是高价的家电，因当时的朝鲜小孩子可以在学校和图书馆，或
者通过“听聚会”等公开聚会接触并收听这些内容。
   沈宜麟没有停留在出版童话的阶段，而是把它扩展到收音机、留声机等媒体。
这是因为他正确把握了当时朝鲜儿童的兴趣和需要。而在此过程，新媒体的发现
和介入使故事的内容和形式发生了变化。沈宜麟从《谈话材料》和《朝鲜童话大
集》选出以往的童话集不太重视的傻子和顽固人物的故事并进行加工，使其符合
当时的价值观。为了更形象地表现贫穷与贪婪的问题，他积极使用了固有语、象
征语和惯用语。通过矛盾的发展和解决，孩子们从中体会到了真实的情感并受到
了思想的熏陶。
   《话方练习实演童话第一集》是受朝鲜故事文化和日本实演童话集的影响而编
的。为了在朝鲜的童话会和朝鲜语会话课、学艺会等正式场合讲述童话，必须选
好童话并研究出有效吸引听众的方法。从20世纪20年代起，日本就以《童话协
会》为中心，持续出版供实际演出的童话集，为童话的口述提供了多种素材。沈
宜麟在朝鲜的儿童文化和日本的影响下，出版《话方练习实演童话第一集》并计
划陆续出版续集。但第二集是否存在，现还不得而知。沈宜麟通过个人的努力选
择供实际演出的资料，并提出具体的演出方法，这在当代讲书文化史上可以说是
具有跨时代意义的举措。《海蜒的梦》是唯一同时收在《话方练习实演童话第一
集》和《谈话材料朝鲜童话大集》里的作品，展示了海蜒挑战虚妄世界的过程和
失败的经历。它是沈宜麟重构的故事中的精华，收在《传来童话全集》和语文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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材上，至今享有很大声誉。
   沈宜麟重构的主要是朝鲜的故事，但也改造了部分外国童话，用以表现朝鲜的
故事无法表现的主题。《谈话材料》、《朝鲜童话大集》把格林兄弟(The 
Brothers Grimm)的《青蛙神仙》《猎手的心愿》、《一样的才能》改写成《青
蛙王子》、《渔夫和他的妻子》、《聪明的四个兄弟》。《话方練习实演童话第
一集》把格林兄弟的《黄金鹅》和《怪物Griffon》进行适当的组合，创出长篇
童话《三男的飞行船》，表现了朝鲜儿童的积极形象。在收音机里又两次播放安
图生（Andersen）的名作《打火匣》，给孩子们听一个平凡的主人公与世界对
抗并取得胜利的做事。
   沈宜麟通过实践告诉人们，故事并不是死的。它是一个活的文化，与当代生活
密切相沟通。正是这一点使得他成为一个童话运动家。他在学校接触和教育孩
子，通过自己的亲身体会，安静而有力地推进朝鲜语教育和普及童话。沈宜麟对
朝鲜的故事进行重构，鞭挞不顾世界变化、只会坚持自己意见的顽固人物，展示
小孩成为主人公并与苦难相抗衡的过程，对过挑战广阔世界的故事，使孩子们掌
握解决现实难题的间接经验。
   在日帝强占期，当具有少年运动倾向的儿童文学家集中精力出版外国童话集
时，沈宜麟把朝鲜的故事编写成适合小朋友口味的童话。为了在演出时持续吸引
听众的注意力，在发声、动作、故事内容等方面提出的具体的意见，并使它具有
一定体系。
   沈宜麟对朝鲜语教育和童话的贡献使他在韩国儿童文学史和韩国国语教育史上
占有很重要的地位。在韩国国语教育史，日帝强占期被评介为断裂期、黑暗期。
而沈宜麟在进行语法教育和创作、讲述童话时使有俗语、时调和四字成语，使得
朝鲜语教育和童话表演自然相连接，使它们具有一贯的教育效果。这种实践来自
他的信念。沈宜麟认为语言和文学是一体，文学是语言教育最好的材料。沈宜麟
具备了跨越时代的眼光，从多个角度实践了语言和文学的统合教育，是一个具有
开创意义的教育家。
   对沈宜麟在韩国儿童文学史和韩国国语敎育史取得的成就和他所倾注的心血，
我们应给予充分的肯定和积极的评价。

关键词：朝鲜语、童话运动、口演童话、故事、会话敎材、朝鲜童话大集、实演
童话、广播童话、韩国语文学统合敎育。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박사학위논문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김 경 희



- i -

국문초록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은『조선동화대집』(1926)의 편찬자로 
동화에 관심을 가진 국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새로운 자료로 조망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조선어와 동화에 매진
한 동화 운동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의린의 주요 활동은 조선어 교육과 동화 운동이다. 1914년 재동공립보통학
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으로 1950년까지 줄곧 학교 교육에 몸담았다. 한일합방 
이후 조선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민
족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조선어와 동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1923년 10월 
취미와 실익을 목적으로 각 보통학교 선생의 집필로 탄생한『신소년』에 1923년 
12월「눈보라의 노래」를 시작으로 1924년 1월「새해노래」라는 동시를 발표했
다. 1924년 3월 전설「완고양반」이후 1924년 8월 동화「유복자의 효성」를 게
재했다. 어린이 잡지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그의 아동문학 활동은 전설과 
동화로 옮겨갔고 이후 본격적인 동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심의린은『신소년』에 전설과 동화를 발표하던 즈음에 조선총독부에서『조선
동화집』(1925)이 발간되는 것을 보고, 조선인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조선동화대집』을 출판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동화집과 조선 아동 문
학가들의 외국명작동화집 발간이 주류를 이루는 출판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에 나온 조선동화집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내용을 확보하고, ‘실제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기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선의 
어린이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심의린이 외국의 이야
기가 아닌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동화집으로 편찬한 것은 조선어 교육
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과 관계가 깊다. 조선어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조선의 어린이에게 조선의 사상과 감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조선인의 삶이 녹아있는 옛이야기를 즐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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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은 이에 그치지 않고『실연동화』(1928)
로 이어졌다. 1920년대부터 ‘동화회’는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정
환과 많은 아동 문학가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번창했다. 심의린은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에서 실제로 실연된 작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을 
뽑아서『실연동화』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취미생활로 동화 구연을 즐겼지만 
작품 선정과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실제 실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감동을 주는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였다. 
   심의린은 말하기 재료의 출판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근대 미디어인 
라디오와 유성기에 눈을 돌렸다. 심의린은 1927년 2월 16일 개국된 경성방송국
을 통해서 12월부터 라디오 동화 방송에 참여하였다. 그가 지속적으로 라디오에
서 동화를 구연한 것은 이야기의 생생함을 소리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
이었다. 
   심의린의 실천적 교육 방안은 조선어 교육 레코드인『조선어독본』제1번 트
랙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에서 드러난다. 조선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의사소
통의 편리함을 위해 표준어 습득을 독려하였다. 유성기 음반은 실제 언어의 어조
와 억양, 발음, 장단, 고저 등 문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린이의 음성으로 
들려주어, 실제적 조선어 교육을 실천하였다. 라디오나 유성기가 고가의 제품이
라서 당대 조선 어린이들이 근대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어린이들은 학교,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와 청취회라는 공개적 모임을 통
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었다. 
   심의린이 동화의 출판에 머물지 않고 라디오와 유성기까지 매체를 확장한 것
은 당대 조선 어린이의 취미와 흥미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
운 미디어의 발견과 활용은 옛이야기의 변용을 가져왔다. 심의린은『조선동화대
집』에서 기존의 동화집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바보와 완고한 인물에 대한 옛이
야기를 당대 가치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가난과 탐욕의 문제를 핍진하게 표현
하기 위해서 고유어와 상징어, 관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갈등 양
상 전개를 통하여 어린이는 동화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상과 감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실연동화』는 조선의 이야기 문화와 일본 실연동화집 편찬의 영향으로 형성
되었다. 조선 내부의 동화회와 말하기 수업, 학예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화 실연을 위해서는 청중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동화 선택이 필수적
이다. 1920년대부터 일본은 동화협회를 중심으로 유명 구연가의 작품을 실연동
화집에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였다. 심의린은 조선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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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일본의 영향으로 야심차게『실연동화』를 출판하고 연속 간행을 목표로 
하였지만 2집의 존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 실연에 필요
한 흥미로운 재료들을 선별하고 실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당대 구연문화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동화대집』과『실연동
화』에 유일하게 공통된 작품인「멸치의 꿈」은 헛된 꿈으로 점철되어 있는 멸
치를 통해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방
향을 제시하였다.「멸치의 꿈」은 심의린이 재구성한 옛이야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현대 출판되는 전래동화전집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지만, 간혹 외국동화의 서사를 적극
적으로 개작하여 조선적인 이야기만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주제의식을 표출하기
도 하였다.『조선동화대집』에서는 그림형제의 ｢개구리 신선｣, ｢사냥꾼의 소원｣, 
｢똑같은 재주｣를 ｢개구리 왕자｣, ｢어부와 그의 아내｣, ｢재주가 좋은 네 형제｣로 
개작하였다.『실연동화』은 그림형제의「황금거위」와「괴물 그리핀」을 재구성
하여「삼남의 비행선」으로 승화시켜 조선 어린이의 진취적인 양상을 장편으로 
보여주었다. 라디오에서는 안데르센의 명작「부싯깃 통」을 2회 방송하여 볼품없
는 주인공이 세상과 맞서 대결해 승리하는 과정을 들려주었다.  
   심의린은 옛이야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와 소통하고 있다
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동화 운동가였다. 그는 학교 교육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
하며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을 조용하면서도 힘 
있게 펼쳐나갔다. 심의린은 살아있는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세상의 변화
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을 고집하는 완고한 인물의 허상을 꼬집고, 어
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고난과 맞서 싸우며,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었다. 
   일제강점기 소년운동 중심의 아동 문학가들이 외국동화집 출판에 주력할 때,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어린이의 흥미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또한, 구연에 
있어서 청중의 시선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발성, 동작, 이야기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한국아동문학사 뿐만 아니라 한국국
어교육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자못 크다. 한국국어교육사에서 일제강점기는 단
절기, 암흑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심의린이 문법 교육에 속담, 시조, 사자성어를 
자주 사용하고, 동화 안에 속담이나 사자성어, 관용어 등을 많이 활용한 것은 조
선어와 동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연계되면서 일관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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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지향한 부분이다. 이는 동화가 조선어 교육을 위한 최고의 자료라고 하는 
그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앞선 안목을 바탕으로 조선어와 동
화의 통합 교육을 다각적으로 실행한 선구적 교육자가 바로 심의린 이었다고 평
가할 만하다. 
   이제, 한국아동문학사와 한국국어교육사에서 심의린이 이루어낸 조선어와 동
화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적 노력을 주목해야 할 때가 되었다. 

주요어: 조선어, 동화운동, 구연동화, 옛이야기, 말하기 교재, 
        조선동화대집, 실연동화, 라디오 동화, 한국어문학통합교육

                   



- v -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사 검토 ······························································································ 3
   1.3. 연구 대상과 방법 ···················································································· 7

2. 심의린의 생애와 활동 ········································································ 19
   2.1. 새 자료로 보는 생애 ············································································ 19
   2.2. ‘조선어’ 교육에 바친 삶 ······································································ 25
   2.3. 동화 운동가의 면모 ·············································································· 37

3.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 과정 ························································ 47
   3.1. 조선어교육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편찬 ·································· 47
   3.2. 조선어 말하기 연습을 위한 실연동화 제작 ································ 72
   3.3. 근대 미디어를 통한 조선어교육 및 동화 운동 ······························ 96

4. 심의린 동화의 어문학 통합 교육 지향성 ···································· 127
   4.1. 언어적·담화적 측면 ············································································ 127
      4.1.1. 풍부하고 정확한 조선어담화의 추구 ···································· 127
      4.1.2. 조선어의 묘미를 살린 표현의 확장 ······································ 147
      4.1.3. 관용어와 논평을 통한 의사전달력 강화 ······························ 154



- vi -

   4.2. 문학적·주제적 측면 ············································································ 163
      4.2.1. 당대적 가치관의 강조 ······························································ 163
      4.2.2.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 ···················································· 184
      4.2.3. 모험 서사를 통한 도전 정신 부각 ········································ 194
                            

5.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심의린 동화 운동의 의의 ························ 213
   5.1.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 ······································································ 213
   5.2. 구연 방법의 체계화 ·········································································· 223
   5.3. 동화를 통한 한국어문학 통합 교육의 선구 ·································· 234

6. 결론 ···································································································· 245

[참고문헌] ····························································································· 252
[부록] ····································································································· 259
中文摘要 ································································································· 264
                                  



- 1 -

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의 동화 운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전개과정 및 특징을 새롭게 검토하고 그의 동화 운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조선어 교육과 동화 운
동을 결합시킨 그의 활동이 어떻게 동시대 여타 아동문학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동화 교육의 영역을 개척해 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심의린은 ‘조선어’1) 교육자로 1914년부터 1950년까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
다. 조선어학자 겸 조선어교육자로서 심의린의 위상은 그가 1925년에 저술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 2005년에 복간2)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아동문학사에
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또한 이에 못지않다. 그간 간접적으로 알려졌던 조선동
화대집(朝鮮童話大集)(1926) 원전이 2008년 학계에 공개되면서 심의린에게 주
어졌던 한국인 최초의 조선 전래동화집 편찬자라는 수식어가 뚜렷한 실체를 얻
게 되었다. 하지만 국어학계나 국문학계에서 그의 생애와 활동내역에 대한 종합
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을 둘러싼 논
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심의린의 생애와 동화 운동의 진행과정, 그리고 그의 동화가 보여
준 특성과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조선동화대집 외에 필자가 새로 발굴한 실연동화(實演童話)와 라디오 동화 
활동에 이르기까지 제반 자료를 총괄적으로 살핌으로써 그의 동화운동가적 면모
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특히 심의린이 방정환과 같은 여타 아동문학가
와 달리 교육현장에서 조선어를 가르친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의 동화운동에는 
교육적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심의린을 

1)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이르던 말로 일본어가 ‘국어’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조선어’는 
하나의 지방어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본고에서 역사적 맥락을 지닌 ‘조선어’를 사용하
는 것은 ‘한국어’로는 당시언어 상황과 맥락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어’에 해당하는 언어는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조선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어’와 
‘한국어’, ‘국어’라는 용어를 상황 맥락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다. 

2)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태학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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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육현장 속에서 펼쳐진 초기 동화운동의 양상과 특징이 밝혀진다면 그를 
통해 한국 근대 아동문학사의 계보와 맥락이 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
다.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심의린의 생애를 새로운 자료를 통해
서 재구성하여 그의 조선어교육자와 동화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밝힐 것이다. 그
간 심의린의 생애와 활동 내역은 본격적으로 조명된 적이 없는데, 본고에서는 가
족에 대한 인터뷰 자료와 각종 실증 자료를 추가하여 비극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 생애를 재정리할 것이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조선어교육자적 면모와 동화
운동가의 면모 등 두 측면이 두드러진다. 본고에서는 그가 펴낸 각종 저술과 교
육 활동, 그리고 문예 활동까지를 총괄적으로 다루어 그가 조선어학자 및 교육자
로서 수행한 역할을 조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조선어교육자로 활동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 동화 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과 과정, 활동 내역을 살필 것이다. 이
를 통해 근대 초기에 활동한 열성적이고 독보적인 토종 조선어교육자 겸 동화운
동가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피고 심의린 동화의 정체성과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그간 한국아동문학사에서 동화 운동은 방정환과 색동회의 아동 
문학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서술되었다. 그들이 근대 초기 아동문학의 유일한 
주류였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의 아동문학 운동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주목할 것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
던 동화 운동이다. 학교 교육은 어린이들을 지적·정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화가 담당한 구실이 적지 않았다. 학
교 교육에서 동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동화를 통한 조선어교육 실
천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심의린이었다. 그는 교육자로 활동하던 초기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동화를 통한 교육활동에 헌신해 왔다. 본고에서는 그 활동 과
정을 단계별로 살펴본 뒤 심의린 동화의 교육적 성격을 언어적·담화적 측면과 문
학적·주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심의린의 동화운동으로 주목돼온 자료는 조선동화대집(1926)이었는
데, 본고에서는 필자가 발굴한 실연동화(1928)를 통해 그의 동화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그 본래적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
로 살필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저작이 ‘담화 교육’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는 사실이다. 1926년에 발간된 조선동화대집 표제 앞에 작은 글씨로 ‘담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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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談話材料)’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는 조선어 담화를 위한 재료로 이 동화집을 
편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이다. 1928년 실연동화의 표제 앞에 거의 
같은 크기로 ‘화방연습(話方演習)’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 책이 말하기[화방] 
연습을 위한 동화 교재였음을 잘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책에 실
린 동화 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드러낼 것이다. 조선어 담화 교
육을 위해 그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레코드 녹음 지도 및 라디오 동화 활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검토 대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셋째, 심의린 동화 운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려고 한
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조선어교육에서 시작되어 조선어교육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의 교육적 동화 운동은 단지 수업시간의 조선어
문학 교육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동화집을 편찬하여 학생들이 일상적인 담화 
공간에서 동화 구연을 취미로 가지도록 했으며 학예회와 같은 특별한 교육 활동 
공간에서 동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레코드·라디오와 같은 근대 미디
어를 통해서 바른 말과 바른 정신을 담은 조선어 동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했다. 
심의린에게 동화는 조선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어
린이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매체였다. 조선어와 동화를 
별개로 보지 않고 동화를 통해서 조선어를 통합하고자 했던 심의린의 시각은 한
국어문학 통합 교육에 있어서 선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동
화가 지니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 또한 소중한 것이다. 
그의 동화 운동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한국아동문학의 장이 확산되고 한국어문학
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의의를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근대 아동문학
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1.2. 연구사 검토 
  
   심의린은 문학 전문가라기보다는 조선어학자나 조선어교육자로서 한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교육을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어독본 교안
을 작성하여 지도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는 조선어학회의 일원으로 학회가 지향
하는 가치에 동참하였다. 또한, 조선어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조선어강습회
를 열었으며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참여하는 등 조선
어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조선어 철자법에 대한 논의나 문맹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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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좌담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어학 분야에서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최초의 조선어사전인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이 2005년에 복간되어 소개되어3) 조선어교육자로
서 그가 행한 역할이 새롭게 조명된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문학 분야에서 심의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동화대집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손동인은 “1926년에 심의린이『조선동화대집』, 1940년에 박영만이『조
선전래동화집』을 발행했는데, 조선총독부편『조선동화집』(1924)과 더불어, 이 
시대의 ‘삼대전래동화집’이며, 오늘날 간행되는 각종 전래동화집의 원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전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의 구분 없이, 모두『동화집』
이라 했는데 박영만이 비로소 구분하여『전래동화집』이라 한 데는 주목할 만하
다.”4)라고 하였다. 손동인이 ‘삼대전래동화집’을 명명한 이후, 세 권의 책은 일제
강점기 조선을 대표하는 동화집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백민정5)과 서영미6)는 손
동인의 삼대전래동화집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1990년 손동인이 ‘삼대전래동화집’이라 규정한 이후, 2009년이 되어서 세 권
의 책이 학계에 공개되었다. 25년간 ‘삼대전래동화집’은 조선을 대표하는 전래동
화집의 위상을 고수하고 있다. 정인섭의『온돌야화』(1927)와 손진태의『조선민
담집』(1930)은 논의의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의
『일본동화집』「조선부」(1924),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조선동화집』
(1926), 한충의『조선동화 우리동무』(1927)도 책 제목에서 ‘동화’를 내걸었지
만 ‘삼대전래동화집’에 속하지 못했다. 이제, ‘삼대전래동화집’이라는 틀을 비판적
으로 수용하고 근대에 형성된 동화집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 편찬자인 심의린의 
동화 세계를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권혁래는 조선동화대집을 구비문학사적 관점에서 “1920년대 구비문학 연구
사의 공백을 메꾸는 데 꼭 필요한 자료집”으로 평가하고 “개성적인 민담의 동화
화 방식 등은 1920년대 전래동화 및 민담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데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7)『구비문학개설』에서 조선동화대집은 “민담 수

3) 박형익,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의 분석｣, 한국사전학2, 2003.
4) 손동인,「한국전래동화사연구」,『한국아동문학연구』창간호, 1990, 26쪽. 
5) 백민정,「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 연구」,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6) 서영미,「북한 구전동화의 정착과 변화양상 연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

문, 2014.
7)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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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역사에서 갑오경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담집 또는 동화집으로 출간된 서
적 중에서 최고(最古)의 자리를 차지”8)하고 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구
비문학개설』을 좀더 들여다보면, “한국 최초의 민담집은 앨런의 Korean 
tale(1889)9)이다. 이후 심의린의『조선동화대집』(1926)10)은 외국인이 아닌 한
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민담집11)이며 손진태의『조선민담집』(1930)이 
한국 민담의 집대성12)”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외국인이 발간한 최초
의 조선 민담집 이후,  조선인이 엮은 민담집이 나오기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시
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옛이야기가 변용되어 지속적으로 
출판13)되었지만,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

2009, 119-120쪽. (권혁래는 심의린의 전래동화 채록 방식이 구비설화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저본으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 민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하였다. 
조선동화대집의 내용과 구비문학 채록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구비문학적 채록은 구
연자가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다. 채록자나 편찬자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조선동화대집은 심의린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러한 정황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박영만이 서문에
서 ‘원화에 충실하려고 하였다.’라고 한 것을 토대로 이후의 아동문학 연구자들은 박영
만의 조선전래동화집 역시 구비 채록에 의한 자료집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재고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구비 채록 방식과 이 시기에 발간
된 동화집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8)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한글개정판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78-85쪽.
9) 위의 책, 79쪽. (그러나 외국인이 조선을 여행하고 쓴 여행담에 수록되기 시작한 민담

을 고려해 보면, 조선의 민담이 외국인의 시선에 포착되어 출판이 된 것은 더 이른 시
기로 보인다.)  

10)『구비문학개설』에서『조선동화대집』이 당시까지 출판된 민담집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루비활자(한자 옆에 음을 단 작은 문자)를 사용하여 총 92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가 2008년 『조선동화대집』을 공개
하기 전까지 실제 편수가 책마다 달랐다.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66편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바보모집이 개별 작품을 10편, 호랑이 모집이 개별 작품을 9편 소개하고 있어 
이들을 각각 한 편으로 인정하더라도 모두 83편이다. 숫자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역시 민담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 동화
집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화’ 개념이 아닌 이야기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방정환이 동화를 ‘아동을 위한 설화’라고 통칭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12) 장덕순 외, 79쪽. 손진태의 『조선민담집』보다 정인섭이『온돌야화』(1927)를 먼저 
발간하였다. 손진태의『조선민담집』을 어떤 관점에서 최초의 민담집으로 보는지에 대
한 자세한 시각이 요구되며, 정인섭의『온돌야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임석
재는『한국구전설화』전12권의 내용을 1927년부터 1938년 사이에 채집하여 1987년부
터 출판하였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의 경우 채록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속해 있
지만 현대에 출판되어 일제강점기 구전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처럼 앨런의 민담집과 심의린의『조선동화대집』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조선
이야기가 있다. 

13) 조희웅(「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한국설화론(1)」,『語文學論叢』24, 2005.)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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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 시기의 자료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조선동화대집』을 거론했지만, 그 실물이 공개된 것은 
2008년이다. 이후 이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
했다. 필자 역시 2008년에 조선동화대집의 체재와 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심
의린이 조선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 책을 편찬했음
을 밝히고, 특히 바보 이야기와 현실적 소재의 이야기가 집중된 점을 이 동화집
의 특징으로 든 바 있다.14) 신원기는 조선동화대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써 왔는데, 주된 관심은 그의 동화가 지니는 문학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15)그러나 문학 교육의 가치에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 자료의 
선택 및 해석에서 전체적 특징을 폭넓고 균형 있게 보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필자가 발굴한 심의린의 실연동화(1928)가 보완됨으로써16) 심의린 동화 
운동에 대한 연구 방향이 보다 선명해질 수 있게 되었다. 조선동화대집과 실
연동화를 통시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심의린이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선정
하여 재구성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실연동화는 심의린 연구의 중

국 설화학의 계보를 만들기 위해 서구어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개
(1986, 1988)하고 일본어로 쓰인 한국설화에 대해 1910년대 이전과 1910-1919자료
를 정리하여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홍우(「일제강점기 재담집 연구」, 서울대 국
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국내인에 의한 최초
의 민담집 출판이라는 논의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1910년대부터 
출판된 국내인에 의한 다양한 재담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앨런의 조선 이야기 출
판 이후에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한 이야기문학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4) 김경희,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회 41, 2008. 
15) 신원기, ｢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의 내용과 문학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38, 2008.; 신원기, ｢번안동화(설화)의 문학 교육적 지향성 고찰 :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2, 
2010.; 신원기,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 교육적 가치 : 우리말 최초의 설화
집 조선동화대집(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5, 2011.

16) 김광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심의린의 이력(履歷)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롭게 
발굴한 실연동화(1928)을 매개로 삼아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을 조선어 말
하기 교재로 인식하는 논의를 개진하였다. 김광식은 선행연구들이 조선어교사로서의 
심의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조선총독부 편 조선동화집(1924)과의 차별성을 강조
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김광식의 논의처럼 지금까지의 연구가 두 자료의 
차이점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조선동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조선총독
부와 조선인 편찬자의 서술태도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
의린에 대한 ‘조선어’교사로서의 역할이 간과된 적은 없었다. 그의 동화가 ‘조선어’에 
대한 관심과 아동에 대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 때문이다. 김광식이 심의린의 동화집을 말하기 교재로 인식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 성과에 담긴 의미들을 꼼꼼하게 짚어내지 않았고, 이 자료들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조선어 교육에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김광식의 자료는 낙장본으로『실연동화』의 온전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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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새롭게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에 대한 구체
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심의린의『조선동화
대집』은 조선을 대표하는 ‘삼대전래동화집’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우리나라 최초
의 민담집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은『조선동화대집』에 대한 표면
적인 연구 성과일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교육자로 알려진 심의린만의 동
화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당대의 여타 아동문학가와 어깨를 견줄만한 가
치를 찾아내고자 한다.    
   심의린의 동화 세계는 조선어 교육과의 관련성에서 조망할 필요성이 있다. 심
의린의초기 연구에서『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조선동화대집』(1926)은 
개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조선어와 동화라는 하나의 기획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구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다. 
   최근 원종찬은 신소년과 조선어학회를 다루면서 언어와 아동문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아동문학과 한글
운동이 어떻게 관계했고 무엇을 지향했는지에 대한 폭넓고 균형적인 시야의 연
구가 절실하다”17)라고 화두를 던졌다.『신소년』의 필자들이 조선어학회와 한성
사범졸업생들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아동문학과 조선어
교육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종찬은 심의린을『신소년』의 사
람들로 규정하였다. 심의린은 한성사범졸업생이었고, 신소년을 통해서 아동문
학을 시작했으며, 조선어학회에 가담하여 한글 운동과 계몽 운동에 적극 참여하
였고, 40여 년을 조선어 교육에 몸담았다. 이런 사실은 심의린을 축으로 아동문
학과 조선어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심
의린을 조선어와 동화의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과 방법  
   본고는 심의린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이 어떻게 전개
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규명하기 위해서 심의린의 생애와 당대 사회·문화
적 맥락들을 연결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심의린이 편찬한 동화집과 레코
드, 라디오 동화들의 당대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대 조선이 요구하는 동화의 방향성은 방정환
의 글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7) 원종찬, ｢ 신소년과 조선어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5, 2014,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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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서 동화집이라고 발간된 것은 韓錫源 씨의「눈꼿」과 吳天錫 씨의
「금방울」과 拙譯「사랑의 선물」이 잇슬 뿐이다. 그리고 그 밧게 동화에 
붓을 댄 이로 上海의 朱耀變 씨가 잇다. 동화를 연구하고 또 창작하는 동지
가 좀더 늘어주기를 간절히 나는 바라고 잇다.(중략)아즉 우리에게 동화집 
몃 권이나 또 동화가 잡지에 게재된대야 대개 외국동화의 譯 뿐이고 우리 
동화로의 창작이 보이지 안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나, 그러타고 낙심할 것
은 업는 것이다. 다른 문학과 가티 동화도 한 때의 수입기는 필연으로 잇슬 
것이고 또 처음으로 괭이(鍬)를 잡은 우리는 아즉 창작에 급급하는 이보다
도 일면으로는 우리의 古來童話를 캐여내고 일면으로는 외국동화를 수입하
야 동화의 세상을 넓혀가고 재료를 풍부하게 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갓기도 하다. 

 외국동화의 수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우리 동화의 무대의 기
초가 될 古來童話의 발굴이 아모 것보다도 難事이다. 이야말로 실로 難中의 
難事이다. 

세계동화문학계의 重寶라고 하는 독일의 그리므 동화집은 그리므 형제가 
50여 년이나 長歲月을 두고 지방 지방을 다니며 고생 고생으로 모은 것이라 
한다. 일본서는 明治 때에 文部省에서 일본 고유의 동화를 纂集하기 위하야 
전국 各 府縣 당국으로 하여곰 각기 관내의 각 소학교에 명하야 그 지방 그 
지방의 과거 及 현재에 구전하는 동화를 모으려 하엿스나 성공을 못하엿고 
近年에 또 俚謠와 동화를 모집하려다가 政府의 豫算삭감으로 인하야 또 못 
니루엇다 한다.18)

   방정환이「새로 開拓되는「童話」에 關하야-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이에
게」라는 글을 통해서 ‘고래동화’ 현상 모집을 실시하고, 당선작을 발표하였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방정환은 이렇다 할 동화가 없는 조선의 현실에서 우리 동화 
무대의 기초가 될 ‘고래동화’를 먼저 발굴하고, 외국동화를 수입하여 동화의 세상
을 넓혀가고 재료를 풍부하게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정환도 동화의 기반으로 조
선의 ‘고래동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동화의 
번안 작품을 더 많이 남겼다. 방정환이 제시한 동화의 방향성은 자신의 실천 방
향이면서 동시에 당대 아동문학 담당자들에 대한 선포이다. 방정환이 지향하는 
고래동화의 발굴과 외국동화의 수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인물이 바로 심의린이
라고 할 수 있다. 방정환은 ‘고래동화’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전국에 흩어진 옛이
야기 공모에 참여하였지만 당선작을 몇 회 발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

18) 방정환,「새로 開拓되는「童話」에 關하야, 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 이에게」,『개
벽』31호, 1923.1.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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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조선의 현실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이 출판되
고 외국 번안 동화집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때, 심의린은 최초의 우리말 
동화집인 조선동화대집을 발표했다.『조선동화대집』은 조선 내·외부에서 일어
난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수용한 결과물인 셈이다. 그러므로『조선동화
대집』은 개인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각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맥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온전하게 처음 소개되는 실연동화는 당대 구연문화와 일본 실연
동화와의 영향 관계 아래에서 심의린의 야심찬 기획으로 이루어졌다. 심의린은 
어린이가 직접 ‘조선어 화방’시간,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필요
한 말하기 연습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직접 실천했다. 신동흔은 “동화를 비롯한 
어린이 문학은 옛 시절의 구비문학이 본래 지니고 있던 바 구술적 성격을 대폭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독서’로부터 ‘구연’으로의 방향전환 내지 확장이 
필요하다”19)고 주장하였다. 일제강점기 ‘동화회’의 번성은 구비문학의 구술성이 
동화 향유 방식에서 그대로 전승된 사례이다. 하지만 ‘동화회’의 실상이 내용보다
는 프로그램 목록에 한정되어 있어 구술성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당대 동화 구연의 서사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실연동화』이다.『실연동화』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연 방법과 내용을 통해서 옛이야기의 구술성과 동화의 구술성을 탐색하는 좋
은 방안이 될 것이다. 
   심의린이 새로운 매체로 이동하여 레코드와 라디오에 참여한 것은 당대 어린
이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근대 새로운 미디어에 수용된 옛이야기는 이전의 
출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음반은 심의린과 정인섭이 함께 참
여한 교육용『조선어독본』이다.『조선어독본』레코드 1번 트랙 ｢바른 독법과 틀
린 독법｣이 있어 심의린의 교육방법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라디오 동
화는 음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심의린의 경우, 대본이 3편 전해진다. 이들 
근대 미디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음성으로 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930년
대 음성언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수호는 “뉴미디어가 도입되면, 옛 매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맥루한은 
‘끊김’을 내세웠는데 피네간은 소위 ‘대경계론’을 부정하면서 기록성과 구술성이 
오히려 연속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해서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면 기존 
매체가 죽을 거라고 믿는 학자는 거의 없다20)”라고 하였다. 이는 근대 새롭게 등
19) 신동흔,「어린이의 삶과 구비문학, 과거에서 미래로」,『구비문학연구』25집, 200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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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미디어들에 조선의 옛이야기가 기록성과 구술성을 유지하면서 재구성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매체에 접속한 옛이야기가 어떻
게 재구성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현설은 “구비문학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서 외연을 넓혀, 문학 연구에서 문
화 연구로 문학 연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구비문학의 생산과 유통방식의 현
격한 변화도 이런 연구 경향을 자극하였는데, 전통적 구비문학연구의 과제와 새
로운 구비문학의 과제가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요청되
는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연관 하에서 이 이야기판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21)”이라고 하였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 은 옛이야기의 이야기판을 출판, 레코
드,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로 이동시켰다. 이제 동화는 문학의 연구에서 문화 
연구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매체의 변화를 이룬 동화들은 새로운 매체를 탄
생시킨 문화적 맥락과 당대인들의 사회적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지속과 
발전의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동화의 형성 배경과, 생성된 동화가 지니는 의미
를 사회 문화적 관계들과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당대 문화 연구로 영역을 확대하
고 있다. 옛 이야기판의 성격은 변했지만, 그 본질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대해 볼 
만하다. 
   심의린은 학교 교육 안에서 조선어 교육과 교원 양성을 담당하면서 열악한 
조선의 교육 현실을 타개하고자, 조선의 어린이가 요구하는 취미와 흥미를 충족
시켜주는 성과물들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 특히 조선어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책들이 대표적이다.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1926)
화방연습 실연동화(1928)

감상재료 소년작문(1928로 추정됨)22)

가정계몽 한글독본(1931로 추정됨)23)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1936) 

20) 나수호,「구술성/기록성에 대한 미국의 최근 연구동향」,『구비문학연구』40집, 
2015, 20-21쪽. 

21) 조현설,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동악어문논집』37집, 2001, 258-259
쪽. 

22) 소년작문은 실연동화와 함께 1928년 광고에 등장한다. 책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출판 연도를 알 수 없다. 광고를 통해서 시점을 추정해 보았다. 

23) ‘우선 본보지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한 뒤에 느저도 금년 4월 중에는 책자로 발행할 
에정이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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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어린이 시간 동화(1927-1935)  

   그가 발행한 책 앞에는 ‘보통학교, 담화재료, 화방연습, 감상재료, 가정계몽, 
조선어 교육’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이는 당시 조선어와 연관된 제목들이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외에도『신소년』에 글을 기고하고, 『조선어
독본』지도안을 만들었다. 본고에서 주 대상으로 삼은 자료들의 성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연구 전개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①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1926)
   1926년 10월 27일에 초판된 조선동화대집에는 총 66편의 동화가 실려 있
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4판까지 발간되었
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재판(1929년 6월 10일)본, 3판(1934년 7월 25일), 
4판(1937년 8월 2일)본이다. 초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재판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가 통
문관에서 구입하여 한국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또 다른 재판은 현재 장로
회신학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재판본은 아
쉽게도 표지가 유실되어 책의 상태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나카무라 오사무
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복사본으로 제공한 책의 크기는 가로 14.5cm×세로
20.5cm이다. 복사본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에 비해서 크기가 다소 크게 제본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장본은 가로 12.5cm×19cm 이다. 근대서
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3판은 13cm×19cm 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장본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책의 원래 크기는 12.5cm(13)×19cm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 3판은 표지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 초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판과 3판의 표지가 다르게 출판되었다. 신원기는『조선동화대집』을 복간하는 과
정에서 교토대학교 소장본 4판을 사용하였다. 3판과 4판의 표지는 동일하다. 이
로써 초판의 존재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쇄를 거듭하면서 표지 교체
작업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나카무라 오사무의 판본을 사용하였고, 
표지는 나카무라 오사무의 재판 표지와 함께 근대서지학회로부터 제공받은 3판
의 표지를 함께 실었다. 
   재판과 3판의 차이점은 표지에 있다. 호랑이를 표지에 사용하였는데, 호랑이
의 생김새와 위치가 달라졌다. 재판에서는 호랑이가 꼬리를 높게 쳐들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서 있다. 3판에서는 호랑이가 대나무 숲에 엎드려 혀를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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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표지와 비교했을 때, 사실적이고 정교해진 그림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
다. 재판본에서 호랑이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면, 3판에서는 호랑
이가 조용하게 엎드려 있다.『조선동화대집』안에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
고, 특히 제1편이「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표지에 호랑이를 의도적
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동화 내용과 표지를 고려한 배치인 것이다. 표지의 
서체도 재판본과 3판본이 차이가 있다. 재판본의 제목은 세로쓰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4판본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다. 재판 판권지에 초판 발행일과 재판 인쇄 
날짜, 재판 발행 날짜, 발행과 인쇄한 곳,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이사까지 밝히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저자의 주소를 나타낸 것이다. 저자 심의린의 주소지인 경성
부 권농동 38번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주소지 역시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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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동화대집 재판 표지                    3판 표지 

  
②『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1928)
    

              

      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 표지               판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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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실연동화는 5월 1일 이문당에서 발행되었다. 모두 11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실물은 가로 12.5cm×세로 19cm의 크기이다.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
를 찧고 있는 그림이 표지로 되어 있다. 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
되어 있는『실연동화』를 판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표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지
는 근대서지학회를 통해 제공받았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실연동화의 판권지에는 인쇄, 발행, 가격, 송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도 
역시 편집자인 심의린의 주소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저자 겸 발행인, 인쇄
인이 추가도 되어 있다. 분배소까지 동문당과 권화사를 지정하고 있다. 

        

   ③ 라디오 동화 
   1926년 11월 30일, 사단 법인 경성방송국의 설립이 허가되어, 12월 9일에 
방송용 사설 무선 전화 시설이 허가되었다. (호출부호 JODK, 사용 전파장: 
367m (주파수: 817kHz), 공중선 전력 1kW) 1927년 1월20일에 시험 방송을 시
작했지만, 다른 방송국과의 혼신을 피하기 위해서, 전파장을 345m (주파수: 
870kHz)로 변경하고, 2월16일에 본방송을 시작했다. 
   초기 라디오 방송에서 어린이 시간대는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30분 동안, 
일요일이나 축일에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편성되었다.24) 경성방송국의 개
국과 어린이시간대의 편성으로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동화를 들을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심의린은 1927년 12월 17일부터 라디오 동화를 시작하
여 1935년 8월 30일까지 이어갔다.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초기부터 동화 구연에 
참여하였다. 
    
   ④ 신소년에 수록된 동요와 동화  
   신소년은 1923년 10월 창간되어 1934년 5월 종간되었다. 심의린은 신소
년에 동요와 동화를 발표했다. 심의린이 신소년 창간 초기에 어린이 문학과 
관련한 활동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⑤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교육 레코드 
   심의린과 정인섭이 보통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성독본 자료이다. 1
번 트랙의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에서 심의린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
지 자료에서는 중간 중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올바르게 책을 읽는 것

24) 박기성,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총람, 나남, 1991,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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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어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용은 조
선어독본 교재에서 뽑은 내용을 수록하였다.  
  
   ⑥ 조선어독본 교안 
   심의린은 1929년 보통학교 학급 경영에 관한 지도안을 시작으로 1936년까지 
70여 편의 학교 운영과 조선어독본 교재 해설을『朝鮮の敎育硏究』와『한글』
에 실었다. 1929년부터 1936년까지는 심의린이 경성사범학교에 재직 중일 때이
다. 당시 경성사범학교가 보통학교 교원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터라 심의
린의 지도안 참여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 여섯 종류의 자료를 주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당대의 신문
과 잡지의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2장에서 심의린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심의린의 생애는 1995년 박붕배
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작성한 것이 최초였다. 그 글은 2003년부터 심의린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논문에 인용되면서 줄곧 심의린의 
생애에 대한 전범이 되었다. 박붕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고청탁으로 심의린
에 대한 인물정보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한다.25) 한글학회 자료집과 사대부중 자
료들을 활용하였고, 사진은 심의린의 아들인 심양택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박붕배
는 과거 심의린이 경성사범학교에 재직 중이던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직접 
조선어 수업을 들은 바 있다. 그래서 심의린이 조선어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정리한 자료에는 다소 
오류가 있지만, 그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심의린에 대한 연구가 발판을 마련하
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는 가운데 그의 출생지부터, 부
임지 정보, 가족사 등을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로는 심의린의 아들 심양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활용하고, 호적
등본, 학적부, 이력서, 신문기사 등 당대의 실증 자료들을 대조하면서 진행할 예
정이다. 박붕배의 논의를 통해 심의린의 조선어교육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지
만, 본고에서는 그와 함께 그의 동화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밝히고자 한
다. 
   3장에서는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실증적이고 통

25) 박붕배 인터뷰,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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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조선동화대집
을 교육적 ‘담화재료’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심의린이 의도한 ‘실제생활에 적합
한 사상과 감정’이라는 교육적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어 있는지를 탐색
할 예정이다. 심의린이 기획한 의도에 따라 ‘말하기 재료’로서의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화적인 특성과 함께 심의린이 ‘조선 동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실연동화이다. 심의린은 ‘유용하고 취미 있는 재료’를 신중
하게 고려하여 ‘조선어 화방’ 시간과 동화회, 학예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연된 것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을 뽑았다고 편찬의도를 밝히고 있다. 조선
동화대집이 말하기에 활용할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실
연동화는 그 중 재미있는 작품을 골라서 직접 실연을 연습하는 단계에 해당된
다. 교육적 의도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의린 동화가 
추구하는 방향성도 일정하게 변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중매체로 인기를 누렸던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에 대한 것
이다. 이들 매체는 옛이야기 구연이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
었다. 심의린은 당시 유일한 교육용 레코드였던 조선어독본 제작에 참여하여 
독법을 지도한 바 있다. 학생들은 심의린의 지도에 따라 동화를 읽었고, 심의린
도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이라는 내용을 직접 구연하였다. 비록 레코드가 심의
린의 동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동화 
교육과 음성 언어 교육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에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한편, 라디오 동화는 심의린이 1927년부터 시작해서 
1935년까지 총 26회를 구연하였다. 이 가운데 동화 작품은 24편이고 2편은 시
사적인 내용에 해당된다.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주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
화에서 가져온 것들이지만, 두 자료에 없는 새로운 동화들도 있다. 라디오 동화 
운동이 지니는 의미 또한 본고에서 새롭게 살필 연구과제에 해당한다.
   4장에서는 심의린 동화 운동을 총괄적으로 관통하는 가운데 그 두드러진 특
징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그 핵심 화두는 ‘조선어문학 통합 교육의 지향성’이
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의 중심에는 ‘조선어’와 ‘동화’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
서 결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언어적·담화적인 측
면과 문학적·주제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심의린이 동화와 관련하여 편찬한 두 권 책 제목에 ‘말하는 재료(담화재료)’, 
‘말하는 연습(화방연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이는 심의린이 ‘말하기’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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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언어적·담화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심의린은 동화를 정리함에 있어 다
른 이들보다도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정확한 표현을 구사한
다. 언어 소통에 있어서 사실적인 표현과 정확한 서술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조선어교육자답게 그의 동화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물론이
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고유어의 향연이 펼쳐진다. 언어가 지닌 문예미와 재미
를 증가시킨다. 심의린은 격언과 속담과 같은 관용어를 통해서 사건의 상황이나 
전달해야할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논평을 통해서는 이야기의 주제의식과 
안타까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던져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심의린
이 ‘말하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의사소통과 동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
략적으로 사용한 기법들이다. 
   심의린이 동화 운동에 담아내고자 했던 사상과 정신은 문학적·주제적인 측면
에서 탐색할 수 있다. 심의린 동화 운동의 주된 대상은 ‘어린이’이다. 그는 과거
로부터 내려온 옛이야기를 주된 재료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당대의 어린이에게 
맞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전통적 가치관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세계관을 동화로 살려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의 동화에서는 서사의 
중심에 상대적으로 어린이를 부각시켜 어린이가 적극적·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적 의도와 함께 그의 동화가 ‘아동문학’적 성격
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와 함께 심의린 동화의 내용적 
특성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후대로 갈수록 넓은 세상을 대상으로 한 모험 
서사가 강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아동에게 도전 정신을 부각시
키기 위한 교육적 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그 구체적 양상과 함
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5장에서는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심의린 동화 운동의 위상을 밝히고
자 한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 이전까지 조선의 아동 문학가들은 외국 동화를 번
안하는 일에 주력하여 출판 시장은 세계명작동화집의 간행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린은 조선의 옛이야기를 동화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이야
기 종목을 조선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조선화한 이야기를 어떻
게 구연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을 구축하여 어린이의 취미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조선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였다. 그가 조선어학자이
자 조선어교육자이면서 이토록 열성적으로 동화운동을 수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조선어와 동화를 별개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본 선구적 시각을 가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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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그러한 관점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심의린 
동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아동문학사에서 그간 주목받지 못한 심의린 동화 운동의 실상
을 규명하여 심의린을 조선동화의 집대성과 실천에 기여한 교육자이면서 동화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그 위상을 바로잡는 데 목표가 있다. 그의 동화 운동은 기
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즐기는 소통의 과정
을 거치면서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갈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어린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인간이 살
아가는데 필수 요소인 ‘소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어 
조선의 어린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어린이들이 심의린의 동화 운
동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다면, 이 논문은 어린이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앞으로의 어
린이 이야기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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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린의 생애와 활동

 2.1. 새 자료로 보는 생애 
  
   심의린의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호는 송운(松雲)이다. 그는 심능설(沈能卨)
과 김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1894년 4월 20일 태어났다. 필자가 새롭게 찾은 자
료인 심의린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심의린의 원적(原籍)은 경성부(京城府) 원동
(苑洞) 188번지이지만 실제 태어난 곳은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26) 강
남면(江南面)으로 되어 있다. 
  심의린은 관립 재동보통학교를 15세인 1908년 3월 27일 졸업하고,27) 곧바로 
1908년 4월 1일 관립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입학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자료1] 한성고등학교 학생모집 광고. 매일신보 1907.4.4.

      
   당시 학생모집 광고에 따르면, 예과 학생모집 입학시험 과목은 한문, 국문, 산

26) 황해북도 장풍군 영역에 있던 폐면이다. 본래 경기도 장단군의 지역으로서 사미천의 
남쪽에 있는 면이므로 강남면이라 하여 청정리, 독정리, 우근리 등 3개 리를 관할하였
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면 전체가 장단군 대강면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경
기도 장단군의 강남면과 대위면을 병합하여 장단군에 대강면이라 하여 청정리, 독정리, 
우근리, 나부리, 포춘리 등 5개 리를 관할하였다. http://www.cybernk.net 국가지식포
털 북한지역정보넷. 

27) 지금까지 심의린이 교동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관립 경성고등보
통학교 주임부(主任簿)와 를 확인한 결과 그가 재동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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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일어 등이었다. 그 구체적인 수준은 한문은 강독과 작문, 국문은 작문, 일어
는 초보 정도이다. 산술은 사칙초보 정도,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한
문에 능하고 국문 실력도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심의린은 재동보통학교 
졸업 이후 바로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인 한성고등학교에 무난히 입학할 수 있었
다. 
   필자가 새롭게 입수한 한성고등학교 주임부(主任簿)에 따르면 입학 당시 심
의린의 신분은 양반으로 되어 있고, 현주소는 북부(北部) 원동(苑洞)28) 7통 3호
로 되어 있다. 보증인으로는 아버지 심능설(沈能卨)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 부친
의 나이는 53세였다. 보증인을 세 명까지 적게 되어 있었는데 심의린의 주임부
에는 부친 외에 그 친구인 이우(李佑)가 보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우(李佑) 
선생은 53세로 북부(北部) 재동(齋洞) 34통 8호에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2] 관립 한성고등학교(경성고등보통학교) 심의린 주임부

   
   심의린이 입학한 한성고등학교는 1911년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경성고등

28) 원동(苑洞)은 지금 원서동(苑西洞)으로 동명은 비원의 서쪽이란 뜻에서 붙여진 것으
로 조선시대에는 원동(苑洞)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원서동(苑西洞)은 조선왕실을 돌보
던 나인과 중·하인이 모여 살던 동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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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로 바뀐다. 학생부에 따르면, 심의린은 1913년 3월 23일에 경성고등보
통학교 본과를 졸업한 뒤 1913년 4월 1일에 사범과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확인 결과 사범과 졸업은 1914년 3월 23일이었다.29)

                     [자료3]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부

   1911년 11월 1일 조선교육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관립 한성사범학교가 폐지
되고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임시교원양성소가 설치된 바 있다. 임시교원양성소는 
1913년 3월부터 한국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1부와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2
부로 나뉘었다가 이 해 4월 1일 한국인 교원 양성을 위한 수업 연한 1년의 사범
과가 설치되었다.30) 심의린의 경우, 1913년에 본과 졸업 후 곧바로 한국인 교원
을 양성하는 제1부 사범과에 제1회 학생 중 하나로 진학하였다.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의 본과와 속성과 학생에게는 학비가 지급되고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였으며 졸업 후 취직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특전이 있어 다른 관

29)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 박의도 인터뷰, 2013.5.8.
30)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사진으로 본 경기 백년, 삼영인쇄주식회사, 2000,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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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 비하여 지원자가 많았다. 심의린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비와 기숙사
비가 제공되고 또한 졸업 이후에 안정된 취직자리가 보장되는 사범과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광식은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을 참고하여 박붕배가 작성한 심의린의 이
력31) 중 그가 한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는 데 대해 “정확하게는 경성고등보
통학교를 졸업하고, 동교 사범과에 진학해 1914년 3월에 졸업하고 훈도가 되었
다”32)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동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직원 이력서를 보면 그
가 1908년에 관립 한성고등학교를 입학하여 1914년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은 교육령의 변화로 학교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박붕배의 기록에 
한성고등보통학교 졸업이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교육령의 변화로 
학교명이 바뀌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자료4] 심의린의 재동초등학교 직원 이력서 

31) 박붕배,「심의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8권 보유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05쪽. (1991년판 본사전 편찬 당시에 수록되지 못하였거나, 그 이후 발생한 
사항 및 새로운 연구성과 등을 반영한 보유편을 1995년 발간하였다.) 

32) 김광식, 앞의 논문, 456-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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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은 1914년 4월 1일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訓導)33) 7급에 봉해졌으며 
같은 날 모교인 재동보통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심의린은 재동초등학교에서 교
직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15년 1월 19일에 서충순(徐忠
淳)과 이씨의 딸인 1897년생 서영채(徐永彩)와 혼인하였다. 당시 심의린의 나이
는 22살이었고, 부인의 나이는 19세였다. 심의린과 서영채 사이의 태어난 자녀는 
다음과 같다.  

1915년 7월 19일 장남(長男) 심원택(沈源澤) 출생. (1925년 사망.)

1916년 차남(次男) 심순택 출생. (1살 때 사망하여 호적에도 올라와 있지 
않음.)34)

1924년 장녀(長女) 심옥택(沈沃澤) 출생. 
1927년 차녀(次女) 심미택(沈渼澤) 출생. 

1929년 삼남(三男) 심홍택(沈洪澤) 출생. 
1934년 사남(四男) 심왕택(沈汪澤) 출생. 

1936년 오남(五男) 심양택(沈洋澤) 출생.
1939년 육남(六男) 심용택(沈湧澤) 출생.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린의 자녀는 모두 6남 2녀였으며, 이 가운데 장남
과 차남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남은 자녀 가운데 맏이인 장녀 심옥택은 동국대 
재학 중 극예술연구회의 회원이 되어 연극 활동에 가담하였다. 당시 체홉의 ｢앵
화원(櫻花園)｣에서 히로인을 맡기도 하였다. 차녀 심미택은 교동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박붕배는 자신의 학교 후배인 삼남 심홍택이 심의린을 가장 많이 닮
았다고 하였다. 심홍택은 훗날 교육만화 오한전을 배영각에서 발행하기도 했는
데,35) 광고에는 “한국 최초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만화로 만화가 월간으로 나옵
니다”라고 되어 있다. 오남 심양택은 영어 교사로 생활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일찍 세상을 떠난 자녀 이외에 생존한 자녀들 대다수가 교직과 문화예술 활동에 
몸담았던 것은 아버지 심의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아직 한창 때 나이였던 58세로 세
상을 떠난다. 형무소 안에서의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었다. 심양택의 회고에 따르
면, 심의린의 죽음은 장녀 심옥택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심옥택은 배화여고보를 
졸업하고 동국대를 다녔는데 좌파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 일을 심양택은 다음과 

33)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의 교원(敎員)을 이르던 말이다. 
34) 심양택을 통해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차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5) 경향신문, 1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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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약점이 머냐면 심옥택이 동국대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
지가 소개를 해줘. 그 때 당시에 군인 해병대, 우리 집에 왔는데 해군 대령
인가 됐어. ○○○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누이가 남편을 너무 우습게 알아. 
군인을 돌대가리만 간다고. 살다보니 마음에 안 드니 이혼을 한 거야. 남편
이 호적에도 안 올려주고, 남자가 바람피우니, 누이가 인텔리니 잡지에 내
고 비행을 발표하고 그러니 여하튼 이후에 이혼해 버린 거야. 살지도 않고. 

동국대에 들어가서 육이오 전에 전교조나 운동권 학생처럼 좌익하고 접선이 
돼 그때 당시 빨간 쪽으로 흐른 거야.36)

   심옥택은 아버지의 소개로 헌병대 서북청년단을 담당했던 극우세력인 해군 
대령 〇〇〇와 결혼하였다. 하지만 심옥택과 남편은 호적에 혼인신고도 되기 전
에 갈등이 생겼다. 심양택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는 잡지에 남편의 비행을 발표하
기까지 했던 인텔리 여성이었다. 그 남편은 심옥택과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 호
적에도 올리지 않았고 결국 둘의 결혼은 이혼으로 정리되었다. 심양택에 따르면 
심옥택은 동국대에 입학한 후 소위 말하는 ‘빨간 쪽’으로 흘렀고, 이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심의린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심양택은 심의린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월 28일 수복37)이 되고 9월 29일 동회에서 아버지를 잠깐 오라고 해서 
갔어. 그 때 동회에 간사람 대부분은 총살을 당해 죽었지. 아버지는 인심을 
안 잃어서 동네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았어. 그 이후에 감옥에 가고 
소식을 전혀 알지 못 했어. 돌아가신 걸 몰랐는데 가족이 피란을 가고 부산
에 일가친척이 있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부산형무소에서 돌아가
셨다고 하더라구. 누이가 알아서 몇 달 지나서 가보니 부산형무소에 있다가 
2월17일 추운데 고생하고 돌아가셨지. 쉰밥을 먹어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
다고 해.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 이야길 들어보니, 열일곱을 한 곳에 묻었는
데 어떻게 찾아?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지.38)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자식을 의용군에 보낸 아버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

36) 심양택 인터뷰, 2012.12.2. 
37) 1950.9.28.
38) 심양택 인터뷰, 20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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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포로 석방 이후 형들은 반공포로로 나오게 되었으나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
았다. 큰누나인 심옥택이 북으로 갔고, 가족들은 기관에 끌려가서 심옥택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다. 딸이 북으로 갔고 아들들을 의용군에 보
낸 아버지 심의린은 좌파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심의린은 딸과 아들의 
행적 때문에 국군의 심판을 받아 형무소에 구속되었다. 
   형무소에서 병이 걸린 채로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난 심의린의 
최후는 무척 비참하다. 부산 형무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집단 식중독에 걸려 한 구덩이에 파묻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시신
조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니 더없이 비참한 죽음이었다. 한평생을 조
선어 교육자로 동화를 통한 문화운동에 전념했던 인물의 죽음이라고 믿기 어려
울 정도다. 심의린은 그 자신의 특정한 사상을 지녔다기보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
지로서의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진 인물이었다. 좌우익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시
기에 자식들의 선택을 어찌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였으니 개인의 비
극이자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죽은 뒤 남은 가족들이 사상적 낙인과 
함께 가난에 시달린 것 또한 그에 이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지금까지 심의린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주요 과정을 실증적 자료들과 아
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았다. 그의 가족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심의린이 
살아온 과정과 내면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을 특기할 만하다. 이
제 심의린이 조선어교육자로서, 그리고 동화운동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집
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리 말하자면, 그의 교육자와 동화운동가로서이 삶
은 대단히 치열하고 성실한 것이었다. 이를 생각할 때 그의 비참한 죽음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2. ‘조선어’ 교육에 바친 삶
   심의린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한 후 1914년 
4월 1일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 7급에 봉해지고 재동보통학교에 부임했다. 그의 
졸업 및 교사 부임과 관련하여 아들 심양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버지가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서 그 때, 1등으로 졸업하면 일본 유학을 
보내줬는데, 가정의 생계 때문에 그걸 못 가서 평생 후회하셨어.39)

39) 심양택 인터뷰,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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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관비 유학생 선발 제도를 통해서 해외의 신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유학
생은 외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본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심의린
도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신문물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지만,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유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사범학교에 입학한 조선인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자제로 경제적인 여건상 중등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관비로 교육이 가능한 사범학교에 진학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40) 
심의린 또한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상적인 욕구보다 현실적인 문제
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지식과 문물에 
대한 동경은 무척 컸을 것이다. 그는 이를 교육을 통해서 채우고 동화를 통해서 
표출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호흡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널리 경험하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지
향을 동화에도 짙게 담아냈다. 그의 동화 속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완고함을 
부정하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 정신을 강조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스스로 
넓은 세상으로 나서지 못한 아쉬움을 교육을 통해서 풀어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이 졸업과 동시에 모교인 재동보통학교의 훈도가 된 것은 그의 학교 
성적이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당시 사범학교를 졸업
한 자의 학교 배정은 성적에 따라서 이루어졌다.41) 성적에 따라서 지역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이 아닌 경성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특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모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남다른 성적을 받았음
을 보여준다. 그가 1등으로 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언이 과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
된다.
   심의린은 재동공립보통학교에서 어의동 공립보통학교42)를 거쳐 줄곧 경성여
자고등학교에 재직하였다.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이 나온 1925년에서 조선동
화대집이 출판된 1926년과 실연동화가 간행된 1928년 사이에 그는 경성사범
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경성사범학교는 초등교육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

40) 박혜진, ｢1910·1920년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업무와 지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53쪽. 

41) 한성사범학교의 교원 배정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경성사범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라 
경성을 중심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고 
한다.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42) 경성부 효제동에 위치한 학교로 현재 서울 효제초등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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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의린이 보통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서의 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 
   심의린은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을 시작으로 조선어 
문법서의 편찬과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지도안을 작성하는 등 왕성한 조선어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은 조선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 스스로 조선어를 배울 수 있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었다. 이 사전은 6,106개의 표제어가 실린 소사전이지만, ‘조선어사전’이
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최초의 사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몃 해前지도 우리말을 우리글로 못쓰고, 漢文의 힘만 빌어서 使用하
얏습니다. 그리하야 漢文에 對하야는, 어느 地方의 누구를 勿論하고, 그 文
句와 文法이 一定하얏스나, 우리글을 쓰는데 對하야는, 地方을 아 달으
고, 사람을 아 달너서, 도모지 統一이 되지 못하얏습니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는 우리 朝鮮文을 硏究하시는 先生님들도 만이 생기고, 敎科書 亦是 現

時代에 適當하도록 編纂이 되어서, 우리들은 매우 깃붜하는 바올시다. 그런
대 아직지라도, 漢文만 崇拜하는 習慣이 남어서, 우리 朝鮮文을 그다지 
所重하게 녁이지 안는 사람이 往往잇는 닭에 글쓰는 法이 다 各各 다를 
더러, 몰으는 이가 적지 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엇지하면 곳치
고, 엇지하면 一定케 하겟습닛가. 아마 基礎敎育되는 普通學校時代부터 確
實한 말과 確實한 글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學校에서 배호
는 時間은 얼마 아니되고, 家庭에서 指導하야 주시는 어른도 만치 못하니 
不可不 自習의 힘이나 바랄 수밧게 업는대 아직지는 必要한 辭典갓흔 것
이 업슴으로, 恒常 遺憾으로 生覺하얏습니다.

그리하여 拙者가 늘 普通學校에 適當한 辭典을 만들어 볼가하얏스나, 學

力의 不及함과 時間의 餘裕가 업서서, 敢히 着手하지 못하다가, 今番에 적
은 틈을 利用하야 短時間에 所謂 編纂이라는 名色을 하얏습니다. 公然히 不
完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參考하시라 하얏스니, 도로혀 붓그럽고 罪
가 만습니다. 後日 再版할 機會가 잇스면, 充分히 補充코저 하오니, 모다 
容恕하시기만 바랍니다.(大正十四年(1925년)八月44) 

43) 심의린의 사전은 보통학교에서 자습을 할 때에 필요한 사전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1938)이나 조선어학회의 큰사전(1957)과 대등
하게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규범 확립을 위해 만든 근대적 사전의 출발이라는 점
에서 그 의의는 충분하다.

44)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앞의 책, 200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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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서에 담긴 편찬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목적
은 조선문과 말의 통일에 있다. 한문을 사용할 때는 문법이나 문구가 통일되었는
데, 조선문은 각 지방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문제라는 것을 인
식하였다. 결국 조선문과 말의 통일을 위해서 정확한 말과 글을 배워야 하는데 
이 문제는 보통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다. 이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말과 글을 정확하게 배우는데 있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
육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문맹률이 80%를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
정에서 자녀의 정확한 말과 글을 봐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던 심의린이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 편찬을 자
신의 사명으로 여긴 것이다.

凡例
一, 이 辭典은 普通學校生徒及指導하시는 분의 參考키 爲하야 만든 것인

대, 普通學校朝鮮語讀本을 배호는 이에게 便利가 될가 합니다.
一, 普通學校朝鮮語讀本 속에 잇는 말은 하나도 진 것이 업고, 그 外에 

新聞雜誌上에 普通쓰는 必要한 말도, 몃마듸 補充으로 집어 넛습니다. 말밋
헤는 漢字와 解釋을 쓰고 헤는 그 말의 맨 첫 번의 出處가 써 잇습니다. 

(二, 三)은 卷二의 第三課라는 意味요, 補充語는 (補)字를 썻습니다.
一, 諺文綴字法은 全혀 敎科書에 依하야, 京城의 本語를 標準語로 삼아, 

發音式을 採用하되 一定한 語法을 參酌하며, 漢字音은 本音을 使用하얏습
니다.

一, 말밋헤는 漢字로 쓰고 解釋은 아못조록 알기 쉬운 말로 簡單히 쓰되, 
여러 가지로 이 잇는 것은 ㊀㊁를 써서 標하얏습니다.45)

   범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의 사용자는 조선어 교육자
와 학생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 사전의 내용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시의 신문, 잡지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보충용어로 넣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당대 아동이 학교 교과서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나 독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어 아래에는 한자를 쓰고 해석을 쉬운 말로 아주 간단하게 쓰고, 뜻이 여러 가

45)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위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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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두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서 순국문체를 선호하였
지만, 심의린은 한자를 병기하였다. 초기 신소년이 한자의 음을 병기 하지 않
은 것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심의린은 1년 후에 발간한 조선동화대집에서도 한
자를 병기하는 부속국문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그의 표기 방식은 한자와 국문
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은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편찬된 것도 있지
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지방마다 다른 언어의 ‘통일’에 있다. 조선말과 글이 
표기수단으로 보편화되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는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언어 환경
에서 ‘언어적 통일’46)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표준어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36
년에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을 펴내면서부터였다. 이들을 근거로 큰사전을 
비롯한 국어사전들이 편찬, 간행되면서 우리나라 표준어가 비로소 정착하게 되었
다. 표준어 제정은 1933년에 이루어졌지만 이전부터 ‘표준어’개념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심의린이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당시의 표준어 보급과 동일선
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교육자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이 경성사범에 재직하고 있던 당시 보통학교와 교원의 부족은 조선인
의 취학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그리하여 경성사범의 역할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다. 김성학은 “경성사범학교는 경성제국대학과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여 교육학을 전파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이 교육 사상적 뒷받
침을 제공하였다면, 경성사범학교는 교육 방법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
하였다47)”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경성사범학교는 보통학교 제반의 문제를 연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속학교 교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
를 설치 운영했다. 이 연구회의 연구 주체는 주로 초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실
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주된 활동 잡지 朝鮮の敎育硏究

46) 일본에서 ‘표준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은 국어학자 우에다 카즈토
시였다. 우에다 카즈토시(上田萬年)는 서구 열강의 ‘표준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방
언’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표준어는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
라가 논하자면 이것 역시 일개 방언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방언이 갖가지 인공적인 
조탁(彫琢)을 거쳐 마침내 초월적인 지위에 도달하고 동시에 존경과 신용을 높여서 점
차 다른 방언까지 통괄할 정도로 큰 세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여러 방언들의 헤게모니 투쟁의 승자가 ‘표준어’가 되었다는 말이다.(코모리 요이치 지
음, 정선태 옮김, 일본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3, 267-268쪽.)

47)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 훈육의 성격｣,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15, 
1999,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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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큰 사업이었다. 이 잡지는 ‘교육의 실제가가 연구 집
필하는 연구기관’이라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의 취지에 맞게, 교육이론보다는 교
육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방법과 실천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
었다.48) 심의린은 1928년 창간된 朝鮮の敎育硏究에 적극 참여하여 1929년부
터 1935년까지 꾸준히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 지도안을 실었다.   
   심의린은 교직으로서의 교육 활동과 함께 조선어 연구 활동을 열성적으로 수
행했다. 

이날을 긔념코저 우리글로 통신
해마다 이 날을 잇지 말고 긔념키로
일곱 가지의 할 일을 의미깁게 약속
正音頒布第八回甲紀念祝賀會

축하의 긔념사업으로
一, 각처에서 조선어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할 일
一, 현재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하고 학무당국

에 진정할 일
一, 조선어 연구에 간이한 잡지라도 위선 발간하고 세종대와의 전긔도 발

간케 할 일
一, 조선 각디에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할 일
一, 주최측 조선어 연구회의 응락이 잇스니 전간에 연구하야 싸하둔 것을 

등사판에라도 등사하야 각기 난호아 갓게 할 일
一, 이 날을 긔념키 위하야 매년 이 날에는 순언문으로 통신케 할 일
一, 세종대왕을 긔념키 위하야 그의 긔념비를 세울 일 등
◇당야에 가장 문뎨가 만코 의론이 만흔 것은 실제 교수에 당한 교원들이 

만흐니 만콤 날로 쇠퇴하여가는 각 학교 조선어학대와 교과서에 불미한 뎜 
이론의 초뎜이 되엿섯는데 그에 대한 정렬모, 신명균 양씨의 론지는 종래 
각 학교에 조선어과 성적이 자못 좃치 못한 것은 실제 교수에 당무한 교원
의 책임도 잇겟지만 그 교과서의 내용이 생도들에게 하등 취미를 끌만하지 
못하게 된 것이 큰 원인으로 그 남아 년년이 그 교수시간을 주리고 공과를 
주리며 조선어에 대한 취미와 수양을 갓게 할 긔회까지 주지 안는 당국의 
심사를 알 수 업다는 것이엿다

사진동회댱
▲實行委員 권덕규, 장지영, 최현배, 신명균, 이세정, 이원규, 이완응, 

이병기, 심의린, 박승두49) 

48) 안홍선, 앞의 논문,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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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 연구회’ 활동과 관련한 1926년 신문 기사이다. 조선어연구회는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정음 반포 8회갑(480돌)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조
선어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모임에서 조선어 강연회, 조선어 연구 잡
지 발간, 조선어 강습회, 조선어 교과서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기사를 보면 심의린은 ‘조선어 연구회’가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
행위원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실행위원은 ‘조선어 연구회’가 실행하고자 했
던 조선어 강습회, 강연회, 잡지 발간, 교과서의 문제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담
당하는 역할이었다. 심의린은 다른 실행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
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때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의 취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심의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생들을 위한 흥미롭고 유익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실천에 주체
적으로 나섰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은 조선어 철자법 개정안에도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
다. 

朝鮮語文學賞의 統一을 計圖함에는 結局 文筆事業家 敎育家 等의 努力에 
依치 안흘 수 업다 먼저 글을 쓰는 사람들이 朝鮮語에 對한 知識을 充分히 
가저야 할 것이다 그들이 使用하는 ‘말’ 한마듸, 글자 한자는 곳 多大한 힘
을 가지고 讀者에게로 퍼지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近日에도 若干의 言語
에 無知한 글이 言語統一을 돌이여 攪亂식히는 嫌疑가 업지 안타 또한 言語

의 知識을 兒童에게 너어주는 敎育自身에 朝鮮語에 對한 深奧한 硏鑽이 업
시 不正確한 것을 兒童에게 傳受한다는 것은 言語統一을 救할 수 업는 곳으
로 떠러트리는 것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朝鮮語統一의 前提로 文筆家와 敎育
家 諸賢에 對한 造詣가 깁도록 硏鑽이 잇기를 바라는 바이다50)

   1921년 4월 1일 ｢조선철자법성안｣이 마련된 이후 1922년에 개정된 조선어
독본 이 급하게 편찬되어 철자법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총독부 학무국은 독본
을 개작하고자 조사 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일이년 내로 만들 계획51)을 알렸다. 심의린은 1928년에 이루어진 ｢조선어독본 
철자법 개정｣ 심의원회에 조선어 권위자인 일선 교사로 참석하여 조선어 독본 
철자법 개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심의린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

49) 동아일보, 1926.11.8.
50) 사설 ｢조선어통일문제｣1, 동아일보, 1927.12.15.
51) 동아일보, 1928.4,26. 



- 32 -

치는 입장을 대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독본 철자법개정
조선어 권위자를 망라해
◇심의원회를 조직
총독부 학무국에서 금년 중에 보통학교 교과서 중에는 조선어독본도 전

부 개량하기로 되어 방금 편즙과에서 준비중인데 재래의 조선어독본은 철자
법에 결뎜이 만핫슴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시학과 현헌씨와 편즙과 田島 리
원규씨 등이 대개 개정긔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간 경성사범 학교교사 심
의린 뎨이 고등보통학교 교사 박영빈(중략) 소집하야 비공식으로 개정철자
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후 전긔 사씨의 의견여하에 딸하 원안을 맨들어 
다시 경성에 거주하는 이로 조선어를 연구하는 권위자 십 인을 초청하야 심
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심심토의한 끄테 이에 결뎡되는 것을 채택하기로 하
얏다더라.52)

   시학과와 편집과에서 개정 기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일선 교사의 의견을 반영
하여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심의린이 일선 교사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어철자법 개정법｣은 많은 혼란 속에서 오랜 시간 토의를 하여도 개
정을 하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대립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
다. 이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어철자법 개정법｣이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선어독본 인쇄에 들어갔다. 

신철자법대로 인쇄에 착수
공포를 지연코 실행착수
개정된 조선어독본
총독부에 계획 중에 잇는 조선문철자법개정은 십수 차의 위원회 기타의 

조사긔관을 조직하야 심의한 결과 확정한 성안을 엇고 방금 그 개정철자법
에 의하야 조선어독본을 인쇄 중에 잇다 그러나 당시 민간측의 유력한 조선
어연구자를 위원으로 촉탁하야 그 의견을 청취하얏스며 또한 이러한 중대한 
성질을 가진 사업을 함에는 가장 공명정대히 하여야 될 것임에 불구하고 아
즉까지 결정된 철자법은 세상에 발포치 안는 것에 대하야 민간의 의혹은 자
못 놉하가는데 그 리유에 대하야 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새로 개정된 철자법
은 일으는 바 초성부용종성, 표음법을 채택한 것으로 속칭 구파의 반대하는 
바임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기 전에 공포하얏다가는 구파에 속하는 인물의 반

52) 동아일보, 1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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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이 만흘 터임으로 아조 교과서를 발행하는 동시에 철자법도 발표하자는 
의사로 아즉까지 지연하는 것이라 한다53) 

    총독부가 ｢조선어철자법 개정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대중에게 가장 파
급력이 있는 교과서에 ｢조선어철자법｣을 적용시킨 것은 개정철자법에 대한 논란
이 가중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교과서
에 바뀐 철자법이 사용되면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판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선어독본 인쇄가 1930년 2월 1일에 시작되고 나서 2월 14일에 반대 여
론에도 불구하고 ｢개정 철자법｣이 통과되었다.54) 1921년 4월 1일 ｢조선철자법
성안｣이 마련되고 통과되기까지 9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철자법 강습회, 철자법 강좌가 개설되고 철자법과 
관련된 책들이 출판되면서 개정되는 철자법에 대비가 이루어졌다.55) 심의린도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사이에 ‘중등조선어강좌’를 발표하다 중지당하고, 이어
서 ‘개정 언문 철자법강좌’를 열었다.56) 또한 당시에 유행처럼 출판된 한글독본 
간행에도 참여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개정과 조선어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활
동에 힘을 기울였다.

가정계몽 한글독본
일명 한글 천자
한글 교수의 권위에 부탁하야
본사에서 4월 중 발행
본사에서는 식자운동에 다소간 도움이 될가하야 조선어교수의 권위로 현

재 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잇는 심의린씨에게 부탁하야 가정계몽 한글독
본(일명 한글 천자)을 편즙 증인데 이 책은 말에 대한 적당한 그림까지 너

53) 동아일보, 1930.2.1.
54) 猛烈한 反對도 一蹴 改訂 綴字法 通過, 동아일보, 1930.2.14.
55) 조선어 연구회 철자법 강습회, 시내 원동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오는 이십구일 밤 여

덜 시에 시내 중앙 청년회에서 조선문 철자법에 대한 원칙과 실세에 관한 강연회를 개
최한다는 바 입장료는 이십 전과 십전이라 하며 연뎨와 연사는 다음과 갓더라. 綴字問
題原則에 對하야 鄭烈模, 表音과 綴字問題 張志暎, 된시옷과 綴字問題 崔鉉培, 語法과 
綴字問題 權悳奎, 綴字法改正과 敎育的 影響 申明均 동아일보, 1929.7.28./▲朝鮮語綴
字法講座, 張志暎著 定價 一圓 送料 十四錢 京城府 慶雲洞 九六 活文社 發行 振替 京
城 七一二四番 신간소개, 동아일보, 1930.9.20./▲午後 一時十分 常識講座 朝鮮文綴字
法 二 張志暎 라디오 방송, 동아일보, 1932.4.6.

56) 박붕배, 앞의 책,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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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보통학교에 드러갈 아동이나 보통학교에 가지 못할 아동이며 기타 한
글을 몰으는 사람이 한글을 해득하기에 가장 적당하게 된 것으로 불원간 편
즙이 완료되면 우선 본보지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한 뒤에 느저도 금년 4월 
중에는 책자로 발행할 에정이다.57)

   위의 기사에 따르면, 늦어도 1931년 4월 중에는 심의린이 편집한 한글독본이 
출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료에 대한 기사나 책이 존재하지 않아 출
판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1월 1일 기사에 소개할 정도면 한글독본이 거의 완
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당시 출판물은 검열당국의 영향을 받았고, 납본
본을 제출하여 거절당하면 출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납본본을 제출하였지
만 내용상의 문제로 출판이 거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그림을 덧붙여 보통학교 아동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과 한글을 모
르는 어른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문맹률이 80%를 넘는 상황이
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글독본, 농민독본과 같은 문맹률 퇴치 독본류가 등
장하였던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심의린도 이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과 그림을 적절하게 혼합한 한글독본이 출간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문맹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931년 1월1일 기고된 신년 문맹타파를 위한 좌담회에서 심의린의 
발언을 뽑은 것이다.

철자법 문제
심의린: 지금 것은 말을 표준해서 편리하고 이전 것은 글자를 표준해서 

곤난햇는데 다만 문제는 바침을 우에 부치겟느냐 알에에 부치겟느냐가 문제
입니다. 한문 배우듯 하는 힘으로 하면 넉넉히 될 줄 압니다.

계몽독본문제
심의린: 계몽독본이 퍽 필요할 줄 압니다. 말하자면 재래의 천자문 가튼 

본을 떳스면 어떨가해요. 천자문에는 한문미테 한글로 색임을 부첫지만 한
글에 또 색일 글은 없스니까 내 생각 가태서는 그림으로 설명을 부첫스면 
조흘 듯 합니다. 녯날 반절을 보아도 ‘가’ㅅ자 줄 우에는 가위를 그리고 ‘나’
ㅅ 자 줄 우에는 낫을 그린 것이 잇지 안습니까.

57) 동아일보.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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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법문제
심의린: 식자 운동을 하는데 강당 가튼 것은 어찌될가요. 보통 학교가 잇

는 곳이면 교장의 량해를 어더 공무시간 외에 교실을 사용할 수 잇겟지요. 

심의린: 실상 성인 교육은 애들에게 비해 쉬웁듸다. 무식하나 마리지가 
발달되어서 비뚜루 나가지 안흐면 한글깨치기는 곳 쉬워요. 한 열흘 만에 
쓰면 한글글자 알아보기는 됩듸다.58)

   새해를 맞이하여 20개교 교사를 모아 문맹타파를 위한 좌담회를 벌였는데 이 
자리에 심의린은 사범학교 대표로 참석하였다. 철자법 문제, 교원 수양 문제, 계
몽독본에 관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좌담회에서 심의린이 
출판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는 한글독본의 체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자 위에 가로 시작되는 ‘가위’ 그림을 넣자는 것
이다. 심의린이 기획하고 있는 한글독본은 일명 한글천자라고 하는데 한글을 
보여주고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책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한글 교재라는 점에서 대단히 참신하다. 현재의 어린이들이 
배우는 한글교재도 한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 방식을 일
제강점기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어린이 독자의 교육과 흥미를 고려한 의도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이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효창: 글세요 그것이 대단히 조흘 듯 합니다. 성인 교육자도 그러커니와 
애들에게도 그런 것을 맨들어 주고 십습니다. 저의들이 조하나는 작난감으
로 부지불식간에 한글을 알도록 햇스면 조흘듯해요. 애들이 조하하는 지 
가튼데 자음, 모음을 부처서 눈에 익도록 햇스면 어가요. 

朱: 마산에서 누가 그런 것을 맨들엇지요. 여러 각에 자모음을 써서 뺑
돌려서 맞추는 방법이 잇섯지요.59)

   심의린이 한글독본에 사용한 한글과 그림의 조합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심의린의 기획 속에는 천자문처럼 한글 천자를 그림
과 함께 제시하여 문맹자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당대 
교사들이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딱지 같은 것에 글자를 넣어 놀이로 글자 
교육을 하려는 면모도 보인다. 학습자 입장에서 흥미를 중시한 창의적인 기획이

58) 동아일보. 1931.1.1.
59) 동아일보.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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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그가 동화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35년에 심의린은 조선음성학회에서 정인섭‧이종태와 더불어 아동감독과 독
서지도를 담당하여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 을 취입하였다. 

녹음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경성사범학교 부속 보통학교, 경성여자사
범학교 부속 보통학교에서 선발되었고, 예비교사라 할 수 있는 경성여자사
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올바른 문법을 책임지는 독법(讀法) 지도는 경
성여자사범학교 선생이었던 심의린이 맡았고, 녹음 내용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한 음악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이면서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

部) 촉탁(囑託)도 맡고 있었던 조선음악교육협회의 이종태(李鍾泰)가 맡았
다. 올바른 발음을 책임지는 음성 지도는 연희(延禧)전문학교 교사인 조선
음성학회의 정인섭(鄭寅燮)이 맡았다.60) 

   교육용 최초의 레코드는 실제 학생들이 심의린과 정인섭의 지도를 받아 제작
되었다는 것에서 더 의의가 깊다. 일반적으로 레코드 취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직접 일본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일본의 기계를 
경성으로 들여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조선어 발음에 획기적인 지도를 위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심의린은 레코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음성언어인 말소리에 대하여는 완전한 표준 지침과 통일대책을 연구 발
표하여 놓은 것이 없다. 물론 사전을 따라서는 단어의 자음에 장단을 표시
한 것이라든지 음성학으로 음에 대한 원리며 발성에 대한 설명을 쓴 것은 
몇 가지 있으나, 실지 교육에 필요한 음성언어에 대하여는 연구하여 놓은 
것을 아직까지 얻어 보지 못하였다. 장차의 급선무라면 말소리의 통일을 도
모하기 위하여 이론도 연구하려니와 실지의 표본이 될 음성을 축음기 레고
트에 취입하여 국어교육에 이를 가지고 음성언어를 지도함에 반드시 이용하
도록 하여서라도 표준될 음성을 보급시켜서, 음성언어의 통일과 완전한 바
른 지도를 하도록 함이 불가불있어야만 할 일로 안다.61)

   심의린은 제각각인 말소리의 통일을 위해서 표준이 되는 음성을 레코드에 넣

60) http://www.culturecontent.com. 오케 레코드와 조선악극단 교육 레코드 발매. 문화원
형라이브러리에서 인용. kocca 문화콘텐츠닷컴. 

61)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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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성언어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당시의 음성언어 교육은 이
러한 표준화된 자료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레코드가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된 표준 
발음 보급을 위한 레코드 취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의린은 1936년 여러 해 동안 연구, 조사, 정리한 문법자료를 모아 중등학
교 조선어문법 전(全)(조선어연구회)을 펴내어 문법교과서로서 널리 영향을 끼
쳤으며, 사범교육 조선어대화(조선어연구회)도 펴냈다. 또한, 국어교육연구회 
회지 국어교육 창간호에 ｢음성언어의 교육｣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발음지도
와 어법지도, 어투지도, 언어용례 지도의 중요성을 인격적 언어교육과 관련지어 
언급하였다. 1949년에는 개편 국어문법(1949)과 국어교육의 기초인 음성언
어 교육(1949)을 펴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국어 교육자로서의 활
동이 해방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의린은 일제강점기 교사로 재직하면서 보통학교 교원 양성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보통학교 교원을 위한 지도안 서술과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전, 동
화책, 문맹자를 위한 한글 독본 등 조선어 사용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
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 냈다. 그는 학습자들이 조선어를 음성이나 문
법 면에서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함은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언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적 관심
의 한 축에는 그가 언어와 사상 면에서 조선적인 것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교
육 자료로 여겼던 동화가 포함되어 있다. 동화에 대한 그의 교육적 관심은 단순
히 자료의 수준을 넘어서 실천적인 동화 운동가의 면모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이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3. 동화 운동가의 면모  
   그간 심의린의 삶에 대해서는 조선어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주목되었으나, 그
가 걸어온 길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심의린의 주된 저술활동과 업적들
을 통해서 그의 동화 운동가 내지 아동문학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집중적으로 조
명하고자 한다.
   아동문학 활동가로서의 면모는 심의린이 신소년62)에 글을 기고하고 아동 

62) 신소년은 1923년 10월, 어린이보다 7개월 뒤에 창간되어 1934년 5월까지 11년
간이나 발행된 장수한 소년잡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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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들과의 교류한 흔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탐색으로 시작된다. 신소년
의 가치 지향에 대하여 원종찬은 어린이와 함께 신소년이 좌우를 가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절충적 경향’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았다.63) 
   그는 여러 인사 가운데 신명균(1889-1940)과 정열모(1895-1967), 심의린
(1894-1951), 이병기(1891-1968), 이호성(?) 등을 신소년의 사람들로 규정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섯 명 모두가 교육자이고, 맹주천을 뺀 나머지 5인이 
조선어학회 회원이고, 심의린과 이호성을 뺀 나머지 4인이 대종교 신자라는 점이
다.64) 심의린은 원종찬이 밝힌 것처럼 조선어 교육자이고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신소년의 추축이 된 다른 인물들과 달리 대종교 신자는 아니었
다. 한성고등학교 입학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심의린은 종교란에 ‘무교(無敎)’라고 
적었다. 이 기록을 부모님이 작성한 것인지 심의린이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그의 집안 내 종교는 ‘무교’인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 개인
이 대종교에 대한 믿음과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가 
대종교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 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심의린이 성경책을 자주 읽었다는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종종 작품 안에서 ‘하나님’, ‘하
느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우주의 섭리에 대한 범박한 통칭으로 
이해될 뿐 종교적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만일, 심의린이 대종교의 신자라는 것
이 밝혀진다면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심의린이 아동문학가로서 출발을 하게 된 계기는 신소년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신소년의 사람들로 평가받는 신명균, 이병기, 심의린, 정열
모, 맹주천, 이호성 가운데 정열모를 제외한 다섯 명이 한성사범학교(경성고등보
통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정열모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어문 연구를 하였고, 여기
에 신명균도 참여하였다. 결국, 신소년의 핵심 집필진은 한성사범 졸업생을 중
심으로 조선어 연구라는 공통점을 지닌 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이중 이호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었는데 1915년 4월 13
일 경성사범 졸업생 명단65)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명단에는 심의린
의 동생 심의봉도 보인다. 심의린이 1914년 졸업한 이후 1년 만이다. 심양택의 

63) 원종찬, ｢중도와 겸허로 이룬 좌우 합작｣, 창비어린이 45, 창비, 2014, 177-178
쪽.

64) 원종찬, 위의 곳. 
65) 관립학교졸업생-경성고등보통학교, 조선총독부 관보 제805호(大正), 19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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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에 따르면, 심의린의 동생 심의봉도 한성사범을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한 뒤 
교장으로 퇴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소년의 집필진이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교사라는 점 때문인지, 신소년
에는 입학시험 문제와 풀이가 매호 실렸고 광고도 입학시험과 관련된 서적이 주
류를 이루었다. 신소년 2권 7호(1924.7.)에 실린 ‘본지의 사명’에는 “우리 조선
소년들의 가장 성실한 벗이 되어 모든 지식과 덕성을 밝히고 조선문의 향상을 
힘쓰오”라고 되어 있다.『신소년』의 교육적 지향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심의린이 신소년에 글을 기고했다는 것은 신소년의 편찬 목적과 경향에 
대한 나름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소년의 주필들이 대체로 교사이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후배라는 점, 조선어 연구회의 회원이라는 점은 이들이 함께 활
동하는 데 충분한 공통점들이다. 모두 조선어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었
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신소년이 추구하는 가치 지향은 심
의린이 동의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소년 발간 의도를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다음은 신소년 창간사의 일부이다. 

장래 새 조선의 주인이 될 사람도 여러분 소년이요 이 조선을 마터서 다
스려 갈 사람도 여러분 소년이 올시다 우리 조선이 답고 향기로운 조선이 
되기도 여러분 少年에게 달렷고 빗나고 질거운 조선이 되기도 여러분 少年

에게 달렷스비다 여러분 少年은 우리 朝鮮의 목숨이요 人間의 빗치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여러분 少年을 사랑하며 존경(尊敬)할 아니라 엇더
케하면 여러분의 그 하고 참된 자연(自然)을 자연(自然) 그대로 자라시
게 거들어볼가 엇더케하면 여러분의 힘이 더욱 굿세어지고 생각이 더욱 새
로워지도록 도움이 잇서볼가 엇더케하면 여러분의 질거운 압길을 여시는대 
가장 착실한 시중이 되어볼가 하는 생각이 밤나즈로 말지 안습니다 이제 우
리는 생각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야 이 新少年을 여러분 드리나이다 
여러분 少年은 우리의 도움이 더욱 커지도록 우리의 정성이 더욱 도타워지
도록 이 新少年을 정다운 동무로 사귀어 주시며 사랑하야 주시옵소서 정
다이 사귀므로써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깁허지며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깁허지
므로써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오리다66) 

   신소년에서 이야기하는 소년은 조선의 생명이고 빛이다. 조선을 위해 소년
의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데 있다. 이를 위해 

66) 신소년, 1923.10. 창간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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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년은 소년의 시중(侍中) 드는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소년이 사유의 폭을 넓히면 ‘우리의 일’이 이루어진다
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일’이란 조선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소
년은 조선을 구해낼 소년들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신문의 신간 소개란에 소개된 신소년에서도 잡지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신소년(新少年)(월간소년잡지) 此誌(차지)는 少年少女(소년소녀)를 
위하야 취미(趣味)와 실익(實益)을 주고자 각소학교 선생의 집필로 된 것이
니 동요(童謠), 동화(童話), 사담(史譚), 전설(傳說), 소년(少年)과학(科

學), 소년(少年)신문(新聞) 등이 만재(滿載) (정가(定價) 일부(一部) 송료
(送料) 병(並) 十五錢(십오전) 경성 관훈동 一三 ○이문당(以文堂) 발행
(發行)67)

   신소년은 소년소녀를 위한 취미와 실익을 주고자 각 소학교 선생의 집필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의도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갓치 마음이 正直하고 精神이 聰明한 에는 그 生活에 適合한 思想
과 感情을 修養하야 常識을 豊富케하며 文章을 鑑賞하야 文藝의 趣味를 엇
게함이 무엇보다 必要합니다.

   심의린이 밝힌 서문을 토대로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편찬의도, 그리고 대
중들에게 바라는 기대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① 生活에 適合한 思想과 感情을 修養하야 常識을 豊富케
② 文章을 鑑賞하야 文藝의 趣味를 엇게함 

   먼저 편찬 의도는 ①과 ②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①은 상식을 ②는 취미
를 강조하고 있다. ①은 실제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기르게 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수양하여 궁극적으
로 얻고자 하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은 일반인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할 지
식이나 판단력을 의미한다. ‘상식’은 유동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기도 하면서 
‘공동의 감각’으로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각이다.
67) 신간소개, 동아일보. 19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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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에 아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감각’이란 무
엇이었을까. 이는 실제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실
익을 키우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문장을 경험하여 문예를 즐길 줄 아는 능력, 단순한 문장 
해독력이 아닌 문예 감상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
대 신소년이 지향하고 있는 아동의 실익과 취미 형성의 목표와 심의린의 조
선동화대집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이후 출판된 실연동화 서문에는 ‘취미’란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한다.  
  

③ 노실 에, 무엇들을 第一趣味잇게 하시고
④ 그 話方의 未熟한 點이 잇기 문에 듯는 사람으로 하야곰 그다지 趣味

잇게 하야 주지 못할 이 
⑤ 有用하고 趣味잇는 재료를 어더들일가하고 생각하다가
⑥ 恒常變化와 趣味를 일치안토록

   먼저 심의린은 아동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취미 있게 하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고담(古談)이나 동화를 이야기할 때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야기
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길 때, ‘화방(話方)’ 즉 말하기 방법이 숙달되지 않아 청
중의 취미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말하기에 유용한 취미 
있는 재료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실연동화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서 구연자가 청중을 대하는 태도를 익히고, 청중이 취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화방’을 실연하는 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점이다. 실연동화는 취미를 위
한 말하기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구연자가 자신의 말하기 
방법이 청중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다. 
   신소년이 얻고자 하는 ‘실익’과 ‘취미’는 심의린 동화집의 편찬의도와 일치
한다. 또한 신소년의 집필자가 각 학교 소학교 선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의린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 심의린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집필진은 아
니었지만 다른 잡지에 비해 직접적인 참여도가 높았고, 당대 신소년에서 이루
고자 하는 소년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여하자는 목표는 조선동화대집에 투영되
었다.  
   심의린은 신소년에 두 편의 동요를 실었다. 아동 문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동요를 시작으로 활동을 전개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심의린 역시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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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동요를 발표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一. 눈보라야 눈보라야. 
    갓득이나 치운 에
      모진 바람 함 석거
        이리 불고 저리 부나

二. 눈보라야 눈보라야.

    놉픈 山과 나진 덜에 
      윙윙왱왱 소리질너
        氣勢大端 무섭구나

三. 눈보라야 눈보라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날짐생과 길짐생이
      容納할 길 專혀 업다
四. 눈보라야 눈보라야
    나뭇가지 춤을 추어
     붓채질과 방불하니
      모야들기 長技로다

五. 눈보라야 눈보라야 
    깁흔 밤 中 다른 窓에
     별안간에 세언지면
      困한 잠이 놀나다

六. 눈보라야 눈보라야
    아침바람 通學生은
      前後左右 언치어
       눈사람과 한 가지다

七. 눈보라야 눈보라야 
    네 아무리 猛烈하되
     浮桑太陽 中天하면
      눈물지고 사라진다68) 

68) 심의린, ｢눈보라의 노래｣, 신소년, 1권 3호,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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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작품은 ｢눈보라의 노래｣로 1923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신소년이 창간
된 이후 3번째 호에 수록되었다. 시는 1연에서 5연까지는 눈보라로 인한 자연현
상을 읊고 있다. 1연에서는 추운 날씨에 바람에 날려 눈이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설상가상의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눈보라로 온천하가 막히
고 사람과 짐승이 갈 방향을 잃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었다. 하지만 눈보라가 
아무리 맹렬해도 태양이 뜨면 사라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눈보라와 같은 
일제의 매서운 탄압도 태양이 나타나면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소년이다. 소년이 새로운 사상으로 조선을 위해 제 역할을 
담당할 때, 눈보라와 같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노래한다. 
   심의린은 연속해서 ｢새해노래｣를 발표했다. 

一. 새해로다 새해로다
    무정하다 세월이야
      흘러가는 물과 가치 
       르기도 르도다
    癸亥年이 휙다가고
     석달금음 當到하야
      子正치고 過歲하니
        甲子年의 새해로다

二. 새해로다 새해로다
    홰장우에 黃鷄 수탉
      두 날개를 둥당치고
        른 목을 길게늘여
    이요 우는 소리 
      甲子年을 반기는 듯
       질거워서 부르지니
        깃브도다 새해로다 

三. 새해로다 새해로다
    새해일을 하야보자
     하게 소세하고  
      새 衣服을 쳐입고
    祠堂房에 들어가서
     국차례 지낸 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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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家親戚 모이어서

四. 새해로다 새해로다
    온갖 것이 새로워서
      보는 것과 듯는 것이
       해와 가치 새롭도다
     우리 少年 여러분은 
       새 知識을 工夫하되
         熱心으로 誠心으로
          日就月將 하야보세.69) 

  
   위 동요는 새해를 맞이하여 소년들을 독려하기 위한 권유가처럼 보인다. ‘새
해’가 밝으면 온갖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 시간의 무상함에 슬퍼하다가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것에 착안하여 소년이 새 지식을 공부하여 
일취월장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심의린은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변
화와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다. 눈보라를 몰아내는 태양, 시간의 덧없음 가운데 
또 다시 밝아오는 새해의 아침은 희망적이다. 자연의 순리에 사회적인 현상을 입
혀서 소년이 갖추어야 할 새 시대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다. 소년은 
지식으로 일취월장하여 눈보라 치는 조선의 현실을 따사로운 태양이 비추는 곳
으로 만들어야 한다. 심의린이 발행 초기 신소년에 동요를 기고하여 신소년
의 가치 지향에 동참하고 소년에게 새 시대의 새로운 사고를 품을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이는 그의 동화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심의린은 두 편의 동요를 발표한 이후, 1924년 3월 전설 ｢완고양반｣을 신소
년에 발표했다. 글에만 몰두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운 완고한 인물을 통해서 신
문물의 수용과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완고’는 근대 지식 습득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간주되었고 신소년
이 지향하는 ‘취미’와 ‘실익’을 위해서 완고한 인물형은 타파의 대상이었다. 
   1924년 8월에는 동화 ｢유복자의 효성｣을 발표했다. ｢유복자의 효성｣은 유복
자가 우연히 돌부처를 얻어서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처럼 대했는데 이를 본 친구
가 돌부처를 하찮게 여기고 돌부처에 상해를 가하자 유복자가 친구를 살해한 이
야기이다. 유복자는 부모처럼 돌부처를 대했기 때문에 친구의 행위는 자신의 부
모를 해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리적 가치를 중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69) 심의린, ｢새해노래｣, 신소년, 2권 1호,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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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작품은 모두 조선동화대집에 수록 되었다. 전설 ｢완고양반｣은 신소
년에서 충청남도 연산군의 선비라고 이장천을 소개하고 있다. 전설이라고 작품
의 장르를 제한하여 지역 명을 서두에 제시하였다. 3월에 전설 ｢완고양반｣을 발
표하고 나서 4개월 후에 ｢유복자의 효성｣을 발표할 때는 전설이 아닌 ‘동화’로 
명명하였다. 그는 전설 ｢완고양반｣을 조선동화대집에 수록할 때, 전설과 동화
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조선동화대집에 수록할 때는  ‘충청남도 연산군’이라는 
지역 이름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지역 이름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전설
과 동화를 구별하는 경계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1924년 8월 이후 신소년에서 심의린의 작품을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24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동화집을 발간하였다. 
심의린은 1926년 10월 27일 조선동화대집을 출판하였다. 심의린은 신소년
을 통하여 비정기적으로 동요와 동화를 발표하던 중,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이 발간되는 것을 보면서 ‘조선동화’를 수집 편찬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66편의 동화를 모으면서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은 참고자료이면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조선동화대집은 조선동화집
의 내용을 23편 수용하였다. 23편의 수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린 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동요와 동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편찬으로 자극을 받아 조선동화
대집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아동 문학가들이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시기적으로 단행본으로 묶어서 나온 것은 심의린이 제일 앞섰
다.  
   비정기적으로 동화를 신소년에 기고하던 심의린은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을 조선동화대집을 통해서 선보였다. 이러한 심의린의 의도는 2년 뒤 
1928년 5월 1일 실연동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조선어 ‘화방 
연습’을 위한 말하기 교재로 실제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실
전 말하기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제1집을 제공하였다. 1920년대는 
동화회가 번성하던 시기였지만 동화회에 필요한 구연 재료나 방법에 대한 논의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심의린의 실연동화는 엄선된 
재료의 선별과 함께 어떻게 실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심
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실제 연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조선동화대집이 교육적 담화재료의 성격이 지배적이었다면, 실연동화는 
이러한 재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연하여 보여줄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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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심의린은 조선어와 동화를 통해서 당대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이
야기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해서 어린이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서들을 이야기
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었다. 
   심의린은 두 차례에 걸친 동화집 편찬에 이어 1936년 교육용 보통학교 조선
어독본레코드 취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교육용 레코드로서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로는 희귀한 자료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발음 
학습에 대한 의도로 제작된 레코드에서 ｢바른 독법 틀린 독법｣이라는 주제로 어
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또한 1930년에 발간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교과서를 녹음한 소리들을 따라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하고 올바르
게 책을 읽고 이를 통해서 숙련된 말하기의 방법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심의린은 레코드에 이어 당대 새롭게 등장한 라디오 대중 매체를 활용한 라
디오 동화에도 참여하였다. 총 25회에 걸친 라디오 동화는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심
의린이 라디오 동화에까지 진출하여 스스로 실연을 보여준 것은 조선어와 동화
에 대한 그의 기획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지금까지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자로서 면모가 부각되었지만 동화 운동가로서
의 면모는 조선동화대집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 있었다. 이에 대해 그가 
일관되게 아동문학과 동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큰 노력을 진행한 동화 운동가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신소년에 참여하면서 동요와 동화를 발표하였다. 
잡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하던 동화에 대한 큰 포부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암울한 조선어의 현실과 조우하면서 1926년 조선동화대집으로 성과
를 내게 되었다. 이후 1928년 실연동화를 편찬하여 실제 학생들이 실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라디오 어린이 시간 동화에 출현하여 직접 자신이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의린이 의도한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린의 활동과 성과는 그간 제대로 조
명 받지 못했다. 이제 심의린이 당대 조선어와 동화의 결합을 통해 무엇을 의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활동단계 별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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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 과정

3.1. 조선어교육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편찬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조선동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존하는 자료의 계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 발굴에 집중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연구 역시 ‘삼
대전래동화집(三代傳來童話集)’의 하나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각 
동화집에 대한 개별적 논의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권혁래는 조선동화집 도처에 나오는 ‘유순하고 친절한 어린이상’에 대해 
“친절하고 유순한 태도는 ‘자기희생’을 넘어서 세상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대응 
없이 ‘자기학대’에 가까운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계와 인간성에 대한 동화
의 인식 태도가 자학적이며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70)
이라고 하였다. 조선동화집에 나타나는 계몽적 태도는 바로 제국주의적 세계관
을 확산시키고,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71)
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조선동화집과 대비되는 조선동화대집』에는『조선동
화집』의 모범적 인간상과는 달리, 재치와 꾀를 강조하는 ‘악동’의 인간상이 주로 
그려진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는 조선동화집과 조선
동화대집에 그려진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동화대집에 등장하는 발랄하고 건강한 인물상, 현실에 대한 문제, 해학적
인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위해 앞서 출판된 동화집과의 비교는 당연한 결과인 셈
이다. 조선동화대집의 고유성은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동화집과의 비교들 
속에서 자료의 의의가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나온 동화집과의 차
별성을 문제 삼고,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배경과 내용 구성, 책의 의도와 특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천착해 보고자 한다. 

70) 권혁래, ｢ 조선동화집의 인물형상과 이데올로기｣, 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37쪽. 

71) 권혁래, 위의 책, 138-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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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배경
그러면 少年時代에 訓話童話가 如何한 힘이 잇스며 如何한 影響을 밋침

은 뭇지 아니 하야도 알 것입니다72)

   심의린은 소년시절에 ‘훈화동화’가 지닌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자명하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올케 녁엿든 훈
화나 동화갓흔 것은 지금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어 잇고, 마음에 먹음어 잇
습니다’73)라는 표현을 통해 어린 시절에 들은 좋은 이야기는 평생을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심의린은 어린이들이 마음의 나침판으
로 삼고 간직하면서 되새길 수 있는 이야기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다. 
심의린의 이런 고민은 다음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야, 상식을 풍부케 하며, 문장을 감
상하야, 문예의 취미를 엇게 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74)

   심의린은 실제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기를 수 있는 즉 상식적인 수준
의 이야기를 선호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동화를 통해서 일상적 삶의 상식을 얻는다는 것은 동화
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동화가 한낱 허무
맹랑한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의린이 동화에서 상식, 문장, 문예미를 염두에 둔 것은 자신의 교육 환경과
도 무관하지 않다. 심의린은 1914년 재동보통학교에 이어 1919년 경성여자고등
학교75)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25년부터 줄곧 경성사범학교76)에 머물렀다. 경
성여자고등학교에서 1919년에 임시 여자교원양성소를 부설하여 심의린은 여자 
교원 양성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의린은 당시 교원 양성에 

72) 심의린, ｢서문｣, 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1쪽.
73) 심의린, 위의 곳. 
74) 심의린, 위의 곳.
75) 1914년 사범과를 설치하고, 1919년에는 임시 여자교원양성소를 부설하였다. 1938년 

4월 경기고등여학교로 개칭하였다. 
76) 1921년 4월에 창립한 경성사범학교는 194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을지로(당시 황금정)에 있었으며, 일본인 중심에 이보다 적은 수의 조선인이 입학한 
관립사범학교이다. 1934년 당시 보통과(5년), 남자연습과(2년), 여자연습과, 강습과(6
개월)에 모두 21학급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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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재의 부족에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사범 학교령｣이 반포되어, 한성사범학교는 3년 과정의 본과 외에 1년제 
예과, 속성과, 강습과 등을 두었다. 경성여자고등학교에 부설된 임시 여자 교원 
양성소가 1919년에 설치된 것을 보면, 여성 교원 양성이 남성 교원 양성에 비해 
13년이나 늦게 이루어졌다. 당시 여자 교원들은 남성 교원과 달리 재봉, 가사와 
같은 수업이 많았다77)고 한다. 뒤늦게 시작된 여자 교원 양성과 수업에서 가사
와 관련된 과목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경성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심의린도 여자 교원 양성에 필요한 교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일본어만을 강요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조선어보다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는 쪽이 더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학
교 교육에서 조선어보다 일본어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조선어, 일본어의 주당 수업시수78)

   
   1차 교육령에 비해 3차 교육령이 되면, 조선어 시간이 2시간 줄어들고 제7차 
교육령인 1938년에 오면 조선어 수업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
수록 일본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조선어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가 모두 
일본어로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조선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부자
77) 여성 교원이 많이 동원된 것은 부인교화사업과 일본어 보급 사업이었다. 여성 교원들

은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부녀를 모아 야학회를 개최하고 일본어, 산술, 조선어 및 
가사, 재봉 등의 초보적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인화, 처녀회 등의 모임도 개최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교원 양성 이후 재교육을 통하여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일본어였다. 강
사는 주로 경성보통학교 교유가 담당했는데 모두 일본인이어서 통역이 필요했다고 한
다. (이희재, ｢우리나라 해방 전 여교원 정책에 관한 사적 고찰｣, 이화여대 교육학과 
석사, 1972, 63-64쪽.)

78) 김순전외 7인 역,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서 제1기, 제이앤씨, 2007, 40쪽 참고 
재구성. 

1차 교육령1911 3차 교육령 1922 7차 교육령 1938
조선어급한문 일어 조선어 일어 조선어 일어

1학년 6 10 4 10 4 10
2학년 6 10 4 12 3 12
3학년 5 10 3 12 3 12
4학년 5 10 3 12 2 12
5학년 3 9 2 9
6학년 3 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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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오학년생이 조선어로는 밧침도 변변히 모르나 일어로는 편지도 쓰고 
담화도 곳 잘 한다 단군이약이는 몰나도 일본의 전설인 무슨 신의 일은 잘 
안다 엇지 놀나지 안을 배리요 羽衣對話唱歌의 의미는 미상이엿스나 어린 
여학생의 노래는 아조 감상적이엿다한다 나에게 한하엿는지는 모르되 천사
로 가장한 피녀의 음성은 슯흔 곡조를 울고 십헛다79)

   4학년 5학년이 되어서도 조선어를 제대로 쓸 수 없으면서 일본어로 담화가 
가능한 것은 일본어 교육 시수가 조선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학교 현실에서 심의린은 조선어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
한 가치로 삼게 되었다. 특히나, 경성여자고등학교에 임시 교원 양성소가 설치되
면서 보통학교에 조선어교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
다. 줄어든 조선어 수업과 조선어를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조선어를 가르칠 재
목을 기른다는 것은 난관이었다. 그 결과 심의린은 경성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
이었지만 보통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피폐한  조선어교육
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과 조선동화대집이다. 

아마 基礎敎育되는 普通學校時代부터 確實한 말과 確實한 글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學校에서 배호는 時間은 얼마 아니되고, 家庭
에서 指導하야 주시는 어른도 만치 못하니 不可不 自習의 힘이나 바랄 수밧
게 업는대 아직지는 必要한 辭典갓흔 것이 업슴으로, 恒常 遺憾으로 生覺
하얏습니다.

그리하여 拙者가 늘 普通學校에 適當한 辭典을 만들어 볼가하얏스나, 學
力의 不及함과 時間의 餘裕가 업서서, 敢히 着手하지 못하다가, 今番에 적
은 틈을 利用하야 短時間에 所謂 編纂이라는 名色을 하얏습니다.80) 

   1925년에 출판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학교 교육령에 따라 조선어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줄 어른이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문맹률
은 1910년 95%에서 1930년에 70%로 떨어졌지만81) 여전히 문자를 알지 못하

79) 보교 학예회를 보고, 해주 병진생, 동아일보 1924.3.11. 
80) 심의린 편찬, 박형익 저, 앞의 책, 2005, 39쪽. 
81) 1930년에 시행한 국세조사에서 문맹자(文盲者) 즉 조선문(朝鮮文)과 가나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2%에 달한다. (박정우, ｢일제하 언어민족주의 : 식민
지 시기 문맹퇴치-한글보급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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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학생들이 열악한 학습 환경에서 
‘자습’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스스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사전
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에 몰두하게 되었다.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6,106개의 표제어가 실린 소사전이다. 이 사전에
서는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서 사용된 어휘를 바탕으로 표제어를 선정했고, 여
기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췌한 어휘를 일부 보충하였다. 교과서에서 선정한 표
제어의 경우 그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교과서의 권수와 과를 제시했는데, 2권 3
과에 처음 나온 표제어의 경우 ‘一,二, 三’과 같이 표시했다. 조선어 독본을 학습
하기 위해 만든 사전임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사전을 편찬했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은 보통학교 학생들이 조선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의 부족,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부족을 사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셈이다. 이는 보통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교재이다. 이 사전
은 당시의 조선어 학습 환경에서 자학자습하는 사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
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심의린은 당시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학습에 필요한 
교재들을 집필하는 데 노력하였다. 뒤이어 나온 조선동화대집역시 교육적 목적
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을 부속국문체로 표기하였다. 그 즈음 신문과 잡지, 
단행본에서는 순조선문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심의린은 시대적
인 흐름과 맞지 않는 표기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것은 바로 학교 교육과 연결된
다. 당시 교과서나 독본류들이 한자에 음을 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자습을 할 수 있는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발간 이후에 교육적 담화재
료인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가져왔
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친숙하다
는 장점이 있다. 교과서가 조선 아동의 취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교과서와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출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부속국문체는 노동독본이나 야학독본에 활용되면서 한글 교육에 중요한 수
단이 되었다.
   심의린은『보통학교 조선어사전』에 뒤이어『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여 조
선어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동화대집』은 학생들을 위한 담화재료집으로서 당시 조선어 교과서가 담

문, 200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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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지 못한 조선 아동의 취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선 아동에게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보통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 교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냈다. 

 조선동화대집의 내용 구성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 출판에서 학생들을 배려한 것은 문체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심의린은 훈화와 동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
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상식, 문장, 문예미를 얻게 하고자 하였다. 이야기 목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동화대집의 목차

1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 34 산양의 소원
2 멸치의 꿈 35 갓흔 재조
3 청보자 36 태젼군의 
4 독갑이돈 37 김득선의 후회
5 호랑이를 잡은 도적 38 콩쥐팟쥐
6 당나귀알 39 옹긔장사
7 바보사위 40 완고량반
8 개구리 신선 41 달
9 금방망이 은방망이 42 두 개의 구슬
10 이오성 43 혹 달닌 로옹
11 효자의 도움 44 문자 잘 쓰는 남자
12 네모진 보석 45 오리 먹고 알 먹어
13 외쪽의 꾀 46 토끼의 지혜
14 착한 아우 47 말하는 남생이
15 부자 되는 법 48 삼인의 학동
16 곰과 산도야지 49 염소의 환갑잔치
17 오작교 50 두 형의 회개
18 별주부 51  잇는 여호
19 두건 쓴 고양이 52 보의 실언
20 유복자의 효성 53 풀은 구슬과 붉은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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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게 표시한 것들은 조선동화집과 중복되지 않고 심의린이 새롭게 편성한 
이야기로 42편에 이른다. 이를 기존의 형식적인 설화 분류안으로 작품을 나누면, 
심의린이 기획한 ‘상식, 문장, 문예미’라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이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심의린이 강조한 주
제의식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어, 삼
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15편)

꾀쟁이: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9편)

절대적 가치 
효: 유복자의 효성, 효자의 도움, 턴도 어든 효자(3편)
형제애: 착한 아우, 콩쥐팟쥐 (2편)  

은혜: 다람쥐의 보은, 두건 쓴 고양이, 술 나오는 구슬(3편)
욕심: 산양의 소원, 오작교(2편) 

신의: 개구리 신선(1편) 

21 장승해몽 54 자리다툼
22 소년군수 55 텬도 어든 효자
23 악독한 범 56 개와 범
24 다람쥐의 보은 57 보의 성공
25 원숭이의 재판 58 군수와 소아
26 바보 모집 59 거즛말 잘 하는 아해
27 돌둑겁이 60 텬치 신랑
28 오성의 독갑이 제어 61 쌍의 보은
29 반 사람 62 술 나오는 구슬
30 놀부와 흥부 63 여호의 변화
31 로부를 내다버린 자 64 세도 재상의 활냥
32 토목공이와 릉고비 65 완고학자님
33 호랑이 모집 66 둑겁이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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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가치 
헛된 꿈: 멸치의 , 청보자, 독갑이돈, 옹기장사(4편) 

경제적인 문제: 이오성, 토목공이와 릉고비, 부자 되는 법(3편) 
모험과 문제해결: 보의 성공, 갓흔 재조(3편) 

 

   이는 조선동화대집 총 66편 가운데 조선동화집과 중복되지 않는 42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를 행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바보 이야기가 15편, 꾀쟁이 
이야기가 9편으로 바보와 꾀쟁이 이야기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조선동화집에 
많이 수록되었던 절대적 가치인 효, 형제애, 은혜, 욕심에 대한 서사들이 몇 편씩 
추가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현실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동화집에는 앞
서 권혁래가 지적한 것처럼 ‘유순하고 친절한 어린이상’으로 스스로의 현실 대응 
능력이 없는 수동적인 어린이상이 지배적이라면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인 어린이를 대거 등장시
킨 것이 특징이다.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이야기를 편찬한 조선
동화집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적
으로 제목을 붙이는 방식에서도 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 제목 비교

조선동화집 조선동화대집
1 물 속 구슬 42 두 개의 구슬 
2 원숭이의 재판 25 원숭이 재판
3 혹 떼이기, 혹 받기 43 혹 달닌 노옹
4 술이 싫은 토끼, 거북이, 두꺼비 54 자리다툼
5 한 겨울의 산딸기 58 군수와 소아 
6 검은 옥과 노란 옥 53 풀은 구슬과 붉은 구슬
7 교활한 토끼 56 개와 범
8 말하는 거북이 47 말하는 남생이
9 선녀의 옷 55 천도 얻은 효자 

37 김득선의 후회
10 바보 점쟁이 27 돌둑겁이
11 심부름꾼 거북이 18 별주부
12 은혜 갚은 두꺼비 66 둑겁이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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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이 이야기의 제목 붙이는 방식은 서사의 주인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조선동화집의 이야기 제목에 부정적 표현이 많이 
담겨 있는 것과 비교된다. ｢교활한 토끼｣, ｢바보 점쟁이｣, ｢겁쟁이 호랑이｣ 등이 
그렇다. 옛이야기 ‘호랑이와 토끼의 대결’에서 토끼의 지혜가 돋보였지만 조선동
화집에서는 이를 ‘교활한 토끼’로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를 죽인 토끼의 방식을 
‘교활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권혁래는 “｢교활한 토끼｣나 ｢어머니를 버린 남자｣의 캐릭터를 변형시키는 데 
총독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민담에서 일반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발랄하고 꾀 많은 토끼’, 그리고 ‘효성스러운 자식’의 상은 지극히 
전통적이며 조선적인 캐릭터인데 그러한 캐릭터를 흐릿하게 하고 낯설고 부정적 
형상으로 변형하는 것은 1920년대에 들어 문화정책을 펴고 있던 총독부의 담당
자로서는 충분히 흥미를 느낄 만한 일로 민담의 이야기를 동화라는 근대문학 장
르로 옮기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이요 문화적 효과”82)로 보았
다. 하지만, ｢교활한 토끼｣83)에 등장하는 토끼 역시 조선에서 구전 전승되는 이
82) 권혁래, ｢조선동화집의 성격과 의의｣, 조선동화집(1924)연구, 보고사, 2013, 

169-170쪽. 
83)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교활한 토끼｣의 서사구조를 잠시 소개한

다. 
ⓐ 호랑이가 항아리가 필요해서 두부 일곱 덩이와 바꾸려고 시장으로 간다.
ⓑ 이 때, 토끼가 나타나서 호랑이의 두부를 먹고 싶다면서 한 덩이 얻어먹는다.
ⓒ 토끼는 꾀로 호랑이의 두부 여섯 덩이를 얻어먹었다.
ⓓ 호랑이는 화 내지 않고, 나머지 한 덩이를 가지고 가서 항아리와 바꿔왔다.

13 이야기 좋아하는 장님 (없음)
14 종을 친 까치 61 쌍꿩의 보은
15 세 개의 구슬 12 네모진 보석
16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1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 
17 어머니를 버린 남자 31 로부를 내다버린 자
18 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 49 염소의 환갑연회
19 금방망이 은방망이 9 금방망이 은방망이
20 불쌍한 아이 (없음)
21 겁쟁이 호랑이 5 호랑이를 잡은 도적
22 세 개의 보물 50 두 형의 회개
23 큰 게를 물리침 16 곰과 산도야지
24 천벌 받은 호랑이 23 악독한 범 
25 놀부와 흥부 30 놀부와 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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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서사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목에서 조선
에 전승되고 있는 ‘꾀 많고 지혜로운’ 토끼가 아닌 토끼의 행위를 ‘교활하다’라고 
명명한 것이 더 문제적이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조선동화집』은 옛이야기를 
수용하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호명하는 방식에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켰다. 결국, 
같은 이야기에 이름 붙이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개는 그 동안에 니 집으로 돌아와서, 主人주인 을 보고 리를 치며 衣服의복 을 
물어 엇습니다. 主人주인 이 異常이상 이 녁여서 아가 보앗드니 이러함으로 銃총 을 
갓다가 노하서 힘 안 들이고 큰 범을 잡앗습니다. 개도 여러 해를 묵으면 
이와 갓흔 智慧지혜 가 생긱는 것입니다.84) 

   심의린은 호랑이와의 대결에서 토끼의 지혜가 돋보이는 작품을 ｢개와 범｣으
로 바꾸었다. 토끼가 호랑이를 잡는 양상은 인간으로 대신했다. 다른 작품에서 
이미 토끼의 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이미『조선동화집』에서 교활하다고 
표현된 작품에 토끼의 이미지를 덧입히기보다는 인간과 가까운 개를 등장시키고 
호랑이를 잡는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총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
다. 『조선동화대집』에서 토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애고, 호랑이와의 
대결을 지혜롭게 처리한 개의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재구성 방식은 심의
린이 기존의 서사를 보는 방식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 호랑이가 가지고 온 항아리를 토끼가 장난치다 깨뜨린다.
ⓕ 화가 난 호랑이가 도망간 토끼를 쫓아간다.
ⓖ 쫓기던 토끼는 강가에 꼬리를 담그고 고기를 낚고 있는 중이라고 호랑이에게 말한

다.
ⓗ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속아 꼬리가 물속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한다.
ⓘ 이 때, 토끼가 나타나서 호랑이를 태워 죽인다.
ⓙ 토끼가 여관에서 식칼을 빌려서 호랑이를 먹어 치운다.
ⓚ 토끼는 식칼을 빌려준 주인에게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먹으라고 하자, 화가 난 주

인이  식칼을 던진다.
ⓛ 여관 주인의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는 바로 그물에 걸린다.
ⓜ 토끼는 지나가는 파리 떼에게 자신의 얼굴에 알을 낳아달라고 한다.
ⓝ 사냥꾼이 토끼를 보고 오래 된 것이라고 그냥 두고 간 사이에 그물을 뚫고 탈출한

다.
ⓞ 토끼가 매에게 사로잡혀 공중에 떠 있게 된다.
ⓟ 토끼가 매에게 옥황상제에게 가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옥황상제를 벌을 받을 것이라

고 속인다. 
ⓠ 매가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을까 놀라서 토끼를 놓는 순간, 토끼는 죽게 된다. 

84) 심의린,「개와 범」,『조선동화대집』,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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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미영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은혜 몰으는 호랑이｣가 맨 앞에 등장한 것은 
조선동화집에서 왜곡된 토끼에 대한 인상을 바로 잡고,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를 비판하려고 했다”85)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동화집에 등장하는 토끼가 
우리의 정서와 다소 이질적이고 교활하고 간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1920
년대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총독부에서 조선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86)로 
파악하였다. 
   조선동화집에 ｢교활한 토끼｣로 수록된 이야기를 조선총독부의 왜곡으로 보
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옛이야기가 맞다. 옛이야기에서는 강자인 호랑이
를 물리치는 토끼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 보통 ｢토끼의 꾀｣로 
불린다. 조선동화집에서 조선인들의 지혜와 꾀가 담긴 ‘토끼 이야기’를 ‘교활한 
이야기’로 전락시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제목
에서 자주 드러난다. 
   제목 상의 문제는 ｢바보 점쟁이｣, ｢겁쟁이 호랑이｣, ｢천벌 받은 호랑이｣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1920년대에 출판된 다른 동화집들의 제목을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920년대 동화(설화)집에 나타난 제목의 변화 양상 

85) 김미영, ｢심의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 한민족어문학 58, 
2011, 91-92쪽.

86) 김미영, 위의 논문, 91쪽. (김미영은 ｢교활한 토끼｣의 이야기를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토끼 이야기로, 토끼로 비유되는 조선을 폄하하여 조선의 문화를 장악하고자 한 
의도라고 보았다.) 

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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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924.9.1

松村武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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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中村亮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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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2.6

심의린, 
조선동화대
집
1926.10.27

정인섭
온돌야
화
1928

손진태
조선민
담집,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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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동화
집, 
1940

1 교활한 
토끼 개와 범

늙은 
호랑이
와 
토끼

2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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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돌둑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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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호랑이와 
곶감

호랑이를 
잡은 도적

호랑이
와 
곶감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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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곶감

곶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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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에 나온 동화집과 설화집의 제목 변이를 보면, 조선총독부 조선동
화집의 제목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토끼는 교활하고,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는 바보이고, 호
랑이는 겁쟁이인 측면도 있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이후에 조선동화에서 이들은 객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조선총독부의『조
선동화집』은 동시대의 다른 동화집과 달리 제목 상에서 주인공 앞에 부정적인 
성향의 수식어를 주입하고 있다. 반면에 심의린, 정인섭, 손진태, 박영만은 조선
의 옛이야기에 살아있는 호랑이의 다양한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호랑이를 
대하는 조선 민족의 태도와도 관련이 깊다. 최원오는 “호랑이를 영웅, 효자, 열녀 
등을 알아보는 영물, 은혜를 갚은 줄 아는 의리 있는 동물임을 표상하는 문화적 
이미지와 포악, 배은망덕, 어리석음을 표상하는 문화적 이미지를 하나의 대상에 
투사된 ‘모순적 복합성’으로 인식87)하였다. 이는 조선동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양가적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조선동화집』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동화에 활용하였다.  
   반면에,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는 조선동화집에서 ‘바보 점쟁이’라고 표
현한 주인공을 ‘점의 명인’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는 
객관적으로 ‘점보는 바위’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심의린이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 ‘돌둑겁이’라고 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유독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만 제목 상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의 성격에 부정적 인식을 담아내
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서사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유순이나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제목을 변이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심의린은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특징 
   그렇다면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면서 이야기를 선택한 기준은 무

87) 최원오,「한국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호랑이설화’를 예로 들어」,
『국학연구』16, 2010, 593-595쪽. 

4 천벌받은 
호랑이 악독한 범 해와 

달
태양과 
달 과 
별

해와 
달이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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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일까. 그 해답은 서문에 나와 있다.  

拙者가 少年時代에 어더들은 바와 읽어본 바 中에서 本來부터 우리 朝鮮
에 流行되는 童話로 適當할 한 材料 몃 가지를 取擇하야 모아서 少年諸郡

에게 參考에 供코저 此書를 編纂하얏습니다. 

   심의린이 어린 시절부터 듣고 읽어온 것 중에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는 동화
를 취사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원기는 조선동화대집에서 ｢개구리 신선｣, ｢
산양꾼의 소원｣, ｢같은 재조｣를 그림동화집의 번안동화로 규정한 바 있다.88) 
그림 동화의 ｢개구리 왕자｣, ｢어부와 그의 아내｣, ｢재주가 좋은 네 형제｣와 비교
해 볼 때, 제목상의 변화만 보더라도 심의린이 그림동화집의 서사를 수용하여 
조선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동화의 작품이 심의린의 동화집에서는 표면적으로 제목의 변화와 함께 
직업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동화에서 마법사의 저주로 개구리가 된 주인공 
왕자는 심의린의 경우에는 천상의 존재인 신선이 되었다. 그림동화가 지상에서 
같은 부류의 신분을 유지하는 반면에 심의린이 천상과 지상이라는 극복할 수 없
는 존재를 설정한 것은 왜일까. 신의를 저버린 귀족의 딸(혹은 공주)이 혐오스러
운 개구리를 던져 우연히 마법에서 풀려 왕자로 돌아온 뒤 남녀가 결합하는 서
사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 신의를 버린 귀족 딸과는 결연할 수 없
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선은 천상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신의’를 강
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인과적 결과를 보
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개구리 신선」은 원작에서 보여준 남녀 결합보
다 ‘신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 서사전개에서 주인공의 삶을 천
상과 지상으로 분리하고, 신의를 어기고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욕심의 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산양군의 소
원｣이 있다. 함정에 빠진 사슴을 구해준 사냥꾼이 부인의 부탁으로 사슴에게 소
원을 말한다. 그림동화의 단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88) 신원기, 앞의 논문,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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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동화와 조선동화대집에서 나타난 아내의 요구사항

   그림동화에 등장하는 어부의 아내는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한다. 
처음에는 좋은 집 하나에 만족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하나씩 소원이 이루어지
자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된다. 그 소원을 말한 순간, 
그들 부부는 처음처럼 어려운 살림살이로 돌아가게 되었다. 심의린의 산양꾼의 
아내는 좋은 집에 세간을 요구하여 청이 들어지자, 하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순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신원기는 ｢사냥꾼의 소원｣은 그림동화
집의「어부와 그의 아내｣이야기의 번안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하여 
‘초월적 욕망에 대한 경계’를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로 바꾸어 하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89)으로 보았다. 
   심의린은 그림동화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요구를 세 차례로 줄여 버렸다. 집
이나 세간은 그림동화에서 집이라는 1차적 요구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그림동화
에서는 집을 주었을 때, 이미 좋은 세간까지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을 달라
고 했을 때, 성 안에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원기가 말한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에 집, 세간, 하인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세속적 욕
망에서 물질적인 보상은 가능하지만 인간 스스로 노동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인을 달라는 요구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
른 사람을 통해서 노동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림동화에서는 교황에 가
는 것까지 허용되었고, 신이 되게 해 달라는 요구에서 멈추었지만 심의린은 노동
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그만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심의
린은 이렇게 말했다. 

사슴은 如前여전 히 네 그러케 하지오함으로 산양군은 곳 집으로 여왓습
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 조흔 집과 세간은 다 어대로 가고, 맨 
처음과 갓흔 쓰러져가는 草家초가 집에 마누라가 홀로 안저서 울고 잇섯습니다. 

只今지금 와서 慾心욕심 이 過과 한 것을 後悔후회 한들 무슨 效力효력 이 잇겟습닛가.90)

89) 신원기, 위의 논문, 257쪽. 
90) 심의린, ｢산양의 소원｣,『조선동화대집』, 169쪽. 

작품명 아내의 요구사항
그림동화의 ｢어부와 그의 아내｣ 집, 성, 왕, 황제, 교황, 신
조선동화대집의 ｢산양의 소원｣ 집, 세간,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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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과 세간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 원래 살던 초가집에서 울고 있는 마누라
로 이야기의 끝을 맺으면서 “지금 와서 욕심이 과한 것을 후회한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우리 이야기에서 과도한 욕망을 그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잘 알고 있는 ｢놀부흥부｣의 이야기이다. 

但只단지  한 통이 남앗는대, 그래도 이 眉連미련 하고 慾心욕심 만은 㐐夫놀부 는 生覺생각 하되 
이 통에는  金銀금은 寶貝보패 가 만히 들엇겟지하고 期於기어 코 마자 타서 보앗습니
다. 이번에는 强盜강도 가 쏘다져 나오며 一齊일제 히 몽둥이를 들고 㐐夫놀부 를 두들기
며 金銀금은 寶貝보패 를 내노라 함으로 매에 못 니겨서 逃亡도망 하야 왓드니, 이 놈들이 
불을 노코 가서 㐐夫놀부 는 집도 업게 되엿습니다.91) 

   ｢놀부흥부｣에서 놀부는 박을 탈 때마다 봉변을 맞는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박 앞에서 ‘이 통 속에 꼭 금은보화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박까지 타 보고 난 뒤에 도둑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현
실을 인정하게 된다.
   ｢산양꾼의 소원｣과 ｢놀부흥부｣는 모두 인간의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욕심의 차원에 차이가 있다. ｢놀부흥부｣에서 
놀부는 이미 부자이다. 이미 부자인 상태에서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보
고 자신도 그렇게 해 보려한다. 흥부는 박을 타면 탈수록 좋은 것이 나왔지만, 
놀부는 반대로 박을 타면 탈수록 안 좋은 것이 나왔다. 놀부는 이미 안 좋은 것
을 경험한 상태에서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었다. 반면에, ｢산양꾼의 소원｣은 
집을 얻고 세간을 얻은 좋은 상태에서 하인을 원했을 때, 안 좋은 상태로 가 버
렸다. 이미 안 좋을 것을 경험했을 때 그만 두는 것,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어
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처럼 심의린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 
심의린은 조선에 유전되는 조선동화를 최우선으로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의 
동화라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그 수용태
도는 대단히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동화에서 여섯 번에 걸친 요구 사
항은 단 세 차례로 그치고 그 요구의 성격마저도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2차적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사를 줄이기 위해서 부인의 요구를 삭제했을 가능성
도 있지만 심의린은 집과 세간을 얻은 이후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하인을 부

91) 심의린,「놀부흥부」,『조선동화대집』,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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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용납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
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은 경제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용납하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지원을 유
지 발전시키는 것을 희망했던 것이다.   
   심의린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기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 주인공이 원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
해 나가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움에 기대여 
있는 사람들은 그 원조가 끊기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
는 ｢청보자기｣에서도 드러난다. 

婦人부인 서 다만 저 兒孩아해 를 다리시고, 저처럼 苦生고생 살이를 하시니, 보는 사
람도 大端대단 히 悶惘민망 합니다. 나에게 寶物보물 하나가 잇슨 즉 빌녀들일터이니, 이와 
갓흔 困難곤란 을 좀 免면 하십시오하고 풀은 褓子보자 를 내여주며 이 褓子보자 를 머리에 
쓰면, 도모지 사람들이 보지를 못 합니다. 어대 가서 무슨 物件물건 이든지 마음
대로 가저와도 關係관계 가 업스니, 爲先위선  試驗시험 次차 로 假家가가 에 나아가 柴糧시량 과 飯饌반찬 을 
갓다가 저녁밥을 지여 잡수시오. 햐얏습니다.  

 내 말이 거즛말이 아니지오. 그러나 그 褓子보자 를 아모조록 注意주의 하야 쓰
되, 불을 特특 히 操心조심 하야 쓰십시오. 以後이후 에 宅댁 形便형편 이 페이면 차즈러 오겟습
니다.92)

   어느 날, 가난하게 사는 모자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 청보자기를 주었다. 이들 
모자는 이때부터,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부인은 가난한 부인에게 
모자를 조심해서 쓰고 특히 불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
지면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하지만 가난한 집 부인은 물건을 가
져오는데 급급해서 보자기가 담뱃불에 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담뱃불로 생긴 
구멍으로 이제 더 이상 보자기는 안전한 ‘화수분’이 아니었다. 청보자기만 쓰면, 
아무리 물건을 가져가도 주인이 알아채지 못 했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물
건만을 챙긴 부인은 결국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는 이처럼 가난을 문제 삼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92) 심의린, ｢청보자기｣,『조선동화대집』,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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녯적에 한 사람이 잇는데, 自初자초 로 엇지 갓난하든지 굼기를 富者부자 집 밥 먹
듯 하며, 或혹  朝夕조석 을 하야 먹는다할지라도 우거지 죽 안이면 메밀 가락로 
를 에우며, 정월초생이나 되어서 밥맛을 보면 환갑이나 쇠듯이 조하하며, 
衣服의복 을 볼 것 갓흐면 다 해지고 졸가리만 남은 것을 四面사면 을 얽어닙엇는대 
膏藥고약  덩이갓치 가 무더서, 萬一만일  藥局약국 을 지나면 藥契약계 主人주인 이 달녀들어 팔나
고 할 至境지경 이엇습니다.

이 사람은 이 苟艱구간 한 것이 心中심중 에 恒常항상  徹天之恨철천지한 이 되어서, 혼자말로 엇
지하면 좀 잘 살아볼고, 잘 먹어볼고, 잘 닙어볼고, 잘 써 볼고.하며 밤이
나 낫이나 귓것들닌 사람갓치 닙을 들석들석 소리를 쑤구럭쑤구럭 하얐습니
다.93)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여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몰
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궁색하다. 가난이 한이 되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귀신들린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사에
서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수탈로 조선인의 삶이 더욱 피폐
해졌고 가난이라는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
에서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문제를 자주 다루었는데 이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艱難간난 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가엽기로 이 寶石보석 을 가지고 왓다. 

그러나 너를 確實확실 히 밋지 못하야 주기가 어렵다.
 저의 艱難간난 함을 불상히 녁이사 仙官선관 압서 가져오신 것이오니, 저에게 

주실 것 갓흐면 달은 苟艱구간 한 사람의 救濟구제 도 잘 할 것이오, 남에게 對대 하야 
非理비리 의 일도 안을 것이오, 驕慢교만 한 態度태도 도 안을 것이오, 極盡극진 히 善心선심 功德공덕 을 
하올 터이노니 河海하해 갓흔 德澤덕택 을 닙사와 저를 주셔서 이 困窮곤궁 함을 免면 케 하옵
소서. 그 恩惠은혜 는 白骨難忘백골난망 이올시다.94)

   가난한 남자는 보석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지

93) 심의린, ｢네모진 보석｣,『조선동화대집』, 53쪽. 
94) 심의린, 위의 책,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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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 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 가난이라는 현
실 앞에서 의외의 행운으로 가난에서 탈피하지만 그것을 혼자만 누리다 결국 망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심의린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원조나 구원을 입게 되면 
그것을 혼자만이 아닌 다른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랐
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 전에는 주변 사람을 돌볼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 했다. 행운이 오기 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람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행운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그것은 
혼자만의 것이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결국엔 혼자서 
욕심만 부리다 원래 있었던 것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 후에야 다른 사람의 어려
움을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벌을 받고 난 후에 후회를 하고 깨달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심의린은 ｢사냥꾼의 소원｣에서부터 ｢청보자｣, ｢네모진 보석｣, ｢놀부흥부｣까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절제의 미덕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가난
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의 노력에서 찾았다.  
  

 ｢부자 되는 법｣
노형이 부자가 될녀거든, 이와갓치 돈이 손에 들어올 에 나무가지 잡듯 

잡고 노치아니하면 되는 것이오. 돈 업스면 죽는 것은 定한 일이 아니오. 
그러한 것을 마음대로 쓰고야 엇지 저축할 수  잇겟소. 노형이 농사 범절에
는 勤實하나, 所出보다 消費가 샹 더하야 그러한 것이니, 日後에는 至今 
言論과 갓치 實地施行을 하야 보시오. 엇지 안 될 리치가 어듸잇스릿가.” 
하얏드니 그제야 이 사람이 닷고, 感心하야 致謝를 無數히 하고 돌아갓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自己 손의 것을 내여노면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95)

   부자를 찾아간 농부는 부자와 같이 농사도 근면하게 짓고, 부업도 부지런히 
하였으나 매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웃에 사는 부자
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법’을 전수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부자는 술과 돼지 한 
마리를 해 오라고 한 뒤 위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하는 일은 똑같다. 근면하게 농사와 부업을 했지만 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 이유는 저축에 있었다. 부자는 자

95) 심의린,「부자되는 법」,『조선동화대집』,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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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돈을 얻게 되면 죽을 듯이 하여 내보내는 일이 없었다. 반면에 가난한 농부
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았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자연 저축을 할 수 있는 형편
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가난할 뿐이다. 
   심의린은 가난을 의외의 행운이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 집안을 비교하면서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는 ‘저
축’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오성｣의 이야기에서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다. 
살아가는 문제에 급급해서 저축이라는 것을 해 본 적인 없는 대장장이의 삶이 
대단히 현실적이다. 가난은 저축을 통한 자본을 형성해야지만 탈피할 수 있는 문
제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의 궁핍한 현실에서 저축이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자 되는 법｣에서 제
시한 것처럼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손에 한 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보
내지 않게, ｢이오성｣에서처럼 어려운 생활 형편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자본을 형
성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
고 있다. 
   심의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뿐만 아니라 조선어적인 측면에서 
어휘와 문장 등의 쓰임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조선동화대집에는 
의성어와 의태어, 우리 고유어와 속담 등 조선어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된 이야기
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밤이 깁허지매 門문  밧게서 짓걸짓걸하는 소리가 나드니, 독갑이 무리가 몰
녀들어와서, 大廳대청 마루에 우둑우둑 늘어서서 무엇인지 하는 방망이
를 하나 들고  두라리며 銀은  나거라  金금  나거라 하며 여러 
가지 作亂작란 을 하얏습니다.96) 

  심의린은 도깨비들이 모여드는 것에서부터 짓걸짓걸(지껄지껄)이라고 표현하
고 우둑우둑(우뚝우뚝) 늘어서서 도깨비가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번쩍번
쩍하는 방망이를 들고 뚝딱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소리를 
내어 실제로 방망이를 두드려 금과 은을 받는 행위를 연상시키고 있다. 방망이의 

96) 심의린, ｢금방망이 은방망이｣,『조선동화대집』,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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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과 소리, 개암을 깨물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
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도깨비가 모이는 모양과 마루에 서 있는 모습까지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여 도깨비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언어의 중의성에 대한 재미있는 동화도 있다. 

녯날에 한 老人노인 이 잇는대, 恒常항상  독갑이하고 親친 하게 相從상종 을 하얏습니다.

어느 날은 이 이약이 저 이약이 하다가, 老人노인 이 독갑이 더러 여보게 자
네는 무엇이 第一제일  무서운가?하고 물엇습니다.

독갑이 對答대답 이 네 나는 즘생피가 第一제일  무서워요. 老人노인 서는 무엇을 그 
中중 에 무서워하십닛가?하고 말하얏습니다.

老人노인 은 나는 世上세상 에 돈갓치 무서운 것은  업슬 줄 아네.하고 아리켜 
주엇습니다.

老人노인 은 누가 찾는 소리가 남으로 窓창 을 열고 내다 보앗드니, 독갑이는 가
젓든 돈을 냅다 지며 나를 속인 老人노인 은 한 번 魂혼  좀 나시오.하얏습니
다.

老人노인 은 이것을 보고, 짐짓 무서운 것 갓치 窓창 을 다드며 어이 무서워하
고 숨어 안젓드니, 독갑이는 窓창  안으로 돈을 限한 업시 던지고 가 버렷습니다.

이 老人노인 은 갑자기 돈이 만히 생겨서, 고만 富者부자 가 되엿다 합니다.97)

   도깨비는 노인에게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이 ‘동물의 피’라고 이야기했다. 노인 
역시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했다. 각자 무서워하는 것은 맞는데, 두려운 존재의 
성격이 좀 다르다. 도깨비가 말한 ‘동물의 피’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노인이 말
한 돈은 좋아하면서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도깨비가 돈을 계속 던질 때 짐짓 무서운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언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다
양성을 동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사물에 대한 설명에서도 동화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애 앗가 먹든 밥상에, 무와 배추를 납죽납죽하게 쓸어너코, 實柏실백 잣과 

97) 심의린, ｢독갑이돈｣,『조선동화대집』,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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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밤 갓흔 것을 너코, 국물은 검고 맛은 새곰달콤한 것이 일홈이 무엇이
냐.

 妹夫매부 도 醬장 김치도 몰으십닛가.98)

   ｢천치신랑｣은 결혼한 날, 장김치를 처음 먹었다.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온 사람의 결합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만날 수 있
다. 신랑은 장김치를 처음 먹었고, 너무 맛있었지만 체면상 많이 먹지 못 했다. 
신랑은 처남에게 자신이 먹었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이를 처남은 바로 알
아들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심의린은 우리 고유어를 동화에 많이 
사용하였다. 요즘은 새콤달콤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새곰하다’는 의미는 새콤
하다는 것보다는 신 맛이 덜 하고 조금 신 맛이 있다는 뜻을 지닌다. 장김치는 
아주 신 맛은 아니고 달콤한 맛에 신 맛을 가미한 맛이다. 맛의 정도를 우리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뛰어난 말솜씨를 자랑하는 이야기는 단연코 ‘거짓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거짓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동화에 나오는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
들어서 청자가 그 이야기를 수긍하게 만드는 재주이다. 그래서 ‘거짓말’ 겨루기는 
사윗감 고르기에서 중요한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재상
이 매일 벼슬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속게 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겠다’
는 선전포고를 내리면서 이른반 관직 임용 시험이 된 이야기이다.  

宰相재상 은 매우 괴로운 故고 로 한 計策계책 을 生覺생각 하야, 여러 사람에게 發表발표 하야 
말하기를 無論무론 某人모인 하고 이약이를 하야 나를 속데 하는 사람이면 所願소원 대로 
벼살을 식혀 주겟다.

활냥이 말하되 小人소인 이 오다가 異常이상 한 것을 보앗습니다.하얏드니,

宰相재상  응, 무슨 일하고 물엇습니다.

활냥 달은 것이 안이라 水標수표 橋교  中間중간  오는대, 긔럭이 한 마리가 空中공중 에 
날나오다가 입에 물엇든 櫻桃앵도 한 箇개 를 小人소인  압흐로 어틀이길내 집어 보앗
드니, 엇지 크든지 큰독만 하얏습니다.하고 이약이를 하야들녓드니,

98) 심의린, ｢천치신랑｣,『조선동화대집』,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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宰相재상  이 사람 그 무슨 荒唐황당 한 말인고. 그런 櫻桃앵도 가 어듸 잇다는 말인가.

하고 속지 아니함으로 
활냥 참독만은 안이하야도 뱃탱이만 하야요.
宰相재상  그서도 거즛말일세.
(중략)
終末종말 에 가서는 참 정말 도토리만 하야요.하얏드니,

宰相재상  아마 第一제일  큰 櫻桃앵도 는 거진 그만 하리. 그 말은 올은 말일세.하고, 

고개를 덱덱하얏습니다.
활냥 그러면 그 ㅁ라은 거즛말 아닙닛가.
宰相재상  응 그 말은 참말일세.하고 對答대답 하얏드니,

활냥이 다시 말하되 大監대감 서 암만 속지 안으시랴하서도 分明분명 히 속으셧
습니다.하고 웃엇습니다.

宰相재상  櫻桃앵도 의 굵은 것도 도토리만하다는 것이 무엇이 속앗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얏습니다.

활냥 그것은 그러합니다마는 이 夏節하절 에 기럭이가 어대 잇습닛가. 기럭
이란 즘생은 구시월에 南남 으로 갓다가 이삼월에 북으로 향하는 것인대, 요사
이 기럭이가 往來왕래 할 닭이 잇습닛가. 櫻桃앵도 크다는 것만 안이 속으시랴고 
注意주의 하시다가, 기럭이의 잇고업는 것은 生覺생각 치 못하셧스니, 속지 안이하셧
습닛가.하고 설명을 하얏드니, 이 지 속은 일이 업든 宰相재상 도 이 말에
는 엇지할 수 업시 對答대답 을 못 하얏습니다.

이 활냥은 宰相재상 을 속이고 自己자기 所願소원 대로 郡守군수 를 어더 가지고 나려가서, 

百姓백성 도 잘 다스리고 苟艱구간 하든 것도, 免면 하게 되엿다 합니다.99)

   상대방을 이기는 거짓말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로 사위 고르는 ‘거짓말 세 
마디’가 있다. 세 번째 거짓말에서 총각은 문제를 낸 사람에게 예전에 돈을 빌려
갔다는 문서를 내놓음으로써 예비 장인이 돈을 주거나 딸을 주거나 해야 하는 
딜레마의 상황에 빠뜨린다. 심우장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세 번째 거짓말에 대
해서 신뢰를 보내는 순간, 이로 인해 막대한 돈을 참가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

99) 심의린, ｢세도재상과 활냥｣,『조선동화대집』, 270-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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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 번째 진술은 거짓말일 수 있게 된다”100)라고 하였다. 이처럼 거짓말이 사
윗감, 벼슬아치를 시험하는 문제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별 볼 일 없던 한량도 벼슬 한 자리를 얻기 위해 재상
을 집을 찾았다. 그런데 이 한량은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상대방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다. 재상이 앵두의 크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 계절
에 맞지 않는 기러기를 넣어 거짓말을 만들었다. 이야기 서사에서 계절의 변화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사 전개에서 상대방
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진짜 같은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량의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얻어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벼슬을 얻어서 가난함을 면할 수 있었다. 앞의 이야기들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으로 일시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함 때
문에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갔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면 
‘한량’ 같은 삶을 얻을 수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심의린은 부자가 되기 위해 끊
임없이 저축한 농부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대장장이에게 한 자본을 
선사한 오성이나 지적 능력을 확보한 한량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난은 의외의 행운으로 얻을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동화 속에서 재미있게 보여주
었다. 
   지적 능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문자 잘 쓰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 사람은 문자는 잘 쓰는 데 그 문자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녯적에 木목 書房서방 이라하는 사람이 잇섯는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文字문자 가 아니면 말을 못하든 배內내 病身병신 이 잇섯습니다.101) 

   목서방에 대해서 배냇병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냇병신은 선천적으로 가
지고 있는 기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을 말
한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왜 그런지 그의 행
동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00) 심우장, ｢거짓말 딜레마와 이야기의 역설｣, 구비문학연구28, 2009, 315쪽. 
101)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조선동화대집』,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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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어느 날은 自己자기 丈人장인 의 집에 단길너 가서, 몃칠동안 묵게 되엿습니
다. 그날 밤에 난데업든 虎狼호랑 이가 나려와서, 丈人장인 의 잠든 것을 물고 갓습니
다. 달은 사람 갓흐면 사람 살니라고 들어서 洞里동리 사람들이 이 말을 듯고, 

모도 차나와서 虎狼호랑 이를 잡거나, 그럿치 아니하면 丈人장인 의 屍體시체 라도 차즐 
것을, 이 사위되는 者자 가 門문 밧게 나와서 외우되,

 遠山원산 之지 虎호 가 (먼 山의 호랑이가)

自자 近山근산 來래 하야 (갓사운 山으로부터 와서)

吾오 之지 丈人장인 을 捉去착거 하니 (나의 丈人을 잡아가니)

有유 弓궁 者자 는 持지 弓궁 而이 來래 하고 (활이 잇는 者는 활을 가지고 오고)

有유 槍창 者자 는 持지 槍창 而이 來래 하고 (창이 잇는 者는 창을 가지고 오고)

無무 弓궁 無무 槍창 者자 는 執집 杖장 而이 出출 하라 (활도 창도 업는 者는 집팽이를 들고 나오
라)

하얏스나 아모도 이 말을 解釋해석 하는 者자 가 업서서 모다 太平태평 히 잇고 누구라 
救구 하러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업게 되어, 그만 범의 밥이 되엿습니다.102) 

   목서방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장인(丈人)을 물고 가는 급박한 상황에
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자만 나열하였다. 아무도 위급함을 알 수 없어 도
와줄 수 없었고 목서방의 장인은 호랑이의 밥이 되었다.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만 쳤으면 그만일 것을 꽤나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긴 문장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납득 불가능한 문자
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사건2) 그 집 食口식구 가 이것을 알고, 官廳관청 에 告訴고소 하얏드니, 이 말을 듯고 
卽時즉시  잡아다가, 볼기를 리며 數罪수죄 를 하얏습니다. 

이 사람이  文字문자 를 쓰되,

102)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 『조선동화대집』, 207-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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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伐벌 南山남산 之지 楚초 木목 하야 (南山의 楚木을 베혀서)

 猛맹 打타 吾오 之지 肥비 臀둔 하니 (나의 살진 불기를 몹시 치니)

哀애 也야 臀둔 이야 (아야 불기야) 하얏습니다.103) 

郡守군수 가 이것을 보고 하도 文字문자  쓰는 것이 미워서 獄中옥중 에 가두라 하야, 고
만 갓쳣습니다.

사건3) 이 木목 書房서방 의 夫人부인 이 每日매일 朝夕조석  밥이며 點心점심 을 갓다가 獄中옥중 에 너허 
주는대, 팔이 좀 모자랏습니다. 木목 書房서방 이 그대로 文字문자 를 쓰는대,

 汝여 手수 가 短단 커든 吾오 手수 가 長장 커나 (네 팔이 거든 내 팔이 길거나)

吾오 手수 가 短단 커든 汝여 手수 가 長장 하지 (내 팔이 거든 네 팔이 길지)

夫人부인 도 怒노 하야 여보 文字문자 쓰다가 獄中옥중 지 들어오고, 그래도  文字문자 를 
쓰시오, 글세 남도 붓그럽지 아니 하시오? 하얏드니, 如前여전 히 文字문자 로 

 誰수 曰왈 誰수 曰왈  (누가 갈오대 누가 갈오대) 對答대답 하얏습니다.104)

사건4) 몃 달 동안을 獄中옥중 에 갓쳣드니, 郡守군수 가 木목 書房서방 을 불너 注意주의  식히
고 내노흐며 네가 다시는 쓸데 업는 文字문자 를 쓰지 말고, 히 알아듯기 
쉬운 말로 하야라 하얏드니,  如前여전 히 文字문자 로 對答대답 하되, 

 更갱 不用불용 文字문자 호리이다(다시는 文字를 아니 쓰리이다)

하드라니 참 배내 病身병신 이오 識者식자 가 爲위 患환
105)이란 말이 이것이 올시다.106)

   문자를 잘 쓰는 남자는 장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문자
만 쓰다가 호랑이 밥이 되었고 가족들의 고소로 볼기를 맞을 때에도 문자를 쓰
고, 옥에 갇혀서도 계속 문자만 썼다. 마지막으로 군수가 불러다 문자를 그만 쓸 
것을 종용할 때에도 역시 문자를 쓰면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문자를 잘 쓰는 남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차적으로 급

103)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조선동화대집』, 208쪽. 
104) 심의린, 위의 책, 208-209쪽. 
105) 한국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106) 심의린, 위의 책,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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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상황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
는 남자는 자신이 닦아온 학문만을 고수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은 기술
적인 것에 해당된다. 심의린은 그 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뛰어난 문장 실력이 조선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이지
만 그 뛰어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발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의 효과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린은 정확하고 가치 있는 조선
어의 활용을 동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는 조선어와 동화를 통해서 획
득한 실제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임무를 동화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를 무
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2. 조선어 말하기 연습을 위한 실연동화 제작
   심의린이 편찬한 많은 저술 가운데 ‘화방연습’이라는 표제가 함께 붙어 있는 
실연동화(1928)는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고민과 관심, 어린이 말하기 교육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도 안에서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의 존재가 이제야 세상
에 드러나게 된 까닭에 그동안 심의린의 조선어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온
전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비로소 동화를 통한 말하기 교육의 지향성
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조선어가 국어가 아닌 하나의 지방어로 전락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어를 어떻
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심의린 평생의 과업이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해 낸 것은 훈화와 동화였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커서
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속에 남아 삶의 지표가 되었다. 어린이의 사상과 
감정, 문예미를 획득하기 위한 담화재료로 조선동화대집이 발간되었다. 이 책
은 교육적 담화재료를 묶어서 어린이들의 말하기 재료로서 제공되었다. 이후, 심
의린은 실제 담당하고 있었던 ‘조선어 화방’ 시간과 학예회, 동화회에서 실연을 
할 수 있는 엄선된 동화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연동화이다. 조선
동화대집도 담화재료라는 면에서 말하기 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실연동화는 조선동화대집보다 더 뚜렷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것은 바로 ‘조선어 화방’107) 시간에 말하기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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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그는 학생들이 직접 연단에 나와서 학생들을 앞에 두고 실연을 할 수 있게 
구연시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심의린의 실연동화는 그 책의 편찬 의도에서 ‘조선어 화방’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언급하고 있다. 말하기를 위한 구체적인 연습 교재라는 점이
다. 이는 당대 교과서가 조선 아동의 취미와 정서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
안적 교과서로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연동화가 말하기 교재라는 점에서 
당대 활발하게 성행한 동화회, 학예회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즐기
고 선호하였는지, 말하기는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연동화는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심의린의 위치
를 재정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저술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연동
화의 편찬 배경과 내용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연동화의 편찬 배경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으로 어린이들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 동화 재료를 집대성하였다. 심의린은 옛이야기에 내재해 
있는 효, 형제애, 은혜, 욕심의 문제를 현재적 시점에서 거론하였다. 또한 바보와 
꾀쟁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새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심의린은 현실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헛된 꿈을 지닌 주인공을 등장
시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축과 절약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동화들은 교육적 담화재료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조선동화대집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확장을 가져온 것이 바로 실연동화이다. 필자가 새롭게 발굴한 실연동화
는 심의린이 조선어와 동화를 결합시킨 노력의 결과물이다. 실연동화는 교육 
담화재료로 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하고 이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말하기 연
습 재료로 편찬한 귀중한 자료이다. 
   당시 동화 구연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는 1927년에 출간된 동화연구법108)
이 있었고, 연성흠이 1929년 중외일보에 1929년 7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
동화 구연방법의 그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연재(1회-18회)한 바 있으며, 
1934년에 신선동화법109)이 출판되었다. 당시 동화집의 출판은 많았지만 동화 
107) 조선어 ‘화방’ 시간은 일본어 수업과 별도로 조선어 말하기 수업을 말한다. 보통 일

본어와 조선어 수업은 독방(讀方), 철방(綴方), 서방(書方), 화방(話方)으로 이루어졌
다. 읽기, 작문, 쓰기, 말하기로 세분화되어 있다. 

108) 케이터부인 져술, 피득 역, 동화연구법, 경서 죠션쥬일학교련합회,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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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이나 방법에 대한 책이나 저술은 드물었다. 실연동화 이전에 나온 것은 미
국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동화연구법 정도를 들 수 있을 따름이다. 
   1920년대 아동 문학이 독서물에 편중되고 말하는 것에 도움을 줄 만한 책이 
없는 출판 상황에서 심의린은 1928년 이문당에서 실연동화를 5월 1일 출판하
였다. 이문당은 문학출판과 함께 각 학교 교과서와 참고서를 판매하고 독본의 해
설류와 시험 준비서, 사전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출판한 곳이다. 심의린
이 참여했던 신소년도 이문당에서 나왔다. 신소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학
교 교사인 것을 고려하면 신소년과 이문당의 관계도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문당은 신구지식의 매개자오 국민교육의 보급자로 사회의 선두에 서서 
신념과 열성으로 종시일관 하겟슴니다.110)

   신문에 낸 광고에서 이문당은 신구 지식의 매개자로 국민교육의 보급자로 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심의린은 보통학교 조선어사전도 이문당에서 발
행했고, 3판까지 찍었다. 이문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민교육’에 있었고 이에 맞
춰 사전, 교과서, 해설서 등 학교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재들을 편찬하는
데 앞장섰다.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은 한성도서출판사에서 발간했는데, 이는 
당시 한성도서주식회사가 세계명작과 문학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출판하던 것과 
관련성이 있다. 그림동화집, 세계명작걸작선 등 다양한 시리즈들이 한성도서주식
회사를 통해서 간행되었다. 전문성과 동화집으로서의 가치를 위해 한성도서주식
회사에서 출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2년 뒤에 조선어 화방 
시간에 필요한 말하기 재료는 국민교육의 보급자로 앞장서고 있는 이문당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성사범학교 심의린 선생 편찬
화방연습 실연동화제1집 
취미독물로 된 동화는 만이 잇스되 소년의 직접 필요한 화방연습에 제공

할 동화가 업서서 유감으로 녁엿드니 금번에 심의린 선생이 실제로 교수연
구하신 결과 소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취미잇는 교육적 내용을 가진 조선
어 화방을 목적으로 한 동화를 편찬하야 단상에서 실연할 재료를 주섯습니
다. 독서용에도 물론 필요하나 학예회나 화방 시간 갓흔 에 소년제군이나 

109) 탐손 저, 강병주 역, 신선동화법,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34.
110) 동아일보. 192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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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시는 제위에게 얼마나 편의가 될는지 몰을겟습니다(정가 40전, 송료
4전)111)

   이문당에서 낸 광고에 따르면, 당시 독서용 동화는 많았지만 어린이들이 ‘화
방연습’ 즉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사용할 동화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심의린이 실제로 가르치면서 연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 ‘가장 아름답
고 취미 있는 교육적 내용을 가진’ 것으로 조선어 화방을 목적으로 단상에서 실
연할 재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의도는 실연동화의 서문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다. 

其中에도 古談이나 童話갓흔 것을 第一만히 發表하거나 듯거나 하식, 웃
으며 조화하시는 것을 만히 보앗습니다. 그런대도 談話中에는, 매우 아름답
고 有益한 것도 만흐나, 或 그리 感心한달 수 업는 것도 적지 안습니다. 그 
 아니라, 조흔 材料를 가지고 發表하는데도 그 話方의 未熟한 點이 잇기 
문에 듯는 사람으로 하야곰 그다지 趣味잇게 하야 주지 못할 이 만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딈에 더욱 有用하고 趣味잇는 재료를 어더들일가 하고 
생각하다가 平素에 朝鮮語話方시간이나 學藝會나 童話會에 實地로 出演

하야 본 바 中에서 가장 歡迎을 밧든 童話 몃 가지를 모아, 純全한 話方軆
로 글을 써서, 爲先試驗的으로 第一集을 編纂하야 가지고 參考에 供합니
다.112)

   심의린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
는지를 살폈다. 고담이나 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심
의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미있게 노는 학생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
기의 내용과 태도를 보면서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눈에 띄었
다.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
다. 또한 말하기에 있어서 아직 숙달이 되지 않아서 미숙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말하기의 내용과 태도를 더 단련 한다면 이야기의 흥미가 더욱 살아나서 청중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유익하고 흥미 있는 재료가 무엇
일까 고민하다가 평소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 때 해본 것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동화를 선정하여 실험적으로 1집을 편찬하여 제공하게 되었

111) 동아일보. 1928.6.16.
112) 심의린, 서문, 실연동화, 이문당, 1928,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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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말하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들을 직접 보면서 해결하고 싶은 교
육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연동화에 실린 11편의 작품은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회 때, 직
접 실연해 본 것들 중에서 가장 환영을 받은 작품들이다. 어린이에 실린 학교
에서 있었던 이야기 경험담을 올린 글을 보면, 당시 담화에 필요한 소재들을 교
과서 밖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학교에서 담화를 하는데 내가 어린이 신년호에 낫든 에디슨 이야
기를 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어디서 그런 것을 알았느냐
고 칭찬하시며 동무들의 박수 소리는 학교가 떠나갈 뻔 하였습니다. 어린 
독자 여러분. 다- 같이 기뻐하십시다.(진산읍내 이도원)113)

   학교 담화라는 것은 조선어 화방 시간처럼 말하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이 
때, 학생은 어린이에 실린 ｢에디슨 이야기｣를 하여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그런 것을 알았느냐고 칭찬까지 했다는 것은 새로운 담화 재
료를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과서에 한정된 이야기 소재가 아닌 참신한 
이야깃거리를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흥미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신년호부터 나기 시작한 방 선생님의 어린
이독본을 우리 반 선생님은 조선어 시간에 아르켜 주시고 또 읽어 주시며 
앞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기뻐
합니다(평양 대찰리 정민수)114)

   선생님이 조선어 시간에 교과서가 아니라 방정환의 ｢어린이독본｣을 읽어주겠
다고 한 것은 조선어 교재가 당시 어린이의 흥미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조선어 교과서 이외의 읽을거리들이 교재로
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은 말하기를 위
해서 특별히 방법을 제시하고 구성된 것이 아니다. 독서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재
미있는 소재들이었다. 따라서 심의린은 조선어 화방 시간에 어린이의 흥미를 끌
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의 선택과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방법, 표현
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실연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전
적으로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다. 
113) ｢독자담화실｣, 어린이 제2권 4호, 1924.4.19.
114) 어린이 제5권 2호, 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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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교육 현장에서 생긴 자생적인 욕구에서『실연동화』가 편찬되었지
만, 다른 배경은 일본 동화 교육의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린의 아
들 심양택은 아버지가 학교 성적이 좋았고 일본 유학을 떠날 수도 있는 조건이
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비록 
심의린이 일본 유학에 오르지 못했지만 일본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정보와 관심
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는 문인이나 일본 유학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문인들이 일본 아동문학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수용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실연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책으로 발간한 인물이 지금으로서는 심의린이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 실연동화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 말하기 교육 실천 과정에서 대정기(1912-1926)에 구연동화를 주로 지
도했던 것은 오호츠카 강화회(大塚講話會)이다. 오호츠카 강화회는 동화의 구연
에 정진하여 구연대본 편찬에 착수하였다. 
   구연대본의 편찬이 1921년부터 시작되어 1922년까지 9권을 발행하였다. 그 
내용은 각 학년에 맞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구연 대본이 연령을 고려하여 편찬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출판된 실연자료집들을 보면, 학년, 목적, 시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총 9권으로 1권부터 5권까지는 초등학생을 위한 것이고, 6
권은 유치원생을 위한 것, 7권부터 8권은 청년, 처녀를 위한 것이다. 동화집 9권
은 이론과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적었다. 
   실연동화집은 일본 동화계에서 제일 중추적인 기관인 일본 동화협회에서 현
대 일본에서 대표적인 실연동화가가 잘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매년 간행되었다. 
동화술의 역사, 일본 동화계의 현 상황과 관련 있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실제로 
간행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本童話協會 編, 日本実演童話集 弟 一, 隆文館, 1926.

日本童話協會 編, 日本實演童話集 弟 二, 隆文館, 1927.

  일본실연동화집 제2집은 일본동화협회가 1927년 융문관(隆文館)에서 발간
하였다. 

작년 본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화구연가의 걸작을 모아 간행한 일
본실연동화집 제1집은 동화계에서 만족과 환영을 받았다. 동화가 성행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재(話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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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제2집을 편찬하여 전집에서 얻은 동화 구연가 수씨의 걸작을 모
아 제공하게 되었다. 본집에 수록한 동화는 각 구연가의 고심의 역작으로 
특별히 의미가 깊다. 

화재(話材)의 정리 선택에 한층 주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본집이 동화계의 신기운을 불러오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115) 

   일본실연동화집 제2집은 제1집의 성공에서 비롯되었다. 실연동화집이 발간
되게 된 계기는 화재(話材) 즉 이야깃거리의 선택 때문이었다. 동화협회에서는 
다양하고 정제된 화재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구연동
화가의 역작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심의린이 실연동화를 편찬한 것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요
구 사항과 일본 실연동화집의 영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심의린의 작
업이 특별한 것은 일본 실연동화집의 형성이 일본 동화 협회에서 추진된 것이라
면 심의린은 혼자서 실연동화를 편찬했다는 점이다. 일본 실연동화집의 경우, 
여러 구연가들의 합작품이었다. 심의린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느낀 교재의 부족
과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토대로  책을 만들었다. 비록 그 시행착오가 1집
으로 끝난 아쉬움이 남지만 시험적으로 1집을 발간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지속
적으로 발간하고자 했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실질적인 학교 교육에서의 성과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조선어화방 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엄선한 작품
이 실연동화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실연동화는 당시의 말하기 재료로서의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여 연습할 수 있는 실용적 교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당대 
동화 문화의 소재와 말하기의 특징과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실연동화의 구성
   실연동화는 1928년 5월 1일 이문당에서 발행되었다. 모두 11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조선동화대집이 부속국문체로 한자 옆에 한글을 병기한 것과 달리 
실연동화의 문체는 순국문체로 이루어졌다. 실제 조선어 화방 시간이라는 학교 
교육의 특정 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자가 뚜렷하

115) 일본동화협회 편, 서문, 일본실연동화집 2, 융문관, 192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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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연을 위해서는 국문으로만 표기된 것이 보기에 더 편할 수 있다. 실용적인 
면들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 화방’ 시간과 학예회, 동화회에서 실연을 통해서 인기 있다고 판단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심의린의 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 자료 목록

   실연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과 함께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점이다. 먼
저 나온 조선동화대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작품은 ｢멸치의 ｣밖에 없
다. 조선동화대집의 동화를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새로운 작품을 
구성하여 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돌의 낙원｣, ｢만길의 원수｣, ｢삼남의 비행
선｣은 심의린이 새로운 서사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재구성 한 작품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귀 큰 님금｣, ｢조화붓흔 그림｣과 같은 경우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개입시켜 심의린식의 재구성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동 있는 이야기를 조화롭게 선택하였다.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흥미만
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감화를 받아 변화를 요구하는 단
계까지 나아가길 바랐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흥미 있고, 감심(感心) 있는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가
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의 분류 기준은 조선동화대집에서 표방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과 실연동화에서 강조한 ‘흥미 있고 감심(感
心)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바
보와 꾀쟁이’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대적인 가치인 효와 형제애, 은
혜, 욕심에 대한 서사와 현재적 가치인 헛된 꿈에 대한 비판과 경제적인 문제와 
모험심에 대한 서사가 균형 있게 소개되었다. 실연동화의 주제별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제목 시간 제목 시간
1 톡기의  10분 7 죄바든 여호 8분
2 금돌의 낙원 30분 8 만길의 원수 35분
3 정직한 복순이 5분 9 은혜 갑흔 원숭이 8분
4 멸치의  22분 10 삼남의 비행선 40분
5 우애를 달은 형 7분 11 조화붓흔 그림 12분
6 귀 큰 님금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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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와 꾀쟁이
꾀쟁이: 톡기의 

절대적 가치
효: 만길의 원수
형제애: 우애를 달은 형
은혜: 은혜갑흔 원숭이
욕심: 죄바든 여우, 조화붓흔 그림
진실: 정직한 복순이, 귀큰님금

현실적 가치
헛된 꿈: 멸치의 
경제적인 문제: 금돌의 낙원
모험과 문제해결: 삼남의 비행선

 
   실연동화에는 앞서 발표한 조선동화대집과 공통된 주제의식을 내포한 작
품들과,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실연동화에는 바보 이야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바보 이야기가 13편이었다. 표면적
으로 드러난 바보 이야기는 없지만 꾀쟁이에 속한 ｢톡기의 ｣에 바보 같은 사
자가 등장한다. 또한 ｢죄바든 여우｣에서도 자기 꾀에 넘어간 바보 같은 여우가 
나온다. 바보 이야기가 전면에 드러나기 보다는 꾀쟁이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등
장할 뿐이다. 이야기의 편수가 적다보니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바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동화대집에서 신의를 문제 삼았던 ｢개구리 신선｣, ｢별주부｣, ｢김득선의 
후회｣와 같은 작품은 사라졌지만 정직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가
난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복순이와 임금님의 귀가 큰 것을 폭로하지 못해 
병이 든 이발업자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현실적 가치에 대한 것으로 헛된 꿈과 관련된 이야기는 ｢멸치의 ｣을 통해 
이어갔다. 특히 ｢멸치의 ｣은 유일하게 조선동화대집의 작품을 그대로 이어받
아서 실연에 맞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통해서 실연을 위한 동화 
재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실연동화』의 특징
에서 자세하게 후술하도록 하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이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는 ｢금돌의 낙원｣으로, 모험과 문제해결은 ｢삼남의 비행선｣에서 파란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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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펼쳐진다. 
 

  실연동화의 특징 
   심의린의 실연동화는 다른 책과 달리 구연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20년대 조선에서 출판된 동화집 가운데 시간이 명시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본 실연동화집의 체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실연동화집경우, 이야기에 적합한 연령대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심상1-2학년용, 3-4학년용’식으로 학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간과 이야기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심의린을 이를 고려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구연시간에 주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심의린은 동화는 구연 시간이 짧게 5분에서 긴 것은 40분간으로 다양하게 이
루어져 있다. 10분이하의 작품이 4편이고, 20분 이상이 7편이다. 시간대별로 작
품 배열을 다시 해 보면, 구연 시간을 통해서 청중의 연령대를 상정해 볼 수 있
다. 

● 5분에서 10분 사이 
正直한 福順이: 5분간
友愛를 달은 兄: 7분간
죄 받은 여호: 8분간
은혜갑흔 원숭이: 8분간

● 10에서 22분 사이
톡기의 : 10분간
造化붓흔 그림: 12분간
멸치의 : 22분간
 

● 30분에서 40분 사이 
金乭의 樂園: 30분간
귀 큰 님금: 35분간
萬吉의 원수: 35분간
三男의 飛行船: 40분간

   시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이 시간 안에 이야기를 실연하라
는 의미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야기를 빠르게 해야 할 때, 느리게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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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야기의 소재는 훌륭했으나 이야기의 전달 
방법에 있어서의 미숙함으로 청중이 이야기의 흥미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도 다반사였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실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보
여준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은 자신의 말하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말하기의 
속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표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시간
을 제시해 두면,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실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 구연 시간은 청중의 연령대별 집중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집중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0분 이내의 동
화는 1-2학년용으로 적합하다. 20분대는 3-4학년, 35분에서 40분까지는 5-6
학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5분에서 40분간 이야기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직접 구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구연가들
도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
다. 
   심의린이 제시한 시간대는 구연자의 말하기 속도를 조절하고, 청중의 연령별
대 집중 시간을 통해서 청중에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시간과 내용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서사가 복잡
해지고, 사건이 다양화되면서 인물간의 갈등 양상이나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
고자 하는 주제 역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의린은 청중의 
연령대 별로 그 집중도에 따라서 동화의 구연 종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이 직접적으로 실연동화의 구연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책 
서문에 쓴 내용이 전부인데 그 짧은 글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萬一 愛讀하야보시고, 엇던 모딈에서 실연코저 하실 는 미리 練習하시
되, 發音의 長短이며 音聲의 强弱高低며 語句의 대고 일대 으고 느릴대
를 잘 생각하야가지고,  顔面의 表情이며 其他動作갓흔 것을 그 말의 內容

과 一致케 하도록 充分히 硏究하신 뒤에 出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대 實
地로 席上에서 出演하실 는, 室內場所의 廣狹과 集合者의 多少를 아서, 

音聲이며 動作을 參酌하야 正確明瞭케 하시되 아모록 衆人의 視線을 集中
하야 어 가지고, 恒常變化와 趣味를 일치안토록 여러 心理를 自己의 말과 
表情에 움즉이고 늣기게 하는 것이 좃습니다. 116)

116) 심의린,『실연동화』,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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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발성과 발음, 동작, 청중에 대한 태도로 세
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실연동화』에 나타난 구연 내용과 방법

구연내용 구연 방법
글의 내용 많이 읽고 연습
발성과 발음 발음의 장단, 음성의 강약고저, 어구를 빠르게, 느리게 한다.
동작 안면의 표정과 동작은 말의 내용과 일치하게 한다. 
장소

실내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발성과 발음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한
다. 
실내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동작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한다. 

청중에 대한 
태도

청중의 시선을 집중하여 취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청중이 여러 
감정을 구연자의 말과 표정에 따라 움직이고 느끼게 한다. 

  
   심의린은 구연자가 지켜야 할 태도로 5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먼저 글의 내
용은 이야기 구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야기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독하고 실연할 작품은 미리 연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이 모두 파악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발성과 발음이다. 
이야기는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구연자의 목소리와 말하는 태도에 따
라서 청중의 흥미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조선어 교사이면서 국어학자
로서 발음의 장단, 강약 고저, 어구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심의린의 
｢국어교육의 기초인 음성언어의 교육｣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눈꽃송이(초등학교 4학년 전기용 제28과)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 … · …     ↘    ……  ∼∼∼

· 고음, … 느리게

↘ 하강형 낮춤꼴 인터네이션 , ∼급독 빨리117) 

117)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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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은 음성언어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은 단어이면서 다른 고음과 
장음, 악센트(어조), 인터네이션(억양법), 프로미넨쓰(강조법)을 통해서 낭독법을 
알려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도 고음을 낼 부분과 느리게 할 부분, 하강하
는 부분, 빨리 읽어야 할 부분을 직접 표시하였다.
   특히 발성과 발음은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판단은 구연자의 몫이다. 얼굴의 표정과 동작은 장소와 청중의 다
소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심의린은 구연자가 청중이 이야기
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 발성, 동작면에서 주의해야 할 부
분을 제시하였다. 
   구연자가 미리 충분한 연습을 하고 나와서 좋은 음성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다. 구연 장소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구연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정환은 구연 장소에 구애를 받
지 않는 능숙한 구연자였다. 하지만 조선어 화방 시간에 구연 연습을 하는 구연
자는 초보이기 때문에 구연 장소와 관객의 수에 따라 적절하게 말하는 태도와 
동작을 조절해야 한다. 여러 청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청중의 취미를 잃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흥미를 잃은 청중은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구연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양한 심리의 상태를 자기
의 말과 표정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유능한 화
자의 요건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조선어 화방 시간에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공개적인 학예회와 동화회의 무대 경험을 통하여 초보 구연자들은 방정환
과 같은 능숙한 구연자가 되는 연습을『실연동화』를 통해서 했다. 
   심의린이 제시한 말하기 연습에 맞춰진 실연동화의 내용상의 특징은 교육적 
담화재료인 조선동화대집이 보여준 주제와 가치관의 다양성보다는 흥미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에 초점이 있다. 그 흥미 있는 이야기들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실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직한 복순이｣, ｢우애를 
달을 형｣, ｢죄 바든 여호｣, ｢은혜를 갑흔 원숭이｣이다. 짧은 이야기로 정직, 우
애, 은혜라는 다분히 교훈적이며 규율을 지켜야 하는 덕목에 대한 부분이다. 
   중간 정도의 실연 시간인 10분에서 22분대 이야기는 ｢톡기의 ｣, ｢조화 붓
흔 그림｣, ｢멸치의 꿈｣이다. 사실적인 이야기에서 서사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부
분이다. 조선동화대집의 서사였으면 10분 정도면 되었을 ｢멸치의 꿈｣은 내용
과 표현이 많이 추가되면서 분량이 두 배가량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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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귀 큰 님금｣, ｢금돌의 낙원｣, ｢만길의 원
수｣, ｢삼남의 비행선｣은 실연동화에서 심의린의 창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
들이다. 창작이 되었다는 것은 심의린의 개인적인 동화에 대한 의지가 직접적으
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실연 시간도 상당히 길
다. ｢귀 큰 님금｣은 경문왕의 이야기이다. 왕의 귀가 큰 것을 아는 사람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당대 새로운 직업인 이발사로 등장하여 영업을 통해 생계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작하였다. ｢금돌의 낙원｣은 원래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금돌이의 집안이 아버지의 병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어머니마저 병이 들고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금돌이가 꿈꾸는 낙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
길의 원수｣는 섬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만길이 가족이 가뭄으로 동네 사람들
에게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어머니와 아버지마저 잃고 섬을 탈출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만길의 이야기이다. ｢삼
남의 비행선｣은 못난이 삼남이가 왕이 원하는 비행선을 난관을 겪고 얻어서 왕
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로 끝없는 모험이 펼쳐진다. 4편의 이야기는 모두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심의린은 조선동화와 외국동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이
야기를 탄생시켰다. 
   실연동화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멸치의 ｣이다. 조선
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이야기의 변화를 통해서 실연동
화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멸치의 꿈｣과 실연동화의 ｢
멸치의 꿈｣의 글자 수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담화재료는 3,800자 정도이고 화
방연습은 7,550자 정도이다. 화방연습에 오면 서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
고, 서사가 두 배 확장되면서 의성어와 의태어도 증가되었다.  

㉠ [조선동화대집 멸치의 꿈] 東海동해  바다에 멸치라 하는 고기가 잇섯는대, 

나종에 잘될가하고 三千年삼천년  동안 精誠정성 을 다하야 道도 를 닥것습니다. 무슨 조흔 
일이나 잇슬가하고, 每日매일  苦待고대 하고 잇섯습니다.

果然과연  一日일일 은 을 엇는대, 大端대단 히 廣大광대 한 이엇습니다. 엇지 크고도 
넓게 든 엇지, 鴨綠江압록강  건너 遼東平野만치, 忠淸道江景벌만치, 아조넓고
크게 엇습니다.118) 

118) 심의린, ｢멸치의 ｣,『조선동화대집』,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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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동화 멸치의 꿈] 동바다에 멸치라는 고기 한 마리가 잇습니다. 

그런대 이 멸치란 고기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는 엇지하야 이 멸치로 태
여낫나, 엇던 짐생은 긔운이 만커나, 사나웁거나, 날내거나하야 달은 짐생
을 마음대로 잡아먹고, 그럿치 아니하면 마음대로 회롱을 하거나하며, 엇던 
짐생은 몸이 썩 크거나 이상한 독이나 무긔를 가지고 달은 짐생의 해를 방
비해가며 자긔의 한 평생을 자유롭게 질거웁게 마음을 노코 살아가는대, 이 
우리 무리의 팔자는 엇더킬내 생기기는 기즁에 약하고 게다가 아무 재조
지 업서서 달은 짐생한테 잡혀 먹지 아니하면 늘 물녀지내며, 이 넓은 세상
에 나와서 잠시도 맘 한 번을 못 노코, 바위 틈 아니면 흘 속 갓흔 대서 숨
어가며, 달은 짐생이 오지나 안나하고 기웃기웃 삷히다가 어대서 무슨 소리
만 나면 그만 간담이 어져서 전신이 새파랏캐 되어서 숨 한 번을 크게 못 
쉬고 벌벌 고 괴롭웁게 지내가며, 도모지 질거웁게 활동 한 번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참 나의 신세야말로 가련하기도 하
다.｣ 하고 탄식을 하얏습니다. 조곰 잇다가 다시 생각을 하야 보고 말하기
을 ｢아마 이것은 우리가 전생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잇서서 하누님 죄를 진 
닭인가 보다. 오냐 인제부터 하누님 긔도나 들어 볼가｣하고 그 부터 
깁흔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매일 하누님을 향하야 두 손을 고추어서 귀도
를 들이며, 나종에 잘 되게 하야 달나고 소원을 말하얏습니다.

이러케 밤낫으로 긔도 들이기를 하로도 궐하지 안코, 무슨 조흔 일이나 
잇슬가 하고 정성을 들이는 동안에 세월은 참 음으로 어느 듯 삼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게 되엿습니다. 그 동안에 자긔의 신세를 탄식하든 멸치도 원
악 여러 해를 무사히 지낸 닭에 몸도 상당히 크게 자라고 긔운도 달은 물
고기에게 그다지지지 아니할 만큼 약한 물고기 중에는 왕이 되엿습니다.

이 멸치가 무슨 조흔 소식이나 업나하고, 매일 고대고대하고 잇는대, 어
느 날은 과연 자다가 썩 크고 넓은 을 엇습니다. 엇지 크고도 넒든지 
압록강 건너 요동 평야만치, 충청도 강경 벌만치, 함경도 백두산만치 아조 
크고 넓게 엇습니다. 

   ㉠과 ㉡은 이야기의 도입부분이다. 동일한 작품이 실연동화에 오면 서사가 
확장된다는 것을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에서 멸치는 후
일을 기약하면서 삼천 년 동안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실연동화의 멸치는 
작은 동물로 살아가는 고달픔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전생의 죄를 지
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여기고 삼 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후일 잘 되기를 기약
한다. 삼천 년이라는 시간과 삼 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동떨어진 시간 개념이
다. 멸치가 삼천 년을 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현실성이 떨어진
다. 반면에 멸치의 신체적인 결함을 한탄하면서 삼년 동안 기도를 드려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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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의 세계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현실적이면서 이후에 벌어질 
사건 전개에도 힘을 실어준다. 멸치가 될 수 있는 한 최상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연동화에서는『조선동화대집』보다 멸치가 처한 현실의 문
제를 체감할 수 있게 그려내고 있다. 멸치가 왜 그렇게 황당무계한 꿈을 꾸었는
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괴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다음은 서사의 확장 과정인데, 똑같은 서사에 넓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함경도 백두산만치’라는 표현을 넣었다. 유사한 서사를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조선동화대집] 鴨綠江압록강  건너 遼東平野만치, 忠淸道江景벌만치, 아조
넓고크게 엇습니다.

㉣ [실연동화] 압록강 건너 요동 평야만치, 충청도 강경 벌만치, 함경도 
백두산만치 아조 크고 넓게 엇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비중도 조선동화대집
에 비해 실연동화의 작품들이 이 높아졌다. 
  

㉤ [조선동화대집] 가잠이가 네 그리하겟소. 내 仔細자세 히 말할 터인즉, 들
어 보시오. 한 곳산 두메의 村촌   이 하나가 서울 求景구경 차로 나 올 에 
구러진 갓에 배배 인 갓을 달아 번 뒤로 제처 쓰고, 물네줄로 당줄하
고, 박가리로 貫子관자 하야  어지게 졸나매고, 다 어진 베 周衣주의 가 무릅
에 나오는 것을 처 입고, 석새 집신 감발하고, 집팡 막대 걸터 집고, 

京城경성 에 到達도달 하야, 興仁之門흥인지문 (東大門)을 쑥 들어스드니, 大路대로 上상 左右좌우  商店상점 을 
求景구경 하며, 발맘 발맘 鐘路종로 네거리에서 어릿어릿하다가, 鐘閣종각 窓창  쌀도 하나 둘 
하고 세여도 보고 어릿거리닛가, 各廛각전  市井시정 들이서 팔을 이리 고 저리 
면서 여보이 兩班양반  무엇을 사시랴오. 조흔 옷감 여긔 잇소. 남바위 風遮풍차 도 
여긔 잇소. 各色각색  물감도 여긔 잇소. 조흔 西洋서양 針침 도 여긔 잇소.하고 四面사면 에
서에 잡아다린 즉, 할 수 업시 너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야 보니 
모도 가지고는 십흐나 사자하니 돈이 不足부족 하야, 그 中중  第一제일  싼 바늘 대엿
쌈을 사가지고, 그 자리로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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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벌 나려 왓소구려. 그 바늘로 낙시를 만들어 조흔 밋기를 여서 綠록 水수

蒼波창파 에 던젓드니, 올나가는 숭어, 나려가는 잉어, 만흔 송살이, 數수  만흔 
곤장이, 눈큰 준치, 입큰 대구, 各色각색  水族수족 들이 만히 잇지마는, 眉連미련 한 너 
갓흔 것이 덥석 물엇구나.  낙싯대를 툭 채치닛나 天上천상 에 올나 뷘 模樣모양 이
오,   어졋슨즉 地下지하 에 어질시 分明분명 하고, 남의 걸음 걸어본 것은 
漁夫어부 가 網망 라이기에 너어서 가지고 간즉 自然자연  남의 걸음이오, 白雪백설 이 紛紛분분 한 
것은 소곰을 훌훌 리는 것이오, 치우락 더우락 한 것은 火爐화로 불에 석쇠를 
노코 부채질을 활활하면 치우락더우락할시 分明분명 하야 토막토막 술 案酒안주 나 되
어서, 나종에는 肥料비료 軍군  수고나 식힐 것이니, 龍룡 이 무슨 龍룡 이란 말이냐. 그 
위 못난 酬酌수작 들은 하지도 마라.하고 비우졋습니다.119)

㉥ [실연동화] 가잠이가 썩 나서드니 ｢네 그리 하겟습니다｣ 하고, 여러 
고기들 더러 하는 말이 여보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해몽을 할 터이니, 다 
자세히들 주의해 들으시오. 앗가 저 망둥이가 한 해몽과 비교해서 누가 
바른가 비평을 해 보시고, 만일 내 말이 올커든 만장일치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어느 시골 산두메 촌이 하나가 잇서서 엇재 서울을 구경하
러 가게 되엿습니다. 나 올 적에 다 으러진 갓에다가 베배 인 갓 
을 당라  뒤로 제쳐쓰고, 물네줄로 당줄을 하고 박 가리로 여서 입
고 석재 집신을 감발하고, 부지이로 집광막대기를 해서 허위죽허위죽 몃
칠 동안을 왓든지, 경성의 동대문 즉 흥인지문을 도달하얏습니다. 쑥 들어
서서 대로 좌우 엽해 잇는 여러 상점들을 구경하며, 발맘발맘 종로 네거리 
지와서 어대가 어댄줄도 몰으고 어릿어릿하다가 종각창쌀도 하나 둘 세여
보고 기웃기웃 들여다 보고 잇습니다. 각전의 시정아치들은 이 모양을 보고 
싀고럿 무엇이나 사러 온 줄 알고 팔을 이리 고 저리 면서 ｢여보 이 
양반 무엇을 사시랴오 조흔 옷감 여긔잇고, 남바위 풍차도 여긔잇소. 각생
물 도 여긔잇소, 조흔 서양침도 여긔잇소｣하고 사면에서 냅다 잡아다립니
다.

이 촌이는 할 수 업시 녀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적뒤적하고 만적만적 
하야 보니 모다 가지고 십고 사고 십흐나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부족한 
닭에 기중 제일 갑싼  바눌 대엿쌈을 사서 주머니 쏙에  뭉쳐서 너
헛습니다.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그 자리로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너벌 

119) 심의린, ｢멸치의 ｣,『조선동화대집』,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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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긔 시골로 나려왓습니다. 그 바늘을 불에 달궈서 으려 낙시를 만
들어가지고 개천 속에서 지렝이 마리나 잡아서 밋기를 만들어 우리들 노는 
이 록수창파 바닷물에다가 던졋습니다. 올나가는 숭어 나려오는 잉어 헴 잘
치는 뱀장어 춤 잘추는 붕어, 살 도미 눈큰 준치 입큰 대구 수만흔 곤장
이 그 외에도 각색 풀짐생이 만히 잇지마는 미련한 저 위 멸치 갓튼 것이 
무슨 큰 수나 난 것 갓치 행여나 놋칠가 하고 덥석 달녀들어 물엇습니다. 
이 낙시 임자가 낙싯를 툭 채치닛가 고만 물밧그로 올나왓습니다. 이것이 
하눌에 올나온 모양이요.  어지니 아레로 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남의 다리로 걸어 본 것은 어부가 망태기에 너어 가지고 가니 자연 남의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오, 허연 눈이 덥힌 것은 간을 맛치느라고 몸에다 소
곰을 훌훌 린 것이오, 더우락치우락한 것은 화로 불에 석쇠를 노코 부채
질을 활활하면 더우락치우락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토막토막 칼로 잘
나 술안주나 되어서 나종에는 비료군 수고나식힐 것입니다. 룡이 무슨 룡이
란 말입닛가. 구렁이도 못 되고 참혹하게 될 생각을 하면 가엽기가 이업
는데, 그 위 못난 수작으로 남을 속이고 어더서 처 먹으니 차 괘씸하지 
안습닛가저 어리석은 멸치는 그 소리를 고지듯고 도모지 자긔외에는 아모도 
업는 것갓치 아니 참 불상한 신게올시다.｣하고 멸치의 오장이 곰기도록 비
우져서 해몽을 하얏습니다.120)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가자미가 꿈을 해몽하는 도입부분을 비교
해 보면 실연동화의 특징이 더욱 선명해진다. 

㉦ [조선동화대집] 가잠이가 네 그리하겟소. 내 仔細자세 히 말할 터인즉, 들
어 보시오. 

㉧ [실연동화] 가잠이가 썩 나서드니 ｢네 그리 하겟습니다｣ 하고, 여러 
고기들 더러 하는 말이 여보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해몽을 할 터이니, 다 
자세히들 주의해 들으시오. 앗가 저 망둥이가 한 해몽과 비교해서 누가 
바른가 비평을 해 보시고, 만일 내 말이 올커든 만장일치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동화대집의 가자미는 좌중에게 해몽을 하겠으니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
하면서 바로 해몽에 들어간다. 실연동화의 가자미는 좌중에게 해몽을 할 테니 
잘 듣고 망둥이의 해몽과 비교하여 누구의 것이 맞는지를 평가하고 자신의 말이 
맞으면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가자미가 좌중의 반응을 
120) 심의린, ｢멸치의 ｣,『실연동화』, 3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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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언술은 여러 물고기로 대변되는 직접 이
야기를 듣는 청중에게 자신의 해몽이 설득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평가를 박수로 
해 달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실연동화는 청중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
들여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언술들을 배치하여 실연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욱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자미의 해몽 부분에서 의태어가 늘어났다. 

㉨ 집팡 막대 걸터 집고  →  부지이로 집광막대기를 해서 허위죽허위
죽

㉩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야 보니  →  이것저것 뒤적뒤적하고 만적만적 
하야 보니 

㉪ 사면에서에 잡아다린 즉,  →  사면에서 냅다 잡아다립니다.
㉫ 그 중 제일 싼 바늘 대엿쌈을 사가지고 그 자리로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너벌 나려 왓소구려. → 기중 제일 갑싼 
 바눌 대엿쌈을 사서 주머니 쏙에  뭉쳐서 너헛습니다. 장한 것이나 
산 것 갓치 그 자리로 두 주먹을 부릅쥐고 헐너벌 도로 자긔 시골로 나려
왓습니다. 

   서사에 대한 추가 설명 부분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에
서 의태어가 추가되어 이야기의 생명성이 더 살아나고 있고 실연을 할 때에 더 
실감나는 표현들이 늘어났다. ㉨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는 모양을 ‘허우적허우적’
이라고 덧붙여 지팡이를 이리저리 자꾸 마구 내두르는 모양을 표현하였다. ㉩에
서 물건들을 들추면서 계속 뒤지는 것에서 만지는 것으로 자세하게 드러냈다. ㉪
은 물건을 사라고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는 것을 ‘냅다’라는 어휘를 통해서 빠르고 
세차게 잡아당겼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은 ‘떡바늘을 사서 주머니 속에 꼭꼭 
뭉쳐서 넣었다’는 문장을 통해서 주인이 값싼 떡바늘을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실연동화에서는 조선동화대집이 이미 담화재료로서 
말하기에 적합한 재료들로 구성된 것을 청중의 이해를 돕고 더 실감나는 실연을 
위해 의성어와 의태어, 세부적인 표현들,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문장들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조선동화대집] 龍룡 이 무슨 龍룡 이란 말이냐. 그 위 못난 酬酌수작 들은 하
지도 마라.하고 비우졋습니다.

㉭ [실연동화] 룡이 무슨 룡이란 말입닛가. 구렁이도 못 되고 참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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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생각을 하면 가엽기가 이업는데, 그 위 못난 수작으로 남을 속이고 
어더서 처 먹으니 차 괘씸하지 안습닛가저 어리석은 멸치는 그 소리를 고지
듯고 도모지 자긔외에는 아모도 업는 것갓치 아니 참 불상한 신게올시다.｣
하고 멸치의 오장이 곰기도록 비우져서 해몽을 하얏습니다.

   조선동화대집에서는 ‘룡은 무슨 룡이냐’면서 비웃는 것으로 해몽을 마쳤다. 
실연동화는 장황한 서사를 삽입하였다. 가자미는 멸치에 대해서 용은 고사하고 
구렁이도 못 될 형편이니 불쌍하고, 기껏 해몽을 한다고 한 망동이는 허튼 수작
으로 후한 대접을 받으니 괘씸하다고 표현하였다. 망동이의 잘못된 해몽을 듣고 
기고만장해진 멸치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불쌍한 신세라고 하여 멸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가자미가 꿈에 대한 해몽뿐만 아니라, 먼저 해몽을 망동이에 대
한 평가와 이를 듣고 좋아하는 멸치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나가는 것은 멸치와 
망동이가 그리는 헛된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다. 
   멸치는 자신의 볼품없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것을 불
편하게 여겼고 큰 무엇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다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게 용이 
될 꿈이라고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그 동안 맺힌 한을 다 푸는 
듯 했다. 하지만 가자미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망동
이의 해몽과 이를 듣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멸치의 행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자미의 비판은 멸치의 꿈이 지닌 허상을 깨트리는 
데 적절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청중은 가자미와 멸치의 대결에서 
흥미를 느끼고 그들의 자세한 대화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또한 그들의 대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법들을 숙지하여 실제생활에서 벌
어지는 갈등 상황에 대입하여 어린이 스스로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실연동화』의 내용은 동화 속 세계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문제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습 무대로서 어린이들에게 실천적 교재로서 그 가치
를 지닌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실연동화로 이
어질 때  세밀한 상황과 사건 묘사, 의성어와 의태어, 고유어의 사용, 속담과 격
언과 같은 관용어구의 배치, 이야기에 대한 논평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조선동화대집이 교육적 담화재료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실
적 가치관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실연동화에서는 선별된 
재료를 더 흥미진진하게 구성하고 사건의 긴장감을 높여 청중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연동화가 실제적으로 ‘조선어 화방’시간과 학예회, 동화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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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식적인 장에서 실연이 되었고, 이를 학생들이 연습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연동화의 서사는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었고, 그의 동화 세계가 한층 발전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는 심
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더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연동화의 활용
   당대 실연동화가 지닌 교육적 활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
의린은 학생들의 조선어 학습을 위해 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들의 관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실질적인 양상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학생들
은 실연동화를 통하여 이야기의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이며 청중
의 흥미를 잃지 않는 작품을 선택하고 그것을 많이 읽고 직접 연습을 하여 청중
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도 실연동화를 통해서 ‘조
선어 화방’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수업 시간에 체득한 것은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인 ‘학예회’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학예회는 동화회와 달리 학교 내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
한 언어를 실행해 보는 기회의 공간이었다. ‘학예회’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일상 언어의 훈련과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학예회
의 종목이 출연자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말하기나 글짓기를 통해 
표현하고 그 결과를 반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全校紀念 全州公立普通학교장 柳春姬氏가 學部로 報告되 本年 拾二

月四日은 卽本部新敎舍를 創建後移轉 第一回紀念日也라 當日 上午 十一
時에 落成趣旨와 紀念儀式을 合幷設行온바 同時에 生徒 學藝會와 生徒 父

兄懇話會를 亦爲兼行다 얏더라.121)

   학예회에 대한 초기의 기사는 1907년 전주공립보통 학예회의 것을 볼 수 있
다. 신축교사가 건축되어 이전하고 그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학교 학예회 행사를 
실행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학예회의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된 학예회 소식이다. 

121)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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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십 구종의 학예를 연하는 중 가장 인기를 고조한 자는 이년생 문명덕 
외 이명의 ｢蟻(의)와 蟮(선)｣ 육학년생 신두열의 ｢컬넌버쓰의 아메리카의 
발견｣이삼학년 여자의 합동유희 오학년생 남명원의 ｢산소실험｣, 일학년 여
자 김현숙 조경숙의 담화급 육학년생 유창학의 담화 ｢입학기가 왓도다｣등이
엿섯고 기중 더욱이 이채를 방한 자는 금년 삼십 육세의 영흥농업학교생 원
용식 군은 자리 향리 단천군에서 입학치 못하고 그 길로 향리를 떠나 본교
에 입학하기까지 연령기타 기초적 지식이 업슴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현금 
공부하는 실상을 거하야 소감을 노노히 술하매 그 어조에 딸아 혹 우스며 
혹 감탄하야 큰 인상을 주엇는데 폐회하기는 오후 사시 경이러라.122)  

   위의 학예회 기사에서 가장 인기를 고조한 자는 이년생 문명덕 외 이명의 ｢
蟻(의)와 蟮(선)｣이었는데, 이는 개미와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양한 학예
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 호평을 받는 것이 이야기 실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예회의 공연 가운데 이야기를 흥미롭게 감상
한다는 것은 실제 수업 시간인 조선어 화방 시간에 이야기를 선택하고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연습하는 노력들이 수반된다. 학예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나 기여도가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심의
린이 편찬한『실연동화』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생활에 대단히 유용한 교재
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대문 밧 마포보통학교에서는 지난 십사일 오후 두시부터 그 학교 교실
에서 어린 소년소녀의 자미스러운 학예회가 열렷섯는데 당일 참예한 손님은 
근 이백 여명이나 되엿스며 특히 부인 손님도 만히 잇섯스나 특별히 준비한 
좌석이 업서서 문밧게까지 서서 구경한 손님도 만핫스며 순서 중 여자부 일
학년 학생의 자미스러운 노래와 남자부 삼사오학년 연합 아동극 중 섬의 이
야기는 일반 관객에게 만흔 흥미를 주엇스며 이상 십여종의 순서를 맛친 
후123) 

  
   마포보통학교의 학예회는 일반 교실에서 열렸다. 그런데 당일 참석한 관객이 
이백 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각 학년별 교실이나 주제별 교실로 한 교실에 모여
서 이루어진 것이라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학예회를 위한 특별한 서
적이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 학예회 준비 서적에서 본 것처럼 음악과 아동극(학

122) 영흥공보 학예회, 동아일보. 1922.4.1. 
123) 동아일보. 19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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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극) 공연이 있었다. 

開城第二
公普校學藝會

開城第二公立普通學校에셔 一個年間 學習한 學藝를 一般 家庭及敎育家
諸氏의 批判에 附하기 爲하야 本月九日 午前十時부터 午後三時지 母娣 

五百名의 參觀下에 同八日午前十時부터 午後四時지 學父兄百餘名과 各
의 藝題에 應하여 實演講演 等 各科程을 通 하야 數種出式演의 出演이 有한 
後 拍手讚聲裡에 閉會하얏대 其有中한 五年生 崔世東 金鳳龍 君의 汽船說
明과 二年生 宋榮勛 君의 書房 四年生 朴聖圭 君의 墨竹 等에 對하야 一般 

學父兄의 感想을 興起하얏다더라(開城)124)

   보통학교의 졸업시즌인 2월 즈음에 각 학교별로 그동안 배운 학과내용을 바
탕으로 부모를 모시고 학예회를 개최하였다. 현대 교육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에서 학기가 끝날 무렵에 어린이들의 솜씨를 자랑하는 문화가 이 시기부터 시행
되었다. 이 학예회 발표장에서 ‘화방(話方)’, ‘대화(對話)’를 근거로 말하기 교육
의 중요성과 함께, 동화 이야기에 대한 당시의 교육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畿湖地方

◆長湖院公普學藝會=京畿道 利川郡 長湖院 公立普通學校에서는 벌서전부
터 준비중에 잇든 第三回 學藝會를 지난 十二日 上午 十一時에 同校內에서 
開催하고 校長 伊藤修一氏의 開會辭가 끗나자 “신소리나오” 一男生의 合唱
을 비롯하야 話方, 獨唱, 合唱, 合奏, 朗讀圖畵, 習字,唱遊, 對話, 兒童劇 

等의 順序를 조차 五十餘種目을 下午 四時頃에 니르러 大盛況裡에 끗을 마
치엇다는데 當日 來賓及學父兄은 無慮數百餘人에 達하얏섯다더라(長湖

院)125)

   위의 학예회 활동에서 노래와 악기 연주 이외에 특이한 활동으로 화방(話方)
과 대화(對話), 습자(習字)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보통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로 보인다. 
   학교 교육에서 일본어 수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반해 조선어 수업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 안에 독법, 해석, 회화, 암송, 받아쓰기, 작문, 습자가 있
었다. 심의린이 조선어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바로 말하기, 암송이었다. 
124) 매일신보, 1925.3.12.
125) 동아일보, 192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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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린의 지도안에서도 교과 내용을 암송하여 화방 연습이라는 전달사항이 종종 
눈에 보였다.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암송하여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개
인의 연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예회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하여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줌으로써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하게 습득하게 노력하
고 있다. 
   실연동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실증을 업게 하고 웃긴다고 너무 俗되거나 亂雜하
게 하야 일부러 不自然한 態度를 갓는 것은 도로혀 敎育的이 아닙니다. 언
제든지 愼重하고 高尙한 自然의 아름다운 態度를 가저야, 話方練習의 정말 
目的이오, 童話의 價値가 잇다하겟습니다.126)

   ‘화방’ 연습의 목적은 ‘신중하고 고상한 자연의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다. 이는 동화의 가치이기도 하다. 당대 아동에게 동화를 하거나 듣는 것은 즐겁
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청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목소리나 표정, 
행동에서 과한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의린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
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화의 전달은 꾸미거나 격한 감정의 표
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신중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판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통사회의 이야기문화가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에 
‘어린이’ 청중(독자)을 위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에서 심의린은 학교 교육의 장을 바탕으로 조선의 이야기를 토대로 동화 운동을 
펼쳤다. 동화 구연에 대한 체계적인 실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린은 실연
동화를 통해서 시간에 맞추어 연습하고 청중의 흥미를 유지하는 구연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발음이나 행동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실연동화는 조선어 말하기 수업,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직접 실연해 보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조선어 교과서에 
조선이야기가 부족하고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였
다. 그리고 학생들은 꾸준히 말하기 연습과 준비를 통하여 당대 어린이 이야기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실연동화』는 조선어교육을 위해 동화를 활용한 
사례 가운데 가장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그 의의를 높이 살 수 있다.
126) 심의린,『실연동화』,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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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대 미디어를 통한 조선어교육 및 동화 운동
   근대 미디어인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 소리를 직접 들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음성으로 확인 가능한 레코드 동화는 남아 있
는 것이 몇 편 있고, 라디오 동화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심의린이 남긴 
레코드 동화는 없다. 그럼에도 레코드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1936년 1월 발매된 
교육용 조선어독본 레코드 제작에 심의린이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
정에서 심의린은 학생들을 지도하여 동화 읽기와 말하기 방법을 가르쳤고, 실제
로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레코드에서 다루고자 한다. 
   라디오 동화에서는 심의린의 음성이 남아 있는 자료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다만 라디오 동화에 직접 출연했던 기록과 내용이 3편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라디오 동화에서 실연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라디오 동화를 통해서는 무엇을 전
달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어 교육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의 배경 
   일제강점기 레코드와 라디오는 값비싼 물건으로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어려웠
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디오의 보급률은 높아졌고, 라디오와 레코드를 통해서 ‘소
리’의 감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동화회나 학예회와 같이 구연자와 청
중이 대면해서 즐기는 구연 문화가 기술의 발전으로 레코드와 라디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레
코드와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동화 구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른
바 당시로서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면식의 동화 구연에서는 구연자가 이야
기를 해야만 청중이 들을 수 있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조금씩이라도 서사의 변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레코드와 라디오는 
좀 다르다. 레코드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재생해서 들을 수 있다. 라디오는 
동일 시간대에 전국에 전파를 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라디오 동화의 경우 반
복성보다는 한정적인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조선어독본레코드를 취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법을 직접 지
도했고,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이라는 내용을 구연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동
화 운동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실제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담아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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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료를 수집하여 담화의 재료로 삼고, 실연동화에서 ‘유용하고 취미 있는 
재료’를 선별하여 실연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제시하여 ‘화방연습’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제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를 통하여 학생들과 배
운 내용을 직접 실연해 보는 단계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비록 조선어독본에 있
는 동화를 심의린의 지도에 따라서 구연하고, 심의린은 라디오 어린이 시간에 자
신이 선별한 동화를 구연하였다. 이제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 처음 이야기의 재료
를 선별하고 그 재료가 유익하고 흥미로운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 직
접 구연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점진적 
확장 과정이다.  
   대중 오락물 가운데, 음악 레코드가 성행하였지만 교육 레코드는 드문 편이었
다. 오케(Okeh)레코드에서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 교육
레코드는 일제강점기 레코드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오케(Okeh)레
코드 또한 당시 음반회사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조선어 교육 레코드를 제작·
발매하였다. 

조선어교육레코드는 1935년에 전반에 기획되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녹음했다. 당시 오케레코드는 서울에 녹음 스튜디오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
았으므로, 녹음할 사람들이 본사 역할을 하고 있던 일본 데이치쿠(帝蓄)레
코드로 직접 가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취했다. 하지만, 조선어교육레코드는 
보통학교 학생들이 대거 녹음에 참여했으므로, 많은 어린이들을 일본까지 
데리고 갈 수 없어 녹음 설비를 서울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택해 녹음을 진
행했다. 녹음 설비와 기술자를 서울로 불러들여 가설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음은 물론이다. 

오케레코드 문예부장 김능인(金陵人)이 주도한 조선어교육레코드 제작은 
조선어학회, 조선음성학회, 조선음악교육협회, 조선음악가협회 등 유관기
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았고, 조선총독부에서도 정식으로 인가를 얻어냈
다. 녹음 교본으로 사용한 것이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 조선어독
본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대외교섭에 능숙했던 오케레코드 운영자 이
철(李哲)의 역량이 상당히 발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음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경성사범학교 부속 보통학교, 경성여자사
범학교 부속 보통학교에서 선발되었고, 예비교사라 할 수 있는 경성여자사
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올바른 문법을 책임지는 독법(讀法) 지도는 경
성여자사범학교 선생이었던 심의린이 맡았고, 녹음 내용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한 음악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이면서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

部) 촉탁(囑託)도 맡고 있었던 조선음악교육협회의 이종태(李鍾泰)가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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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바른 발음을 책임지는 음성 지도는 연희(延禧)전문학교 교사인 조선
음성학회의 정인섭(鄭寅燮)이 맡았다.127) 

   당시 조선에서 레코드 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조선어독본녹음은 획
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중음악 위주의 레코드 시장에서 교육용 음반 발
행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교육적 관심에서 발매되었다. 레코드의 내용이 조선의 
사상이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 출판한 조선어독본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당국도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 당시 경성사범학교 부속보통
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 학생들이 녹음에 직접 참여하였다. 음반을 발매할 때, 
음반 녹음자가 일본에 가서 녹음을 해 오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일본으로 이동할 수 없어 경성에 가설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녹음을 하였다는 점
은 조선어독본음반에 들인 공을 엿볼 수 있다. 올바른 문법과 독법은 심의린이 
맡았고, 올바른 발음은 정인섭이 담당하였다. 그들의 교육 방침에 대한 내용을 
다음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글을 읽는 것이란, 말을 문자로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다
시 말하는 연습을 한다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말하는 것 잘이 읽되, 作者의 精神을 잘 理解하야 기쁜 事實이면 기쁜 表情

으로, 슬픈 內容이면 슬픈 표정으로 感情이 나타나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어디까지든지 독서요, 결코 배우의 극이 아니므로 너무 야

단스럽게 읽어서는 못 씁니다. 實地의 말과 같이 感情을 表示하야 읽되, 곱
고 정하고 아름답고 高尙하게 讀書의 本質을 잃지 않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야 글 읽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잘 알아듣고 그 뜻을 알
고 느낌을 주게 하야 합니다.

實地의 言語에 어조가 있고 억양이 있어서 음성의 대소와 遲速이 있으며, 
발음에 고저, 장단, 강약이 있는 것과 같이 독서에도 독조, 즉 고저 장단 
강약 지속 등이며 구독점에 주의하야 명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실지로 구체적 낭독법에 이르러서는 문자로 설명하기가 매우 불충분한 
점이 있으므로, 지도한 아동의 음성을 빌어서 레코오드에 취입하야 금후 연
구 재료의 참고로 드리는 바입니다.

10월 28일128)

127) http://www.culturecontent.com. 오케 레코드와 조선악극단 교육 레코드 발매. 문화
원형라이브러리에서 인용. kocca 문화콘텐츠닷컴. 

128) 심의린, ｢독본낭독법에 대하야｣, 한글 3권 10호, 1935,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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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이 조선어독본 음반이 발매되기 전에 한글에 기고한 독본 낭독법
에 대한 글을 보면, 글은 말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곧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므로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지은 사람의 감정
을 잘 살려서 슬프고 기쁜 것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의린은 언어
에 어조, 음성의 대소, 빠름과 느림, 발음의 고저가 있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에
도 고저, 장단, 강약, 지속 등이 있고 구독점에 주의하야 명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기고하였다. 구체적인 낭독법을 글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레코
드로 취입하여 연구 재료로 준다고 하였다. 이는 글이 말하기의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음성언어 교육에서 실제 말하기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예이다. 
   심의린의 아들 심양택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조선어독본음반을 집에서 
즐겨 틀어주셔서, 자신도 귀에 익는다고 했다. 심의린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조선어의 중요성과 발음의 정확성을 생활 속에 익히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조선어독본음반에 심의린의 동화가 수록된 것은 없다. 하지만 심의린
이 레코드 음반 제작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독법을 지도하였고, 실제로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을 녹음하였기 때문에 레코드와 관련하여 음성언어의 발음과 
말하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당시 대중매체 가운데 레코드와 함께 인기를 끈 것은 바로 ‘라디오 방송’이었
다. 1927년 1월 시험방송을 개시하여 2월 16일부터 라디오방송이 시작되었다. 
초기 라디오 방송에서 어린이시간대는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30분 동안, 일요
일이나 축일에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편성되었다.129) 경성방송국의 개국과 
어린이시간대의 편성으로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어린이 문화와 관
련된 내용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선총독부가 
‘라디오’라는 전파 매체를 통해서 식민지 권력을 주입시키기 위한 권력의 상징이
라는 의도도 지배적이지만, 조선 내부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조선의 음악과 이야
기를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배 
권력자의 매체 활용 방법과 실제 청취자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본고가 라디오의 ‘어린이 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린이 시간이 30분에 불
과하였지만 어린이 대상의 전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어린이만을 위한 방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어린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어린이극·방송아동
극·방송동화 등이 제작·방송되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 방송은 경성방송

129) 박기성,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총람, 나남, 1991,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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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개국 초기부터 커다란 관심사였다. “최초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1928년 
1월에 시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소학교 방학을 이용한 것이었고, 
8월에는 ｢어린이 학습시간｣이 개설되었다. 1934년에 접어들면서 동화, 아동극들
이 방송되었고 일요일에는 노래, 역사이야기, 과학 등을 엮은 ｢어린이 일요신문｣
이 방송되었다”130)라고 한다. 
   “라디오 청취자가 일만 명을 돌파하였다”라는 기사131)가 나온 1929년 조선의 
인구는 이천 만이었고 조선에 와서 사는 일본인은 40만 이었다. 이 때, 일본인 
라디오 청취자가 일만 명 가운데 8할을 차지하고 조선인은 넉넉잡아 2할을 차지
하였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경성방송국 발표에 의하면 1931년 3월 말까지 경성
방송 관내의 라디오 청취자는 일만 구백 칠십일 명 이었다132)고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라디오 청취자의 지역적 편중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라디오라는 새로운 
기계 문명은 상류층과 도시 집중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
약 속에서 고가(高價)의 라디오를 살 수 없는 대중들은 어떻게 라디오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선은 라디오 청취회와 연구회와 같은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라디오를 설치
하고 함께 듣는 방식133)을 취했다. 일제 강점기는 ‘동화대회’, ‘레코드 대회’, ‘라
디오 대회’ 등과 같은 문화적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이는 이 시기 독특한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개인이 혼자서 향유하는 것이 아닌 극장이나 공회당처럼 
큰 장소에서 동화, 레코드, 라디오를 공유하고 즐겼다. 라디오 대회의 실상은 다
음과 같다. 

來二月三日부터 五日까지 卽 음력 정월 초 이일부터 초사일까지의 삼일
간을 중앙회관에서 공연하기로 되야 지국에서는 그 준비에 매우 분망중이라
는데 공연초일인 음력 초이일과 삼일의 양일간은 매일 신문 일경식만 공연
하기로 하고 최종일인 초사일에는 부근의 주민을 위하야 특히 주간과 야간

130) 김관, ｢어린이 시간 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시청각교육
 12, 1979. 

131) 동아일보 1929.10.26.
132) 동아일보 1931.6.23.
133) 라디오 청취회 평북 강계에 라디오를 설치하고 라디오를 설치하고 라디오 청취회

를 조직한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다수한 입회자가 유하야 去八日 下午 七時에 창
립회를 설치관에서 개최하고 임원을 선거하엿다는데 피선된 임원은 如左하다고(강계)

◇ 임원 ▲ 회장 李鍾殷 ▲부회장 松尾宗次郞 ▲ 幹事 田中, 劉基貞 外  三人 동아일보 
1925.11.18./ 동아일보 독자 라디오 연구회, ◇時日 三月 一日 午後 七時 半, ◇場所 
朝陽會館 上層에서, 독자에 한하야 공개(입장무료), ◇주최 동아일보 대구지국 동아일
보 1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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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경을 공연하기로 하엿다는대 주간은 오전부터 개연하야 오후에는 聽話

가 맛치고 족히 귀가할 수 잇도록 계획하야 시외인사에게도 번기회를 일치
안코 잉하게 한다하며 매경의 라디오 청화가 끗난 뒤에는 무선전화에 대한 
기계의 원리를 통속적으로 설명하야 라디오가 엇더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
으로 이해케한다하며 개연시간과 종목과 순서의 상세한 것은 경성과 일본 
각지방방속국의 푸고르람 발표를 짐작하야 추후로 발표하리라더라(개
성)134)

   라디오 대회는 중앙회관에서 이루어졌다. 공연 내용은 경성 방송국이나 일본 
각지 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아, 방송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거나 방송 내용을 극화하여 보여주었다. 일반 대중의 라디오 체험뿐만 아
니라 동화 구연을 하는 이야기꾼에게도 라디오의 현실은 삭막하였다. 

텅텅 브인 방에 혼자 서서 이약이를 하노라닛가 엇더케 싱겁고 힘이 드는
지 뎨일 내가 이럿케 하는 이약이가 여러 사람에게 잘 들니는지 안들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듯는 이의 얼골에 자미잇서하는 것이 보이는지 자미업섯서 
얼골을 그리는지 그것이 몹시 궁금하지만 그러나 하는 수 업시 그냥 브인 
방에서 한 시간 동안이나 혼자 들면서 이약이 하엿슴니다.  맛을 모르
고 먹는 음식과 갓햇슴니다.135)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이었던 방정환은 당시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감회를 위
와 같이 풀어냈다. 방정환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답답함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지, 듣는 사람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할 때,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이야기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데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빈 방에 혼자
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청중의 반응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이
야기꾼이나 근대 동화 대회에서도 청중과 이야기꾼이 대면하는 양상이다. 반면에 
라디오라 레코드는 구연자가 청중을 앞에 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청중의 
반응까지 고려하여 이야기를 끌어나가려고 하니,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인 방정환
도 처음 라디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구연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방정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맛을 모르고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

134) 동아일보 1927.1.21. 라디오 대회
135) 방정환, ｢방송해 본 이약이｣, 어린이 4권 8호, 1926년 8월·9월, 35쪽 (탑골 공원

에서 라디오 듯는 사람들 사진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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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정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준다. 이야기의 즐거움이나 흥미를 청중과 
공유하지 못한 채, 이야기만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라디오 선생님｣이라는 동화인데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
님에 대한 동화이다. 현재 라디오 동화의 음성이 남아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어 
작품의 서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라디오 동화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라디오의 구연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최영해 선생님의 옛날이야기 잠자는 숩속의 공주님을 보내드
리겟습니다.하는 아나운서-의 뒤를 따라 정다운 최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애기는 병히가 듯던 것 바로 그게 일 뿐 아니라 공주님이 오래 오래 잠을 
자는 데까지 와서는 

 자아 오늘은 시간이 다 됏스니까 이만하고 다음은 내일 해 드리겟습니
다.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첫습니다.136)

   ｢라디오 선생님｣동화는 라디오 동화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먼저 아나운서가 오늘 이야기를 담당한 구연가와 동화 제목을 소개한
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진행한다. 시간이 다 되면, 구
연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내일을 기약하거나 예고하는 것으로 라디오 동화
가 끝이 난다. 실제 라디오에서 어린이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다. 앞뒤의 프로
그램 조정, 구연가 소개와 동화 제목 등 일반적인 안내, 다음 편 예고 등을 감안
하여 앞뒤 5분 정도를 빼면 라디오 동화의 구연 시간은 25분을 넘지 않고 20분
에서 25분 사이에 구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야기 한 편으로 끝이 나는 경
우도 있지만 연속 구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 라디오 동화는 레코드 동화에 비해
서 서사가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존하는 김복진의 레코드를 살펴보면, 이야기의 시간이 3분에서 7분 사이이
다. 조선어독본레코드의 동화도 3분에서 6분 사이이다. 그러므로 레코드 동화
의 서사가 더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라디오 동
화의 구연 시간은 20분 정도로 여유가 있다. 레코드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시간
이다. 
   심의린은 1927년 12월 17일 첫 라디오 동화를 시작하여 총 27회 방송을 하
였다. 그의 라디오 동화 방송을 목록화 하고 그 내용을 통하여 심의린이 라디오 

136) 조선일보. 1940.5.19. 라디오 선생님. 조풍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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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동화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
도록 하겠다.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 내용 구성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린이 전달
하고자 했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
다. 다음은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의 목록이다. 레코드의 내용은 1학년부터 6학년
까지『조선어독본』교과서에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 교육 레코드 목록

   위의 목록을 보면, 실용문과 문학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전체 학년별 교과 내
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심의린의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내용이다. 심의린은 직접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아닌지를 
몸소 소리 내서 보여주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 쉽다.

번호 제목 시간 학년 번호 제목 시간 학년
1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 2:55 1학년 13 자장가 3:24 3학년
2 반절 3:23 1학년 14 꽃닢, 점심밥 3:01 3학년
3 아침 해 1:32 1학년 15 혹 뗀 이야기 5:27 4학년
4 아버지와 아들 1:56 1학년 16 아침바다 3:26 4학년
5 코끼리 1:10 1학년 17 부여 3:06 4학년
6 비 2:23 1학년 18 어부가 3:19 5학년
7 봄 2:46 2학년 19 언문의 제정 3:21 5학년
8 무지개, 물방아 3:27 2학년 20 심청 6:02 5학년
9 산울림 3:08 2학년 21 時調五首 2:41 6학년
10 한석봉 3:21 2학년 22 공자와 맹자 2:42 6학년
11 박혁거세 3:35 3학년 23 詩話二篇 2:20 6학년
12 꿈, 달 3:19 3학년 24 途上의 一家 3:30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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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지방에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흉내를 잘 내지 못하는 경우를 들려주겠다
아버지 어머니 학교
(아이들) 아부지 어무니 학꼬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학교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 학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어독본 첫째 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십시오. 

소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 가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가지 미나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리 이 구두 그 모자 저 보자기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나비 오너라 노자 노자 나하
고 자 이번에는 혼자 읽어 보십시오

(아이 혼자서 읽는다) 소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가지137) 

   심의린은 음성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을 배울 때는 일차적으로 소리
를 잘 듣고, 따라 하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의린은 조선어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 잘못 말하면 틀리기 쉽다고 이른다. 실제로 심의린은 수
업 시간에서 이 장음(長音)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했다고 한다. 박붕배는 인터뷰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업 시간에 심의린 선생님께서는 말[馬]는 짧고, 말[語]은 길다고 하시
고, 장단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다”138)

   이후에 표준어 제정과 보급에 힘쓴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에서도 표
준어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기 쉬운 예로, 학생들에게 직접 발음
해 보라고 시킨 후, 틀린 발음을 지적하고 올바른 발음을 가르쳐 주었다. 마지막
으로 조선어독본 읽기를 시작할 테니, 따라서 읽어 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
은 교사와 학생이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레코드’로 소리를 듣고, 

137) 고양어울림문화재단, 조선어독본레코드 복간, 2004, 1번 트랙.
138) 박붕배 인터뷰,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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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읽어보기를 시켜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생님
이 먼저 설명을 하고, 잘못된 예와 잘 된 예를 설명해 주고, 그것을 따라해 보게 
하여 3단계에 걸쳐서 발음수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레코드라는 기계를 통해서 음
성언어 교육을 받았지만, 정확한 발음을 소리로 직접 듣고 따라해 봄으로써 교사
가 없더라도 올바른 발음 교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레코드 역시 일반인들이 
소유하기에는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학교나 관공서 레코드 대회와 같은 행
사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레코드와 함께 새로운 매체로 관심을 끌었던 라디오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심의린이 방송한 라디오 목록

순서 날짜 수록매체 동화제목 연관된 문헌 존재
1 1927.12.17 동아일보  스루메의 몽(夢) 조선동화대집 △
2 1933.5.19. 매일신보  효동(孝童)  조선동화대집 △
3 1933.6.14. 매일신보  돌과 두비 조선동화대집 △
4 1933.7.9. 매일신보  이상(異常)한 그림 실연동화 △
5 1933.7.31. 매일신보  부싯돌 안데르센 △
6 1933.8.5. 매일신보  부싯돌 안데르센 △
7 1933.9.9. 매일신보  난장이 외국동화 〇
8 1933.10.2. 매일신보  게으름뱅이 조선동화 △
9 1933.10.25. 매일신보  작난 조선동화 〇
10 1933.11.18. 매일신보  욕심쟁이 조선동화 〇
11 1933.12.28. 매일신보 제목 없고 이름만 

수록 알 수 없음 ×
12 1934.1.30. 동아일보  못난이 조선동화대집 △
13 1934.2.16. 매일신보  물고기 조선동화 △
14 1934.3.9. 매일신보  쟁이 조선동화대집 △
15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실연동화 △
16 1934.4.6. 동아일보  옴둑겁이 조선동화대집 △
17 1934.4.29. 매일신보  반 조선동화대집 △
18 1934.9.13. 매일신보  다람쥐 조선동화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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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동화 25편139)의 이야기들의 자료 존재 여부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 
남아 있는 자료는 3편으로, ｢난장이｣, ｢작난｣, ｢욕심쟁이｣이다. 그런데 이 자료
들 역시 라디오 동화의 온전한 대본이라고 할 수 없다. 라디오 동화가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신문기사에 수록된 내용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울 정도로 간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서사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편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 대체로 이전에 발
간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많이 가져왔고, 새로운 서사는 조선동화
와 외국동화를 수용하였다. 작품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 표시하였다. 제목으로 어느 정도 서사의 진행을 짐작
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서사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은 ×로 표기하였다. 제목의 변
화가 있지만 라디오 동화의 대다수가 조선동화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라디오 동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는 앞서 살펴
본 분류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누었다. 이는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부터 가지고 
온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실연동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매체의 
확장을 통해 라디오 동화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게으름뱅이, 못난이, 완고학자님
꾀쟁이: 쟁이, 반

139) 한 편은 시사적인 내용이고 한 편은 제목미상이어서 정확한 동화 제목이 드러난 것
은 25편이다. 

19 1934.10.23. 매일신보  농촌 어린이 시간표 당시 계몽문화 ×
20 1935.1.28. 매일신보  이상한 보작이 조선동화대집 △
21 1935.3.1. 매일신보  의조흔 형제 교과서 △
22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실연동화 △
23 1935.5.2. 매일신보  만성(萬成)의 (運) 조선동화 △
24 1935.5.19. 매일신보  복돌이와 첨지 조선동화 △
25 1935.7.7. 매일신보  이야기 조선동화 △
26 1935.7.13. 매일신보  완고학자님 조선동화대집 △
27 1935.8.30. 매일신보  기름장사 효자 조선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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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가치 
효: 효동, 기름장사 효자
형제애: 의좋은 형제
은혜: 옴둑겁이, 다람쥐, 원숭이의 보은
욕심: 이상한 그림, 욕심쟁이

현실적 가치 
헛된 꿈: 스루메의 몽, 이상한 보작이
모험과 문제해결: 돌과 두비, 복돌이와 첨지, 부싯돌, 난장이, 

작난, 만성의 운

   라디오 동화에서는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보여준 신의, 정직, 미
신, 경제적인 문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바보와 꾀쟁이, 불변하는 가치인 효나 형
제애, 은혜, 욕심에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실적 
가치에서 ｢스루메의 몽｣은 심의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멸치의 꿈｣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추정된다. 라디오 동화의 큰 특징은 조선동화대집과 실연
동화에서 보여준 모험과 문제해결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야기가 확장되고 두드
러진다는 사실이다. 
   심의린은 라디오 동화에서 조선인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조선동화를 적극
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사 전개에 필요한 내용이 외국동화에 있을 경
우,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자신만의 상상력을 덧붙여 단순한 구전 이야기의 개
작이 아닌 창작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심의린의 옛이야기 재구성 양상은 조
선동화대집을 시작으로 실연동화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라디오 동화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방정환이 외국의 동화를 번안하고 조선의 이야기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것과 유사한 과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동화 작가들이 출발
점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창작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야기의 개작을 
시작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까지 이른다. 다만 방정환과 심의린의 다른 
점은 방정환이 소년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의 동화 세계를 펼쳤고 외국동화
의 번안을 먼저 시작했다면 심의린은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말하기 교육을 통해
서 조선동화에 새로운 옷을 입히고 날개를 달아 조선의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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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와 라디오 동화의 특징 
   
   현재 남아있는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조선어 독본』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였던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의 음성 교재
가 70여 년 만에 CD로 복각됐습니다. 문헌에만 의존해 왔던 우리 말 연구도 
새롭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순 나이에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70년 전을 생각하며 CD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읽고 있는 겁니다.
CD 속 어린 목소리는 바로 70년 전 정계환 옹의 목소리.

당시 보통학교 5학년이던 정 옹은 한 레코드사가 기획한 '바른 우리 말 
음성교재'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교과서 읽기 녹음 작업을 했습니다.

“미리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 읽었다. 납 녹음판에 녹음하는데 틀리면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다. 여러 번 읽기도 했고 혼도 많이 났다."

만들어진 교재는 SP 판 12장. 조선어 독본 6권 중 27개 과, 낭독분과 노
래 등이 실렸습니다.

전쟁 통에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내 개인 가보는 이거다 싶어서 그렇
게 이사를 다니면서도 꼭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정 옹의 옛 소리가 빛을 보게 된 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상만 
씨 덕입니다.

우리말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이상만 씨는 지난 91년 정 옹이 SP판을 
주자 사재까지 털어 영국으로 건너가 DAT 테이프로 복각했습니다. 그리고 
덕양 어울림누리 개관을 기념해 CD로 제작해 내놨습니다.

"생생한 옛말 들으니 가슴이 뛰었다. 반드시 복원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
다."

1930년대 우리말이 고스란히 담긴 이 CD는 국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국어학 연구 자료는 문헌
에 의존해 왔다. 실제로는 직접적인 음성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서였다. 이제 본격적인 음성 자료 연구 시작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우리 말! 새롭게 복원된 우리말은 사라져 가는 우
리 얼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140)

   조선어독본레코드는 1935년 보통학교 5학년이던 정계환 학생이 가지고 있
140) 2004.9.16.YTN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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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SP판을 고양문화재단의 단장인 이상만씨가 복원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
다.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레코드의 실체141)가 연구되기도 했지만 
고양문화재단의 복원142)으로 1935년 조선어 교육을 받던 학생들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심의린의 지도를 받았던 정계환 학생의 증언의 내용은 실
연동화에 나온 구연 방법과 일치한다. 

정계환이 받은 구연법과 『실연동화』의 구연 방법 비교

   팔순이 넘은 고령의 정계환이 녹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 것은 녹음 전에 연
습을 많이 하고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심의린이 실연동화에서 ‘미리 연습’하
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통한다. ‘미리 연습’을 한다는 것은 동화의 
내용을 숙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유능한 구연자라고 할지라도 연습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에 들어간다면 이야기의 
짜임새와 인물의 성격 등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계환과 그의 친구들
이 미리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 녹음 현장에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
했을 때, 심의린은 두 번 세 번 다시 읽게 했다는 것은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칠 
때까지 완벽한 발음을 녹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 녹음이 
되면 고칠 수 없고, 교육용 레코드는 실제 학생들과 음성 언어 연구자들에게 올
바른 발음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발음은 용납될 수 
없었던 셈이다. 미리 연습하고 틀린 것을 고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은 수도 없이 구연을 했을 것이고, 심의린은 지속적으로 정확한 구연을 위
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연동화에서 실천한 ‘화방연습’이 실제적
으로 발현된 것이 조선어독본레코드라고 할 수 있다. 

141) 한성우, ｢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音聲資料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어문연구 33, 
2005.; 차재은, ｢1930년대의 한국어 음장에 대한 연구 :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음
성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 2005.

142) 고양문화재단에 논문에 사용하겠다고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흔쾌히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양문화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정계환의 증언 실연동화의 구연 방법
미리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 읽었다. 많이 읽고 연습
녹음하는데 틀리면 두 번 세 번 다시 읽
었다

발음의 장단, 음성의 강약고저, 어구를 
빠르게, 느리게 한다.

여러 번 읽기도 했고 혼도 많이 났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발성과 발음을 적
절하고 정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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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는 1930년에 출판된 조선어독본을 사용하고 있다. 
1936년에 발간된 것이니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겠지만 이전의 나온 1924년 교과서와 1930년의 교과서는 내용 서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내가  썰기를 工夫한 지가 벌서 十年이 되엿는대, 卽今은 밝은 곳에서 
썰든지, 어둔 곳에서 썰든지 아모리케 썰어도 이 갓치 差錯이 업다 지금 너
의 쓴 글시를 보아라. 조곰도 골으지 못하고나. 자기 혼자 잘 쓰거니하고 
자만하는 것은 아모 소용이 업다. 너도 십년 만 채워서 더 工夫하야라. 그
리하면 얼마  나아지리라.｣

고 親切히 말삼하야 들녓소. 石峯은 이에 크게 感動하야 다시 山中으로 
들어가 十年期限을 채워서 熱心으로 工夫한 結果 나종에는 큰 學者가 되고 
 名筆이 되어서 名聲이 後世에 傳하얏소143)

조금 후의 다시 불을 켜고 본 즉 어머니의 쓴 떡은 크고 작은 것이 하나
도 없이 똑같은데 석봉이 쓴 글씨는 굵었다 가늘었다 하고 간격이 고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석봉을 향하여 “보아라, 니 글씨가 이래서 쓰겠
니? 내가 쓴 떡에는 크고 작은 것이 하나나 있나 보아라” 하였습니다. 

석봉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절로 들어가 일심으로 공부하야 십년을 채우
고 마침내 세상의 뛰어난 명필이 되었다.144) 

   1924년에 나온 조선어독본의 ｢한석봉｣과 1930년에 출판된 ｢한석봉｣을 비
교해 보면, 1930년 ｢한석봉｣이 이전의 서사보다 쉬운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와 석봉의 대화와 설명에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어머니는 ‘아무렇
게나 썰어도 차착(差錯)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뒤에 나온 교과서에서는 이 부
분을 쉽게 ‘크고 작은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표기법에 있어서도 1924년 교과서는 한자를 많이 사용한 국한문혼용체를 쓰고 
있다. 1930년 교과서에는 한자 없이 순국문체를 사용하고 있어 심의린이 독법과 
함께 말하기를 연습시키는 데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다. 심의린이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을 이야기하면서 교과서를 직접 읽고 학생들에게 따라 읽기를 시켰다. 
학생들은 이 레코드로 소리를 듣고, 책을 보면서 내용을 따라 읽으면서 연습할 
수 있다. 실제로 ‘화방연습’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읽고 숙지하여 하는 것이므로 레

143) 조선총독부, ｢한석봉｣,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5 1924, 27-28쪽.
144) ｢한석봉｣, 조선어독본 레코드,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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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통해서 듣고 읽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서사의 내용
이 실제 생활의 대화처럼 구성되어 더욱 그렇다.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는 1930년에 나온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대본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 뗀 이약이｣이다.  

[조선어독본 1923]
녯날 어느 곳에 右便 목에 혹이 달닌 老人이 잇섯는대 하로는 먼 山으로 

나무를 하러 갓다가
괴수 독갑이가 그 老人에게 그런 조흔 소리가 어듸서 나오느냐고 물엇소
노인은 텬연스럽게 내 목에 달닌 혹에서 나온다고 답하얏소. 독갑이가 

그러면 그 혹을 내게 팔으시오 하며 보패를 만이 주고 그 혹은 그만 감갓
치 어갓소.

과연 독갑이들이 몰녀와서, 老人에게 당신의 노래소리는 어듸서 나오느
냐고 물엇소. 

老人은 것침업시 내 목에 달닌 혹에서 나온다고 답하얏드니, 독갑이들
이 성을 내며, 어제밤에도 엇던 老人에게 속앗지 하며 여두엇든 혹을 그 
老人의 左便 목에 붓쳐서 쌍혹부리를 만들어주고 웃으면서 어듸로 몰녀가 
버렷소.

이럼으로, 혹 러 갓다가, 혹 붓쳣다 하는 말이 잇소.145)

[조선어독본 1933]
① 말없는 靑山이오, 태업는 流水로다.
   값업는 淸風이오, 임자 업는 明月이라
   이 中에 病 업는 몸이, 분별 업시 늙으리라.
② 泰山이 높다하다 하날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理 업것마는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③ 가마귀 싸호난 곳에 白鷺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 빛을 새오리라
   淸江에 조이 씻은 몸, 더러일가 하노라.
④ 노래란 조은 것 노래를 불러라
   독가비들까지도 춤을 추누나
   노래란 조은 것 노래 불러라
   銀방맹이 金방맹이 혹 값이라네.146)

145) 조선총독부, ｢혹  이약이(2)｣,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2, 1923, 44-46쪽.
146) 조선총독부, ｢혹 뗀 이약이｣,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4 1933,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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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교과서와 1930년 교과서를 비교하더라도 1924년 교과서에는 노래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1930년에는 노래의 내용이 직접 등장한다. 대신 
욕심쟁이 노인이 등장하여 혹을 떼러 가는 서사는 없어졌다. 서사의 중심이 우연
히 노래를 부르다 혹을 떼고 금은보화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가 주는 효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금방망이 
은방망이와 같은 보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실연 과정에서 노래를 불러 이야기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가 많이 수록된 ｢혹 뗀 이약이｣를 레코드에 
넣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30년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활용한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는 실제 교과
서를 따라 읽으면서 실제 말하기 연습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다. 수업 시간에도 
적극 활용되어 당시 학생들이 정확한 음성으로 말하기의 속도를 조절하여 이야
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레코드에 심의린의 동화는 없지만 
심의린의 지도 방식에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연구되어야 한다.
   라디오 동화는 제목을 통해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와의 연관성을 고
려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라디오 동화 제목과 대본을 통해서 라디오 동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의린은 1927년 12월 17일 토요일 첫 라디오 동화를 구연한 것으로 보인
다. 
 

▲동화 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 스루메의 夢 심의린147)

(오적어(烏跡魚)의 꿈)148)

   심의린이 처음 방송한 동화는「스루메의 夢」이다. 스루메는 일본어로 ‘말린 
오징어’를 의미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이 이야기는 ‘오징어의 꿈’이다. 그
런데 심의린의 동화 가운데 ‘오징어의 꿈’이라는 작품은 없다. 유사한 작품을 찾
는다면「멸치의 꿈」인데, 이 이야기 속에 ‘오징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의린이 방송한 작품은 ‘오징어의 꿈’이다. 심의린이 1927년 라디오 방송에 참
여하면서 수많은 작품 가운데 선택한 작품이 조선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중
적인 이야기가 아닌 다소 새로운 이야기를 취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였을까. 또한 

147) 동아일보, 1927.12.17.
148) 매일신보, 192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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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조선의 이름이 아닌 ‘스루메’라는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의문
점으로 남아있다. 매일신보에는「오적어(烏跡魚)의 꿈」이라고 되어 있다. 오적
어(烏跡魚)는 아무래도 오적어(烏賊魚)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정약전의『자산
어보(玆山魚譜)』에 '까마귀를 즐겨먹는 성질이 있어서 물위에 떠 있다가 까마귀
가 이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쪼려 할 때 발로 감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
는다고 해 오적(烏賊)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기록149)되어 있는데, 이 오적어
(烏賊魚)라는 이름이 오징어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의린이 라디오 방송에서 구연한「오적어(烏跡魚)의 꿈」은「멸치의 꿈」이
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멸치의 꿈」과「오징어의 꿈」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두 물고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비록「오적어(烏跡魚)의 
꿈」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제목 상에 드러난 것으로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멸치의 꿈」이야기도 처음부터「멸치의 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음 구전 자료와 근대에 소개된 동화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승목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멸치의 꿈」이야기가 옛이야기에서는 멸치가 아닌 
메기, 망둥이, 붕어였다는 것을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오랜 산 메
기 한 마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할 수 없었다. 메기가 해몽을 잘 하는 병어
를 찾아가서 그 꿈에 대해서 물었는데, 병어는 죽을 꿈이라고 했다. 메기는 울다
가 입이 찢어지고 병어는 웃다가 입이 작아졌다는 유래담으로 끝이 난다. 

149) 정약전 원저, 손택수 지음,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 아이세움, 2006.

번

호
연도 구연자 

나

이
책 제목

1 1915 박종대 한국구전설화7 메기와 송사리

2 1920 김판동 한국구전설화7 메기와 눈쟁이(송사리)

3 1921 이씨 한국구전설화7 메기 입과 병어 입

4 1935 김민각 한국구전설화3 망두기, 가재미, 낙지

5 1936 고일록 한국구전설화3 붕어의 꿈

6 1941 박태희 한국구전설화6 메기의 꿈

7 1980 신현덕 62 한국구비문학대계 4-1 메기의 꿈 해몽

8 1981 이홍규 49 한국구비문학대계 4-4 메기, 광어, 새우

9 1985 한광주 76 한국구비문학대계 5-7 메기의 머리가 납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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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야기 목록]

연도 저자 책 제목

10 1919.9.18 三輪環 傳說の朝鮮
魼の目と鯰の頭

(가자미의 눈과 메기의 눈)

11 1924.6.1 추강 어린이 물고기 내력

12 1925.8.1. 忙中閑 동아일보 고기의 래력

13 1926.8.20. 저자 불명 조선일보
메기의 대가리와 넙치의 

눈

14 1926.8.28-31 저자 불명 조선일보 멸치의 꿈

15 1926.10.27.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멸치의 꿈

   1919년부터 1926년 자료 사이에 나타난 주인공은 물고기로 통칭되거나 메기
로 표현되었다. 이후 특징적인 사건은 1926년 8월 28일 저자불명의 메기에서 멸
치로 바뀌고 주된 서사 역시 꿈을 매개로 길몽과 흉몽이라는 두 갈래의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뒤이어 1926년 10월 27일 초판 된 『조선동화대집』에서
도 역시「멸치의 꿈」이다.  
  「멸치의 꿈」이야기는 멸치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천년에서 만년이라는 오
랜 시간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꿈을 얻고는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는 여
정을 그린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멸치가 꾼 꿈을 용이 될 꿈이라고 해석해 주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잡아먹힐 꿈이라고 해석하는 물고기가 있었다. 
그 사이에서 멸치는 흉몽으로 해석한 물고기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 화는 주변에 
있는 물고기에게까지 미쳐 멸치의 동티에 병신이 된 물고기들의 사연이 소개되
는 이야기이다. 심의린은 이 이야기를 1926년『조선동화대집』에 수록했고, 
1928년 『실연동화연습』에도 남겼다. 동일한 서사가 두 권의 책에 등장하는 것
은 없다. 물론『실연동화연습』에 수록된 이야기가 11편이기 때문에『조선동화
대집』의 내용을 넣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두 권의 책에 모두「멸치의 
꿈」내용을 조금 변이시켜 실었다는 점은 심의린이 그 작품을 중요하게 평가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디오 방송은 두 권의 책 발간 사이에 놓이
게 되는데 1927년 12월이다. 만일, 라디오에서 방송한「오적어(烏跡魚)의 꿈」
이「멸치의 꿈」과 유사한 내용인데 제목만 바뀐 것이라면 심의린은 3년 동안 
「멸치의 꿈」이야기가 지닌 가치를 책과 라디오를 통하여 전파한 것이다.  
   그런데 심의린이 남긴 두 편의「멸치의 꿈」이야기 어디에서도 후일담에 오
징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추강(秋江)이『어린이』잡지에 실은「물고기의 내력」
에 오징어가 등장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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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미는 그대로 도망을 하다가 오징어를 맛낫슴니다. 오징어는 가제미
가 눈이 한 곳으로 뫼힌 것을 보고는 놀내여서 그 닭을 물엇슴니다. 가제
미는 지금 된 일을 이야기하고 메기도 한 머리가 넓적하게 되엿다는 말
지 하엿슴니다. 이것을 들은 오징어는 메기 얼골을 보고 십흔 생각이 만헛
슴니다. 그리하여 실혀하는 가제미를 달내여 가지고 메기를 차저 갓슴니다. 

차저 갈 에 이  만흔 오징어는 혹 메기가 자기 을 리면 자긔 눈도 
오징어와 가티 될지도 모르겟슴으로 미리 두 눈을 아서 무니에다 으
로 말엇슴니다. 그리하야 지금지 가제미 눈은 한편으로 몰리엇 잇고 메기
는 머리가 넓적하며 오징어는 눈이 뒤로 붓허잇섯슴니다.150)

   호기심 많은 오징어는 메기 머리가 납작하게 된 것을 보고 싶어 가자미와 함
께 메기를 찾아가는 길에 가자미처럼 눈이 쏠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눈을 
꽁무니에 붙여 지금의 위치에 눈이 달리게 되었다는 후일담이다.「멸치의 꿈」이
야기에는 비교적 많은 물고기들이 등장한다. 이야기에서 주류는 메기이지만 멸치
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서사의 변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야기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오적어(烏跡魚)의 꿈」도 가능하다.「오적어
(烏跡魚)의 꿈」에서도「멸치의 꿈」에서와 같이 파란만장한 오징어의 꿈이 펼
쳐졌을 것이다. 까마귀를 좋아해서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잡아먹는 치밀함과 가자
미를 졸라 메기를 찾아가는 진취적인 호기심 많은 오징어가 지닌 성향들을 통해
서 주인공이 된 오징어도 멸치처럼 무엇이 되려다 인간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징어의 꿈」의 연원을 밝혀줄 고형의 이야기는 미와 다마키(三輪環)의
『傳說の朝鮮』에 실린「魼の目と鯰の頭」(가자미의 눈과 메기의 눈)이라는 이
야기이다. 

애초에 오징어 몸에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오징어는 이를 언제나 슬퍼하고 있었는데 복어가 뼈를 100개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복어를 찾아갔다.

“복어야 네 몸에 뼈가 백 개나 있다며? 근데 나는 하나도 없단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다. 제발 뼈 좀 나누어 주겠니?” 하고 부탁했다. 

복어는 이를 아주 딱하게 여겨서 
“뼈가 없으면 힘들겠구나! 그럼 하나를 줄게. 하나면 되겠니?”

150) 추강,「물고기의 내력」,『어린이』제2권 6호, 1924년 6월 1일, 21쪽. 



- 116 -

오징어는 아주 좋아하며 
“그야 고맙지. 아니 하나로도 충분해 제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오징어에게는 뼈가 하나 있고 복어에게는 아흔 아홉 개의 뼈가 있

다.151)

   오징어가 원래 뼈가 없어서 복어에게 뼈 하나를 얻었다는 유래담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징어의 결핍이 한순간 ‘꿈’을 통해 이상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멸치의 꿈」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인 멸치가 용
이 되는 꿈을 꾸는 것처럼 오징어는 복어처럼 무수히 많은 뼈를 가지는 꿈을 꾸
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 없고, 다만 꿈속에서 잠시만 가능한 허상일 뿐이다.   

▲팔·三○ 라디오 코메디 「메루치와 미역과 오징어」152)

   라디오 코메디에서 멸치와 오징어에 이어 미역까지 등장하고 있어 등장인물
과 서사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심의린이 보여준 옛이야
기 재구성 사례에 비추어 볼 때,「스루메의 몽」역시「멸치의 꿈」에서와 같이 
오징어의 희망사항을 해학적으로 펼쳐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일에 라디오 코메
디에 유사한 작품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멸치와 오징어의 허황된 꿈에 대
한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디오 동화의 대본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
서 제목을 통해서「오징어의 꿈」이 지닌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만 현존하는 서사들을 재구성하여 그 가능성에 도전해 보는 것도 심의린의 옛이
야기 재구성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대본이 남아있는「난장이」의 내용이다. 

어한 나라에 늘그신 부부 두 분이 잇는데 슬하에 자손이 업서서 향상 
적적한 날을 보내고 잇서슴니다 그래서 하도 적적하고 고적하야 그 로부부 
두 분은 밀가루로 인형을 맨드러 노앗슴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이상치 아니
함니 몸을 움직이고 팔 다리를 맘대로 놀리며  말도 합니다 그 밀가루 
인형은 산 사람과 가튼 활동을 하고 잇스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키가 자
라지 아니하고 맨드러 노흔 채로 그대로 잇는 난장이임니다

151) 미와 다마키(三輪環),「魼の目と鯰の頭」,『傳說の朝鮮』, 博文館, 1919, 189-190
쪽. 

152) 경향신문. 1946.11.9. 라디오 9日 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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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인형은 힘이 굿세고 재조가 대단하야 무슨 일이든지 잘 함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산적(산도적)들이 만허서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하야 그 
나라 임금서 인형의 재조가 만탄 말을 듯고 산적을 토벌하야 달나고 그 
인형에게 부탁하얏슴니다 임금서는 산적을 다 잠어 업새이면 그 상금으로 
임금님의 님 공주를 줄 터이라 하얏슴니다

난장이 인형은 임금의 분부대로 산적을 다 잡어 죽엿슴니다 그런데 임금
서는 처음에 약조한 님을 난장이에 상급으로 주지 아니하고 도리혀 난
장이를 죽이려하얏슴니다 그래서 그 난장이를 바다로 쓰러늣고 불 속에다도 
잡어 너헛스나 원채 재조가 만흔 난장이는 죽지 아니하고 나종에는 임금님
서도 할 수 업시 상급으로 주엇슴니다153)

   ｢난장이｣는 아이가 없는 부부가 밀가루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이 사람
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이다. 아이 낳기를 소원하는 부부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조선 이야기 속에는 아이를 낳지 못 하는 부부가 기자치성으로 아이를 낳는 경
우가 있는가 하면, 우연히 만난 메뚜기, 개구리 등을 자신의 아기로 정성껏 기르
는 경우가 있다. 노부부가 만든 밀가루 인형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지만 키가 
자라지 않아 난쟁이였다. 조선 이야기 가운데는 난쟁이가 없고 인형의 재료를 밀
가루를 사용하여 외국동화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난쟁이 인형의 활약상이 전개된다. 난쟁이 인형은 힘이 굳세고 재주
가 대단하여 어떤 일이든지 잘 한다. 조선동화대집에 나오는 반쪽이나 실연동
화의 삼남이와 성격이 유사하다. 이들은 신체적인 결함과 형편없는 외모를 지녔
지만 힘과 재주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난쟁이 인형은 국가의 재난인 
산도적을 모두 해치워 임금의 사위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지만 난장이라는 이
유로 임금은 계속해서 난쟁이를 거부하였다. 마지막에 난쟁이를 죽이려고 하는 
부분은 ｢특재 있는 육형제｣와 유사하다. 주인공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살
아남아 결국 산도적을 물리친 보상으로 임금의 사위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볼품없는 존재였던 난쟁이 인형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 작은 주인공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모험과 도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심의린이 조선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조선어를 통해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조선동화에 없는 가치관이
나 서사를 외국 동화를 통해 보완하여 풍부한 서사의 확장을 가져왔다. 
   라디오 동화의 서사는 서사 수용에 있어서 더 개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이 창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153) 심의린,「난장이」, 매일신보, 1933.9.9.(신문에 실린 라디오 동화 대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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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동화의 틀에서만 서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동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창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작난｣이다. 

어느 곳에 작난 조아하는 아이가 잇섯습니다. 공부도 아니하고 부모님 말
슴도 듯지 안코 조치 못한 작난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납바서 늘 선
샌님에게 지람만 드름니다. 어느 듯한 봄날 학교에도 가지 안코 들에 
나가 놀고 잇섯습니다. 그  톡기가 한 마리 노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잡으
랴고 차 갓습니다. 그만 날이 점은 것도 모르고 깁흔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엇습니다. 돌아올 수도 업시 산 중 어느 집에 드러갓습니다. 이 집 주인
은 사냥이엇는데 이 아이를 집에 두고 심부름을 식혀 보앗스나 역시 작난
만 하고 일은 안이함으로 사냥은 노해서 상자 속에 너허서 산에다 버렷습
니다. 이  크다란 범이 와서 이 상자 속에든 아이를 먹으려고 햇스나 먹
을 수가 업서서 애를  쓸  아이는 상자틈으로 손은 내밀어 범의 리를 붓
잡고 힘것 잡하 다녓습니다. 범은 놀래서 다라나려햇스나 상자가 리에 달
녀서 암만 어도 상자는 러지지 안엇습니다. 더구나 무거워 산 우에 상
자가 달닌 범이 왓다고 야단들입니다. 그  사냥이 하나 와서 총을 노아 
이 범을 쏘아 죽이고 상자를 열고 보니 작난 아이가 드러잇슴으로 모다 
작 놀냇습니다. 이 아이는 작난을 잘하기 문에 혼이 낫슴으로 이것을 
반성하야 이 후로느 조흔 사람이 되엇다고 합니다.154) 

   ｢작난｣에 등장하는 아이는 옛이야기의 주인공이 당대 문화의 옷을 입은 주
인공으로 탈바꿈하였다. 장난을 좋아하고 말썽만 피우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안하고 성적도 나빠서 늘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기 일쑤였다. 그리고 학교
를 결석하고 들에 나가 토끼를 잡으려다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데 우연히 만난 사냥꾼은 아이가 너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상자에 넣어서 
산에 버리고 말았다. 사냥꾼은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면서 부려 먹으려고 생각했지
만 도통 말을 듣지 않으니, 쓸모없는 아이라 여기고 상자에 넣어서 버렸다. 그런
데 호랑이가 버려진 상자에 든 아이를 먹으려고 왔는데 호랑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먹을 수 없었다. 
   이 때, 아이는 당연히 호랑이가 온 상황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장난꾼 아이는 오히려 상자의 작은 틈으로 손을 내밀어 호랑이를 
꼬리를 잡아 당겨 호랑이가 놀라서 달아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일반적인 호

154) 심의린, 작난, 매일신보, 193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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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와 아이의 대결에서 보자면, 아이가 놀라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관계가 역전
되어 호랑이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호랑이와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힘은 장난꾸러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일 아이가 모범적이고 바른 아
이였다면 호랑이와의 대결에서 아이가 이길 수 없다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두려
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매일 장난만 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
서 호랑이 꼬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겨 호랑이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호랑이와 
아이의 대결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 했다. 아이가 호랑이를 벗어나지도 못
했고, 호랑이가 아이를 잡아먹지도 못 했다. 호랑이는 아이가 든 상자를 매달고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 사냥꾼이 호랑이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있었다. 사냥꾼은 놀랐고, 아이는 당연히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
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장난을 반성하고 후
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어 대단히 교훈적인 결말로 마무리 하
였다. 
   ｢작난｣은 옛이야기 가운데 호랑이 잡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선
동화대집에 ｢호랑이 모집｣으로 9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
이가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가 있다. 

엇던 兒孩아해  하나가 山산 에서 노는 것을 호랑이가 보고 차와서 내리 덥헛습
니다.

이 兒孩아해 는 호랑이 네 다리 틈으로 들어가서 엇지 할 줄을 몰으다가 불알
이 늘어진 것을 보고, 불앗 밋흘 살살 긁엇습니다.

호랑이는 시원한 바람에 가만이 잇섯습니다. 이 兒孩아해 는 이 틈을 타서 한 
손으로는 불알을 긁으며 한 손으로는 주먼이에서 노을 내서, 한 은 
불알을 슬그먼이 매여 노코 한 은 나무에 붓들어 매여 노핫습니다.

그리고 몸을 슬며시 저 나가다가 후다닥 달아낫드니, 호랑이는 이것을 
보고 어흥-하며 차 오다가 고만 불알이 잘나져서 데굴데굴 굴다가 죽엇
습니다. 참 唐突당돌 하고 가 만흔 兒孩아해 올시다.155)

   호랑이는 산에서 뛰어놀던 아이를 만나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다. 아이는 갑

155) 심의린, ｢호랑이 모집(8)｣,『조선동화대집』,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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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호랑이 다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당황했지만, 호랑이 불알을 잡아 노끈으
로 나무에 붙들어 매어 놓고 자신은 빠져나왔다. 그 사이 호랑이는 아이가 도망
가는 것을 보고 쫓아오다가 불알이 잘려서 구르다가 죽었다. 이 상황을 본 사람
들은 아이의 행동이 당돌하고 꾀가 많다고 칭찬을 했다. 이 아이는 라디오 동화
의 주인공처럼 설정부터 공부도 안하고 장난만 일삼는 문제 아이도 아니었다. 오
히려 꾀가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라디오 동화 ｢작난｣에서 호랑이와 대결한 아이는 장난만 일삼고,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고 선생님께 늘 꾸지람만 듣는 아이였다. 그러다 학교까지 
결석하고 토끼잡이를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학교 공부와 같이 틀에 박
힌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아이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지 모르는 위기
의 순간에 상자 틈으로 손은 내밀어 범의 꼬리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다. 이 부분이 ｢작난｣ 서사가 지닌 힘이다. 
   라디오 동화에 오면 새로운 형태의 개작이 일어난다. 심의린은 동화 속 주인
공을 당대에 걸맞은 어린이로 바꾸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규율의 통제를 받
으며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처지이다. 조선동화대집에는 학교에 다니
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실연동화에 오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 라디오 동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실연동화』와 라디오 동화에 오
면 규율과 학교의 통제를 받는 어린이가 등장하지만 옛이야기에 살아있는 지혜
로운 아이의 속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러한 서사의 주인공은 조선동화와 외국
동화가 당대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심의린식으로 개작과 창작이 이루어진 결과이
다. 이러한 양상은 라디오 동화에 오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자료의 부족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
지만 다른 작가의 라디오 동화 대본을 통해서도 심의린과의 관련성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이원규(李元珪)가 라디오에서 방송한 ｢이오성｣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
집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원규의 대본에 심의린의 핵심 서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李鰲城이오성 이라면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섯슬 줄 압니다. 일홈은 恒福항복 이오, 

宣祖선조 大王대왕  에 大端대단  功勳공훈 이 만하서 鰲城府院君오성부원군 이 되엿섯습니다.

나물 될 것은 닙부터 안다고, 偉人위인 될 사람은 어렷슬 부터 灼爛작란 하는 
것을 보아도 普通보통 兒孩아해 들과는 달나서, 도량이 크고 意思의사 가 大端대단 히 깁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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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恒福이항복 氏씨 가 兒孩아해 에는, 作亂작란  잘 하기로 有名유명 하얏습니다. 하로는 그 
父親부친 이 出入출입 하며 鰲城오성 의 作亂작란 을 禁금 키 爲위 하야 불너 일으되 얘야, 내가 어듸
를 좀 갓다가 저물게 돌아올 터이니, 그 동안에 글도 닑고, 놀 에 空然공연 한 
作亂작란 말고, 이 좁쌀(粟속 )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計算계산 하야 노하라. 萬一만일  數수 가 
틀이면 종아리를 마즐 것이니 注意주의 하야라 하고, 좁쌀 두 되를 내여 주며 
嚴엄 하게 團束단속 을 하얏습니다.

鰲城오성 은 선선히 對答대답 을 하고, 父親부친 이 出入출입 하신 後후 , 卽時즉시  作亂작란 만 하고 太平태평

히 놀앗습니다. 下人하인 들이 보다가, 하고 悶罔민망 하야 여보 道令도령 님, 좁쌀은 
세지도 안코 作亂작란 만 하면, 大監대감 서 들어오셔서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對答대답

하시랴고 그리하시오 하고 말한즉, 對答대답 하되 걱정 말아라, 매를 마저도 
내가 맛지 네가 맛겟늬 하고, 如前여전 히 作亂작란 만 하얏습니다.

저녁 가 다 되닛가, 비로소 좁쌀을 시여볼가 하드니, 壁欌벽장 에서 저울 
하나를 내 노코 좁쌀 한 저울을 듬 서 달아 노코, 下人하인 들을 불너서 
너의들 이것을 시여라 하야, 한 저울이 몃 個개 인지를 計算계산 한 後후 에는, 몃 저
울이 되나를 달아보고 九九구구 를 불너서 統計통계 答답 을 내인 後후 에 올타 되엿다 하
며,  나가서 作亂작란 을 하얏습니다.

未久미구 에 그 父親부친 이 들어오드니, 鰲城오성 을 불너 뭇되 너 오날 글도 잘 닑고, 

좁쌀도 시여 노핫느냐 하얏습니다.
鰲城오성  對答대답 이 네 글도 만이 닑고 좁쌀 수효는 암만암만156)이 올시다. 하

거늘, 父親부친 이 疑心의심 이나서, 慇懃은근 히 鰲城오성 의 하든 動靜동정 을 探知탐지  하얏습니다.

下人하인 들이 終日종일 토록 作亂작란 하든 일과, 저울로 달아서 個數개수 를 計算계산 하든 말을 
하얏드니, 父親부친  生覺생각 에 鰲城오성 의 窮量궁량 이 큼을 大端대단 히 깃어 하얏습니다.

그 後후 에 하로는 鰲城오성 이 舍廊房사랑방 에서 글씨 쓸 冊子책자 를 매이다가 본즉, 난데 
업는 벼룩(蚤) 한 마리가 압흐로 툭툭 여 가거늘, 손에 들엇든 송곳츠로 
우연히 너 본 즉 요리조리 톡톡 면서, 잘 잡히지 아니하얏습니다.

156)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이 두 자리 이상의 단위로 얘기될 때에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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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화가 나서, 긔여코 이 송곳츠로 너 잡고야 말겟다하는 生覺생각 이 나
서, 되배 쟝판한 지가 몃칠도 아니 된 새 방바닥을 송곳츠로 벼룩(蚤) 는
대로 으기 始作시작 하야, 몃 時間시간  동안을 벼룩은 톡톡 송곳소리는 폭폭 왼 방
안을 돌아 단기며, 거니 으거니, 그 통에 왼 쟝판이 송곳 구멍에 헌사
롱이 되엿습니다. 그러나 終末종말 에는, 畢竟필경  송곳 에 벼룩이 녀졋습니다. 

鰲城오성 이 決心결심 한 것은 成功성공 하얏스나, 새 쟝판을 버려서, 父親부친  걱정들을 
生覺생각 하고 悶罔민망 히 안저 잇습니다.

父親부친 서 出入출입 하얏다가 들어와서 보니, 그 模樣모양 인 닭으로 하도 怪異괴이 하
야 읏지한 曲折곡절 을 물엇드니, 對答대답 하되 벼룩이 잇기로, 맛참 송곳을 가젓다
가, 느기 始作시작 하얏드니, 잘 니지가 아니함으로, 掛心괘심 하게 녀기여 그이
코 잡으랴고 쟝판 生覺생각 은 못하고 이와갓치 되엿스니, 容恕용서 하야 주십시오.
하얏습니다.

父親부친 이 뭇되 그래 그이코 너 잡앗느냐 하얏드니 네 이와갓치 너 
잡앗습니다. 하며 송곳 헤 벼룩닌 것을 내노핫습니다.

父親부친 이 이것을 보드니, 生覺생각 하되 이 兒孩아해 가 무엇에든지 有始有終유시유종 할 
더러, 前進전진 性성 과 決斷性결단성 이 잇겟다. 하며, 쟝판 버린 것을 過과 히 나물치 아니
하고, 속으로 조화하얏습니다.157)

 
   위의 심의린의 ｢이오성｣이야기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원규가 방송
한 ｢이오성｣의 내용이다. 라디오 방송용 대본은 주로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제시
되었다. 

◇ 리오성의 일홈은 항복(恒福)이라고 불럿고 선조대왕(宣祖大王) 에 
대단이 공이 만하서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이 되엇습니다 하로는 오성
의 아버지가 출입을 하면서 오성의 작란을 금하기 위하야 오성의게 말하기
를 내가 단녀올 지 공연히 작란을 치지 말고 이 좁쌀(粟)의 수효를 세
여라하고 부탁 하엿습니다 그러나 오성은 자긔 아버지가 나간후 그저 작
란만 치다가 어비자가 돌아올  되어서 좁쌀을 헤는데 어케 헤엿느냐 
하면 저울을 가지고 처음에 좁쌀 한 웅큼을 달어 보드니 그것을 세여 여 본 
후 개ㅅ수를 알엇슴으로 그 후에도  그 만큼씩 달어서 어렵지 안코 좁쌀

157) 심의린, ｢이오성｣,『조선동화대집』, 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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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 세인 후 자긔 아버지의게 도량이 크다는 칭찬을 바덧답니다
◇  한 가지는 하로는 오성이 자긔 집 사랑에서 글을 읽고 잇슬 에 

난데 업는 벼룩(蝨) 한 마리가 자긔 압흐로 여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
을랴고 송곳을 가지고 너서 잡어 볼 생각으로 벼룩을 르나 벼룩은 요리
조리 면서 잘 잡히지 안이 하엿습니다 그러나 오성은 화가 나서 기어코 
송곡으로 너 잡으랴고 벼룩을 차 단일 에 벼룩은 잡히지 아니하고 새
로 장판한 방바닥에 송곳 구녕만 낫슴니다 그러나 오성은 방바닥에 아모
리 송곳 구녕이 낫다 해도 불게하고 그여코 송곳으로 러서 벼룩을 잡엇습
니다

 이것을 본 자긔 아버지는 무엇에든지 전진성과 결단성이 잇서야 하느
니라하고서 장판 버린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깁버햇습니다158)

   이원규가 방송한 ｢이오성｣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이오성｣에
서 자세한 서사를 제외하고 핵심 서사를 축약해 놓았다. 분량 면에서 보면, 원래 
심의린 서사가 라디오 동화의 대본보다 3배 정도 길다. 이원규가 심의린의 핵심
서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라디오 방송용 대본으로 제출한 것이라면, 실제 라디
오 동화의 대본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정도의 분량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
다. 
   오성의 아버지가 좁쌀의 수를 세어 놓으라고 나간 후, 오성이 장난만 치고 하
인들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하인에게 좁쌀을 세라고 한 방법 등은 생략되었다. 오
성의 도량이 크다는 부분과 끈질기게 벼룩을 잡은 과정을 통해서 전진성과 결단
성이 있다는 점만을 보여주는 서사만 살아남았다. 이원규는 정홍교와 함께 오월
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1929년 3월21일 라디오 동화에서 ｢元吉의 원수｣라는 
작품을 방송했는데 ｢元吉의 원수｣는 심의린의 실연동화에 소개된 ｢만길의 원
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길이는 만길이의 동생으로 주인공의 이름만 바꾸고 방
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규가 당시 인기 있었던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과 실
연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제로 심의린도 자신의 동화집에서 라디오 
동화를 방송한 것을 보면,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는 다른 구연가
들에게 대본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라디오 동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익숙한 제목들이 
대부분이다. 이원규의 방송 사례만 보더라도, 당시의 라디오 동화 구연자는 당대
의 인기 있는 동화와 자신의 작품을 주 레퍼토리로 사용했다. 심의린 역시 자신
이 발간한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를 적극적으로 라디오 동화에 활용했기 
158) 이원규,「이오성」, 라디오 동화, 동아일보, 193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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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 라디오 동화에 많이 참여했던 방정환, 이정환, 고
장환, 연성흠, 김복진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디오 동화는 기존의 작품들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조선 전역으로 
전파시켰다. ‘어린이 시간’에 방송된 라디오 동화는 육시동화 즉 6시에 30분간 
이루어졌다. 위의 라디오 동화 대본 내용만 보면 30분간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
로 간략하다. 심의린의 ｢이오성｣에서도 다른 하나의 사건은 생략하고 두 가지 사
건으로만 라디오 동화는 구성되었다. 조선동화대집에 있는 전체적인 서사를 구
연해도 10분 정도이다. 이원규의 대본이 된 심의린의 ｢이오성｣가운데 좁쌀 세기
와 벼룩 잡기는 6분 정도 구연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프로그
램 목록에 제시된 30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
   대체로 신문에 실린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간략한 요약 정보라고 할 수 있다. 
30분간 이루어지는 대본을 신문에 싣게 되면 신문의 ‘어린이란’을 통째로 사용해
야 한다. 그렇다보니 라디오 동화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서사만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실제 방송에서는 서사를 확장시켜 방송했을 것
이다. 실제로 동화회가 열리는 프로그램을 확인하더라도, 동화회가 2시간 30분에
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 때 나오는 연사는 보통 3명 정도이다. 구연자 사
이의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한 연사가 한 편에서 두 편 정도의 이야기를 구연하
게 된다. 이 때 한 편 당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30분에서 30분 이상으로 보인다. 
  라디오 동화 구연 신인 무대에 등장한 세 명의 구연자의 시간을 보면 30분 정
도 구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시 동화 신인의 저녁(무순) 

일, 아지 못할 알록새 남훈 
이, 한네레의 승천 김상덕
삼, 의형제의 행로 박흥민 
칠시 삼십 분 강연159)  

   남훈, 김상덕, 박흥민이 세 편의 동화를 구연하였다. 시간은 6시부터 7시 30
분까지 잡혀있다. 따라서 한 편의 라디오 동화는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용으로 신문에 제시된 동화를 읽으면 2분을 
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내용은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159) 라디오, 동아일보 193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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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교육적 담화 재료 조선동화대집은 실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
을 바탕으로 상식, 문장, 문예미를 확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주로 조선의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였지만 심의린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조선 
이야기에 담아낼 수 없을 경우에 외국서사를 빌려와서 적극적으로 개작을 하였
다. 그 개작의 정도는 주인공의 역할 변화 정도에 해당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것
이었다. 
   실연동화는 실제 ‘조선어 화방’시간, 학예회, 동화회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
에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구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
였다. 실연동화의 내용과 특징은『조선동화대집』과 동일한 작품인「멸치의 
꿈」의 서사 확장 과정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연동화에서
는 동일 작품의 서사가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구체적인 음성언어 표현과 청중과 
직접 대화하는 문장 등을 통해서 서사의 편폭이 확장되고 있다. 실연동화의 이
야기 편수는『조선동화대집』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인기 있는 작품을 모아서 
학생들이 직접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서 그 가치가 높다. 구체적인 실연 방법과 
시간을 제시하여 실연에 도움을 주었다.  
   실연동화 의 서사 개작 정도는『조선동화대집』보다 진일보 하여 장편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삼남이의 비행선」은 그림동화의 모험 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장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삼남이가 국왕이 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양상을 흥미롭게 펼쳐보였다.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목록이 27편 남아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이 전해지는 것
은 3편이다. 다른 작품들은『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 중복되는 작품이 있
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심의린은 라디오 동화를 통해서 옛이야기 재구
성의 방향과 폭을 이전보다 확대한다.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는 거의 창작에 가까
울 정도의 수준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그림동화의 수용과 더불어서 안
데르센의 모험과 도전의 서사를 차용하였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은『신소년』을 통해서 그 싹을 피우기 시작하여, 조선동
화의 집대성인『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하고 말하기 실천을 위해 실연동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조선어 교육 레코드를 통해서는 정확한 발음과 의사
소통을 위한 표준어 발음 교육과 대화를 교육시켰다. 근대 새롭게 등장한 라디오
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안데르센 추모 기간에 안데르센의 대표작인「부
싯깃 통」을 2회에 걸쳐서 방송하였다. 이는 심의린이 동화 운동가로서 당대의 
여타 아동 문학가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4장에서는 심의린의 동화 운동이 조선어문학 통합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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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는지 언어적·담화적 측면과 문학적·주제적 측면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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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린 동화의 어문학 통합 교육 지향성   
   심의린은 조선어교육 담당자이면서 조선어 교원을 양성하는 위치에서 조선어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고안된 것이 바로 동화이다. 조선
인의 사상과 감정이 깊이 녹아 있는 옛이야기를 담은 동화야말로 조선어를 효과
적으로 말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동화대집을 통해 교육적 가치가 있는 동화 재료들을 집대성하였다. 
   그런데 이 집대성은 단순히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들의 모음이 아니라 일상
을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상식, 문장, 문예미를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선택된 작품들이다. 실연동화는 ‘조선어 화방’시간, 학예회, 동화회
에서 직접 실연을 하여 인기가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조선어 교육용 
레코드『조선어독본』에 직접 참여하였고, 라디오 어린이 시간에 동화를 직접 구
연하였다. 이들 외에도 각종 문법서와 조선어독본 교안을 통해서 조선어 교육
의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관한 기획은 어문학 통합 교육의 지향성을 내포하
고 있다. 언어와 문학을 통합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바로 동화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의 암흑
기에 어문학 통합 교육을 동화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이 장에서
는 그의 동화를 언어적·담화적인 측면과 문학적·주제적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담화적인 측면에서는 실연을 목적으로 한 심의린의 동화들이 기존의 
다른 동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문학적·주제적인 측면
에서는 심의린이 강조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이 동화 안에 반영된 
양상을 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4.1. 언어적·담화적 측면

   4.1.1. 풍부하고 정확한 조선어담화의 추구
   심의린이 보여준 다양한 동화의 세계를 언어·담화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절대적인 요소인 언어와 담화가 동화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등장
인물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화의 사건 전개는 실생활과 다소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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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장이 된
다. 특히, 심의린은 옛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언어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특징적 요소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린이 정리한 동화 자료들을 볼 때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내용 
및 표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옛이야기를 재구성했다는 사실이다. 그 작업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하는 쪽으로 이루어졌
다. 그가 정리한 동화는 기존 이야기보다 양적으로 풍부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성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실연동화 쪽으로 옮겨가면서 
더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그가 재구성한 서사가 단순한 양적
인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동화가 양적으로 확장된 데는 조선어 
담화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어를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자 한 결과로 서사가 확장되었다. 
   옛이야기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야기가 서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심의린 
동화는 조선어 담화를 위한 재료로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상황 묘사가 훨씬 구체
적이고 정확하다. 특히 주인공들이 직접 서사를 진행하는 대화체 표현이 대폭 강
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화에 나타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
는 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어 담화의 특징을 잘 살
려내고 있다. 
   이야기 속의 상황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실제 삶에서 만나게 될 갈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을 말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동화에 담겨 있는 표현을 본받
아서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 대한 언어적, 심리적 대처 능력도 자
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린이 옛이야기 구연 방식과 달리 대화체 
표현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서 풍부하고 정확한 표현을 추구한 것은 이러한 맥락
에서 그 특성과 의의를 짚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조선동화대집 첫머리에 실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를 
보기로 한다. 조선총독부 조선동화집의 이야기와 심의린의 이야기에서 호랑이
가 함정에 빠져 나그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심의린의 동화
가 지니는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적 특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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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호랑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힘
을 다해서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
침 그때 한 나그네가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호랑
이는 나그네에게 애처롭게 도와달라고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160)

[심의린 자료] 녯적에 咸鏡北道함경북도  白頭山백두산 이라하는 곳에 石窟석굴 하나가 잇는
대, 그 속에 큰 虎狼호랑 이 한 마리가 잇섯습니다. 이 山中산중 에 홀로 숨어서, 날
즘생이나 길즘생을 마음대로 잡어먹고, 歲月세월 을 보내다가 一日일일 은 忽然홀연 히 
自嘆자탄 하는 말이 내가 이 山산 에서 生長생장 한 後후 로, 도무지 世上세상  求景구경 을 못하고 
이와 갓치 나히를 먹어서 老衰노쇠 할 地境지경 에 닐을 엇스니, 나야말로 井底蛙정저와 에 
지나지 못하는 고나. 인제부터는 이곳을 나서, 四方사방 을 돌아단기며 山水산수 나 
求景구경 하겟다하고 遊覽유람 次차 로 길을 낫습니다.

그러나 暫時잠시  멈추고 生覺생각 하되  개라하는 것은 人家인가 에 사는 즘생인대, 엇
지하야 이러한 深山심산 谷곡 裡리 에 들어와서, 저와 갓치 갓처잇나? 必然필연 코 엇던 사
람이 나를 巧妙교묘 히 속이랴고 한 것이다. 하고 도로 물러스며  아모리 배가 
곱하도 危위 方방 不불 立립 이라 하얏스니, 斷念단념 코 危殆위태 한 곳에는 들어갈 수 업다.하
고 돌아서 가랴하얏습니다.

다시 生覺생각 을 하드니  내가 山中산중 英雄영웅 으로 그만 것이 두려워서, 堂堂당당 히 먹
을 것을 버리고가는 것은 어리석고 한 나의 誤解오해 이다. 設或설혹  무슨 닭이 
잇다하드라도, 나의 勇猛용맹 과 腕力완력 을 가지고, 한바탕 부서내면, 무엇이 두려
우며 疑心의심 이 잇스리오. 아마 나의 行次행차 함을 알고 엇던 善선 心심 잇는 사람이 
待接대접 하랴고 藏置장치 하야 논 것이다.하며, 입맛이 밧삭 당겨서 개를 向향  하야 
벗석 들어스며, 물어 낼너고 하얏습니다.

이것이 웬일인지 갑자기 널 門문 이 걱 닷쳐지며, 一身일신 이  여져서 조
곰도 運動운동 할 道理도리 가 업게 되엿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앗구나. 하고 
놀나 恨歎한탄 하며 인제는 두 수 업시 죽엇구나. 天地神明천지신명 이 돌아보사 나를 살
녀 줍소서.하고 두 손을 들어서 불으지즈며, 눈물만  흘니고 잇섯습니

160)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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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낫이 지나고 그 밤이 지나도록 地陷지함  속에 갓쳐서, 最後최후 의 運命운명 만 기
다리고 氣盡기진 하야 渾夢혼몽  中중 에 잇는대, 맛참 어대서 사람의 자최가 들녓습니
다. 이 虎狼호랑 이는 다시 生覺생각 하되 이것이 必然필연 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내가 號令호령 이나 하야 보겟다.하고 朱紅주홍 갓흔 닙을  벌이고 
어흥 소리를 몹시 질너서, 天地천지 가 울니게 呼痛호통 을 하얏습니다. 아모리 勇猛용맹

을 낸들 所用소용 이 잇습닛가. 헛 포장에 지나지 안습니다.

그 사람은 달은 사람이 안이라, 楡岾寺유점사 에 잇는 老僧노승  하나가 金城금성  地方지방 에 
볼 일이 잇서서, 길을 나 斷髮嶺단발령 을 넘어서 六環杖육환장 을 걸터 집고, 측베장 
장삼 쳐입고, 細세 대 삭갓 숙여 쓰고, 山산  빗탈을 이리저리 저벅저벅 나려오
든 길입니다.

瞥眼間별안간   獰惡영악 한 소리에 山川산천 이 뒤놉는 듯 하거늘,  놀나 毛骨모골 이 송연
하나,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갓가이 가서 보니, 큰 猛虎맹호 가 地陷지함  속에 들엇
는대,  하지 못하고 소리만 질으거늘, 六環杖육환장 을 依持의지 하고 有心유심 히 보앗
습니다.

虎狼호랑 이가 惹端야단 을 치다 仔細자세 히 본 즉 중임으로, 눈물을 흘니며 고개를 들
어 恭遜공손 히 비는 말이 여보십시오 大師대사 님, 大慈大悲대자대비 하신 거록하신 善心선심 으
로 이러케 죽게 된 것을 살녀주시면, 恩惠은혜 가 泰山태산 갓삽고 이 몸이 죽기 前전 에
는 刻骨難忘각골난망 이 올시다. 제발 德分덕분  살녀 주시옵소서.하고 哀乞애걸 하얏습니
다.161)

   심의린의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이전의 동화에서 보
여준 호랑이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의 서사는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죽을힘을 다해 함정에서 나오려
다 실패하고 나그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반면
에 심의린 작품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함경북도 백두산에 정착하여 살다가 
자신이 ‘정저와(井底蛙)’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백두산을 떠나 세상 구경에 나선 
모험가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호랑이는 백두산에서 강원도로 들어가 금강산을 유
161)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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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하고 단발령을 넘어 회양으로 향하였다. 호랑이가 선택한 세상 나들이의 첫 번
째 경로는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은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코스로 유람기의 대표
적인 장소이다. 호랑이가 백두산에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혈맥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른 동화에 등장하는 산속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호랑이와 달리 심의린은 백두
산 호랑이로 호명되었다. 백두산 호랑이는 한국 호랑이로 시베리아 호랑이에 비
해 다소 작은 체구에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호랑이로 소문
이 났다고 한다. 
   다른 동화집에서는 호랑이가 왜 함정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바
로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등장한다. 그러나 조선동화대집의 백두산 호랑이는 
함정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여러날 行役행역 에 몸이 疲勞피로 할 더러 한 먹는 것도 不實부실 하야, 매우 窮盡궁진

하든 판에, 어대서 멀니 강아지 우는 소리가 남을 듯고 卽時즉시  그 곳으로 向향
하야 갓습니다. 깁흔 山산 속을 次次차차  차저 들어간 즉 무엇인지 板木판목 으로 맛치 
두주갓치 아 노핫는대, 압便편 에는 門문 이 잇서 열녀잇고, 그 속을 삷혀본 즉 
中중  강아지 한 마리가 목에 놋을 매고 나오지를 못하야, 소래만 질으고 잇
슴을 보앗습니다. 여러날 凘시 腸장 하다가 강아지를 본즉, 自然자연 히 목구멍에서 자
위질을 쳐서 견딀 수가 업슴으로 곳 들어가서 집어 삼키려 하얏습니다.

그러나 暫時잠시  멈추고 生覺생각 하되  개라하는 것은 人家인가 에 사는 즘생인대, 엇
지하야 이러한 深山심산 谷곡 裡리 에 들어와서, 저와 갓치 갓처잇나? 必然필연 코 엇던 사
람이 나를 巧妙교묘 히 속이랴고 한 것이다. 하고 도로 물러스며  아모리 배가 
곱하도 危위 方방 不불 立립 이라 하얏스니, 斷念단념 코 危殆위태 한 곳에는 들어갈 수 업다.하
고 돌아서 가랴하얏습니다.

다시 生覺생각 을 하드니  내가 山中산중 英雄영웅 으로 그만 것이 두려워서, 堂堂당당 히 먹
을 것을 버리고가는 것은 어리석고 한 나의 誤解오해 이다. 設或설혹  무슨 닭이 
잇다하드라도, 나의 勇猛용맹 과 腕力완력 을 가지고, 한바탕 부서내면, 무엇이 두려
우며 疑心의심 이 잇스리오. 아마 나의 行次행차 함을 알고 엇던 善선 心심 잇는 사람이 
待接대접 하랴고 藏置장치 하야 논 것이다.하며, 입맛이 밧삭 당겨서 개를 向향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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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석 들어스며, 물어 낼너고 하얏습니다.162) 

   여러 날 여행으로 지친 백두산 호랑이는 우연히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잡아먹
기 위해서 달려갔다. 백두산 호랑이는 배고픔에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개는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이라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을 의심한다. 백두산 호랑이는 
아무리 굶주림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
다. 그러나 백두산 호랑이는 다시 발길을 돌리면서 산중 영웅임을 과시하면서 자
신의 용맹과 위력을 믿고, 누군가의 대접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결국, 부정, 긍정, 부정, 긍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려다 인간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이 구체화되고 내면의 갈등까지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구성도 인과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단순 사건이 복잡해지고, 
주인공의 성격 역시 특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심의린 개인이 주인공과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창작한 부분이다.  
   호랑이와 대결 관계에 있는 나그네는 심의린 동화에서 대사로 변하였다. 그의 
성격 또한 대화체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그 사람은 달은 사람이 안이라, 楡岾寺유점사 에 잇는 老僧노승  하나가 金城금성  地方지방 에 
볼 일이 잇서서, 길을 나 斷髮嶺단발령 을 넘어서 六環杖육환장 을 걸터 집고, 측베장 
장삼 쳐입고, 細세 대 삭갓 숙여 쓰고, 山산  빗탈을 이리저리 저벅저벅 나려오
든 길입니다.

瞥眼間별안간   獰惡영악 한 소리에 山川산천 이 뒤놉는 듯 하거늘,  놀나 毛骨모골 이 송연
하나,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갓가이 가서 보니, 큰 猛虎맹호 가 地陷지함  속에 들엇
는대,  하지 못하고 소리만 질으거늘, 六環杖육환장 을 依持의지 하고 有心유심 히 보앗
습니다.

虎狼호랑 이가 惹端야단 을 치다 仔細자세 히 본 즉 중임으로, 눈물을 흘니며 고개를 들
어 恭遜공손 히 비는 말이 여보십시오 大師대사 님, 大慈大悲대자대비 하신 거록하신 善心선심 으
로 이러케 죽게 된 것을 살녀주시면, 恩惠은혜 가 泰山태산 갓삽고 이 몸이 죽기 前전 에
는 刻骨難忘각골난망 이 올시다. 제발 德分덕분  살녀 주시옵소서.하고 哀乞애걸 하얏습니다.

162)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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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師대사 가 한참 生覺생각 한 즉 그대로 두고 가면, 畢竟필경  덧노흔 사람이 銃총  한 번
만 노흐면 죽고 말것이요, 맛참 내가 먼저 보앗슨 즉 아모리 사나운 즘생이
라도 내버려 죽게하면 亦是역시  生物생물 이라 그 안이 慘酷참혹 한가, 佛道불도 는 好生之德호생지덕 이 
第一제일 이라 내가 저 놈을 살녀 보겟다.하고 虎狼호랑 을 對대 하야 여보아라 내가 
너를 살녀주고 싶흐나, 萬若만약  네가 살녀준 은혜는 生覺생각 치 못하고 도로혀 나
에게 害해 를 치면 그 안이 寃痛원통 하냐.하고 물엇습니다. 虎狼호랑 이가 머리를 흔
들며 그럴 리가 잇습닛가. 아모리 盜賊도적 인들 저의 恩人은인 을 몰으겟습닛가 
大師대사 님의 恩德은덕 을 니즐리 萬無만무 하오니, 어서 밧비 살녀주십시오.하고 哀乞애걸

哀乞애걸 하얏습니다.163)

   호랑이를 도와준 지나가는 나그네는 유점사의 대사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금
성(지금의 나주)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 길에 단발령을 넘고 있었다. 나그네가 선
비가 아닌 대사로 표현된 것은 이후의 사건 전개와 관계가 깊다. 호랑이는 대사
에게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선심(善心)을 베풀어줄 것을 부탁한다. 대사는 덫을 
놓은 사람이 총 한 방이면 호랑이도 죽게 되니 불도(佛道)의 가르침대로 사나운 
짐승이지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헤아렸다. 하지만 대사는 살려 준 후에 자신을 
해칠 것을 염려하여 망설인다. 이에 호랑이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애걸하여 살
아날 수 있게 되었다. 대사 역시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내면적 갈등을 겪는다. 자
신이 수행하고 있는 불가의 가르침대로 하려면 사나운 호랑이도 살려주어야 하
지만 혹시 그것이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호랑이를 풀어줄 
수 없다.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과 그럴 수 없다는 부정적
인 마음이 교차하다가 결국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
다.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과정이나 대사가 
호랑이를 풀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똑같다. 인간이 처한 
현실은 대개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
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조선동화대집에서 사건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인
공의 심사숙고하는 서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삶에서 주어지는 사건의 양
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인생사도 주어진 결정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결과는 과정의 치열함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163)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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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경우도 그렇다. 

 大師대사 를 불으며 차와서 하는 말이 악가는 살녀 주신 功德공덕 으로 謝禮사례 를 
하얏거니와, 至今지금 은  한 가지 功德공덕 을 하십시오.하얏습니다. 중의 말이 
무슨 功德공덕 을  하란 말이냐하고 물은 즉 虎狼호랑 이 말이 當身당신 이 佛法불법 을 하
시는 터에 웨 몰으십닛가. 배 곱흔 데 먹을 것 주는 것이 饑賜기사 功德공덕 이 안입
닛가. 인제는 凘腸시장 하야 寸步촌보 를 할 수가 업스니, 不可不불가불  當身당신 을 먹어야만 내
가 살겟습니다.하고 저의 못된 本色본색 을 나타냇습니다.164)

   백두산 호랑이는 염치없이 대사에게 살려준 공덕을 베풀었으니, 이제 기사공
덕을 베풀어 달라고 한다. 서산대사가 지은 ｢회심곡｣에 나오는 기사구제공덕(饑
死救濟功德)은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어 굶주림을 해결하는 공덕을 의미한다. 사
건은 나그네의 성격이 대사로 한정되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베풀어 함정에 빠
져 있는 호랑이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개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공덕을 베푸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심
의린은 주인공의 성격과 신분을 재설정하여 사건 전개를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
가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염치없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유형으
로 성격이 강화되었다.  

大師대사 는 이 소리를 듣고, 氣기 가 막혀 하는 말이 이 몹쓸 놈아, 아모리 포
악한 즘생인들 너 죽을 것을 살녀주엇드니, 도로혀 나를 害해 코저 하니 그러
한 廉恥염치 업는 法법 이 어듸잇니하고 지람을 하얏드니, 이 惡毒악독 한 虎狼호랑 이는 
닙을 벌녀 달녀들며 이놈아 무슨 잔말이냐, 내가 地陷지함  속에 진 것도 너
와 갓흔 人間인간 이 잇는 닭이다. 生覺생각 한 즉 人間인간 이라면 하나라도 容恕용서 할 수 
업다.하고 호통을 하얏습니다.165) 

   호랑이는 자신을 살려준 대사의 고마움을 무시한 채, 호랑이를 포획하는 인간
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사를 일반화시켜 버린다. 호랑이가 함정에 

164)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5쪽. 
165)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 위의 책,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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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것은 호랑이 사냥에 혈안이 된 사냥꾼들인데, 호랑이는 대사도 사냥꾼과 같
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대사를 동일시해 버렸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준 
대사도 결국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인간일 뿐이다. 호랑이와 인간과의 관계는 힘
의 논리에서 호랑이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지혜나 도구를 동원하여 
강력한 힘을 지닌 호랑이와의 관계를 역전시켜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는 서로 대
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에 처하게 된 호랑이는 당연히 인간이라는 이유
로 모든 인간을 동일시 해 버렸고, 자신을 구해준 대사 역시 자비로운 인간이 아
닌, 함정을 만들어 호랑이와의 관계를 역전시켜 버린 못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
각한 것이다. 인간 개개인이 지닌 개별적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인간을 모두 동
일시 해버린 오류를 범했다.  
   심의린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인간이 놓은 덫의 위험성을 뿌리치기
보다는 자신의 힘만을 맹신하다가 위기에 빠졌다. 유점사의 대사는 호환의 두려
움과 살아있는 생명의 소중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호랑이의 대립은 호랑이가 함정에 다시 빠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전의 동화에서처럼 호랑이가 다시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서사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호랑이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준 대사의 갈등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동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
원을 보인다. 호랑이와 대사는 문제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
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인간이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 주어
진 문제에 대해 다방면의 경우를 고려하여 선택하지만 호랑이와 대사처럼 참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이전 동화들이 옛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
에 비해서 사건이 지닌 양면성을 보여주고 이를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자세하
게 서술하여 담화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어린이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삶
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심의린은 동화를 발표한 이후에 조선어독본 해설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
｣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은혜를 몰으는 호랑
이」와 교과서의 내용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 서사
는 동일하다. 이에 이 작품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심의린의 견해는 이 작
품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조선어독본 지도안은 교재관, 교재연구, 지도요항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敎材觀: 도덕적 문학교재에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의 동화를 감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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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趣味를 기르고 어린이에게 恩人을 잊지 않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이 글은 조선 고유의 동화를 쓴 것으로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사람의 도
움을 받았는데 그 은인을 배반하여 도리어 죽이려고 한 것이다. 소와 나무
에게 재판을 구해서 호랑이는 자만심을 얻고, 최후에 토끼가 올바르게 재판
을 하여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원래 함정에 갇히게 된다. 즉 은인을 알지 
못하고 해를 입히는 것은 천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동화의 痛快한 맛
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166)

   이 작품은 문학 교재 가운데 도덕적 영역에 속한다. 호랑이의 행위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
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
체로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
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 한다. 이 작품을 통해
서 동화의 취미 즉 흥미를 기르고 어린이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 속에
서 형성된 은인을 잊지 않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동화 
속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는 법적인 규제보다 사회적 약속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
었던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敎材硏究
一. 文……자긔를 구하야 준 고마운 은인을 모르고 도로혀 잡아먹으랴다

가 도로 전과 같치 함정에서 죽게 되엿다는 은혜모르는 호랑이 이야기를 쓴 
글이다.

二. 揷繪……(一) 호랑이가 자긔 구하아 준 은인을 잡아 먹으랴고 달려드
는 모양이다. 그 호랑이의 사나운 모양이야 참 무서워 보인다. 등잔같은 눈
깔 주홍같은 아가리 칼날같은 잇발과 발톱 당장에 잡아 먹으랴 한다. 함정
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야 준 은인은 이럴 줄은 몰랏구나 하는 듯이 깜짝 놀
라서 엇절 줄을 모르는 모양이다. (二) 은인과 호랑이가 토끼한테 가서 재
판을 하는 모양이다. 정직한 토끼는 소나 나무갈치 더퍼노코 「조코말고」
라고는 아니할 것이다. 반다시 독바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악독한 호랑이
에게 대하야 바른 말을 올케 하야도 아모 소용이 업고 도로혀 해를 받을지 
몰라서 한 꾀로 그 사람을 구하야 주는 것이다. 미련한 범은 자긔의 용맹만 
믿고 잘난체 하다가 도로 빠젓든 함정에 뛰여들어 가서 죄를 받을 수밖게 
업다.

166) 심의린,「朝鮮語讀本卷一の敎材解說 五十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朝鮮の敎育硏
究』54, 193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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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新語……함정(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 호랑이
(범), 슬픈(설은), 살려주오(목숨을 구하여 주오), 불상히(가엽시), 끄내
(끌어내), 덤벼들면서(달려들면서), 잡아먹으랴고(죽여서 먹으랴고), 상관
(관계), 배가 고파서(배속이 비여서), 견딀 수(참을 수), 참아라(기다려
라), 물어보자 맨나종(맨 뒤), 토끼, 실지로(실상한대로), 하는고로(하는
까닭으로), 다름이 아니라(다른 것이 아니라), 뛰여들어갓습니다. 그냥(그
대로), 뛰여달아낫슴니다(다름박질하야 갓습니다)

四. 綴字と發音……살려주오, 울엇습니다, 견딀 수, 물어보자. 함정, 호
랑이, 맨나종, 처음, 말하면서167)

   교재연구에서 교과서에 실린 그림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다.  

               

                                     [삽회 1]168)    

   심의린은 [삽회1]에서 호랑이의 사나운 모습을 ‘등잔 같은 눈깔 주홍 같은 아
가리 칼날 같은 잇발과 발톱’이라고 표현하였다.『조선동화대집』에서는 ‘이 惡毒악독

한 虎狼호랑 이는 닙을 벌녀 달녀들며’라고 서술하였다.『조선동화대집』은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통해서 상황을 전개하였다면, 교과서에서는 짧은 서사 전개를 그
림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심의린의 해설은『조선동화대집』에
서 보여준 것처럼 풍부하고 함축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호랑이의 매서움을 표
현하는 눈, 입, 이빨, 발톱은 수식어를 동반하여 더 강한 인상을 드러낸다. 등잔 
같은 커다란 눈, 주홍 같은 아가리, 칼날 같은 이빨과 발톱은 그 묘사만으로도 

167) 심의린,「朝鮮語讀本卷一の敎材解說 五十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朝鮮の敎育硏
究』54 65-66쪽. 

168) 조선총독부,「함정에 빠진 호랑이」,『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조선서적인쇄주
식회사, 1930,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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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위엄을 드러낸다. 
  『조선동화대집』에서 호랑이의 반격에 대해 “大師대사 는 이 不意之變불의지변 을 엇지할 줄 
몰으다가”로 서술되었다면, 교과서 그림에 대한 해설에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야 준 은인은 이럴 줄은 몰랏구나 하는 듯이 깜짝 놀라서 엇절 줄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묘사하였다. 은인의 심리적인 감정과 함께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심의린은 지도안에서 그가 지닌 언어적 감각을 그대로 
발현시켜 그림 해설을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삽회 2]169)

   [삽회 2]에서는 [삽회 1]의 위협적이고 당혹스러운 광경이 아닌 평온한 풍경
이다. 은인과 호랑이가 앉아서 토끼를 마주하고 있다. 은인과 호랑이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끼는 그것을 듣고 판단을 해 주려는 모양이다. 

[조선동화대집] 兎先生토선생 은 大師대사 더러 『이것을 그대로 두엇드면 아모 是非시비

가 업슬 것을 緊긴 치 안이한 일을 한 닭에 이러한 일이 생겻스니, 아모 
關係관계  마시고 어서 밧비 安寧안녕 히 가십시오.』하고 虎狼호랑 이 더러는 『너는 이 
속에서 잘 잇거라.』하고 총총 여서 萬疊만첩 山中산중 으로 들어갓습니다.170) 

[교과서]「다름이 아니라, 이러하얏섯다.」고 말하면서, 호랑이 가 함정 

169) 조선총독부,「함정에 빠진 호랑이」, 위의 책, 1930, 82쪽.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를 따른다. 

170) 심의린,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조선동화대집』,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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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뛰여 들어갓습니다. 토끼 와 사람 은, 그냥 뛰여 달아낫습니다.171)   

  『조선동화대집』에서 토끼는 원래대로 두었으면 아무 시비가 없었을 것이라
면서 원래의 상태로 상황을 돌려놓고 가던 길로 가 버렸다. 교과서의 내용도 마
찬가지이다. 호랑이가 함정 속으로 들어간 순간 토끼와 사람은 사라졌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심의린은 지도안에서 악독한 호랑이는 바른 말을 올바르게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꾀’를 통해서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악독한 호랑이는 미련한 범으로 성격이 변화된
다. 자신의 용맹만 믿고 잘난 척을 하다가 결국 다시 함정에 빠져 죄를 받게 되
는 것이다.『조선동화대집』에서는 일어난 현상만을 보여주고 판단은 독자의 몫
으로 남겨 두었다. 그런데 심의린은 교과서 지도안에서 이 내용의 지도 방향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호랑이의 은인을 저버린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즉 
은인을 알지 못하고 해를 입히는 것은 천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 동화의 통
쾌한 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의도는『조선동화
대집』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대사, 호랑이의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자신의 용맹만 믿고 교만하게 행동한 호랑이는 은인을 
저버려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심의린은『조선동화대집』에서 생생하고 
풍부한 담화로 대사, 호랑이, 토끼의 성격과 사건 전개의 흥미를 보여주었고,『조
선어독본』교안 그림 해설 부분에서도 그의 풍부한 담화적 능력이 발휘되었다.   
   다음은 실연동화의 ｢귀 큰 님금｣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귀 큰 임금의 출
생 배경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식이 없던 왕과 왕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귀가 큰 옥동자를 얻었다. 고전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기자치성을 통해서 
출생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드릴 때 왕과 왕비가 했던 말이다. 
‘옥톡기 갓흔’ 아이라고 했더니 정말 ‘옥토끼 같은 귀’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
여우누이｣에서 ‘여우같은 딸 하나’라고 하자, 여우가 둔갑한 딸이 나온 것과 유사
한 맥락이다. 이러한 태도는 엄마가 오이 세 개를 먹었는데 마지막에 반쪽을 먹
어서 ‘반쪽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와도 통한다. 일종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문제
를 안고 태어났을 때, 임신부가 임신 중에 한 말과 행동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 ｢하나님, 하나님, 저 달 속에 잇는 옥톡기갓흔, 하얀 밀동자를 점주하
171) 조선총독부,「함정에 빠진 호랑이」, 위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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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주셔요. 이번에는  하나님만 밋습니다.｣하고 이슬을 맛고 밤을 새우며 
새벽녘지 정성을 다하셔서, 긔도를 들엿습니다.172) 

ⓑ 참 정말 긔도 들일  소우너한 바와 갓치, 대단히 탐스럽고 어엿분 
밀동자 올시다. 전시은 백옥갓치 하얏대 살이 토실토실해서 명주고름갓치 
보들보들하고, 수족을 보니 막막한게 고사리갓치 웅크려쥐엿는대, 재
조가 만흘 것 갓고, 샛별갓흔 눈동자는  하는대, 총명이 들에들에
하고, 은행 갑풀갓흔 눈갑흘, 붓으로 그린듯한 안 눈썹, 복성스러운 도둑
한 코, 방그래 웃는 닙, 복숭아 갓흔 두 , 참 이로말할 수 업시 잘 생겻습
니다.

 님금 내외분서는 참 소우너대로 아드님을 나아노흐시고 조흐셔서, 서
로 물그림물그림 바라보시며, 빙긋빙긋 웃으시고, 쑥쑥 공론이 자자 하
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잇습니다. 두 귀를 보니 톡기귀 올시
다. 커다란 귀가 친 것이, 참 흉합니다. 아마 긔도할 에 옥톡기 
갓흔 밀동자라고 소원한 닭인지요.173)

   왕과 왕비는 ⓐ와 같이 기도했고, 정말 그렇게 ⓑ에서 실현이 되었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왕과 왕비에게 있는 셈이다. 이 이야기 안에는 말에 대한 경계도 드
러나 있다. 왕은 토끼 귀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백성들 보기 부끄럽고 다
음에 왕자가 임금 노릇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모자를 씌워 
토끼 귀를 숨겼다. 왕은 아들의 머리를 손수 깎아주면서 비밀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 왕과 왕비가 모두 죽게 된 후부터 토끼 귀를 가진 임금은 자신의 귀를 감
추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 님금님서는 머리는 가야 하실 터인대, 생각다 못하야, 조치 못한 
를 내셧습니다. 그것은 달은 것이 아니라,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머리를 
긴 후에는 죽여 버리겟다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머리만 자라시면,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깁흔 방 속에
서 몰내 머리를 기시고, 고만 그 귀 큰 소문이 날가봐 곳 독약을 주셔서 
먹고 죽게 하십니다. 이와 갓치 이발업자들은 님금님 머리만 고나면 죽는 
닭에, 차차 이 말이 왼 나라에 소문이 나서, 모다 님금님 머리를 을 차
레가 돌아 올 가봐, 걱정들을 합니다.174)

172)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47쪽. 
173) 심의린, 위의 책, 48-49쪽. 
174) 심의린, 위의 책,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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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이발업자를 불러다 머리를 깎고 나서는 
독약을 먹여 죽여 버렸다. 이 소문은 온나라에 퍼졌고, 모두들 임금의 부름을 받
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번에 임금의 머리를 깎을 사람은 과부 어머니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발업’으로 전에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발업자는 임금님의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이발업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고생한 노모이다. 다른 사람이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발업자는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모를 안심시켰
다. 그러나 이발사 역시 자신의 운명을 예상할 수 없었다. 

ⓔ 이 사람은 엇재 이발업자를 죽이시나하고 일일이 조심하는대, 머리 긔
게를 들고 머리를 그랴고 모자를 곱게 벗겨본즉, 이것이야말로 참 
놀낫습니다. 두 귀가 하게 친 것이 별 수 업이 톡기 귀 올시다. 가슴
이 선하지만 맘을 단단히 먹고 속으로 ｢올치 이래서, 머리를 긴 다음에
는 죽이셧구나. 오냐 나는 이 말을 남보고 해서는 못 쓰겟다. 엇더케 나는 
잘 말삼을 해서 살아나가야 하겟다｣하고 곱게곱게 가 들이고 하게 씻
겨 들엿습니다.175) 

   이발업자는 임금님의 이발을 하고 난 후, 임금님의 귀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다. 그동안 왜 이발업자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자
신이 살아서 노모에게 가기 위해서 임금님의 비밀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 독약을 주시며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곳 업들여서 눈물을 흘
니며「자긔 모친이 고생하며 길으든 얘기와, 들어올 에 하든 광경을 얘기
하며, 살녀만 주시면 아모 더러도 얘기를 아니하겟다고」애걸애걸 하며 빕
니다.

님금님서는「너의 신세야 참 가엽다. 그러나 네가 내 귀를 보고, 남한
테 얘기 아니할 수가 잇겟니. 입까지에는 너와 갓치 불상한 아이도 만히 
잇섯다. 그러나 할 수 업시 죽엿다. 너도 앗갑지만는 죽일 수밧개는 업
다.」하십니다. 

이 이발업자는 다시 애결하는 말이「아니올시다 결코 얘기를 아니하겟습
니다. 저의 어미라도 보고, 얘기할리 만무합니다. 저는 죽드라도 조금도 관

175)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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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 업습니다마는 저의 어미가 하도 불상해서 살녀줍시사고 하는 것이 올
시다. 그저 살녀만 주셔요. 아모 보고도 얘기를 아니 하겟습니다.」하고 하
도 살녀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으로는 참아 죽일 수가 업섯습니
다.

님금님서는 감동이 되셧든지,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오냐 그러면 너
를 살녀주는 것이니 지금 네가 말한 것갓치 누구를 보든지 얘기 하야서는 
못 쓴다. 만일 네가 니저버리고 친한 사람에게라도 얘기하다가는 참 큰일 
난다. 내 귀가 너 보듯이 큰 닭에 세상 일을 안저서도 다-듯고 잇다. 네
가 어대서 얘기하는 소리만 나면 곳 잡아다가 용서업시 토막토막 칼로 잘너
서 죽이겟다.｣ 176)

   이발업자는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임금의 
마음을 돌린 것은 바로 이발업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홀로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려만 달라고 애걸
복걸 하였다. 그러자 임금도 이발업자의 말에 감동을 하여서 인간된 도리로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임금이 이발업자를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
된 것일까. 맹자가 논한 인간의 인(仁)에 대한 마음에서 그 발단을 찾을 수 있
다.  

사람이 그 모든 사람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사
람이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본다면, 다 놀라며, 측은
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제를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맺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를 향당
의 벗들에게 요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 비난하는 소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
하는 마음 없으면 사람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
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
(義)의 시초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
음은 지(智)의 시초이다.177)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의 시초라고 맹자

176)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4-55쪽. 
177) 맹자, 김학주 역주, ｢공손추편(公孫丑篇)｣, 맹자, 서울대 출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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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했다. 임금은 이발업자와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임금은 자신의 비밀
을 지키고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발업자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미 이러한 방식으
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그 때마다 이발업자들이 살기 위해 어떤 
말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왜 이 이발업자에게만 삶이 허락된 것일까. 
임금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발업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엾고 불
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인간이라면 힘들게 살아온 이
발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외면할 수 없었고 그의 홀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발업자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간 살아온 삶의 여정과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심 덕분이었다. 이에 
임금이 감동하여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었다. 하지만 임금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토막토막 칼로 잘라서 죽이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발업자는 임금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병이 들었다. 

ⓖ 이것도 하로 잇흘이지요. 원악 여러 달을 지나 오닛가, 아마 이것이 
밀우체 체하듯 이 되엿든 것이야요, 하고 십흔 말을 참을 마다, 가슴이 
부듯한 게 이상하드니, 나중에는 뱃속이 작고 부어 올나와서, 먹은 것 업시 
배가 불으고 갑갑한 증이 나서서 못 견듸겟습니다. 갈수록 밥도 아니먹고 
왼몸은 말나가며, 나가서 이발업도 못하게 되고, 아조 병석에 눕게 되
엿습니다. 178)

   이발업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참을 때마다 가슴과 배가 답답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살이 빠졌다.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급기야 병석에 누워 아
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증상이 해결되려면 이발업자가 지키
고자 하는 비밀이 폭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발업자는 비밀이 폭로되면 죽음
을 피할 수 없고, 비밀을 지키려면 마음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
다. 이발업자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심의린은 그 해답을 점쟁이
에서 찾고 있다. 
    

ⓗ 점쟁이가 한참 점을 치드니 웃으며 ｢이 병은 아조 낫기 쉬운 병이요. 
공연히 맨든 병이요. 하고 십흔 말만 다-하고 보면, 당자에라도 날 수가 잇
소. 어서 하고 십흔 말을 다-하시오｣179)

178)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7-58쪽. 
179) 심의린, 위의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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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가 아들이 아무도 살아오지 못한 곳에서 살아왔다고 기뻐한 것도 잠시, 
노모는 아들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노모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근대 미신 타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
른 시점에서 해결책이 ‘점쟁이’인 점이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에서 의외의 해결책이 나온다. 

ⓘ 점쟁이는 그것은 걱정 마시오. 저-이 뒷산을 넘어가면 큰 고목나무가 
잇슬 것이요. 그 나무레 큰 구멍이 잇스니, 그 구멍에다가 입을 대고, 남 
못 보게 하고 십흔 말을 다 하시오. 그러면 곳 나리라.180)

  점쟁이가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큰 고목나무 구멍에 
② 남 못 보게 하고, 

③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점쟁이의 지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공간적으로 큰 고목나무 구멍
이다. 이는 이발업자가 하고 싶은 말을 허공에 대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된 공간에만 해야 한다. 둘째, 남이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한다. 셋째,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점쟁이는 이발업자에게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죽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없다. 이발업자는 임금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닌 폭로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이발업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점쟁이는 이발업자
에게 비밀을 폭로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조건이다. 
   ⓕ에서 임금은 “친한 사람에게라도 얘기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였다. 임금
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점쟁이는 이 점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사람’이 아니면 임금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점쟁
이는 ‘고목나무 구멍’이라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연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비
밀은 폭로되어야만 이발업자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발업자는 안전하게 ‘고목나무 구멍’에 임금의 비밀을 폭로하고 나서
야 병이 나았다. 이발업자는 임금과의 약속을 깨지 않았고 자신의 병도 치료했

180)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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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죽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서 벗어났다.  
ⓙ 그 날 밤을 자고, 그 잇흔 날 일어나서 가만이 듯자닛가, 오고가는 사

람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엇던 사람은 ｢얘 이 산 넘어 고목나무 속
에서 우리 님금 톡기 귀라고 노래를 불으드라.｣181)

   하지만, 이발업자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바람이 불 때마다 고
목나무 구멍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토끼 귀”라는 소리가 나서, 백성들이 모두 
임금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 이발업자
는 죽을 위기에 처했다. 

ⓚ  이발업자는 업들여서 죽여달고 하는 말이 ｢소인이 사람보고는 얘기 
한 적이 업습니다.｣하며, 병들든 얘기와 점쟁이의 식히든 얘기와 고목나무
에서 소리나 든 얘기를 일일이 다 엇주엇습니다.182)

   이발업자는 임금에게 불려갔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추궁 당했다. 하지만, 
이발업자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발업자는 그간에 죽을 고비를 넘긴 
이야기와 점쟁이의 조언대로 고목나무 구멍에 이야기한 것을 말하였다. 이에 임
금은 스스로 깨달았다. 

ⓛ 님금님이 들으시드니 입맛을  다시며 후회하시는 말삼이 ｢할 수 
업다. 사람은 속일 수 업나보다. 너도 그 말을 아니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썻겟니. 공연히 입 숨기고 앗가운 이발업자의 생명만 죽인 것이 모다 
나의 잘못이다. 너는 조곰도 죄가 업스니 도로 나가거라｣하야183)

   임금은 이발업자가 자신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임금이 이발업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강요했던 자신의 비밀을 누구에게
도 발설하지 말라는 둘 사이의 계약은 깨지지 않았다. 임금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임금과 이발업자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발업자
가 자연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다. 임금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에, 점쟁이의 조언대로 ‘고목나무 구멍’에만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 고
목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밖으로 내 보내고 사람들은 

181)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61쪽. 
182) 심의린, 위의 책, 62쪽. 
183) 심의린, 위의 책,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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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리를 들었다. 자연물에서 사람으로 전달된 경우이다. 
   점쟁이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근대에 미신타
파와 함께 점쟁이 역시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임무는 알 수 없는 세상의 신
비를 신에게 고하는 사제(司祭)와 같았다. 결국, 점쟁이를 통해서 이발업자는 자
신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임금과의 비밀을 깨지도 않았다. 근대 미신 타파의 
주범인 점쟁이에게 해답을 찾은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점쟁이는「귀 큰 님
금」에서는 말하지 못하여 생긴 병을 풀어주는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담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점쟁이는 이발업자가 가진 문제의 허점을 활용한 것으로 이
는 정도(正道)가 아닌 권도(權道)로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택하여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살아날 방도를 찾아낸 것으
로 볼 수 있다. 
   임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를 제
대로 인식하고 대처한 이발업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임금에게 이
야기를 하여 임금이 이것을 받아들인 데 있다. 이발업자는 시종일관 임금에게 자
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에서부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임금을 설득했다. 임금도 이발
업자의 이야기에 수긍했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자신의 치부
나 문제가 사람들의 ‘입’을 없애거나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
달았다. 
   심의린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조선 이야기를 통해서 임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백성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듣는 것’에서 
찾아냈다. 심의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따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을 것’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야기 하고 있
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심의린은 불가능한 일도 말을 통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야기가 지닌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다시 한 번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어려운 우리 삶의 문제가 좀더 해
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귀 큰 님금｣에서 이발업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임금
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 현실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실연동화는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대화법이 많이 수록된 심의린의 동화를 통해서 조선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은혜를 몰으는 호랑이」와 「귀 큰 님금」에서 보여준 서사의 확장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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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확한 조선어 담화의 실제적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사를 가
능하게 한 것은 심의린이 지닌 서사 구성 능력 즉 동화 창작에 대한 의식을 보
여주는 부분이다. 호랑이는 갈등을 하면서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인간이 파 놓
은 함정에 빠졌고, 대사는 호랑이라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생명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더 높게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를 구출해 주었다. 하
지만 이들은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옛이야기나 동화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사 구성력과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의린이 지닌 동화의 창작 능력과도 관계가 깊다. 
   「귀 큰 님금」에서는 더욱 핍진하게 이발업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이발업
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임금께 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임금은 이전의 다른 
이발업자와 같은 모두다 각자의 사정을 가진 불쌍한 사람의 한 명이라고 간주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살아난 이발업자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은 두렵
지 않지만, 그간 고생하며 살아온 노모가 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을 진정성 
있게 토로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차마 이발업자를 죽일 수 없었다. 심
의린은 동화에서 줄곧 ‘효’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조선동화대집』「유복자의 효
성」과「천도 어든 효자」에서 이미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었다. 심
의린이 보여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이 이입된  풍부하고 정확한 조
선어 담화의 구성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 방식에 대한 답
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처럼 사실적인 조선어 담화를 동화를 통해서 접한 어린
이들은 삶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2. 조선어의 묘미를 살린 언어 표현의 확장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 속에는 조선어의 특징을 잘 살린 동화를 만
들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 있다. 그의 동화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조선의 고
유어나 의성어, 의태어 등을 자유자재로 표현해 내고 있다. 
  신중진은 “언어적 표현의 측면 가운데 의성의태어는 특정한 담화의 환경에서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는 모국어 화자의 욕구에
서 발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성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은 감각적인 문장”184)이라

184) 신중진,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66
쪽. (ㄱ. 소녀가 웃는다. ㄴ. 소녀가 희죽희죽 웃는다. ㄷ. 소녀가 깔깔 웃는다. ㄹ. 소
녀가 싱글벙글 웃는다. ㄱ에 비해 ㄴ,ㄷ,ㄹ은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적 표현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ㄴ,ㄷ,ㄹ은 위에서 진술한 감각적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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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언어 현상이라서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동화에 사용된 고유어, 의성어, 의태어는 조선어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옛이야기나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에 비해, 심의린 동화에 의성어와 의태
어가 많이 쓰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음절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이 리듬감은 구연과정에서 즐거움과 함께 흥미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자료의 
금방망이 이야기에 나타난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서 동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깨비들은 무거운 방망이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금 나와라, 은 나와
라!”라고 야단을 떤다. 이런 곳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
려움에 할아버지는 아연실색했다. 할아버지가 한 꾀를 생각해 냈다. 아까 
주운 개암 열매를 꺼내 있는 힘껏 깨물자 조용한 밤에 “따악!”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185)

   일제강점기 자료 가운데 초기의 것에 해당되는 위의 자료에서 이야기는 서술
로 전개된다. 의성어가 사용된 것은 할아버지가 개암을 한 입 깨무는 “따악” 소
리에 그친다. 다음은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이다. 

 귀신 중의 대장격 되는 한 놈이 먼저 방망이를 들더니, 

“금 나와라!”
라고 소리치며 마루를 딱 쳤습니다. 그러자 방망이 끝이 일제히 반짝 빛

을 내뿜는 듯하더니 “쨍그랑, 쨍그랑”하며 방망이로부터 금화가 쏟아져 나
왔습니다.186)

   위의 이야기에서는 방망이의 모양이 ‘반짝’ 빛을 내뿜고, 금화가 떨어지는 소
리를 경쾌하게 ‘쨍그랑’으로 표현하였다. 

 도깨비덜은 금망치 은망치를 두두리멘 벅작고구187) 있었다. 흥부는 도
깨비 노는 거를 보구 있누라느꺼니 배레 고파데서 개미를 한 알 내서 바작

185) 조선총독부, 강재철편, 경상북도 신녕군 ｢도깨비 방망이｣,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화 자료 보고서 조선전설동화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160
쪽. 

186) 조선총독부, 권혁래, 앞의 책, 2013, 105쪽. 
187) 법석 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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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 깨밀었다. 그러느꺼니 도깨비덜은 놀래멘 이 집에 보땅이 부러디나부
다고 말했다. 흥부는 또 개미 한 알 깨밀었다. 그러느꺼니 도깨비덜은 정 
집이 무너딘다 하멘 은망치구 금망치구 다 놔두구 다라났다.188)

   임석재 전집에 전하는 옛이야기에서도 개암 하나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바작’ 
소리가 날 뿐 의성어나 의태어는 없다.   

자다가 밤중쯤 되니깐 도깨비들이 그냥 오나서 노니깐두루 뭐, “은방맹
이, 뚝딱. 금방맹이, 뚝딱.”

허면서 노니깐두루 다락에 숨었다가서는두루 깨엄을 하나, ‘딱’ 깨미니깐
두루,

“아이쿠 대들보 부러진다.”
구 도깨비가 다 쬣겨 갔대잖아?
그러니깐두루 이 사람이 날이 밝은 년에 나와서 도깨비들이 그 은방맹이 

금방맹이 다 냇비(내버)리구 간 걸 가지구서 부자가 됐다잖아?189)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도깨비의 은방망이 금방망이｣에서는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인 “뚝딱”과 개암을 무는 소리인 “딱”이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전
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개암을 깨뜨리는 소리를 모두 의성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나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 음성적인 부분이 첨가되기에 
가장 적당한 부분은 개암을 물 때, 나는 소리인 것이다. 다음은 심의린의 ｢금방
망이 은방망이｣의 일부 내용이다. 

밤이 깁허지매 門문  밧게서 짓걸짓걸하는 소리가 나드니, 독갑이 무리가 몰
녀들어와서, 大廳대청 마루에 우둑우둑 늘어서서 무엇인지 하는 방망이
를 하나 들고  두라리며 銀은  나거라  金금  나거라 하며 여러 
가지 作亂작란 을 하얏습니다.190) 

188) 임석재, ｢악형｣ 한국구전설화 3, 평민사, 1988, 103쪽. (1932년 7월 평안북도 선
천군 선천읍 남천동 채신용)

1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깨비의 은방망이, 금방망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1982, 767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설화 38)

190) 심의린, ｢금방망이 은방망이｣,『조선동화대집』,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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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은 도깨비들이 모여드는 것에서부터 짓걸짓걸(지껄지껄)이라고 표현하
여 도깨비들이 시끄럽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마루에 우둑우둑(우뚝우
뚝) 늘어서서 도깨비가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번쩍번쩍하는 방망이를 들
고 뚝딱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소리를 내어 실제로 방망이
를 두드려 금과 은을 받는 행위를 연상시키고 있다. 방망이의 모양과 소리, 개암
을 깨물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도깨비가 모이는 모양과 마루에 서 있는 모습까지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여 도깨비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심의린이 사용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모두 제거하고 글을 나열해 보
겠다. 
  

밤이 깊어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드니, 도깨비 무리가 몰려 들어와서 
대청마루에 늘어서서 무엇인지 빛나는 방망이를 한 들고 두드리며 은 나와
라 금 나와라 하며 여러 가지 작란을 하였다.  

   이야기를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성어와 의
태어를 제거하고 구연할 때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도깨비 무리가 떠드는 
재잘거림도 없고, 번쩍번쩍 빛나는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를 외쳐야 하는데 재미가 없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물의 생김새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심의린이 동화에 상징어를 적극
적으로 사용한 것은 음성언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이야기의 재미를 극대화시
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짐을 운반하는 태전군이 나주의 한 수령이 부탁한 소반을 경성의 세
도 있는 재상에게 전달하려다 경성에 다 들어온 것을 보고 마음을 놓고 소반을 
작대기에 지탱하고 쉬고 있는 순간, 작대기가 넘어지면서 소반이 모두 깨져 버린 
이후에 한탄하는 말이다.   

駄傳軍태전군 은 이것을 보고 고만 魂혼 이 져서 넘어진 짐을 이리켜노코, 이리 
만적 만적 저리 만적만적하며, 歎息탄식 하는 말이 몃 百백 里리  먼 길에 애를 쓰고 

곱게곱게 지고 와서, 漢陽한양 城성 을 발아보고 이 모양이 되엿스니, 將次장차  엇지나 
한다는 말인가. 애고 답답 서른지고, 내 팔가 엇지 하야 이러한고, 江강 물
에나 풍덩 져 이 괴로운 世上세상 을 니저 벌미이 맛당하겟다. 휘유-하며,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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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담벳대에 담베를 붓쳐 물고 한참 동안을 안저서, 한숨만 쉬고 잇드니 무
엇을 生覺생각 한 것 갓치 올타 되엿다하며 담벳대를 툭툭 며 여진 소반을 
감갓치 다 맛추어 짊어지고, 그 宰相재상 집으로 向향 하야 갓습니다.191)

   태전군이 이미 산산조각이 난 소반을 보면서,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는 행동은 
태전군의 시름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다. 중요한 물건을 잠깐의 실수로 모두 
깨뜨려 버리고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한 상태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
해진다. 그리고 깊은 시름 속에서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던 태전군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묘수라도 떠오른 듯 담뱃대를 툭툭 털
며 깨어진 소반을 맞춰 재상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실마리
를 찾을 수 있다. 이 때 사용된 의태어는 태전군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과
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다음은 실연동화의 ｢귀 큰 님금｣에서 기자치성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묘
사이다. 

참 정말 긔도 들일  소원한 바와 갓치, 대단히 탐스럽고 어엿분 밀동자 
올시다.

전신은 백옥갓치 하얏대 살이 토실토실해서 명주고름갓치 보들보들하고, 

수족을 보니 막막한 게 고사리갓치 웅크려 쥐엿는대, 재조가 만흘 것 
갓고, 샛별갓흔 눈동자는 작작 하는대, 총명이 들에들에 하고, 은행 갑
풀갓흔 눈갑흘, 붓으로 그린 듯한 안 눈썹, 복성스러운 도둑한 코, 방그
레 웃는 닙, 복숭아 갓흔 두 , 참 이로 말할 수 업시 잘 생겻습니다.192) 

   아이가 없던 임금님 부부가 아이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 달 
속에 잇는 옥톡기 갓흔, 하얀 밀동자를 점주하야 주셔요”라고 하였다. 이 기도가 
현실이 되어 과연 아이는 밀동자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밀동자는 얼굴이 곱게 
생긴 사람을 가리킨다. 백옥같이 하얀 얼굴에, 토실토실한 살과 고사리 같은 손, 
샛별 같은 눈동자, 은행 같은 눈꺼풀, 붓으로 그린 검은 눈썹, 복스러운 코, 방그
레 웃는 입, 복숭아 같은 뺨으로 표현되는 아이의 외모는 그림을 보듯이 자세하
게 묘사되어 있다. 짤막짤막한 고사리 같은 손,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표현하
여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191) 심의린, ｢태전군의 ｣,『조선동화대집』, 175쪽. 
192)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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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이것이 웬일인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드니, 먹템이 갓흔 구
름이 몰녀와서 하날을 덥흐며, 별 하나 볼 수 업고 캄캄한 게 지함 속을 맨
들더니, 번개불이 번번 왓다갓다 하며 천동소리가 연니여서, 천지를 뒤
놉는 듯 우루루루, 우직  벼락을 치며, 입지 아니오든 달구비가 
쏘다져서, 눈도  수 업시 사람의 정신을 며, 냅다 휘서르집니다.    

만길이는 얼이 져서 정신이 업시 잇는대, 못된 바람은 탄 배지 업치
락 뒤치락 흔들며, 산템이 갓흔 바다의 파도 소리는 쏴-쏴-철석철석 외로이 
탄 배는 가락닙갓치 물 움즉이는대로 이리저리 정처업시 흘러갑니다. 만
길이는 ｢이 바다 속에서 귀신 몰으게 죽나보다｣하고 정신을 밧 차리고 배
만 잔 붓들고 잇다금씩 바닷물을 먹어가며 살아 볼냐고 애를 씁니
다.193)

   ｢만길의 원수｣에서 마을 사람들을 피해 도망 나온 만길이 캄캄한 밤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의성어와 의태어 비유적인 표현들로 인해 더욱 실감
나게 묘사되고 있다. 천지를 요동치며 내리는 벼락과 비는 달구비로 표현되었는
데, 달구는 땅을 다지는 데 쓰는 둥근 나무토막이나 쇳덩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달구가 내리치는 것처럼 몹시 힘 있게 내리 쏟는 굵은 비를 말한다. 굳이 덧붙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순우리말인 달구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센 비가 오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고유어가 지닌 특징을 제대로 살린 문장이다. 

이 삼남이라는 아이는 생긴 꼴이 참 말할 수 업시 못 생겻습니다. 얼골이 
얽고 겨서, 고석 맷돌 갓고 우박마진 재템이갓고, 눈은 사팔기에 헐
하고, 코는 매부리코에 콧물이 줄줄 흐으며, 입은 원숭이 입갓치 된데다
가 언청이가 되어서 침은 늘 게에 흘니며, 주걱턱에 귀는 족박귀 갈퀴가 풀
닙갓치 얇다란 것이, 목은 자라 모가지 음치린 것 갓치 다 붓고, 이마는 도
수기에 뒤통수는 납한게, 몸통이  바라진 것이 둑겁이 결박진 것 갓습
니다. 게다가 살빗좃차 먹템이 갓치 식컴엇고, 왼몸에는 개털갓치 눌은 털
이 담 입히고, 가 새캄앗캐 붓텃습니다. 그래서 언 보면, 짐생인지 
독갑인지 사람인지 알아 볼 수가 업슬만콤, 갓가이 가서 보면 저절로 구역
이 나고 침을 뱃흘만큼, 이로 형용하야 말할 수 업시 괴상스럽고 더러웁게
도 생겻습니다.194)  

193) 심의린, ｢만길의 원수｣,『실연동화』, 75-76쪽. 
194)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 위의 책,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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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남의 비행선｣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삼남이의 형상은 이제껏 나온 주인공 
가운데 제일 험상궂고 못나게 생긴 인물로 그려졌다. 조선동화대집에 실려 있
는 ｢반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兒孩아해 는 배病身병신 으로 다리만 둘을 가젓스나, 그 外외 에 머리며 몸통은 
모다 달은 사람보다 반을 적게 가젓습니다.195)

   다리만 둘이고 다른 것은 모두 다른 사람보다 반쪽만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
고 있다. 그의 외모가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이다. 몸이 반쪽밖에 없다는 서술 자
체가 충격적인 형상이다. 삼남이는 외모 자체가 짐승인지 도깨비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고 가까이에 가서 보면 구역질이 나고 침을 뱉을 만큼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상하고 더럽다고 했다. 삼남이의 존재가 대단히 볼품없다는 것
을 외모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입은 원숭이 입 같고, 목은 자라 목 움츠린 것 같고, 몸통은 
두꺼비 결박한 것 같고, 살빛은 먹같이 시꺼멓고 온몸에는 개털 같은 누른 털”이
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삼남이 외모의 추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외모
의 삼남이가 임금님이 낸 비행선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
단히 우스꽝스러운 일로 대비된다. 그리고 삼남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임금이 
부마로 삼기를 거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심의린의 동화에는 의성어, 의태어, 순우리말,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 읽
거나 듣는 사람이 구체적인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월터 J. 옹
은 구술문화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구술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
기할 때 특히 격식을 차리는 장소에서 이야기 할 때는 ‘군인’보다는 ‘용맹한 군
인’이라고, ‘공주’보다는 ‘아름다운 공주’라고 말하는 편을 좋아한다. 그리하여 구
술문화 특유한 표현은 형용구, 그 밖의 정형구적인 짐을 짊어지게 된다”196)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식어는 주인공에 대한 묘사나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연을 
할 때에 청중에게 생동감과 사실감을 전해 주어 흥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심의린이 동화에서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선어가 지닌 언어
적 감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심의린이 사용한 의성어, 의태어, 순
195) 심의린, ｢반 사람｣,『조선동화대집』, 133쪽. 
196)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0,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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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수식어에는 조선어의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 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마
다 동물들의 생김새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는 동물들의 소리
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이 동물들의 소리를 인식하는 음
성 체계와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의
성어나 의태어는 민족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심의린은 동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얻는 것을 강조하
였지만 이를 통해서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화의 문장이 이야기의 서사를 진행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문장이 될 수 있는 문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성어, 의태어, 순우리말, 수식어
를 최대한 사용하여 문예미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의 외모 묘사, 
특정 사건에 대한 설명, 서로의 견해를 주장하는 대화 등 동화의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서 조선어가 지닌 음성적인 아름다움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언어 
표현을 극대화시켰다. 

4.1.3. 관용어와 논평을 통한 의사전달력 강화
   심의린은 동화에서 관용어197)인 격언, 수수께끼, 속담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월터 J. 옹은 “속담이나 수수께끼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언
어로 상대방과 지적인 대결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속담이나 수수께끼 하나를 말
하는 것은 상대에게 그 이상으로 더욱 딱 들어맞거나 혹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속담이나 수수께끼를 내 놓으라고 하는 도전인 것이다198)”라고 하였다. 심
의린은 동화 곳곳에 그 상황에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용어를 제시하여 서
사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월터 J. 옹의 말대로라면 심의린은 청중에게 
동화를 쓰면서 제일 합당한 관용어를 제시했고,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이 있
다면 독자(청중)가 이야기를 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을 수 있다. 강등학은 “속담
에 담긴 경험과 이치는 그 사회와 맥락 안에서 보편적인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속담에는 한 사회의 대중들이 삶을 통해 겪고 깨달은 바가 축적되어 있으며 
대중들의 공감을 받거나 검증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199)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197) 문금현은 관용 표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굳어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의미한

다고 했다. (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8
쪽.)

198)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앞의 책, 71쪽. 
199) 강등학, ｢속담의 유형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6, 한국구비문학회, 1998, 433-4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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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의린이 사용한 관용어들의 쓰임을 보면서, 더 적합한 관용어가 무엇이 
있을지 심의린과의 언어적 대결에 동참해 보기를 바란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 66편의 이야기 가운데 42편에서 속담이나 사자성어
를 1번 이상씩 사용하였다. 특히 속담과 사자성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굶주림’에 대한 것이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며, 호구지책(糊口之策), 굼기를 부자(富者)집 밥 먹
듯 하며, 밥맛을 보면 환갑(還甲)이나 쇤 듯이, 비지죽에 불은 배가 만반진
수(滿盤珍羞), 삼순구식(三旬九食)

   조선동화대집이 출판된 1920년대 후반은 토지를 빼앗긴 지주, 소작권을 박
탈당한 소작민들이 만주 등의 해외로 이주를 떠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려
운 시기였다. 옛 이야기에서 신분제의 갈등이나 빈부갈등의 문제는 빈번한 소재
였다. 심의린은 전통사회의 이야기 소재를 가져왔음에도 당시대의 현실을 반영하
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날이 無心무심 치 안이하얏든지, 하로는 猝地졸지 에 火災화재 가 나게 되엿습니다. 

이것을 본 洞里동리 사람들은 平日평일 의 怨望원망 을 닛지 안코 하나도 가서 救구 하는 사람
이 업슴으로 이 驕慢교만 한 巨富거부 는 財産재산 을 全部전부 태우게 되엿습니다.200)

 ①하늘이 무심하지 않다.

 ②동리 사람들은 구하는 사람이 없다. 
 ③교만한 거부는 재산을 전부 태웠다. 

   동화에서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다. 천재지변에 가
까운 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을 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반대로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말은 하늘이 알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순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었
다는 의미이다. 하늘이 남자에게 벌을 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
지 않았다. 결국, ‘교만한 부자’인 남자는 재산을 전부 잃게 되었다. 
   다음은 ｢세 개의 구슬｣에 등장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남자의 이야기인데, 조

200) 심의린, ｢네모진 보석｣,『조선동화대집』,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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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조선동화집]옛날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입버릇처럼 
“아,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어.”201)

 [조선동화대집] 녯적에 한 사람이 잇는데, 自初자초 로 엇지 艱難간난 하든지 굼
기를 富者부자 집 밥 먹듯 하며, 或혹  朝夕조석 을 하야 먹는다 할지라도 우거지 죽 안
이면 모밀 落痂락가 로 를 에우며, 正月정월 初生초생 이나 되어서 밥맛을 보면 還甲환갑 이나 
쇤 듯이 조하하며, 衣服의복 을 볼 것 갓흐면 다 해지고 졸가리만 남은 것을 
四面사면 을 얽어 닙엇는대, 膏藥고약  덩이갓치 가 무더서, 萬一만일  藥局약국 을 지나면 
藥稧약계  主人주인 이 달녀들어 팔나고 할 地境지경 이엇습니다.

이 사람은 이 苟艱구간 한 것이 心中심중 에 恒常항상  徹天之恨철천지한 이 되어서, 혼자말로 엇
지하면 좀 잘 살아볼고, 잘 먹어볼고, 잘 닙어 볼고, 잘 써 볼고. 하며 밤
이나 낫이나 귓것202)들닌 사람갓치 닙을 들석들석 소리를 쑤구럭쑤구럭 하
얏습니다.203) 

   양적으로만 봐도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동화집에서 “옛날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에 대한 부분은 조선동화대집
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①어찌나 가난하던지 굶기를 부자집 밥 먹듯 하며
②조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거지 죽 아니면 메밀 가락으로 끼니를 때우

고
③정월초하루가 되어서 밥맛을 보면 환갑이나 보낸 것 같고
④의복은 다 해지고 몇 조각만 남은 것을 사면으로 얽어 입고
⑤의복이 고약덩어리같이 되어 약국 주인이 고약인줄 알고 달려들겠다.

   가난한 남자에 대한 서술이 대단히 구체적이다. 어린이들에게 ‘가난하다’는 말
은 어느 정도 가난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속담인 ‘굶기를 부자집 밥 먹

201) 조선총독부, 권혁래, ｢세 개의 구슬｣,『조선동화집』, 91쪽. 
202) 옛날에는 '독갑이' 또는 '귓것'으로도 불렸으며 한자로는 독각귀(獨脚鬼) 등으로 표

현되었다.
203) 심의린, ｢네모진 보석｣,『조선동화대집』,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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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라는 말은 매일 굶는다는 의미이다. 혹 아침을 먹는다고 해도 죽이거나 국
수로 끼니를 때우고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에, 밥맛을 보는 날은 환갑날처럼 기
쁜 날이라고 하여 얼마나 굶주리는지를 보여주어 가난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먹는 것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의복이다. 옷은 헤
진 곳을 계속 기워 입어 옷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가난한 남자에 대한 묘사
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련되어 있다. 
   속담을 사용하여 가난한 남자의 간절한 소망을 그려내고 있다.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일차적인 의
식주의 해결과 이차적인 소비와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때, 속담을 적절
하게 사용하여 가난한 남자의 간절한 소망을 극대화시켰다. 심의린이 제시한 것
보다 더 적절한 속담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동화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이가 무엇이나 사서 줄가하고 기다리다가, 아모 말이 업슴으로 배도 
곱흐고 화가 벌컥 나서, 혼자말로 닙은 한 가지요 쇠스랑은 세 가지라는
대, 배곱흐기야 彼此一般이지 人心도 사나웁다. 이러튼 저러튼지 먹어야하
지. 하고 말을 고 場판에 가서 팔아가지고 술과 밥을 실컨 사 먹고, 말
곱만 잘너서 손에 쥐고, 건너편 언덕에 누어서 거즛 잠든 模樣을 하고 코
를 드르릉드르릉 골고 잇섯습니다.204)

   외쪽이는 주인이 혼자서만 밥을 먹자, ‘닙은 한 가지요 쇠스랑205)은 세 가지
라는데, 배곱흐기야 피차일반이지’라는 말을 한다. 양반이나 상놈이나 누구나 배
고프기는 마찬가지라는 소리이다. 속담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
는 보편적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심의린이 동화에서 주로 하는 논평은 대화의 중간이나 결말 부분에 나타난다. 
대체로는 결말 부분에서 동화에 대한 평가 내지는 정리를 한다. 논평의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는 경우, 청중(독자)에게 질
문하고 있는 경우, 작가가 주관적으로 개입하여 직접적으로 공과(功過)를 평가하
는 경우가 있다. 
   먼저,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여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논평하는 경우는 다음

204) 심의린, ｢외의 ｣,『조선동화대집』, 57-58쪽. 
205)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 

쇠로 서너 개의 발을 만들고 자루를 박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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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그 後후 부터는 至誠지성 으로 老父노부 를 奉養봉양 하야 甲갑 得득 에 模範모범 이 되게 하고 달은 
사람의 일커름이 되게 하얏다하니 改之爲善개지위선 이란 말이 이런 것이 올시다.206)

◉ 이 부터 혹 어갓다가 혹 붓쳣다는 말이 생겨낫습니다.207)

◉ 참 배내 病身병신 이오 識者식자 가 爲위 患환 이란 말이 이것이 올시다.208)

◉ 이 兒孩아해 는 無限무한 拜謝배사 한 後후 에 天桃천도 를 바다 가지고 돌아와서, 父親부친 에게 
잡숫게 하얏드니, 果然과연  그 重病중병 이 어대로 가 버렷습니다. 至誠지성 이면 感天감천 이
란 이런 것이 올시다.209)

◉ 姑고 蘇소 城성 外외 寒山한산 寺사 에 夜半야반 鐘聲종성 到도 客船객선 이라는 녯글이 잇스니, 아마 일로 
말미아마 생긴 듯 합니다.210)

   개지위선(改之爲善)은 ｢노부를 내다버린 자｣에서 나온다. 남자는 늙은 아버지
를 산 속에 버리고 오다가 아들이 후에 자신을 산 속에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서 아들의 모범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남자의 행동의 변화를 
나타나는 사자성어로 이야기의 논평을 마무리하였다. ‘혹 떼려다 혹 붙였다’, ‘식
자우환(識字憂患)’, ‘지성감천(至誠感天)’ 역시 이야기의 상황과 꼭 들어맞는 관
용어들이다. 동화 곳곳에 배치된 관용어는 청중(독자)의 생활 속에 살아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관용어를 통한 논평은 청중(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하고 동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심의린은 유명한 한산사의 종소리를 ｢쌍꿩의 보은｣과 연결시켰다. “한산사의 
종을 3번 치면 속세인에게는 복·돈·장수를 주고, 스님들에게는 지혜가 성장하고 
보살이 솟아나며 번뇌가 사라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211)라고 한다. 옛이야
기에서는 날이 새기 전에 주변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구렁이가 사라지는 것
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한량을 깨우기 위해 꿩이 종을 치는 

206) 심의린, ｢노부를 내다버린 자｣,『조선동화대집』, 150쪽. 
207) 심의린, ｢혹 달닌 노옹｣, 위의 책, 207쪽. 
208) 심의린, ｢문자 잘 쓰는 남자｣, 위의 책, 209쪽. 
209) 심의린, ｢천도 얻은 효자｣, 위의 책, 241쪽. 
210) 심의린, ｢쌍궝의 보은｣, 위의 책, 261쪽. 
211) 권석환, 중국문화답사기 1 : 오월지역 수향을 찾아서, 다락원, 2002,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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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바뀌었다. 심의린은 시를 인용하기 위해 옛이야기의 서사에서도 다소 벗
어났다. 대체로 한량이 어느 집에 머물게 되는데, 동화에서는 배에 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활냥은 도로 길을 나서 終日종일 토록 가다가 잘만한 旅館여관 도 만나지 못하
고, 한 江邊강변 에 이르게 되엿습니다. 발도 부릇고 다리도 압허서 더 行步행보 하기
도 어렵든 판에 맛침 배 한 隻척 이 物品물품 을 싯고 京城경성 을 向향 하야 올나오는 것을 
보고, 船價선가 를 주고 타고 갈 生覺생각 이 나서, 船人선인 을 불너 삭슬 定정 하고 배에 올
나 탓습니다.212)

   한량이 잘 곳을 정하지 못하여 한 강변에서 배에 올라탔다는 설정이다. 이는 
위에서 장계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을 인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앞에서 보여
준 관용어가 동화의 내용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이 시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장안(長安, 지금의 서안 西安)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갔다가 세 
번째 고배를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장계의 배가 풍교와 강촌교(江村橋) 
사이에 머물렀을 때, 한산사의 종소리를 듣게 된다. 수심에 차 있던 장계는 
이곳의 경치에 빗대어 자신의 낙담한 마음을 시로 지어 표현한 ｢풍교야박
(楓橋夜泊)｣이라고 한다. 

月落烏啼霜滿天 달은 지고 까마귀 우는데 하늘엔 서리 가득
江楓漁火對愁眠 물가의 단풍 어선의 불빛이 시름 속 잠을 깨운다.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에서 울리는 한밤의 종소리,

夜半鍾聲到客船  나그네 태운 배에 와 닿는다.213) 

   한산사에 울리는 한 밤의 종소리가 나그네의 배에 닿는다는 구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량은 어느 집이 아닌 배에 올라야 했다. 심의린은 ｢쌍꿩의 보은｣에서 
작은 미물이 은혜를 갚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것을 본 한량의 좌절감과 시험에 
연이어 실패하여 수심에 가득 찬 장계의 좌절감을 동일시하였다. 시를 인용한 것
은 동화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로 과연 동화 내용과 시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212) 심의린, ｢쌍궝의 보은｣,『조선동화대집』, 261쪽. 
213) 권석환, 앞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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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한량과 나그네의 애절하고 처량한 마음은 고스란
히 전달된다. 심의린이 관용어의 폭을 조선의 속담과 격언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
의 한시까지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견문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한시의 인용을 위해 서사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 것 역시 그의 동화
에 대한 기획이 언어적 감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청중(독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경우이다.  
   

◉ 只今지금 와서 慾心욕심 이 過과 한 것을 後悔후회 한들 무슨 效力효력 이 잇겟습닛가214)

◉ 사슴의 付託부탁 하든 바를 只今지금 이야 닷고 後悔후회 한들 效力효력 이 잇겟습닛가, 

아들 하나만 더 나키를 기다리지.215)

◉ 그리고  달아 보아서 묵어운 편이면  잘나 먹고 잘나 먹고 하기를 
이 뎅이 저 뎅이 번갈나 가며 여러 번 하야 고기는 漸漸점점  적어갓습니다. 나
종에 엇지 되엿슬가요?216)

◉ 정직한 아이는 이와 갓치 모든 일에 남들이 도와주며, 밋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한 아이가 아입닛가?217)

◉ 이 고양이의 報恩보은 하는 마음이 엇더하며 가 엇더합닛가.218)

◉ 宰相재상 이 生覺생각 한 즉 駄傳軍태전군 의 景狀경상 이 가엽서서 잘 바든 양으로 回答회답 을 
써서 주엇습니다. 그 놈의 가 엇더합닛가?219)

◉이 둑겁이의 報恩보은 이 참 얼마나 장합닛가. 이 兒孩아해 가 살게 됨도 父女부녀 가 
서로 다시 맛나게 됨도 洞里동리 가 便安편안 하게 됨도 모다 이 둑겁이의 힘이 안입
닛가.220)

   질문형은 대체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이다. 욕심이 과한 것, 사슴의 부탁을 어긴 것 등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정직한 아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질문을 통해 청중(독자)은 동화
의 서사를 정리하고 가장 큰 핵심적 사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
214) 심의린, ｢산양꾼의 소원｣,『조선동화대집』, 169쪽. 
215) 심의린, ｢김득선의 후회｣, 위의 책, 184쪽. 
216) 심의린, ｢원숭이 재판｣, 위의 책, 114쪽. 
217) 심의린, ｢정직한 복순이｣,『실연동화』, 25쪽. 
218) 심의린, ｢두건 쓴 고양이｣,『조선동화대집』, 93쪽. 
219) 심의린, ｢태전군의 ｣, 위의 책, 178쪽. 
220) 심의린, ｢둑겁이의 보은｣, 위의 책,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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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그 
꾀가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 질문 안에는 그들이 발휘한 꾀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함축하고 있다. 질문형 논평은 청중(독자)에게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사 전달 학습에 효과적이다. 
   작가가 주관적으로 개입하여 직접적으로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  無論무론  무슨 일이든지 남을 속이랴하면 自己자기 도 속는 法법 이오, 正當정당 한 일
을 行행 하면 決결 코 남이 自己자기 를 속이는 일이 업는 것입니다.221)

◉  세상에는 이와 갓흔 일이 잇습니다. 례를 들어 말하면, 세력만흔 사
람밋헤 가서 간사하게 거짓 비위를 맛추어가며, 된말 안 된말 하다가, 남을 
해코저하는 사람도 잇스나, 나종에는 그이코 탄로가 될 더러 도로혀 자긔
도 이익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만습니다.222) 

◉ 누구든지 자긔의 흉을 감추느라고 아모리 애를 써도, 나종에는 그이코 
알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그 흉을 감추지 말고 그 흉을 고칠 
수가 잇거든 니 고치는 것이 조겟습니다.223)

◉ 무슨 일이든지 實狀실상 이 업는 일을 것흐로 여서 거짓말을 하면 自然자연 히 
綻露탄로 가 되는 法법 입니다.224)

   심의린의 주관적 논평이 들어간 내용들은 주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은 자기도 속는 법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자기도 이익이 되지 못 하는 법
자기 흉을 감추어도 나중에는 알게 되는 법
꾸며서 거짓말을 하면 자연히 탄로가 나는 법

  
   심의린은 남을 속이거나 해코지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행위와 자신의 잘
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오래가지 않아 
탄로가 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살아가는 이치가 남에

221) 심의린, ｢별주부｣,『조선동화대집』, 89쪽. 
222) 심의린, ｢죄바든 여호｣,『실연동화』, 67-68쪽. 
223) 심의린, ｢귀 큰 님금｣, 위의 책, 63쪽. 
224) 심의린, ｢보의 실언｣,『조선동화대집』,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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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쁜 짓을 하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그 반대로 남에게 베풀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세상의 질서가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
고, 선한 것들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린은 동화를 통해서 정직한 
것,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렷슬에 어른에게나 同侔들에게 滋味잇게 듯고 올케 녁엿든 訓話나 
童話 갓흔 것은 至今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어잇고 마음에 먹음어 잇습
니다.225)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하면서 쓴 ｢서(序)｣에서 어린 시절에 어른들
이나 동무에게 들었던 재미있고 옳다고 여긴 훈화나 동화는 지금도 귀 속에 남
아 있고 마음에 담겨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심의린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린이들
의 귀 속에 남고 마음에 머금어 있을 수 있는 동화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올바른 가치관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나침판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세상의 모습은 정
의가 아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곳이어도 어린 시절에 올바른 가
치관을 형성하게 되면 후일 어른이 되어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
는 ‘사람노릇’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동
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노릇’은 당시 조선의 현실과 관련시켜 볼 때, 조
선어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학교 교육 안에서 조선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이 조선어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
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조선어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듣
는 것이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화이다. 심의린은 어린 시절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조선어로 표현한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전달했고 동
화 안에 ‘사람노릇’을 하는 인간형을 담아내어 어린이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어의 문장이 지닌 생명력을 의성어, 의태어, 고유어로 표현하였고 
조선인의 삶의 숨결이 담겨있는 속담, 격언, 사자성어와 같은 관용어를 동화에 
삽입시켜 청중(독자)의 호응을 얻었다. 이것은 심의린의 동화 안에서 조선어만이 
225) 심의린, ｢서｣,『조선동화대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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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조선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동화를 지었다면, 조선의 어
린이들에게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삶 안에서 
생겨난 언어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아낸 것이 바로 심의린의 
동화이다. 특히, 심의린 동화는 조선어문장이 지닌 아름다움이 곳곳에 배치되어 
문예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과 함께 주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린 시절에 들려주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문학적·주제적 측면
   

  4.2.1.당대적 가치관의 강조
   심의린은 동화에서 흥미적인 요소를 잃지 않기 위해 청중의 반응을 고려한 
작품을 선택했지만 동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신중하고 고상한 
자연의 아름다운 태도’로 표현된 정서적・사상적 가치였다. 동화의 본질은 ‘자연
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동화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심의린 동화의 ‘자연
스러움’을 통한 가치 추구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옛이야기들에 담긴 가치관은 ‘효, 형제애, 권선’ 등 인간이 항구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들이다. 동화 역시 조선에서 오랜 시간 전승되는 서사들을 취사선택하였
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심의린은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건
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대의 어린이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을 삽입시켜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온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과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것
이 유익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조선동화집과 유사한 23편과 추가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심의린이 선택한 이야기가 조선동화대집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
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분류가 아닌 이야기의 성격에 
주목한 이유는 심의린이 형식적인 분류안으로 이야기를 선별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편의상 작품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분류안보다 이야기의 속성을 
중심으로 선별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다. 
   조선동화대집은 ‘실제생활에 적당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
게 하고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동화
집이후 조선동화대집에서 추가된 42편의 이야기들이 지닌 속성을 묶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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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어, 삼
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15편)

꾀쟁이: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9편)

인간의 꿈과 도리에 관한 이야기
꿈: 멸치의 , 청보자, 독갑이돈, 산양의 소원, 옹기장사(5편) 

도리: 개구리 신선, 이오성, 효자의 도움, 착한 아우, 부자 되는 법, 오
작교, 두건 쓴 고양이, 유복자의 효성, 다람쥐의 보은, 토목공이와 릉고
비, 갓흔 재조, 김득선의 후회, 콩쥐팟쥐,  술 나오는 구슬, (14편) 

   조선동화대집에 바보 이야기가 15편이 추가되었고, 그에 대응하는 ‘꾀쟁이’
는 9편으로 늘었다. 조선동화대집의 서사는 바보 이야기와 꾀쟁이에 대한 이야
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보’와 ‘꾀쟁이’의 서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야기가 ‘바보’와 ‘꾀쟁이’ 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의린이 서문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
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바보의 다양한 유형을 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경험
을 확장시키는 것은 조선동화대집의 수양 교육적 독물로서의 가치에도 상응한
다. 또한, 이는 심의린이 가담한 신소년의 목표인 ’실익‘과도 통한다. 실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의 행위를 통하여 즐거움과 문예의 흥미를 증진시
키고 현실적인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바보 이야기’는 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인간형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주인공이 경험하
고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틀 안에서 고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심의린이 신소년에 1923년 12월에 ｢눈보라의 노래｣를 실은 이후에 1924년 
3월에 전설 ｢완고양반｣, 8월에 ｢유복자의 효성｣을 기고하였다. 이들 내용은 후에 
출간된 조선동화대집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심의린이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은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발표작이 전설 ｢완고양반｣과 ｢유
복자의 효성｣인 것을 보면, 그의 이야기 소재 발굴에서 ‘완고’와 ‘효’의 문제가 중
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이 소년 잡지인 신소년에 전설 ｢완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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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기고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당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一  우리 조선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할 지니 實業이나 敎育이나 
其他社會的萬般經營에 個人個人이 하지 말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서로 協力
하며 連絡하여야 할지라 우리 民族의 在來의 一大弊端은 猜忌하며 作黨하며 
分爭하며 妥協치 못함에 在하다. 이에 對하야 크게 警戒할지며

二  널리 世界에 눈을 떠서 輸入하며 頑固를 擲棄하고 活動하며 事爲에 
孜孜하라 靜은 滅亡은 取 함이라

三  經濟의 發達을 圖謀하야 그 基礎를 堅固히 하며 그 自存을 保할지며 
敎育의 擴張을 힘써 人材를 功給하며 文明促進의 動力을 培養할지며 諸般社
會의 惡習을 改良하야 道德의 唯新을 期할지니 要컨대 舊惡한 社會를 벗고 
新善한 ■會를 作할지어다.

四  이와갓치 하 여야 社會各方面의 實力을 充實히 하야써 文化의 幸福을 
受하며 民族의 使命을 遂할지니 이 곳 余의 所謂 朝鮮民族運動의 社會的方
法이라 하노라.226) 

   당시 조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업, 교육, 단결이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떠서 
완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인 교육인 실익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인 완고는 배척 대상인 셈이다. 심의린이 신소년의 실
익 강조 목표와 조선동화대집의 상식을 위한 편찬이라는 점은 곧 완고를 척결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야기 가운데 완고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한 것은 융통성 없는 인물들이 지닌 특
징을 보여줌으로써 실익추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완고의 사전적 정의는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이다. 융통성
은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말한다. 완고한 인물의 특징은 상황 판단에 미숙하여 
직면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 한다. 반면에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마음이
나 정신 상태가 고른 것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신의 의
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의미하므로 융통성이 없다는 것과 
통한다.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
지만 개인의 가치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용되어야 한다. 그런
데, 완고한 인물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찾아볼 수 없어 변화하는 
226)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야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4), 동아일보. 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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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완고’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 漢文한문 에 對대 하야는, 엇더한 것이든지 조곰도 남에게 질배 업거니와, 달
은 事物사물 上상 에는 

大端대단 히 어둡고, 한 精神정신 이 맑지 못하야, 往往왕왕  달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엿습니다.227)

㉡ 어렷슬 부터 글 닑기만 崇尙숭상 하고 달은 일은 모다 等閒등한 히 녁여서, 

漢文한문 에 對대 하야는 몰으는 것이 업스나, 世上세상 일에 對대 하야는 大端대단 히 어두엇습
니다.228)

   ㉠의 ｢완고양반｣과 ㉡의 ｢완고학자님｣에 나타난 주인공은 한평생 한문만 읽
어 한문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어 세상일에 어둡고 그
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완고양반｣에
는 다섯 가지의 행동 사례가 나타난다. 

행동1) 衣服의복 을 벗으며 生覺생각 하되 내가 들으니 셔울은 人海인해 中중 이라 무엇이
든지 일키가 쉽다하니, 옷을 벗어 노아 두면 잠든 사이에 업서질지 알 수 
업다하고, 四面사면 을 삷혀 보매 壁벽 에 들窓창 이 잇는 것을 보고 올타, 저 壁벽 장
에 너어두면 念慮염려 업겟다. 셜마 저 속에 넌 것이야 알나고하며 窓창 을 열고 
옷을 집어 늣코 門문 을 단단히 닷고 누어 잣습니다. 길가 들窓창  밧근 則즉  行행 길
이라 내여 버린 것을 어련히 잘 집어 갓겟습닛가. 그 잇흔날 아침에 이러나 
옷을 입으랴고 窓門창문 을 열고본즉, 壁벽 장은 간데 업고 行행 길에 사람이 往來왕래 할 
이엿습니다.229)

행동2) 江강 을 건너게 되니, 몸에 돈을 지닌 것이 매우 묵어워서 괴로웠습

227) 심의린, ｢완고양반｣,『조선동화대집』, 195쪽. 
228) 심의린, ｢완고학자님｣, 위의 책, 272쪽. 
229) 심의린, ｢완고양반｣, 위의 책,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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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하야 한 妙策묘책 을 生覺생각 하얏는대, 江강 ㅅ가에 모래를 파고 가젓든 돈
을 뭇고,  生覺생각 하되 票표 가 업스면 乃終내종  차질 수 업다하야, 牌패 하나를 가
서 李長川이장천 賣매 文문 錢전 三十삼십 兩량 藏置장치 라. 써서 고 집으로 나려 갓습니다.

집에 가서 下人하인 을 불너 돈 무든 곳을 아리켜 주며, 파오라고 보냇습니다. 

下人하인 이 단겨오드니 牌패 만 남고 돈은 누가 가저갓다고 말하얏드니, 長川장천 이 怒노
하야 말하되 世上세상 에는 눈이 먼 놈도 만타, 틀닐가 念慮염려 하야 牌패 지 써 노
하도 그여코 제것인줄 알고 가저갓구나하드라니, 참 우습기도 합니다.230)

행동3) 밤에 자다가 小便소변 이 急급 히 마려워서 舍廊사랑  마루 압헤 나려와, 마당
에다가 小便소변 을 눕니다. 小便소변 을 다 누엇것만 초마의 落水낙수  어지는 소리를 
自己자기 小便소변  누는 소리로 알고 밤새도록 서서 이것 큰일 낫구나 무슨 오줌이 
이다지 限한 업시 나오는고한 일도 잇섯습니다.231)

행동4)  하로는 親舊친구 를 訪問방문 할 일이 잇서서, 당나귀를 타고 出入출입 하얏습
니다. 얼마 을 가다가 偶然우연 히 글 生覺생각 이 나서, 속으로 글을 짓느라고 나
귀의 가는 것을 살피지 안코 잇섯습니다. 나귀가 제물로 올마  가다가 돌
쳐서서, 도로 自己자기  집을 向향 하야 앙앙 울며 왓습니다. 그 에 집안에서 나
귀 소리를 듯고, 自己자기  夫人부인 과 이 門前문전 에 나와서 마즈며 어듸 가신다드니 
엇지하야, 도로 오십닛사, 무엇을 이진 것이 잇습닛가하얏습니다. 長川장천 은 
글 生覺생각 만 到底도저 히 하다가 自己자기  집인줄은 몰으고 붓채로 面上면상 을 가리며 혼자
말로 그 집 일도 말 아니로곤, 男女남녀 가 有別유별 하거든, 夫人부인 네가 달은 男子남자 를 
보고 말을 하고저하니 참 변괴로고나 한즉, 母女모녀 가  거리고 웃으매 비
로소 달앗습니다.232)

행동5) 親舊친구 의 집 還甲환갑 에 갓다가 날이 저물어서 自己자기 집에를 가지를 못하

230) 심의린, ｢완고양반｣,『조선동화대집』, 196쪽. 
231) 심의린, 위의 책, 196-197쪽. 
232) 심의린, 위의 책,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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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로밤 여긔서 자게 되엇습니다. 밤 中중 에 困곤 히 자다가 물것이 물어서 
大端대단  가려워서, 긁는 것이 잠결에 겻헤 누어 자는 濕腫습종  알는 사람의 다리를 
냅다 몹시 긁엇습니다.

이 사람이 갓득이나 苦痛고통 하는 것을, 別眼間별안간 에 벅벅 긁어서 자다가 
놀나며 아이구-압파 죽겟다 엇던 놈이 남의 다리를 害해 하느냐.하며 베고
자든 木枕목침 으로 房방 바닥을 치며, 소리를 벽력갓치 질으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房방  안에서 자든 여러 손님들이 다 놀나 일어나서 一時일시 는 大騷動대소동 이 되엿섯습
니다. 그 中중 에도 長川장천 은 누어서 일어나지도 안코 文字문자 를 쓰되 나몰나, 사
람들이 엇지 그다지 경솔한고, 忍之爲德인지위덕 이라니 하얏습니다.233) 

   행동1)에서 이장천이 서울에 도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옷을 잃어버리
지 않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들창’이다. 들창은 벽의 위쪽
에 위로 들어 올려 열도록 만든 작은 창문이다. 그런데 선비는 들창 안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옷을 넣었지만 들창 밖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라서 옷
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장천의 잘못은 바로 ‘들창’을 방에 있는 
‘벽장’이라고 잘못 생각한 점이다. 옛날 집 안에는 벽장이 있어서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둘 수 있었다. 선비는 벽장 안에 옷을 넣어두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잤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벽장이 아닌 들창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옷을 가져가 
버린다. 
   행동2)에서 이장천은 공부를 시켜준 대가로 받은 돈이 무거워서 강가에 묻어
놓고 그 위에 푯말까지 세워 두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하인을 시켜 돈을 찾아
오라고 시켰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인은 돈이 없다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장천은 세상에 자기 것도 아닌데 가져간 사람들을 눈이 먼 놈이라고 탓
하였다. 장천이라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그것도 이름까지 써 놓은 것에 손을 댈 
리가 없기 때문이다. 
   행동1)이나 행동2)에서 장천은 자신이 생각한대로 행동하지만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잃었다. 장천의 근원적인 문제는 자신이 생각한 것이 모두 옳다고 행
동하는 데 있다. 들창을 벽장으로 잘못 알았고, 돈을 길거리에 두고 와도 자신처
럼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장천 같은 사
람만 있다면 장천의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각기 다른 
233) 심의린, ｢완고양반｣,『조선동화대집』, 197-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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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다.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행동3)에서 장천은 밤에 소변을 보다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落水)소
리가 자신의 소변 소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밤새 소변을 보았다. 그리고 한정 없
이 나오는 소변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다. 자신이 소변
을 누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한다.
   행동4)에서 장천은 나귀를 타고 친구 집에 가는 길에 글 생각만 하다가 나귀
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글 생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장천이 계속 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장천의 부인과 딸이 나와 인
사하자 자신의 부인과 딸도 알아보지 못한 채 친구 집의 모녀가 나와 자신을 맞
이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남녀가 유별한 상황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 후에 모녀가 장천이 아직도 집에 다시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자 박장대
소하는 것을 듣고서야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나 깊이 글 생각에 
빠져있었으면 자신의 집에 돌아온 것도, 자신의 부인과 딸이 나와 있는 것도 알
지 못한 것일까. 
   행동5)에서 장천은 환갑잔치에 갔다가 손님들과 잠을 자다가 다리가 가려워
서 긁는다는 것이 습종(濕腫) 환자의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어놓고서 아파서 신
음하는 습종(濕腫) 환자의 고통보다는 참을성이 없다고 나무라면서 인지위덕(忍
之爲德)을 강조하고 있다. 장천은 자신의 다리가 가려워서 긁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 역시 가려움을 참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습종(濕腫) 환자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위선적이다. 
   행동4)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주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장천의 행동은 완고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바보형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은 행동5)에 와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참을성만이 
덕(德)이라고 여기는 장천은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에 보
여 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은 크게 
여기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할 때, 개인의 고통을 참아야만 한다는 
문자적 가르침을 이야기해 대단히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다.   
   ｢완고 양반｣의 이야기가 글에만 몰두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워 바보 같은 면
모를 보였다면 ｢완고 학자님｣은 어떨까. 옛말에 “서울 안 가 본 사람이 서울 가 
본 사람을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직접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새
로운 문물들을 보고 온 사람보다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이 우겨서 이긴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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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고한 학자님은 시골에서 한문만 읽어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
다. 반면에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경인선 철도’를 구경하기 위해서 서울
에 갔다. 사람들이 기차를 처음 타 보고 고향에 돌아가서 기차를 접한 신기함을 
이야기 했더니 이를 들은 완고학자님은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學者학자 님이 듯드니 혀를 채며 大責대책 하되 자네 왜 그런 荒唐황당 한 말을 하야 사
람을 속이랴하나. 그럴 理致이치 가 잇나. 밀지도 안코 지도 안트라면서, 엇지 
제절로 갈 理致이치 가 잇나. 녯에 諸葛亮제갈량 이가 싸홈할 에 軍糧군량 을 運輸운수 하느라
고 木牛목우 와 流馬류마 를 만드러서 使用사용 하얏다는 말은 들엇스나 자네가 말한 것과 
갓치 짐도 泰山태산 갓치 실고 사람도 여러 百백 名명 을 태우구서 그러케 으게 갈 
수가 잇다는 말인가. 아마 자네가 독갑이한테 홀녀서 녀 단겻든 것일세. 

남붓그러웨. 다시는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게하고 고지듯지 아니하얏습
니다.234)  

   완고 학자님은 문헌에 나와 있는 제갈량의 일화를 그대로 믿고 있다. 제갈량
이 사마의와의 싸움에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목우(木牛)와 유마(流馬)
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짐과 사람을 가득 싣고도 빨리 달리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깨비에게 홀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남부끄럽게 
이야기하지 말라고도 당부하였다. 
   당시 기차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완고 학자님’과 다르지 않았다. 기차를 
보고 온 사람은 완고 학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고, 완고 
학자님은 미친 사람의 실언(失言)이라고 여기며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때, 기차
를 직접 타 본 학자님의 친구가 셋이서 함께 기차 구경을 제안하였다. 기차의 신
기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전달한 사람과 기차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사
이에서 일어난 분쟁은 기차를 직접 타 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
법이다. 기차를 처음 본 완고 학자님은 짐과 사람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呪術)을 외웠다. 
   완고 학자님은 진언을 앞으로 뒤로 외우면서 도깨비장난 같은 요술(妖術)이 
사라지길 기원했지만 그것은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차를 처음 본 
완고 학자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경험’과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문만 공부해 온 학자는 제갈량의 신기술인 목우(木牛)와 유마
234) 심의린, ｢완고학자님｣,『조선동화대집』, 272-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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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馬)는 책을 통해 알았지만 ‘기차’는 자신이 공부하는 한문을 통해서 본 적이 
없었다. 서울과 시골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문명을 체득하는 차이로 확연하게 드
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식의 전달 속도가 문제될 뿐이지, 지식의 질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시골에 사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미경험자’는 처음 보는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경험
했을 때조차도 도깨비의 장난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
을 뿐이지, 시골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나면 그것을 습득하고 이
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지식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을 접하는 시기의 문
제이고, 경험의 문제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할
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하는데, 완고 학자님
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만이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척할 뿐
이다. 그래서 완고한 학자님이 된 것이다.  
   완고한 학자님와 상통하는 교과서 교안이 있어 이 내용을 통해서 심의린이 
지닌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1933)에 수록된「45과 멀고먼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문학적 교재로 분류된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개념을 이
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의 실체를 아는 것은 상당한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권1(1933)에 수록된 45과「멀고먼 나라」 삽회235)

235) 조선총독부,「45과 멀고먼 나라」,『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조선서적인쇄주식
회사, 1933,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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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먼 나라에서 처음 으로 코끼리를 다리고 왓슬 때 에, 사람들 이 서로 
다투어, 이 이상하게 생긴 김생을 구경하러 갓소.

구경군 중 에는, 장님 도 세 사람 이 잇섯소.

「코끼리 코끼리 하고, 다들 떠드니, 코끼리란 것 은 대체 엇더케 생긴 
것인가.」

하고 세장님들 은, 눈 으로는 볼수 가 업스닛가, 각각 손으로 코끼리 몸
을 더듬어 보앗소.

맨먼저, 허리통을 더듬어본 장님 은 말하기를
「코끼리란 것 은 바람벽같치 생겻구려.」
그 다음 에, 다리 를 더듬어 본 장님 은 말하기를, 
「아니오. 코끼리란 것 은 기동 같치 생긴 것이오.」
셋잿번 장님 은 말하기를,
「아니 아니 그러치 안소. 코끼리란 것 은, 큰 구렁이 같치 생긴 것이

오.」
셋잿번 의 장님 은, 코끼리의 어듸를 더듬어보앗겟소.236)

 「멀고먼 나라」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본 이야기는 장님들이 코끼리의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인식한 것을 전체인양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심의린의 교재관은 다음과 같다. 

  

교재관  
문학적 교재로 보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보고 다 각각 다르게 가

진 개념에 대하야 흥미잇는 점을 맛 보이고, 딸아서 짤은 경험 일부분의 지
식을 가진 자는 그 장님들과 오십 보 백보라는 것을 깨닷게 할 것이다.

본 교재는 불전 물어중에서 취한 것 같치 보인다. 옛적에 인도에 지혜왕
이라 일컷는 자못 총명한 대왕이 비웃기 잘하는 한 대신을 훈계하야 무지한 
것을 깨닷게 한 이야기인데, 보통 평범한 사람은 저 장님들과 별로 다를 것
이 업다는 것이다. 즉 여천한 수양을 쌋치 안코는 결코 아는 체 할 수가 업
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교재이다.237)  

   심의린은 짧은 시간 안에 코끼리를 본 일부의 경험을 전체로 인식하는 세 명
의 장님을 지식의 정도를 ‘오십 보 백보’로 표현하였다. 교안 설명에서도 속담을 

236) 조선총독부, 위의 책, 54-58쪽.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이다. 
237) 심의린,「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지도례」,『한글』3권1호, 1935,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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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
하고 있다. 이는 심의린이 ‘완고한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 전부라고 믿는 허상을 꼬집는 것과 유사하다. 변화하는 세상에 신문물은 급속
도로 조선에 유입되었지만 과거의 지식 습득에 함몰되어 있었던 학자들은 진보
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완고한 인물’에 대한 그의 입장은 장님이 
경험한 지식에 대한 설명에서 더욱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린은 직접 이 이야기의 근원에 관해서 오오사와겐 쇼우(大澤玄章)
의『佛典物語』에 수록된 작품을 직접 의역해서 교안에 넣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이 아동의 취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원전을 찾아서 수록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고, 
원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담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의린은 
자신이 아는 협소한 경험과 지식이 전부인 양 하는 행동을 견제하고 있다. 이는 
심의린이『조선동화대집』에서 완고한 학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
부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과 동일한 인식이다.「멀고먼 나
라」의 기반이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참고
맹인과 象(大澤玄章 著 佛典物語238) 意譯)

옛날에 자칭 지혜왕이라하는 가장 총명한 대왕이 잇섯다. 딸아서 신하의 
대신들도 또한 상당히 현명한 인물들이 모엿섯다. 왕은 그 총명한 지혜를 
이용하야 크게 인정을 베풀어 인민을 깃부게 하야 주고저 하얏스나, 만은 
백성들 가운데에는 혹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자가 아조 업달 수는 없섯다. 

 어느 때 비웃기 잘하는 대신 하나가 왕 앞에 나아가서, 아모 생각업시
「대왕님, 대왕님께서는 지혜가 만타하사 될 수 잇는대로 선정을 베푸시는
데 국민 중에는 간혹 불복을 말하는 자도 잇스니, 엇더케 생각하십닛가
……」하고 엿주엇다.

생각하드니「이 문제에 대하야 해결을 알려거든 왕도에 잇는 맹인을 모
다 모아 오너라」하얏다. 대신은 이상히 여기면서도 대오아의 명이라 수백
의 맹인을 모아 들엿다.

대왕은 다시「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구경하게 하라」하야 맹인과 군신들
을 넓은 뜰에 모여들 서게 되엿다.

지혜왕은「이번에는 수백의 코끼리를 끌어다가 그 맹인 옆에 늘어 세우
라」하얏다.

238) 大澤玄章 著,『佛典物語』, 森江書店, 1922. (이 책을 찾아 본 결과, 1922년에 발행
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참고 지도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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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신이며 대신들은「엇던 지혜를 내시랴나」하고, 기다리고 잇는
데, 대왕은 맹인들더러 「너의들 앞에는 이상한 것이 잇다. 앞으로 나가서 
꼭 붓잡고 잇거라」하얏다.

맹인들은 대왕 말대로 더듬어 나가서 붓잡히는대로 꼭 붓들고 잇다.
지혜왕은 엄격한 어조로「너의들이 붓잡고 잇는 것은 코끼리라 하는 것

이다. 엇더케 생겻는지 차레차레로 말하야 보아라」하야 맹인들에게 대답
을 시켯다.

코끼리 코를 잡은 자는「대왕님 코끼리는 구렁이 갓치 생겻습니다」
코끼리의 잇발을 잡은 자는「뿔갓치 생격습니다」
허리통을 만진 자는「바람벽 같치 되엿습니다」
다리를 붓든 자는「아니오 기둥같치 생겻습니다」
귀를 붓든 자는「아니오 키와 같치 생겻습니다」
코끼리 꼬리 끝을 붓잡은 장님은「모다 틀립니다. 코끼리란 비와 같치 생

겻습니다」하야 여러 맹인들의 대답은 다 각각 달라서, 모다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고 자기의 말만 올타고 하얏습니다. 즉 적은 경험으로 얻은 지식
은 코끼리 전체를 이해치 못 합니다.

이 모양을 구경하든 대신이며 군신들은 박장대소들을 하고 잇는데, 지혜
왕은 이 군중의 웃음을 멈추게 하고「제공등은 저 모양을 보고 웃지만, 저 
맹인들과 오십 보 백보로 별로 다를 것이 업슬줄 안다. 같은 사람으로 얼골
이 다 각각 다른 것과 같치 신체의 美醜强弱, 마음의 善惡邪正, 감정의 冷
溫厚薄 모다 사람을 딸아서 천태만상이다. 엇재서 이와 같치 다른 가를 아
는 사람은 땅 우에는 하나도 업슬 것이다.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자기의 자
신 전체를 실로 아는 사람도 역시 적을 것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일이야 
더욱 알겟느냐. 제공들은 무지한 맹인을 조소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무지를 
깊이 반성하야야 한다. 나는 항상 반성하야 왕자의 성덕을 수양하고 지□을 
기우려 될 수 잇는대로 인정을 베풀 것만 지금 말한 것과 같치 여러 사람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인정 밑에 잇는 蒼生도 非難을 말하는 자가 
잇는 것이다. 다들 알앗느냐」하고, 특히 아까 그 대신을 엄숙하게 바라보
앗다. 滿庭의 군신들은 박수를 하며「참 지혜왕이시다」하고 찬미의 성
을 들날렷다.239) 

   자칭 지혜왕은 어느 날 비웃기 좋아하는 대신의 도전을 받았다. 지혜왕이 하
는 일이라면 모든 백성이 만족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백성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이유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혜왕은 왕도에 있는 모든 맹인
을 모아 놓고 코끼리를 만지게 시켰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239) 심의린,「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1 지도례」,『한글』3권1호, 1935,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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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왕은 거기에 모인 많은 대신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는 없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도 적다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 경험이라는 것이 맹인과 같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우의적으로 설파한 것
이다. 심의린이 직접 지혜왕의 원문까지 찾아서 교안에 넣은 것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원문이 지닌 문학성을 통해서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
고 있는 무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심의린이 동화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기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실제 교
육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당대에 필요한 지식과 경
험을 ‘완고한 인물’과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통해서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실연동화에서 조선의 이야기가 확실하면서 개작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작품
이 바로 ｢귀 큰 님금｣이다. 이 이야기는 신라 경문왕에 대한 이야기로 삼국유사
에 전한다. 김현룡은 이 이야기를 ‘국왕경계’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240) 
실제 경문왕이 국선이 되었을 때는 매우 촉망받는 인물이었으나, 왕위에 오른 후 
그의 정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이러한 비판적 이야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
는 관점이다. ｢귀 큰 님금｣의 초기 이야기인 ｢경문대왕｣중 귀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이다. 
  

일찍이 왕의 침전(寢殿)에는 날마다 저녁만 되면 수많은 뱀들이 모여들
었다. 궁인(宮人)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이를 쫓아내려 했으나 왕은 말했
다. “내게 만일 뱀이 없으면 편하게 잘 수가 없으니 쫓지 말라.” 왕이 잘 때
에는 언제나 뱀이 혀를 내밀어 온 가슴을 덮고 있었다. 

 왕위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되었는데 왕후
와 궁인들은 모두 이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복두장(幞頭匠) 한 사람만은 이 
일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평생 이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죽을 때 도림사(道林寺) 대밭 속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대를 보고 
외쳤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 그런 후로 바람이 불면 대밭에
서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 왕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대를 베어 버리고 그 대신 산수유(山茱萸) 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거기에서는 다만  ‘우리 임금의 귀는 길다’고 하는 소리가 났다
(道林寺는 예전에 서울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숲가에 있었다.)241)

   삼국유사에서 복두장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임금의 비밀을 알고 있다. 

240)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261-264쪽. 
241) 일연지음, 이민수 옮김, ｢제48대 경문대왕｣,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6,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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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고민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없지만, 복두장이가 죽을 때가 되어서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 것은 그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다. 이후, 동화집에 이 이야기가 수록되면서 복두장이의 고민이 전면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옛날 신라국에 경문왕이라는 임금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아주 귀가 길어
서 토끼 귀정도가 아니라, 당나귀 귀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장인
에게 명령해서 두건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일어나 있
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언제나 그 두건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 알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건을 만든 장인
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만약 내 귀가 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
면 네 목숨은 없는 거다.”

하고 장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인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
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어느 때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
을 거라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근질 근질거리던 것을 토해내고 싶어졌습니
다. 그래서 장인은 도림사라는 절의 대나무 숲에 들어가 둘레에 사람이 없
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한껏 큰 목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러고 나서는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놀라서 당장 대나무를 자라버리

시고 그 자리에 산수유라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수유
가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지쳐버려서 그대로 두셨습니

다.242)

   위의 이야기는 마쓰무라 타케오(松村武雄)의 조선편에 소개된 ｢驢馬の耳｣(당
나귀의 귀)이다.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장인(匠人)에게 
자신의 귀가 길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만일 말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

242) 마쓰무라 타케오(松村武雄), ｢驢馬の耳｣, 日本童話集-朝鮮, 1924, 749-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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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박했다. 장인은 평생 임금의 비밀을 지켰고,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결국, 임금이 죽일 것이라는 위협이 장인이 비밀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장인이 병에 걸리면서 임금이 가한 협박은 큰 의
미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임금이 죽이지 않아도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기 때
문에 임금의 협박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이 순간, 장인은 임금의 협박에서 벗어
나 자유롭게 비밀을 토로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쓰무라 타케오
(松村武雄)의 이야기에서도 장인의 심리 상태의 변화와 과정이 흥미 있게 전개
되었다.
   다음은 1926년 6월 10일 신문에 발표된 정홍교(丁洪敎: 1903-1978)의 동
화이다. 

조선 신라적에 경문왕이라는 임검님이 게시엿슴니다 임검님은 다른 사람
보다도 귀가 퍽도 크시엿슴니다 톡기의 귀보다도 크시엿스며 당나귀의귀보
다도 크시엿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검님은 모든 신하들을 보시기가 북그러워 
신생각이 나서서 가만히 한 사람의 신하를 식키시여서 머리의 쓰시는 수건 
하나를 만들게 하섯슴니다

그래서 임검님은 그 수건을 머리에 쓰시고 날마다 날마다 신하를 거나리
시고 정치를 하여 나가섯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임검님 엽헤서 모시고 여러 
가지 나라일을 의론하는 신하들도 임검님의 귀가 크신 줄은 아모도 몰낫다
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는 사람이라고는 임검님의 수건 만든 신하박게 아
는 사람은 업섯슴니다

그래서 임검님은 그 신하를 불으시고 말슴하시기를
“네가 만일 나의 귀가 큰 것을 세상 사람에게 말하엿다가는 용서업시 목

을 잘나 죽일터이다”하셧슴으로 그 수건을 만든 신하는 죽을가바 무서워서 
아모에게도 말하지 못하엿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멧해지내인 뒤에 그 수건을 
만든 신하는 병이 들게 되엿슴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약을 썻지만은 살
아날 여망이 업섯는고로 그 신하는 몰내 대나무 밧흐로 뛰여들어가서

“임검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다”
하고 죽엇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바람이 불때마다 대나무의 입사귀 소리가 
“임검님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시다”
하는 소리와 갓함슴니다 그럼으로 임검님은 크게 화가 나시여서 대나무

를 한나도 남기지 안하시고 베인 뒤에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전부 심엇다고 
함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는 전과 가치

“임검님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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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리가 낫다고 함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점점 경문왕의 귀가 큼을 
모드 알게 되엿다고 함니다.243)

   정홍교의 동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임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
두장이가 아니라 신하라는 점이다. 신하는 임금의 비밀을 폭로했을 때,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말을 못하다가 병이 들었다. 그 병에는 백약이 무효하였고 살 가망
이 없었다. 신하는 대나무 밭으로 달려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의 귀보다도 크
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죽었다. 경문왕의 이야기를 동화로 사용하는 작가들은 
비밀을 아는 인물로 복두장이를 내세우고 그들의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심의린의 ｢귀 큰 님금｣은 복두장이가 아닌 새로운 직업인 이발업자를 내세웠
다. 

  님금님서는 머리는 가야 하실 터인대, 생각다 못하야, 조치 못한 
를 내셧습니다. 그것은 달은 것이 아니라,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머리를 
긴 후에는 죽여 버리겟다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머리만 자라시면, 이발업자를 불너다가 깁흔 방 속
에서 몰내 머리를 기시고, 고만 그 귀 큰 소문이 날가봐 곳 독약을 주셔
서 먹고 죽게 하십니다. 이와 갓치 이발업자들은 님금님 머리만 고나면 
죽는 닭에, 차차 이 말이 왼 나라에 소문이 나서, 모다 님금님 머리를 
을 차레가 돌아 올 가봐, 걱정들을 합니다.244)

   1926년에 발표한 정홍교의 동화에서 이전의 복두장이는 측근의 신하로 바뀌
었다. 심의린의 동화에서는 모자나 수건을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 ‘이발업자’ 이다. 1895년(고종32) 일본의 강요로 고종이 먼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고, 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告示)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가위를 들
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하였다. 조선에서는 ‘신체
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
발(頭髮)을 자를 수 없다”고 분개하여 단발령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상황
에서 ‘이발업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직업으로 근대에 새로 생겨났다. 심의
린은 임금의 비밀을 간직한 인물로 모자를 만드는 장인이나 측근의 신하가 아닌 
‘이발업자’로 바꾸었다. 
243) 뎡홍교, ｢경문왕의 귀｣, 동아일보 1926.6.10.
244)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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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발업자 중에 매우 가엽슨 사람 하나가 잇섯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살 에 자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나무셔서 저를 
길너주시는대 집이 엇지 가난하든지 겨우 바누질 품이나 팔아서, 그 어든 
돈으로 좁쌀이나 사다가 죽을 쑤어먹고, 단베를 주려가며, 치운 면 옷 하
나 나무 하나가 넉넉지 못해서, 늘 한 세월을 보지 못하고 지내왓습니
다. 이와갓치 과부가 된 어머니는 이로 말할 수 업는 고생을 하야가면서도, 
단지 락으로 아는 것은, 저 하나를 잘 길너서, 나종에 뉘나볼까 하고 살아
오신 것입니다. 그리케 지내오기를 몃 해전지하고 오늘날 와서는 자긔가 
겨우 이발업이라는 영업을 하게 되엿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자긔 어머니
서는, 늙으셔서 년세가 팔십이나 되시고, 자긔가 벌어다 들이는 것을 잡
수시며 모자가 서로 의탁을 하고, 전에 고생하든 얘기를 해 가며 지내갑니
다.245) 

   심의린은 근대 직업과 자본에 대한 인식으로 ｢귀 큰 님금｣에서 ‘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산에서 나무하고 논에서 곡식을 길러 먹던 생활에서 ‘기술’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근대적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동화
에 새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을 담아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심의린은 동화 
안에 근대의 직업이나 신문물을 넣어 어린이에게 근대적 가치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이오성」도 근대적 가치관인 자본과 저축
이라는 개념을 옛이야기를 통해서 재구성하였다. 이 이야기는 ‘이오성’이 지닌 문
제 해결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4.2.2. 어린이의 문제해결력 강화에서 집중적으
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 살펴볼 작품은 1933년 11월 18일 라디오에 방송된 ｢욕심쟁이｣이다. 

어 넓은 들판 한 가운데 썩 조흔 논이 잇섯는대 주인은 마을의 구장이
엇습니다. 그 구장은 우으로 아들 하나와 아래로  하나를 두엇는대 아들
은 욕심쟁이 은 마음이 착하엿습니다. 그 아들이 집안 살림을 마터 보게 
되자 어케 심술 굿게 구럿든지 이웃사람들이 백이다 못 해 다른 데로 죄
다 이사를 가 버릴 지경이엇습니다. 어 해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에는 곡식이 안 되엿지만 그의 논은 원체 좋은 논이엇슴으로 역시 전과 가
티 곡식이 잘 됏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밥 빌러 갓스나 
그는 조곰도 도와주지 안엇습니다. 어 폭풍우가 심한 날 웬 늙은 영감 하
나 이 길을 가다가 그의 집에 들어섯습니다. 마츰 그는 업섯고 누이동생만

245) 심의린, ｢귀 큰 님금｣,『실연동화』,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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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잇섯는대 누이동생은 늙은 영감에게 밥도 주고 친절히 대접을 햇습니다. 

그가 도라와 보니 이런 일이 잇섯겟지요. 그래서 그는 누이동생을 몹시 
렷습니다. 그 늙은 영감은 자긔 집으로 도라가서 쌀을 준다고 하며 사례를 
햇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는 러 갓습니다. 거기서 흉년이라고 어 자선
가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 줌으로 욕심쟁이는 그것지 바더 가지고 도라
왓습니다. 집에 도라와 그 쌀을 광에 가저다 두려고 본 즉 광안에 잇던 쌀
이 죄다 없서젓겟지오. 먼저 자선가가 나눠준 것이 욕심쟁이네 쌀이엿습
니다. 그래 욕심쟁이는 누이 동생을 렷습니다. 그 , 그 집에서 갑작히 
불이 이러낫습니다. 아왓던 영감이 달려와서 누이동생을 구해주엇스나 
욕심쟁이는 내버려 두엇습니다. 그래 욕심쟁이도 희개하고 영감에게 구조
되어 조흔 사람이 되엿습니다.()246)

   심의린의 ｢욕심쟁이｣는 조선이야기 ｢장자못｣과 연관성이 깊다. 실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르지만 대결 구도나 서사구조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장자못 이야기와 욕심쟁이 동화의 등장인물 역할 비교 

   ｢장자못｣이야기에서 장자와 며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스님이 이들을 시
험하고 있다. ｢욕심쟁이｣에서 장자와 며느리의 관계는 아들과 딸이라는 남매 관
계로 형성되어 어린이가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점
과 이들을 시험하는 존재자가 있다는 인물 관계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옛이야기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라디오 동화인 ｢욕심쟁
이｣에서 일어난 변화는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보여준 것보다 창작에 
가까워지고 있다. 
   방정환이 처음 외국 동화의 번안을 시작한 이후에, 창작 활동으로 나아간 전
례처럼 심의린도 유사한 과정을 밟아갔다. 1단계 조선동화대집, 2단계 실연동
화, 3단계 라디오 동화로 점진적으로 개작이 많아졌다. 주인공의 변화에서 시작
된 개작은 서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까지 이르렀
다.  

246) 심의린, ｢욕심쟁이(방송동화)｣, 동아일보, 1933.11.18. 

등장인물 역할 장자못 욕심쟁이
욕심이 많은 인물 장자 구장 아들
착한 인물 며느리 구장 딸
시험하는 인물 스님 늙은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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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못｣과 ｢욕심쟁이｣ 서사 비교

   
   ｢장자못｣이야기는 ‘금기’가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된 추동력이었다면, 라디오 
동화 ｢욕심쟁이｣는 ‘금기’가 동생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어떤 마을의 구장
은 좋은 논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구장은 지금의 마을 이장 정도에 해당
된다. 구장이 집안 살림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들이 심술궂게 행동하여 이웃 
마을사람들이 이사를 갔다. 이러한 정황상, 마을 구장이 집안 살림을 할 때까지
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평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 구장은 한 마을을 이끌
어나가는 지도자이면서 함께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거
나 빌려주는 형태로 이웃과 공존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
당한다. 하지만, 아들이 부잣집의 살림을 도맡게 된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웃 
주민들이 부잣집에서 곡식을 빌리거나 얻는 행위가 어려워지게 되고 수난이 심
해져서 다른 마을로 이주해 가게 되었다. 마을 구장이 욕심쟁이라면, 그의 딸은 
매우 착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딸은 오빠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을 때 집에 
찾아온 늙은이에게 밥을 대접하여 보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안 
아들은 동생을 심하게 때렸다. 아들이 동생을 심하게 때렸다는 것은 노인에게 밥
을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친절하게 대접했다는 것에 대한 응징이었

장자못 욕심쟁이
1 옛날에 인색한 장자가 살았다. 마을 구장의 아들이 욕심쟁이였다.
2 어느 날 도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왔다.
3 장자가 도승을 내쫓았다. 욕심쟁이는 집에 없었다. 
4 장자의 며느리가 장자 몰래 쌀을 퍼 주

었다. 
욕심쟁이의 누이동생이 노인에게 밥
을 주고 잘 대접했다.

5
도승이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 피신하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욕심쟁이가 동생을 매질하자, 노인이 
욕심쟁이에게 사례를 하겠다며 집으
로 데리고 가서 곡식을 주었다. 

6 도승을 따라가던 며느리가 땅이 꺼지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봐서 돌이 되었다. 

욕심쟁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
의 집안의 광이 텅 비어있어, 동생을 
매질하였다.  

7 장자의 집은 물에 잠겨 못이 되었다. 
욕심쟁이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노
인이 와서 동생을 구해주고, 욕심쟁
이는 그냥 두었다. 

8 욕심쟁이도 회개하고 영감에게 구조
되어 좋은 사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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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동생이 집에 찾아온 걸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또 매질을 당
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동을 목격한 노인은 욕심쟁이 
아들에게 사례를 하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만 더 얻고 싶은 욕심에 노인을 따라 나선다. 노인은 어떤 자선가가 준 것이
라면서 욕심쟁이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아들은 동생이 없앤 집안의 쌀을 획
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광에 곡식을 넣으려고 보니 곡식이 하나도 없다. 노인이 
술수를 불려 욕심쟁이의 광에 있는 곡식을 모두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
누어준 것이다. 이 상황을 목격한 아들은 이 모든 일이 동생이 노인에게 밥을 주
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의 자산이 모두 소실된 것이라고 보고 동생을 심하게 
매질하였다. 
   오빠의 행위는 여동생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노인에게 밥을 
대접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는 그 노인이 집안의 자산을 모두 소진시켰다는 이유
로 여동생을 때렸다. ｢욕심쟁이｣에서는 금기 대신 여동생에 대한 폭력이 가해졌
다. 오빠는 곡식이 없어질 때마다, 그 탓을 여동생에게 돌렸고 그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스님이 며느리에게 돌아보지 말 것을 금기로 주었을 때, 그 금기를 어
긴 며느리가 돌이 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빠는 동생에게 곡식
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동생은 오빠가 제시한 금기를 어겼고 이에 대해서 오빠
는 동생에게 폭력으로 대응하였다. 오빠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생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위협은 곧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적 증거물은 동화에서 그대로 작
동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돌이 되었다는 것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는 화소로 폭력
이 사용되었다. 폭력은 돌이 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인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하
기 때문이다. 
   ｢장자못｣에서 스님의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돌이 되고, 집안이 물속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욕심쟁이｣에게 금기를 어긴 동생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집에 불이 났고 그 위험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노인이었다. 동생이 불 속에
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점은「장자못｣이 돈만 아는 장자와 금기를 어긴 며느
리까지 죽이는 것과 다르다. 더 나아가서 ｢욕심쟁이｣에서 노인은 불 속에서 여동
생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쟁이 오빠까지 구해내서 회개하게 만든다. 권선
(勸善)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준다. 오빠가 동생에게 가한 폭력처럼 노인이 
오빠를 폭력적으로 대했다면, 오빠는 회개할 수 없었다. 노인이 오빠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오빠는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었다. 전설이 인간의 잘
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과 달리 동화는 이러한 서사의 폭력성을 ‘용서’로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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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장자못｣에 기반한 욕심쟁이를 심의린만의 방법으로 새롭
게 창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린만의 창작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장
자못｣을 수용한 다른 동화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자루를 이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요하
고 비단 치마에 쌀을 내어 주엇슴니다. 그러닛가 그 로인은 고개를 돌니며 
이얘 그것이무엇이냐하고 무럿슴니다. 이것은 쌀이야요 그 자루에 든 
것은 벼가 안이고 저...저...말이야요 우리 아버지가 맘이 악독해서 그
러한 낫븐 일을 하엿스니 용서하시고 이 쌀을 가지고 가십시요하며 눈물이 
글성글성하면서 숨차게 말하엿슴니다. 로인은 그 말을 듯고 고개를 덕
덕 하드니 응 너야말노 기특한 아해로다....내가 엇지 이 자루에 든 말
을 모를 리가 잇느냐 그러나 이 얘야...대관절 급한 일이 잇스니 나와 가티 
가자...여긔서 우물물하면 너도 큰 일 난다 만일에 여긔 잇다가는 지금 
당장 큰 화근이 생길 것이니 속히 나를 러 오너라.하고는 다정하게 아가
씨의 손을 잡고 급한 거름으로 작고 걸어갓슴니다. 아가씨는 엇전 영문을 
모르고 따라가노라닛가 얼마 가지 못하여 별안간에 뒤에서 텬디가 놉는 
것과 가튼 큰소리가 낫슴니다. 그래 아가씨는 작놀라 도라다보다가 그게 
왼일이겟슴닛가 가티 오든 그 로인도 간 곳 업고 그 크나큰 궁궐가튼 자긔 
집도 간 곳 업고 집잇든 자리에는 난대업는 싯퍼런 물이 큰 연못가티 갓득 
차-잇섯습니다. 전주에 쟝재 연못은 지금도 잇난대 그 연못에 고나한 전설
을 동화로 써 온 것 임니다.247)

   전설동화 ｢장재연못｣에서 딸과 아버지라는 부녀 관계가 등장하고, 이들을 시
험하는 노인이 등장한다. 옛이야기에서처럼 쌀을 준 딸과 그것을 말똥으로 바꾼 
아버지를 보고, 노인은 이 집안에 닥칠 재앙을 딸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노인과 
함께 가던 딸은 뒤에서 천둥벼락이 치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집이 
못에 잠긴 것을 알게 된다. 주된 서사 구조가 옛이야기와 동화가 동일하게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동화에 비해 심의린의 ｢욕심쟁이｣는 새로운 창작에 가깝게 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욕심’으로 쌓아올린 재산이 오히려 집안의 몰
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집안이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끝
이 나는 옛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여 인간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
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완고한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어린이가 

247) 강우촌(姜雨村), 전설동화 ｢장재연못｣, 어린이 2권7호, 1924,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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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야 할 가치로 당대적 가치관인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전체를 
대해는 경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할 것을 강조
하였다. 실연동화 ｢귀 큰 님금｣에서 가난한 효자는 이발업이라는 새로운 직업
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이 자신의 신체
적 결함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더 현명
한 임금이 되는 길임을 가르쳐 주었다. 라디오 동화 ｢욕심쟁이｣에서 인간의 끝없
는 욕망이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듯 심의린은 옛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옛이야
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
을 주는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의린이 옛이야기를 통해서 조
선어 교육 강화에 힘쓴 것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옛이야기를 
재구성한 동화는 실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이라는 지극힌 현실적인 인식을 
담아내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다. 

4.2.2.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 
   심의린은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의 일환으로 인간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서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를 강화시켰다. 
옛이야기에서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는 오성과 한음, 막동
이, 나이 어린 원님, 도적 잡은 아이, 원님 놀이 하는 아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심의린은 옛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선택하여 동화집에 수록하였다. 
   

 조선동화대집: ｢이오성｣, ｢소년군수｣, ｢군수와 소아｣, ｢돌둑겁이｣,
 ｢반사람｣, ｢로부를 내다버린 자｣, ｢천도 어든 효자｣, ｢같은 재조｣
 실연동화: ｢만길의 원수｣, ｢삼남의 비행선｣

   조선동화대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대체로 옛이야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
는 작품들을 심의린식으로 개작하였다. 반면에 실연동화는 심의린만의 새로운 
동화라고 할 수 있다. 몇 개의 개별적인 작품의 개작 양상을 통해서 심의린이 어
린이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85 -

   ｢이오성｣에서 어린 시절 오성은 장난이 심한 아이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끈기
와 결단성이 있는 아이였다. 옛이야기와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양상을 비교해 
보면 심의린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옛이야기 ｢오성과 대장장이｣에서 오성은 대장장이를 골려먹기 위해서 대
갈250)을 하나씩 숨겨왔다. 대장장이가 오성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오성이 앉을 자
리에 뜨거운 징을 두어 오성이 엉덩이를 데였다. 오성은 화가 나서 대장장이에게 
살구 속에 똥을 넣어 먹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성은 대장장이를 도와주려고 
몰래 징을 가져와서 주려고 했다고 자백했다. 오성은 비록 개구쟁이지만 대장장
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런데 대장장이
는 오성의 뜻도 모르고 오성을 골려주기 위해서 뜨거운 징을 놓았고 화가 난 오
성에게 봉변을 당했다. 
   심의린 동화에서 오성은 대장장이에게 모아둔 대갈을 한꺼번에 주면서 ‘한 자
본’이라고 언급하였다. 대장장이는 10년 동안 일을 했지만 먹고사는 일에 급급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오성은 대장장이 일터에서 대갈을 하나씩 가지고 왔
고 대장장이 역시 오성이 대갈을 한 두 개씩 가져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
았다. 대갈 한 두 개 정도 없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오
성은 대장장이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동안 모아 놓은 

248) 임석재, ｢오성과 대장장이｣, 한국구전설화 8, 평민사, 1991, 292-293쪽. 
249) 심의린, ｢이오성｣,『조선동화대집』, 47쪽. 
250) 말굽에 편자를 박을 때 쓰는 징을 의미한다. 

    임석재 전집 오성과 대장장이        조선동화대집의 이오성

오성언 이 꼴얼 보고 “양반얼 속이넌 놈
은 똥얼 먹넌 법이니라. 너넌 네 복얼 
니가 못 씨게 힜다. 네 상얼 보니 늙어
서 빌어먹게 생겨서 도와줄라고 너 몰
래 징얼 갖다 모아서 줄라고 힜더니 이
것얼 못 허게 방해힜이니 빌어먹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248)

生覺하되 “어허 내가 作亂으로 집어다 
몬 것이 이처럼 만핫스니, 무엇이든지 
貯蓄하는 것밧게 업구나, 塵合泰山이란 
말이 이것이다.  대갈장이로 말하면, 
하로에 몃 개식 일허버린 것이, 큰 손해
는 업섯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큰 資本
이 된다고 하겟다.” 하며 감탄하얏습니
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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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갈을 모두 주었다. 이를 받은 대장장이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
다. 어느 누구도 하루에 한 두 개의 대갈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자 한 두 개의 대갈은 막대한 힘을 발휘하였다. 
   옛이야기에서 오성은 화가 나서 자신이 대장장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까
지 잊고 대장장이에게 화를 낸다. 심의린 동화 ｢이오성｣에서는 대장장이에게 ‘한 
자본’을 마련해 주고, 앞으로는 ‘저축’을 하면서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심의린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든 저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장장이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오성이 하루에 한 두 개씩 대
장장이의 대갈을 가지고 가서 모아 둔 것이 큰 자본이 되면서 대장장이는 저축
의 소중함을 직접 깨달았다. 
   옛이야기 ｢오성과 대장장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인 ‘복’에 치우쳐 있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원래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복’에 있다는 관점이다. 오성
이 대장장이의 얼굴이 ‘빌어먹을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오성은 양반을 놀렸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 대장장이를 비난한
다. 반면에 심의린 동화 오성은 복이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장장이는 가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
었는데 오성을 통해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가
능하게 한 것은 ‘진합태산(塵合泰山)’이라는 말처럼 저축의 힘이었다. 옛이야기에
서 ‘복’이나 신분상의 문제로 가난은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심의린 동화에 오성이 대장장이에게 준 문제해결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 방법이다. 
   심의린 동화 ｢돌둑겁이｣에서 보여주는 현실성은 무엇일까. 초기의 민담 형태
로 볼 수 있는 1910년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朝鮮物語集에서 아이의 스
승은 여자종을 혼자 사모하였다.  

옛날 양반집에 살면서 가정교사로 지냈던 학자가 있었다.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쓸쓸하게 지냈기 때문에 양반집의 여자 종이 첫 눈에 반했다. 그
래서 좋아하게 되었다. 선생님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좋아하는 기색을 
보냈는데 여자 종이 무시했다. 그래서 어떨 때 제자가 좀 장난을 하고 선생
님에게 야단을 맞아서 매를 때리려고 했는데 용서를 해 주면 보답으로 종의 
여자를 연결시켜 주겠다.251)

251)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가짜 명인｣, 朝鮮物語集, 日韓書房,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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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조선물어집에서 선생님은 여자종을 탐내다 망신당하는 이야기이다. 
스승은 여자종을 탐하고 이를 눈치 챈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혼날 것을 면해 주는 대가로 여자종이 스승에게 복종하게 하는 상황을 꾸민다. 
이것이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기록에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는 조선
동화집에서나 이후의 동화에서 스승의 경제적 궁핍으로 개작된다. 스승이 옷이
나 음식이 변변하지 못하여 계집종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자 제자가 스승을 위해
서 계책을 꾸민다. 계집종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그것을 스승이 해결하여 계집종
이 스승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전된다. 심의린 ｢돌둑겁이｣는 스승
이 아닌 친구의 경제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너도 아는 바와 갓치 나의 父親부친 서 이 洞里동리 에서는 第一제일 有力유력 한 處地처지 니, 

너의 卜術복술 이 神奇신기 하다고 所聞소문 을 낼 것 갓흐면, 네게로 問卜문복 하러 오는 사람
이 작고 모여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면 次次차차  살 道理도리 가 잇슬 것이 안이
냐.하고 說明설명 하야 주엇습니다.

둑겁이가 大驚대경 하며 내가 백판 아모 것도 알지 못하는대 그러케 되고 보
면, 뒷일을 엇지 담당한다는 말이냐하고 拒絶거절 하랴 하얏습니다.

돌이 웃으며 얘 그것은 조곰도 念慮염려 하지 마라. 占冊점책  몃 卷권 만 사다가 노
코 틈틈이 닑으면 될 것이 안이냐. 그리고 나도 너와 갓치 助力조력 하겟다. 두 
말 말고 나하라는대로만 하야라.하고 아리켜 주엇습니다.252)

   심의린의 ｢돌둑겁이｣는 결말의 말처럼 운으로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돌이는 두꺼비의 궁핍함을 해소하기 위해 몰래 아버지의 물건을 감추었고 점술
가 노릇을 하라고 시켰다. 다른 이야기들에서 돌이가 처음에 아버지의 물건을 숨
기고 찾아서 큰 보답을 받고,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애초부터 돌이는 꾸며진 복술가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런
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돌이 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252) 심의린, ｢돌둑겁이｣,『조선동화대집』,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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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둑겁이는 占冊점책 을 가지고 눈치잇게 그럭저럭 지내가매, 自然자연  生活생활 도 
넉넉하게 되고 卜術복술 도 漸漸점점 熟達숙달 하야져서, 朝鮮조선 內내 에 所聞소문 이 藉藉자자 할 더러 
外國외국 에지 알게 되엿습니다.253)

  
   심의린의 동화에서 돌이와 두꺼비가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
술책으로 꾸준히 공부하여 궁핍함을 해결하고 조선과 외국에까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이전까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
던 사정과 달리, 돌이와 두꺼비가 점술공부를 통한 경제 활동으로 궁핍함에서 벗
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 주인공들의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洗手세수 를 합니다. 그 에 난데업는 구멍 어진 버들닙사
귀 하나가 바람에 날녀와서 물 우에 어졋습니다.

둑겁이가 이것을 보고 精神정신 업시 말하기를 柳孔葉류공엽 이로구나.하얏습니다. 

그런대 졍말 玉璽옥새 를 가저간 놈의 姓名성명 이 柳孔葉류공엽 입니다.254) 

   하지만 중국 황제의 옥새를 찾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두꺼비는 중국 
황제에게 불려갔지만 뾰쪽한 방책이 없어서 백 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
다. 그리고 구십구일 되던 날, 우연히 날라 온 나뭇잎 하나를 보고 중얼거린 것
이 범인의 이름과 일치했다. 주인공이 고민을 거듭하는 사이에 일어난 어떤 현상
에 착안하여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범인의 이름이다. 도둑은 점술가가 
자신을 지목하는 줄 알고 놀라서 자백하여 옥새를 찾게 된다. 
   두꺼비나 스승이 낯선 중국에서 옥새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범
인과의 대결에서 두꺼비나 스승이 침착하게 문제에 집중한 결과이다. 처음 문제
에 직면했을 때, 두꺼비나 스승은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황제에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는 시간 안에 
조선에서 날아온 두꺼비나 스승은 자의든 타의든 만들어진 소문으로 이미 명점
가가 되었다. 도둑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조선에서 온 명인이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범인이 직접 명인의 처소를 방문하게 했

253) 심의린, ｢돌둑겁이｣,『조선동화대집』, 125쪽. 
254) 심의린, 위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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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범인은 명인이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말에도 곧바로 반응하였다. 
   두꺼비가 문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에 빠지기
도 하지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 사물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면
모가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이유는 세수를 하다가 구멍 난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언어로 발화시
켰고, 그것이 범인의 이름과 동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운에 
따라서 우연히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 돌이와 두꺼비가 만들어낸 명점가라
는 소문으로 범인을 공포에 휩싸여 스스로 돌이와 개구리를 찾아 가게 하는 것
은 그들의 잘 짜여 진 지략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냉
정한 통찰을 통해서 범인의 자백을 받아낸 결과물이다. 
   특히 심의린의 동화에서 돌이와 둑겁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친구
를 위해 우정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점술공부’라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
서 문제를 해결하여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오성｣에서 
오성이 저축을 통해서 대장장이의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돌둑겁이｣는 
‘점술가’가 되는 공부와 잘 짜여 진 계획를 통해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게 되
었다. 이처럼 심의린은 개인의 문제를 우연, 운, 점복과 같은 요소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돌둑겁이｣는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되고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에서도 구연
되었다. ｢이오성｣은 비록 심의린은 아니지만 이원규의 라디오 동화에서 조선동
화대집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구연하였다. ｢돌둑겁이｣와 ｢이오성｣이 지닌 
문제 해결력과 이야기의 재미가 라디오 동화에까지 지속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서 조선의 아이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진취성과 능동적인 자세를 배우고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돌둑겁이｣의 무대가 조선에 머물지 않고 중국으로 확장되어 조선의 아
이들이 세상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다. 중국의 유명한 
명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조선의 아이들이 풀어냄으로써 아이들이 지닌 
지혜와 힘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이 강화되는 양상은 뒤에 서술할 
모험 서사와도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어린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것은 모험서사에
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이오성｣과 ｢돌둑겁이｣가 경제적인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어린이의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었다면 다음은 효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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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 어든 효자｣에서 효자는 부친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의사도 찾아가서 
약을 지어 먹었지만 부친이 차도가 없자,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산에 
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다. 

하로는 祈禱기도 를 들이고 돌아가랴한즉 갑자기 바람이 불드니 瀑布폭포  위로부
터 大端대단 히 異常이상 한 衣服의복 이 날나와서 압헤 어졋습니다. 무슨 옷인지 알 수 
업스나 模樣모양 이 곱고 光彩광채 가 나며 香氣향기 로운 냄새가 코에 振動진동 함으로, 집어들
고 生覺생각 하되 그 옷이야 異常이상 도 하다. 必是필시  上流상류 에서 엇던 사람이 와서 
沐浴목욕 을 하느라고 벗어노흔 옷이 바람에 날나왔나보다. 닐허 버린 사람이 오
작 애를 쓰겟느냐. 어서 밧비 主人주인 을 차자 주어야 하겟다.하고 그 瀑布폭포  위
로 차자 올나 갓습니다.255)

   효자는 기도를 드리던 중 바람에 날아 온 옷을 주워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주려고 노력했다. 그 옷은 선녀의 것이었는데, 효자가 선녀의 옷을 찾아주자 선
녀는 보답으로 소원을 물어 보았다. 

暫時잠시 라도 親患친환 의 걱정을 닛지 안튼 兒孩아해 는 별 말심을 다 하십니다. 그 
만일에 그처럼 致謝치사 하시니 도로혀 不安불안 하옵니다. 그러나 老父노부 의 病勢병세 가 
危重위중 하와 恨한 이 되오니, 神藥신약 이 잇삽거든 가릇쳐 주십시오. 萬若만약  저의 父親부친

이 回春회춘 하게만 하야주시면, 저 亦是역시  仙女선녀 의 恩惠은혜 를 暫時잠시 라도 닛지 안켓습니
다.하고 所願소원 을 말하얏습니다. 

   효자는 부친의 병환을 염려하여 신약(神藥)을 원했고, 선녀는 효자의 소원을 
들어주어 천도(天桃) 두 개를 주었다. 효자는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의 중
병이 완쾌되었다. 이러한 효자의 행동에 대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마무리
를 지었다. 치료나 약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나을 수 없었던 부친의 병이 효자
의 지극정성으로 완치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초월적 존재
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효자의 정성이
었다. 만일 효자가 산 속에 가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선녀의 옷을 바로 찾
255) 심의린, ｢천도 어든 효자｣,『조선동화대집』,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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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지 않았다면, 부친의 병을 낫게 하는 신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친의 병을 완쾌시키는 데는 효자의 정성이 가장 절대적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갑득이의 이야기가 있다. 무도하고 불측한 아
들은 아버지가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병이 나서 방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맛있는 음식만을 찾는다는 이유로 가난한 살림에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를 자신의 아들인 갑득이에게 
시켰다.  

甲갑 得득 이가 아비의 擧動거동 을 보니, 긔가 막히고도 慘酷참혹 하야 무엇이라 할 수 
업스나, 敢감 히 挽留만류 치도 못하고 속으로 生覺생각 하되 아마 父親부친 서 換腸환장 을 하
신 것이다. 아무럿튼지 지고 가서 別별 로히 계책이나 내여 보겟다하고 지게
를 지고 이러나서, 門문 밧글 나갓습니다. 하라비는 이 模樣모양 을 보드니, 지게 
우에서 大聲痛哭대성통곡 을 하면서 이놈들아, 世上세상  天地천지 에 이런 怪變괴변 이 어듸 잇느
냐.  너의들을 養育양육 하야 이 地境지경 을 當당 할 줄 누가 알앗단 말이냐. 몹쓸 놈들
아, 그리 말고 이 자리에서 어서 어서 죽여다고.하고 恨歎한탄 을 하얏습니다. 

甲갑 得득 이가 여보십시오 하라버지. 安心안심 하시고 우지 마십시오. 남 붓그럽소
이다. 아비가 暫時잠시  換腸환장 이 되어서 그러하오니 容恕용서 하시고 조용히 남 몰으게 
가시면, 조흔 道理도리 가 잇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와 도로 모셔
올 터이오니 긋치 십시오.하고 哀애 恭공 히 빌어서 울음을 긋치게 하고 江邊강변 으
로 나갓습니다.256)

   갑득이는 느닷없는 아버지의 요구에 대성통곡하는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아
버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응할만한 계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한다. 

아비가 房방 문을 열고 내다보며 너 나 하라는대로 하고 왓느냐.하고 뭇다
가, 지게 매다는 것을 보고 窒塞질색 을 하야 말하되 그 지게지 내버리고 오
라 하얏드니, 엇지하야 도로 가지고 와서 거긔다가 매다느냐. 니 내다가 
벌이고 오나라.하고 지젓습니다.

256) 심의린, ｢노부를 내다 버린 자｣,『조선동화대집』,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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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갑 得득 이 對答대답 이 이 다음에  쓸 것을 空然공연 히 내다버려요.하얏드니 아비
가 무엇에 쓴단 말이냐.하고 물엇습니다. 甲갑 得득 은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고 병들거든 이 지게로 저다가 벌릴녀고 가저왓습니다.하고 對答대답 을 하
얏습니다. 257)

   갑득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세운 계책은 바로 아버지가 사용한 지게를 후일을 
위해 집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지게를 모두 버리고 오라고 
했지만, 갑득이는 아버지도 후일 늙고 병들면 아들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아버지의 논리대로 하자면, 현
재 할아버지는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여 버려졌다. 그렇다면, 이후에 아버지 자신 
역시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갑득이는 이러한 아버지의 
논리대로 아버지를 대했고, 결국 아버지는 후일 자신도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모셔올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조선동화집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산 속에 버
려두고 오는 길에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와서 아버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담당했
다. 심의린 동화에서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할아버지를 강변
에 버리고, 통곡하는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아버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아이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아이가 
집으로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와서 아버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동
일하지만 이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
하는 것은 심의린 동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변모하였다. 
   실연동화의 ｢만길의 원수｣는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외딴 섬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은 굶주림에 곡식이 많은 만길의 집에 쳐들어가서 식량을 내놓으라고 만길의 아
버지와 어머니를 몹시 때려 죽게 만들고 곡식을 빼앗아 갔다. 마을 사람들은 형
제에게 곡식을 더 내놓으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
았다. 이에 만길은 동생과 함께 섬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배에 올랐다. 풍랑으
로 동생은 배에서 떨어지고 만길이만 혼자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
다. 
  

만길이는 일변 조화할 더러, 인제는 큰사람이 되어서 전의 원수도 갑

257) 심의린, ｢노부를 내다 버린 자｣,『조선동화대집』,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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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번 행복스럽게 살아보겟다는 결심이 생겻습니다. 그 부터 애는 남
의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고 어더 먹으며, 틈틈이 공부하기를 시작하얏습
니다. 그래서 밤낫할 것 업시 남의 일도 부즈런히 해 주고,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눈을 뒤집고 글닑기 글씨쓰기를 아조 열심히 하얏습니다.258)

   서울에 도착한 만길은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공부해서 과거에 급
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성공하였다. 만길이가 부모의 죽음 이후에 외딴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길은 도망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인이 사는 섬에 도착하여 거인을 속이고 탈출하여 다시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바다 위에서 상인들을 만나 구조되어 서울까지 이르렀다. 특히, 
거인과의 대결에서 이긴 만길이의 지혜는 높이 살만하다. 

그 에 만길이는 자긔 동생이 그저 살아잇는 줄 알고 달녀들어 부둥켜 
안고 둥글면서 ｢그래 네가 만복이냐. 나는 네 형 만길이다. 네가 죽은 줄만 
알앗드니,  다시 살아서 맛나 보는구나. 이것이 생시냐 굼이냐. 아마 하
나님이 죽여업샛나보다. 나는 지금 그 놈들의 원수를 갑흘냐고 왓든 길이
다. 너를 다시 맛나볼 줄이야. 누가 알앗니.｣하고 일변 옷을 닙힌 뒤에 곳 
그리워하든 동생을 다리고 서울로 와서, 반갑든 눈물, 부모님 생각하는 눈
물, 고생하든 눈물을 서로 흘니며, 그 동안 서로 지내든 얘기를 하야 가며, 
영구히 행복을 누리며 살앗다합니다.259)

   만길이 성공해서 다시 섬으로 돌아갔을 때, 벌거숭이를 하나 만났다. 그 벌거
숭이는 만길이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 만복이었다. 그들은 
다시 만나서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만길이 고난을 극
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이다. 
풍랑을 만났을 때, 거인섬에서 거인의 밥이 될 번한 위기에서, 서울에 도착하여 
심부름을 하면서 어렵게 지낼 때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성과이다. 
   심의린의 동화에서 어린이의 문제 해결 능력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효도하기, 
생명을 지키기 등에서 잘 발현되었다. 가난의 문제는 심의린 동화를 관통하는 주
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당시 사회적 문제였다. 

258) 심의린, ｢만길의 원수｣,『실연동화』, 83쪽.
259) 심의린, 위의 책,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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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적에’라는 관용구에 의해 사건이 불명확한 과거 속에 투영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동화가 전파되는 더 깊은 원인은 동화의 일상적인 현실성
과 삶에 대한 연관성에 있다.260)

   심의린 동화에 나타난 가난, 효, 생명에 대한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이면서 동
시에 현재의 문제이다. 심의린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를 주
인공으로 내세웠다. 어린이들은 주어진 문제에 당황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이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택하고 점술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
였다.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부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극정성을 다
하였다. 늙은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버리려는 아버지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부
모를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는 스스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주경야
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갔다. 
   이처럼 심의린 동화에서 어린이들은 현실적 문제를 실질적인 방법으로 극복
하고 있다. 동화에 나타난 어린이 주인공들의 이러한 실천적인 모습은 동화를 접
하는 당대 어린이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만
길의 원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
을 무릅쓰고 떠나야 하는 모험의 여정도 발생한다.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에
서는 모험을 무릅쓰고 떠난 아이들의 성공담도 보인다. 자신이 처한 문제라는 것
이 자신의 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주를 통해서 해
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린 동화에서 모험을 두려워
하지 않고 떠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2.3. 모험 서사를 통한 도전 정신 부각 
   근대 초기의 학교들은 지리 교육을 통한 계몽과 세계인식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 내부에서는 근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애국계몽과 민중 교화에 힘썼다. 학교 
교육 안에서 원산학사(1883)는 산수, 격치, 농업 등의 실용적 학문과 지리, 외국
어, 법률을 가르쳤다. 육영공원(1885)에서는 독서, 습자, 산학 등과 함께 기초과

260) Lutz Rorlich, Marchen and Wirklichkeit, Stuttgart, 1979, 241쪽.(강민주, ｢그림형
제의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에 반영된 사회상｣, 이화여대 독문과 석사학위논문, 1998, 
11-1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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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지리를 가르쳤다. 특히,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에서 세운 선교계 학교인 
배재학당(1886)에서는 성경, 영어독본, 한문, 영어문법, 수학, 지리, 만국역사, 기
하, 화학, 물리와 지리 교육을 중요시했다. 배재학당에서 설치된 보통과와 만국지
리과에서는 주로 한문, 영어, 만국지지를 가르쳤으며 배재학당에서 민필지를 
지리교과서로 사용261)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교재와 획일적인 정보의 나열로 대
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 학생들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서양
과 다른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실제적 감각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을사조약(1905) 체결 후, 통감부는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지리 
교육과 조선 식민 토치를 위한 기반으로서 교육에 간섭하면서 지리 교육 과정은 
명목만 유지되고 실제 지리수업은 사라지고 말았다. 일제는 1906년 ‘보통학교령’
을 공포하여, 갑오개혁으로 설립된 소학교의 명칭을 보통학교로 바꾸고 수학연한
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통감부는 1909년 실업 학교령을 공포하여 그들이 
부리기에 적당한 저급관리나 기술인을 양성하여 조선인의 질을 떨어뜨리고자 하
였다. 일제는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1908)을 통해 조선인의 민족의식, 주체의식 
등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배제하였으며, 보통학교의 경우 한국의 역사와 지리과목
을 독립교과로 인정하지 않고 일어독본과 국어독본에 포함시켜 교수하도록 하였
다.262)
   근대 초기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모두 지리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을
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을 점차 장악하기 시작한 일제는 조선인의 역사와 지리인
식을 말살시키고자 모두 수업에서 폐지하였다. 
  

｢보통학교령시행규칙｣ 제9조
7. 역사 사적의 대요를 가르치고 국민 발달과 문화의 유래와 인방263)의 

관계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도화, 지도, 표본 등을 나타내고 당시의 실상을 상상하기 쉽도록 하고 특
히 수신지리의 교수사항과 연락되도록 해야 함.

지리역사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국어독본 및 일본어독본에 실린 
바에 따라 교수하기 때문에 독본 중 이들 교수 재료에 관해서는 특히 반복, 

자세히 설명하고 학도가 명확히 기억하도록 힘쓸 것.264)

261) 엄정선, ｢ 소년지의 ｢봉길이 지리공부｣에 나타난 최남선의 지리교육사상｣, 동국대
학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11-12쪽. 

262) 보통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을 없애고, 고등보통학교에서도 일본과 세계의 역사․
지리는 교수하였지만,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263) 인방(隣邦)은 일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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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조선교육령(1911.8-1922.2)에서 정규 수업에서 역사와 지리를 폐지하
고, 이에 대한 교육을 독본 시간에 활용하였다. 이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통한 
세계인식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다. 조선인은 독자적으로 세계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학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
지만,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에게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의 어린이가 조선의 역사
와 지리에 대해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일본의 신민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1920년에 조선교육령을 부분 개정하여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5학년과 6학년에 지리가 교과로서 편제되었다. 심의린이 1914년 
재동보통학교에 부임하였는데, 이 시기의 지리 교육은 국어(일본어)독본과 조선
어독본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국어(일본어)독본과 조선어독본에는 일
본과 조선에 대한 지도와 함께 설명이 담긴 글이 있어 이러한 부분으로 지리교
육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이 재동보통학교 재직 시에 독본을 담당했을 
것이고 지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인지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업
에서 지리적 인식을 함양시킬 수 없지만, 동화 안에서 동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 
설정과 주인공의 모험과 탐험에 관계되는 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으로 보
인다.   
   1911년 간행된 조선어독본권4에는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4편(제4과 조선
의 지세, 제13과 조선의 북경, 제14과 경성, 제18과 평양)이 실려 있다. 전체가 
19과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심의린은 조
선어 교사로서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지리에 대한 교과 내용을 담당하고 학생
들에게 가르쳤다. 다른 동화집과 달린 심의린의 동화에는 지리적 인식이 돋보이
는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현실적인 지리감각을 통한 세계 인식이 동화 속에 어떻
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옛이야기에도 ｢지하국대적퇴치담｣, ｢복 타러 가는 아이｣등 모험과 여행에 대
한 서사가 존재한다.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조선동화’를 모아서 엮은 것
이라고 했지만, 그림동화의 번안이 3편 있었다. 이후 실연동화와 라디오 동화

264) 소학교 심상과 교과목은 ｢時宜에 依하여……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 1科 
혹은 數科를 加하고｣(｢소학교령｣ 1895.7.19, 제8조), 고등과교과목은 ｢본국지리, 본국
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인데, ｢시의에 따라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 1 科 혹은 數
科를 除함을 得함｣(동령 제9조)이라고 되어 있었다. (사노 미치오(佐野通夫),「1910년
대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역사 교육」,『한국독립운동사연구』38, 2011, 354-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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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꾸준히 외국 서사가 동화에 나타난다. 동시대 다른 작가에 비하면, 그 비
중이 높지 않지만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닌 조선과 외국의 서사를 두루 섭렵하
고 조선동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더 의의가 있다. 특히, 도
전과 모험의 서사 전개를 할 때에 외국 서사를 가져왔다. 
   ｢같은 재조｣는 그림동화의 ｢재주가 좋은 네 형제｣를 수용한 작품이다. 가난
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면서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였다. 

[그림동화]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각자의 앞날을 개척하도록 해라. 
외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방법을 찾아라.”265)

[심의린] 얘들아 내가 벌서 나이가 六十육십 이 넘엇스니, 죽을 날이 얼마 안
이 남엇다. 나의 財産재산 을 너의들에게 논아줄녀 한다. 그러나 너의들이 아즉 
하모 才操재조 가 업스니 일로부터 三삼 年년 을 限한 하고 各各각각  달은 곳으로 가서, 제 
各其각기  무슨 才操재조 든지 배워 가지고 오나라. 그러면 내 試驗시험 하야 보고 그 才操재조

를 아 財産재산 을 논하주겟다.266)

   그림동화에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
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스스로 성공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였
다. 심의린본에서 아버지의 계획은 구체적이다. 아버지는 60이 넘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아들들이 변변한 재주 없이 재산만 
받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였다. 그 결과, 3년이라는 시간적 제
한을 두고 무슨 재주든지 배워 오라고 하였다. 이는 심의린이 시종일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심의린은 
우연히 얻게 된 기회나 재산보다는 스스로의 힘인 저축, 절약, 직업을 통해서 경
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들이 배워 온 재주는 다음과 같다. 

265) 그림형제 저, 김열규 옮김,  ｢재주가 좋은 네 형제｣, 어른을 위한 그림형제 동화전
집 , 현대지성사, 2010, 162쪽. 

266) 심의린, ｢같은 재조｣,『조선동화대집』,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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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동화와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의 아들들 재주 비교 

  

역할 그림동화 조선동화대집
첫째 도둑질 훔치는 공부
둘째 점성술(망원경) 알아내는 공부
셋째 사냥술(총) 총노키 공부
넷째 양복장이(바늘) 바느질 연구

   그림동화본과 심의린본에서 네 형제의 재주는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다. 결말
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림동화] “그런데 공주는 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넷이니 의논해서 누가 
공주의 신랑이 될 것인지 정해 오도록 해라.”

그러자 네 형제는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점성가가 말했습
니다.

“만약 공주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 없었 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도둑이 반대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공주를 용 몰래 데려오지 못했다면 네가 알아냈어도 별 볼

일 없었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사냥꾼이 나섰습니다.

“내가 용을 쏘아 맞추지 못했다면 공주만 빼고 모두들 괴물한테 잡아 먹
혔을 거야. 그러니 공주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마지막으로 양복장이도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배를 꿰맞추지 않았다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 거야. 그러니 공주

는 내 신부가 되어야 해.”
“각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공주를 나누어서 줄 수는 없으니 아무

래도 공주와 결혼시킬 수는 없겠다. 대신 내 왕국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네 형제는 그 말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형제는 왕국의 반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

다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267)

267) 그림형제 저, 김열규 옮김, 앞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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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린] 爲先위선  四사 兄弟형제 에서 前後전후 事實사실 을 말하게 하야, 그 功勞공로 의 만코 적은 
것을 比較비교 하야 보시나 누가 더하다 들하다 하기가 얼여움으로, 님을 아무
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나라만 넷에 나누어 주셧습니다. 

이와갓치 四사 兄弟형제 는 恒常항상  더도 들도 안코 압도 뒤도 업시, 和睦화목 하게 서로 
도 잘 살앗다 합니다.268)

   그림동화본과 심의린본의 결론은 같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다. 그림동화본에서 네 형제는 공주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서로 
자신의 재주가 가장 뛰어났다는 자랑을 한다. 하지만, 왕은 재주의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공주를 나눌 수 없어 공주와 결혼 시킬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왕국을 
반으로 나누어 네 형제에게 주었다. 심의린본의 임금은 네 형제의 공로를 나누기 
어려워 딸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나라만 넷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림동화본에
서 ｢재주가 좋은 네 형제｣라는 제목이었지만, 심의린본에서 ｢같은 재조｣라고 
한 것은 네 형제의 재주를 분별하기 어렵고, 그 재주는 각자 독립적인 성격이 아
니라 통합하고 협력했을 때만 힘을 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재주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공주를 구출해 올 수 없다. 그러
므로 심의린본은 그림동화본에 비해 재주가 지닌 통합적 힘에 더 주목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네 형제의 재주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자기가 특별
하다는 자랑부분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연동화의 ｢삼남의 비행선｣은 화방연습 재료 가운데 가장 긴 40분 동안 
이루어지는 장편동화인 만큼 서사가 다양하다. 우선 이 작품의 서사가 그림형제
의 ｢황금거위｣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상관성을 따져볼 수 있다. 당
대 번안동화들이 조선에 많이 유행하고 있던 시점이라 ｢황금 거위｣도 작가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었다. 방정환(몽중인)은 어린이 1권2호(1923.4.1.)에 ｢황금 
거우｣를 실었다. 천도교에서 포덕(布德) 데이에 3일간 기념강연269)(1927)을 하
였는데, 소년문제 강연에서 이정호가 황금거우를 구연하였다. 최수환(崔壽煥)이 
번안한 동화 ｢황금거위｣(1930.3.13./14/17/18)가 매일신보에 4회 연재되었다. 시
기적으로 그림형제의 ｢황금 거위｣를 수용한 순서는 방정환, 심의린, 최수환이다. 
이들 서사의 차이점을 통해서 영향관계와 독창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268) 심의린, ｢같은 재조｣,『조선동화대집』, 174쪽. 
269) 동아일보. 19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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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독일의 유명한 이약이입니다. 어느 싀골 산ㅅ골에 아들 삼형제를 

다리고사는 내외가 잇섯슴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삼형뎨 중에 데일  막내
아들은 약고 하지를 못하고 그저 텬진스럽기만 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를 못난이 텬치라고 우습게 녁이엿습니다.270) 

(심)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늙은이 젊은이 어른 아이 할 것 업시 모다 
비행선만 만들고 보면, 큰 수가 나겟다고 모다 의론이 자자합니다. 그런대 
이 에 저 시골 산두메서 겨우 농사나 지여먹고 아조 가난한 농가 하나가 
잇섯습니다. 그 농가에는 늙은이 내외가 잇는대, 아들 삼형제를 두엇습니
다. 그 중에 맨 헤 망내 아들 일음은 삼남인대 나이가 열다섯 살 입니
다.271)

(최) 녯날녯적 엇던 사람 하나이 아들 삼형제를 다리고 살엇습니다. 맨 
 아들은 삼남이라고 하는데 동리 사람에게 못난이라는 별명을 드럿스며 
우슴거리가 되어서 무슨 일에든지 지는 사람이 되고 말엇습니다.272) 

   (방)은 어린이이 1권에 ｢석냥팔이 소녀｣를 싣고, 2호에서는 ｢황금 거우｣를 
‘자미 잇는 이야기’로 소개하였다. 도입부는 (방)과 (최)의 경우가 원작 그림동화
와 유사하다.  (심)은 제목에서부터 ｢황금 거위｣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서사구조를 따라 가면, 그림형제의 ｢황금 거위｣구조와 동일하다. (심)의 ｢삼남의 
비행선｣에서도 가난한 늙은 내외가 아들 삼형제를 두었고, 그 가운데 막내아들 
이름이 ‘삼남’이고, 나이가 열다섯으로 특정 지어졌다. (방)과 (최)의 ｢황금 거위
｣에서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노인을 만나는 것과 달리 (심)에서는 어떤 나라
의 임금님이 비행선을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은 임금
은 신하들에게 새와 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덧
붙여 임금은 전국에 비행선을 가져오는 자에게 재산의 반을 주고 딸까지 주어 
부마를 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온 임금이 유독 
가져보지 못한 ‘비행선’을 가져오는 자에게 ‘부마’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림동화의 ｢황금 거위｣와는 설정 자체가 다르지만, 이 이야기의 끝이 무엇을 향
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림동화와의 상관성이 드러난다.  

270) 몽중인, ｢황금 거우｣, 어린이 1권2호, 1923.4.1., 10쪽. 
271)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98-99쪽. 
272) 최수환 역, 동화 ｢황금거위｣, 매일신보. 19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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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최)의 작품에서 똑똑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한 막내아들은 ‘못난이’로 
규정되었다. (방)과 (최)에서는 직접적인 서술로 이루어졌는데, (심)의 작품에서 
막내아들은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었다.   

이 삼남이라는 아이는 생긴 꼴이 참 말할 수 업시 못 생겻습니다. 얼골이 
얽고 겨서, 고석 맷돌 갓고 우박마진 재템이갓고, 눈은 사팔기에 헐
하고, 코는 매부리코에 콧물이 줄줄 흐으며, 입은 원숭이 입갓치 된데다
가 언청이가 되어서 침은 늘 게에 흘니며, 주걱턱에 귀는 족박귀 갈퀴가 풀
닙갓치 얇다란 것이, 목은 자라 모가지음치린 것 갓치 다 붓고, 이마는 도
수기에 뒤통수는 납한게, 몸통이  바라진 것이 둑겁이 결박진 것 갓습
니다. 게다가 살빗좃차 먹템이 갓치 식컴엇고, 왼몸에는 개털갓치 눌은 털
이 담 입히고, 가 새캄앗캐 붓텃습니다. 그래서 언 보면, 짐생인지 
독갑인지 사람인지 알아 볼 수가 업슬만콤, 갓가이 가서 보면 저절로 구역
이 나고 침을 뱃흘만큼, 이로 형용하야 말할 수 업시 괴상스럽고 더러웁게
도 생겻습니다. 

이 삼남이는 생긴 은 그와 갓치 못나고 더러우나, 속마은 침 어질고 아
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이 그러케 몹시 굴고 그러케 참혹하게 해도 족
곰도 원망 한 마듸 업시 비위를 잘 맞추어 가며, 더구나 부모에게 대해서는 
효성이 참 지극합니다. 

낫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다가 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서 아모록 아
버지나 어머니의 잡숫고 십허하는 음식이면 사고, 입고 십허하신는 옷감이
면 박쿼서, 갓다가 들이며, 밤이면 부모님 압헤서 시중을 드려 마음을 위로
합니다.273) 

  심의린의 동화에 나온 인물 가운데 삼남이는 최악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고 언청이에 주걱턱, 자라목에 지저분하여 짐
승인지 도깨비인지 사람인지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아이가 삼남인 것
이다. 삼남이는 외모 때문에 형들에게 구박 받기 일쑤지만, 두 형을 원망하지 않
고 형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한 아이다. 삼남이의 성격이 
효심이 지극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얘 자세히 듯고 나하라는대로만 하야. 이 산을 넘어가면,  돌로만 된 
바위산이 잇다. 그런대 엇지 놉고 험하든지 올나가기가 썩 어렵다. 그럿트
래도 긔어코 올나가기만 하면 거긔 큰 고목나무가 잇다. 그 나무에다가 대

273)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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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절을 세 번만 하고, 두 손을 고추어서 하눌을 향하야 비행선을 줍시사고 
하면, 반다시 공중에서 비행선이 소리를 치고 날나 올 것이다. 그러거든 올
나타고서, 너 단기고 십흔대로 돌아단기다가, 네 마음에 이상한 듯한 사람
이 잇거든 모다 공손하게 말을 해서, 일곱 사람만 태워가지고 님금님한테로 
가거라. 그러면 큰 수가 난다.274)

   이 이야기는 그림동화의 다양한 서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괴물 그리핀
｣275)서사와 유사하다. 왕이 공주의 병을 고친 한스를 부마로 삼기 싫어서 물속
에서보다 더 빨리 가는 배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계속 이어지지만 
한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다. 삼남이가 바위산에 가서 비행선을 얻을 수 있
는 행운을 얻은 것은 바로 굶주린 노인에게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백설기를 아
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 노인은 삼남이의 선행에 고마움을 느끼고 바위
산에 가서 비행선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노인은 뒤에 임금님이 삼남
이를 부마로 삼기 싫어서 발생시키는 문제도 미리 예견하고 일곱 명의 협조자를 
태우고 갈 것도 제시해 주었다. 그림동화에서는 유리산이 나오고, 난장이가 등장
하여 주인공을 도와준다. ｢삼남이의 비행선｣에서는 유리산은 바위산으로, 배를 
만드는 일은 비행선으로, 난장이는 백발노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절실한 마지막 남은 떡(빵) 한 조각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삼남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삼남은 급한 생각으로 하면, 곳 님금님한테로 갈 것이나 로인의 일으든 
말도 잇고  이왕이면, 이런 에 세게를 돌아단기며, 구경할 생각이 나
서, 이리저리 돌아단깁니다. 놉흔 산 넓은 바다라도 거칠 것 업시, 나려다
보고, 조흔 경치와 조흔 산수를 수업시 구경하며, 단기는대276) 

   삼남이 임금님이 요청한 비행선을 찾아서 바로 가지 않고, 세계 유람을 다니
는 것은 협조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 여행이라는 경험을 해 보
기 위한 것이 더 크다. 삼남이는 겉모습은 형편없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
울이고,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탐험하는 모험정신이 뛰어나다. 삼남이가 
찾은 일곱 명의 원조자는 다음과 같다. 

274)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 위의 책, 106-107쪽. 
275) 그림형제, 김열규 옮김, ｢괴물 그리핀｣, 어른을 위한 그림형제동화전집, 현대지성

사, 2010, 265-272쪽. 
276)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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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는 세게의 일을 듯는 사람이다. 내 귀가 엇지 으든지 귀만 바닥

에 대이면 아모리 먼대서 하는 조고만 소리라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잇다.277)

② 로인서는 왜 한 다리는 걸어 매달고, 한 다리로만 단기십닛가
오냐 나 말이냐. 나는 거름이 엇지 으든지 두 발로 단기고 보면, 세게

라도 대번에 돌아단길 수가 잇다. 그러케 너무 은 발을 가진 닭에 외발
로 단기지를 안코 보면, 여간 갓가운대는 갈 수가 업서서 일부러 이러케 외
발로 단기는 것이지.278)

③ 나는 지금 천리 밧게서 날너가는 새를 잡는 중이라. 내가 이 총으로 
한 번 게냥을 대서 노코 보면 아무리 먼 곳에 잇는 조고마한 것이라도 대번
에 맛쳐서 트릴 수가 잇다. 그러나 너는 엇더케 공중을 날너단기니, 네 
재조는 나보담도 더한 재조를 가젓구나.279)

➃ 왜 쌀이 잇는대  쌀을 사러 가느냐고
내 량이 엇지 큰지, 요지 쌀 가지고는 밥을 해 먹어도 창자에 긔별도 

못한다. 적어도 이거 두 갑절은 밥을 지여야 한다. 그래서 쌀이 모자라기에 
 쌀을 사러 가는 길이다.280)

➄ 나 말이냐. 지금 먹을 물이 모자라서  물 잇는 곳을 찾는 중이다.

저 우물에 물이 만흔데 그리셔요
고지 물 가지고는 목적심도 못한다. 적어도 한 번에 물 열독은 먹어야 

한다.281)

➅ 이것은 조화피는 방석이다. 그래서 이 방석만 고 안지면, 아모리 찬 
어름 위라도 하고, 아모리 거운 불이 위라도 조곰도 겁지가 안
타.282)

➆ 이것은 불 이는 장작이 아니다. 마귀목이라고 하는 것인대, 에다 

277)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108-109쪽. 
278) 심의린, 위의 책, 109-110쪽. 
279) 심의린, 위의 책,  110-111쪽. 
280) 심의린, 위의 책, 111쪽. 
281) 심의린, 위의 책, 112쪽. 
282) 심의린, 위의 책,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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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려노코, 체조 호령 부르듯 소리를 질으면 모다 병정으로 변해서, 총, 칼, 

대포들을 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283)

   삼남이는 노인의 분부대로 특이한 행동을 하는 노인 7명을 비행선에 태우고 
돌아왔다. 하지만, 임금님은 삼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문제를 내어 삼남이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아모리 그 놈이 졔조가 잇서서 비행선을 가저왓다하드라도 그러케 천한 
못생긴 놈한테야, 나의 사랑하는 을 줄 수가 잇겟니. 그러면 조흔 수가 
잇다. 그 놈을 속여서 비행선만 자. 가서 백두산 대기에 잇는 불로초를 
한 시간 안에 거 가지고 오면 발표한대로 약조를 시행한다고 하야라.284)

삼남이는 빠른 걸음 거는 노인이 백두산에 가서 불로초를 가져와서 문제
를 해결했다. 

그 놈더러 밥 백주발하고, 술 백 사발만 한거번에 먹으라고 해라.285)

넷 밥 만히 먹는 로인과 다섯의 물 만히 먹는 로인이 해결했다.

그 놈을 다려다가 가맛솟헤 넛코, 불을 서 삶아 죽이자.286)

여섯  로인이 삼남이이게 방석을 주어 해결했다.

군대를 보내 이 놈을 내쫓게 했지만, 일곱  마귀목을 가진 로인이 호령
으로 군대를 불러 해결했다. 

   삼남이는 7명의 노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 과정의 서사
는 조선의 이야기와 그림동화집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하였다. 앞서 조선동화대
집에서 그림동화의 서사를 수용한 것과 비슷하다. 실연동화에 오면 조선의 옛
이야기 서사에 서양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개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삼남
의 비행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조선적인 캐릭터이다. 삼남이는 보기 흉한 
몰골의 형상으로 신체적인 결함을 지닌 반쪽이에 버금간다. 그림동화에서 주인공
을 도와주는 7명의 난쟁이는 늙은이로 바뀌었다. 유리산 역시 바위산으로 변했지
만 세상에 없는 물건인 비행선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고, 그것을 얻어낸 사람은 
임금의 부마가 될 수 있다는 설정은 그림동화에서 가져왔다. 
   이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재는 바로 ‘비행선’이다. 심의린은 왜 임금의 요
구에서 비행선을 선택한 것일까. 
283) 심의린, ｢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114쪽. 
284) 심의린, 위의 책, 118쪽. 
285) 심의린, 위의 곳. 
286) 심의린, 위의 책,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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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도모지 내 마음대로 못 하야 본 것이 업다. 그
러나 내가 저 공중에 날너 단기는 참새나 제비갓치 날너단겨 보지는 못 하
얏다. 엇지하면 한 번 날너 단길 수가 잇슬가. 만일 공중으로 날너단길 수
가 잇스면, 여긔서 더한 행복은 업겟다.』287)

   당시 비행기에 대한 관심은 어린이288)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창남이 직접 ｢비행기는 어떻게 뜨나｣라는 글을 쓰고 , ｢풍선을 보고 발명한 비
행선｣이라는 사진이 실린다. 독자들은 줄곧 비행사인 안창남의 소식을 묻고 대답
을 얻었다. 이러한 소통은 당대 ‘비행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는 증거이
다. 원래 그림동화에서는 ‘마른 땅에서 빨리 가는 배’이다. 심의린은 당대 어린이
의 관심이었던 ‘비행선’을 구하는 문제를 동화 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삼남이가 
조선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선’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새
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과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행선’이다. 이처럼 
심의린은 동화 안의 작은 소재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권4의「진보하는 세상」289)에서 새로운 문명의 이기
인 비행기, 잠수함, 기차, 유성기, 활동사진, 전화, 라디오를 보여주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심의린의 교재연구는 다음과 같다. 

교재연구
문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야, 여러 가지 편리한 물건이 만히 발명된 것과 동

시에 금일의 우리들은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려준 글이다. 
금일의 우리는 매일 문명의 이기를 자유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리와 행

복을 그다지 늣기지 안키가 쉽다.
그러나 조선으로 말할지라도 한 3,4년 전 사람이 처음으로 지금의 발달을 

본다면 놀라지 안을 사람이 업슬 것이다. 또 지금으로 말할지라도 산두메촌
에서만 생활을 하고 한 번도 도시구경을 못한 사람이 비로소 경성 같은 데
를 온다면 모든 것이 다 기이하고 신기하야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 누가 
경성에서 부산이나 의주를 하루에 갈 줄 알앗스며 높은 공중을 자유로 날라
단길 줄 알앗스며 천리 밖에 말을 앉아서 들을 줄 알앗스랴 

287) 심의린,「삼남의 비행선」,『실연동화』, 97-98쪽. 
288) 어린이 1권 10호, 1923. 11. 15.
289) 조선총독부,「진보하는 세상」,『보통학교 조선어독본』권4, 조선서적주식회사,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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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다 학문의 진보로 사람의 지혜가 발달된 까닭이다. 세상은 나날
이 진보하야간다. 이 후에는 엇던 것이 또 발명될지 몰은다. 지금 문명의 
혜택을 늣길뿐더러 모다가 장래에 발명가가 되어서 더욱더욱 사회발달에 힘
을 쓰게 할 것이 본문을 읽고 난 보람이다.290)  

   심의린은 교재관에서 신문명의 혜택으로 편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산골 두메에서 생활하여 도시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경성
을 도착했을 때의 경이로움을 꿈에 비유하였다. 실제로 그는『조선동화대집』에
서 이러한 인물로「완고학자님」을 등장시켰다. 완고학자님은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서울에 가서 기차를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것을 확신할 수 없어 기차를 본 사람들과 다툼이 일었다. 현실에서 직접 보고도 
믿지 못 하였다. 완고학자님에게 신문명인 기차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계였던 셈
이다. 하지만, 이후에 기차보다 더 빨리 가는 비행기의 등장은 당대 어린이들에
게 큰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심의린은 자신의 동화에 이러한 신문
명을 소재로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만족시켜 주었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도전과 모험심을 자극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라디오와 전화처럼 멀리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전파통신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심
의린의 교재연구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드러난다. 

교재연구
문
정식이 형제가 닭의 알을 팔아서 저축하얏든 돈으로 조부 환갑 날을 기념

으로 라듸오를 장치하야 노아서 집안 가족들이 신기히 여겨서 문명이기의 
감탄하는 모양을 쓴 글이다. 

정식이 형제는 닭의 알을 팔아서 돈을 저축하얏다. 조부의 환갑 날이 갓
가워 왓다. 모인 돈으로 무엇을 할가 하다가 구노인으로 벽촌에 계셔서 신
문명의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신 조부를 위하야 이 기회에 라듸오를 장치할 
것이다. 정식이 집 앞을 통행하는 사람사람들의「안테나」의 대하야 기감
을 늣기는 것이며 정식이 집안 가족들의 모여앉아서 질거웁게 듯는 모양 조
부와 양친의 감탄하는 모양 모다 정식형제의 효행으로 문명의 이기에 대하
야 감사를 늣기고 잇는 모양이다.291)

290) 심의린,「朝鮮語讀本卷四の敎材解說 二 진보하는 세상｣,『朝鮮の敎育硏究』55, 
1933, 69쪽. 

291) 심의린,「朝鮮語讀本卷四の敎材解說 二 진보하는 세상｣,위의 책, 71쪽. 



- 207 -

   정식이 형제는 조부의 환갑을 맞이하여 선물을 하려고 닭 알을 팔아서 저축
하여 목돈을 마련하였고, 벽촌에 살아 신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부를 위해 
‘라디오’를 샀다. 이미 2과「진보하는 세상」에서 신문명에 대한 발전을 소개하였
는데, 3과에서는「라디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라디오 방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식민지 수탈론’에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서
재길은 “문화 논리와 정치 논리의 결합에서 출발한 방송은 전시 체제 강화 속에
서 정치논리가 중요성을 띠게 되면서 문화 논리가 구축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제하 라디오 방송이 ‘식민성’과 ‘근대성’의 모순적 결합 속에서 중층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92)라고 하였다. 라디오 방송이 지
닌 이중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점이다.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대로만 방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라디오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4』 「라디오」 삽회293)  

   교과서 ‘라디오’라는 단원을 통해서 신문물을 소개하고 가족이 모두 모여 조
금한 기계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와 노래 등이 나오는 것을 신
기하게 듣고 있는 풍경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광경은 라디오 보급률을 높여 전파 
매체를 통해서 식민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만 읽을 수 없는 

292) 서재길,「한국 근대 방송문예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7
쪽. 

293) 조선총독부,「라듸오」,『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4』, 조선서적주식회사, 1933,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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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여준다. 라디오를 통해서 어른들은 판소리와 노랫가락과 같은 전통 음
악을 즐겼고, 어린이는 라디오 동화, 동요와 같은 어린이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과 나란히 라디오 방송 문화의 질적 
향상이 청중의 욕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의린이 라디오 방송 개국 초기부터 라디오 동화에 참여하여 1935년까지 동
화를 발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의 서사를 수용하였다. 심의린이 1933년 
7월 31일과 8월 5일 방송한 라디오 동화 ｢부싯돌｣은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
부싯깃 통｣으로 추정된다. 안데르센은 1875년 8월 4일 사망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7월 31일 심의린이 ｢부싯돌｣ 동화를 방송하고 6시 25
분 고장환이 라디오 학교에서 동화대학 안-더센 선생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하여 
안데르센 특집을 구성하였다. 심의린이 고장환과 함께 안데르센 특집 편성에서 
동화를 방송하였다는 것은 심의린의 동화 구연 실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증거이다. 이 이야기는 주요섭의 번역으로 어린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
렸294)고 박자영(朴趑影)이 매일신보에 5회 연재295)하였다. 
   심의린 라디오 동화의 내용은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안데르센의 작품을 어
떻게 수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심의린이 기존 이야기를 수용하는 방식
을 고려할 때, ｢부싯돌｣역시 심의린 식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정환은 1922년 사랑의 선물에서 안데르센의 작품을 번역하여 ｢ 속의 
작은 이｣를 실었다. 어린이 1권 1호296)에서는 안데르센의 ｢석냥팔이 소녀｣를 
소개하였다. 심의린은 안데르센의 동화집 첫 번째 작품인 ｢부싯깃 통｣을 선택했
다. 방정환과 심의린이 선택한 안데르센 동화의 성향이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방정환이 불쌍한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심의린은 병사가 마
녀를 물리치고 부싯깃 통을 얻어 공주와 결혼을 하는 모험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창작물이 아니라 독일 전체에 전래되어온 구전동
화를 채집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안데르센은 옛이야기를 문학적 양식으로 
소화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 창조해낸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점에서 가
히 혁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덴마크 설화, 그림 형제의 이야기, 
티크와 호프만이 쓴 정교하고 초자연적인 짧은 이야기 등 여러 장르를 폭넓
게 읽었으며, 이 모두를 종합하여 자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 즉 해

294) 어린이 3권 11호, 1925.11.1.; 어린이 3권 12호, 1925.12.1.
295) 매일신보, 1932.1.16.; 1.17.; 1.19.; 1.20.; 1.21.
296) 어린이 1권 1호, 19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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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입말투의 생생한 문체를 잘 조화시켰다. 특히 구연동화를 듣는 것 같
은 그의 문체는 아이들로 하여금 곧바로 재미에 빠져들도록 했다.297)

   심의린이 1920년대까지 서양의 이솝우화, 그림동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1930년대에 들어오면 안데르센의 서사를 작품에서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의 작품은 제목 상으로 보면, 주요섭이 1925년 11월과 12월에 발표한 ｢
부싯돌｣과 똑같다. 박자영이 매일신보에 연재한 제목은 ｢부싯돌 상자｣이다. 현대
에 출판된 동화의 제목은 대체로 원작인 안데르센의 작품을 그대로 사용한 ｢부
싯깃 통｣이 일반적이다. 안데르센의 ｢부싯깃 통｣이 수용자에 따라서 변화한 양상
을 제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디오 동화의 기획은 심의린의 동화 ｢부싯돌｣과 함께 고장환이 안데르센에 
대한 3회에 걸친 특집 강연이었다. 

1933년 7월 31일 6시 동화 부싯돌 심의린 
1933년 7월 31일 6시 25분 라디오 학교 동화대가 안더센 선생(1) 고장환
1933년 8월 1일 6시 25분 라디오 학교 동화대가 안더센 선생(2) 고장환
1933년 8월 2일 6시 25분 라디오 학교 동화대가 안더센 선생(3) 고장환
1933년 8월 5일 6시 동화 부싯돌 심의린 

   7월 31일과 8월 5일 심의린이 안데르센 동화를 방송할 때, 고장환은 라디오 
학교에서 안데르센 선생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였다. 8월 4일이 안데
르센이 작고한 날이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데르센 동화와 그의 생애에 
대한 고찰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린이 안데르
센 동화를 추모 형식의 라디오 방송에서 안데르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
부싯돌｣로 참여했다는 것은 심의린이 당대 어린이 문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안데르센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부싯돌｣의 내용은 가난한 병사가 우연히 마녀를 통해 무엇이든 들어주는 ｢
부싯돌｣을 얻어서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심의린은 병사의 모험과 도전
이라는 서사를 통해서 조선의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비
록 심의린의 ｢부싯돌｣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작인 안데르센의 작품 내용으로 
그가 담아내고자 했던 모험과 도전 정신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297) 재키 울슐라거, 전선화 옮김, ｢첫 번째 동화｣, 안데르센 평전, 미래M＆B, 2006,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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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큰 나무가 보이지?” 마녀가 근처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
무는 속이 텅 비어 있다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 구멍이 보일 게야. 구
멍 속으로 깊숙이 내려가 보라구. 자네 몸에 밧줄을 감았다가 날 부르면 끌
어당겨 주지.”298)

 
   늙은 마녀는 병사에게 부싯깃 통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여, 병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땅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병사는 부싯깃 통과 함께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부싯깃 통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병사는 마녀가 물음에 대답하지 
않자, 마녀를 죽이고 많은 돈과 부싯깃 통을 차지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간 가난했던 병사는 부자가 되어 호화스럽게 살면서 공주의 이야기를 듣게 되
었다. 

 

“아무도 공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공주님은 구리로 만든 거대한 성에 살
거든요. 그 성은 사방이 벽과 탑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왕 말고는 아무도 
그곳을 드나들 수 없답니다. 공주님이 평범한 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왕이 그 곳에 가둬 둔 거예요.”299)

   공주의 부모는 병사와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공주를 깊은 성 안에 가
두었고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부싯깃 통’을 가지고 있는 병사는 개를 시켜 
공주를 데려오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공주의 부모는 병사를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하게 했다. 

성문 밖에는 커다란 교수대가 세워졌고, 그 주위로 군인들과 수많은 군중
이 빙 둘러섰다. 왕과 왕비는 판사들과 추밀원 고문관들 맞은편에 있는 화
려한 옥좌에 앉아 있었다. 병사가 교수대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목
에 밧줄을 묶으려고 했다. 그 때  병사가 죽기 전에 불쌍한 죄수의 마지막 
청을 들어 달라며 왕에게 애원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
배를 피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왕은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허락했
다. 그러자 병사는 부싯돌을 꺼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쳤다. 한순간에 개 
세 마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찻잔만한 눈을 가진 개, 풍차 바퀴만한 눈을 
가진 개, 둥근 탑처럼 큰 눈을 가진 개였다.

 “내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다오!” 병사가 소리쳤다.

298) 안데르센, 윤후남 옮김, ｢부싯깃 통｣, 안데르센 동화전집, 현대지성사, 2010, 11
쪽. 

299) 안데르센, 윤후남 옮김, 위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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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개들이 판사와 추밀원 고문관들에게 덤벼들어 다리를 물고 코를 
물어뜯어 멀리 내동댕이쳤다. 

 “내겐 손대지 말라!” 왕이 소리치자 제일 큰 개가 으르렁거리며 왕과 왕
비를 내동댕이쳤다. 그러자 군인들과 군중들이 겁에 질려 소리 높여 외쳤
다.

 “병사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주십시
오.”300)

   병사는 공주를 만난 죄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우연히 얻은 ‘부싯깃 통’
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공주와 결혼하고 왕이 되었다. 병사는 ‘부싯깃 통’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가, 돈을 흥청망청 써 버려 가난하게 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에 왕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주인공이 마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위험한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주인공은 마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자신의 
기지로 위험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낸다. 조선동화대집의 ｢네
모진 보석｣에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보석을 지닌 주인공이 사치와 교만한 생
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서사와는 결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 심의린이 라디오 동화에서 주인공이 ‘부싯돌’을 통해서 삶을 완성하는 과정
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옛이야기에서 한 발 나아가 동화가 추구하는 어린이 
문학의 세계에 다가간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 동화에서 옛이야기
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사를 확장해 나가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
다. 가난한 병사가 인생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한 나라의 왕
이 되는 인생 역정의 이야기는 충분히 어린이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심의린이 초기에 보여준 조선동화대집에서 옛이야기 가운데 교육적 ‘담화재
료’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조선어의 특징을 살려 논평을 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였다면, 실연동화는 조선어 말하기 연습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옛이야기와 외국 동화를 적극적으로 개작하였다. 라디오 동화는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3편밖에 없지만 간략한 대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동화를 창작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다. 라디오 동화의 작품들을 통해서 심의린의 동화 창작이 서사구조 변화와 함
께 과감해졌다. 이러한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처음에는 교육적 

300) 안데르센, 윤후남 옮김, 위의 책,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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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재료’의 집대성으로 시작하였지만 동화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실생활에 필요
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고 직접 체험하고 말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요구
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간접적으로 익히게 하였다. 또한 이를 어린이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원대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조선의 어린이가 되는 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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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심의린 동화 운동의 의의 
   지금까지 심의린의 생애와 그의 동화 운동에 대해서 다방면의 탐색을 진행했
다. 심의린은 조선어교육자로서 동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의 장에
서 동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23년부터 신소년에 동요와 동화를 발
표하기 시작하여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출판으로 ‘담화재료’를 위한 조선동화
를 집대성하였으며, 1928년 실연동화를 발간하여 조선어 화방시간과 학예회, 
동화회 등에서 동화를 실연할 수 있는 ‘화방연습’ 교재를 마련했다. 1927년 12월
부터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여 직접 동화를 들려주었으며, 1936년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에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소년작문과 
한글독본을 써서 학생들의 글쓰기와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그간 심의린에 대한 연구는 어학 분야와 문학 분야로 나뉘어져 둘 사이의 결
합적 관계에 대해서는 별 주목을 하지 않았다. 어학 분야에서는 심의린이 남긴 
자료에 대한 음성학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문학 분야에서는 동화의 내용에 천착
하였다. 본고에서 심의린의 활동을 총제적으로 살핀 결과 그의 생애와 업적은 어
문학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린은 일제강
점기 조선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최적의 자료로서 동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동화를 통한 조선어 말하기 교육 및 바른 정신 함양을 위해 다각도로 매진하였
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아동문학에 대한 기획은 1923년 신소년을 중심으로 출
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린은 신소년에 동참하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조
선어와 동화에 대한 큰 포부를 가지고 실천적 동화 운동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의 활동은 동시대 여타 아동문학 운동과 구별되는 그만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니
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활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아동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국어교육사에 대
한 시야를 넓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5.1.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
   심의린이 활동하던 일제강점기 초기는 한국 아동문학 운동이 출범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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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한 동화가 발표되고 동화집 출간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학자와 문인들에 
의한 동화집 출간은 192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 출간된 
주요 동화집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옛
이야기보다 외국의 이야기를 번안한 동화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당대 주요 동화집의 목록이다. 

오천석, 금방울, 1921.8.

방정환, 사랑의 선물, 1922.6. 
조선총독부, 조선동화집, 1924.1.

김필례, 어린동무(동화집), 1924.9.
우슴의 꼿(세계명작동화집), 1926.1.

이정호, 세계일주동화집, 1926.2.
최영택, 별바다(동화집), 1926.8.

심의린,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1926.10.
신길구, 세계명작교육동화집, 1926.12.

한충, 조선동화 우리 동무, 1927.1.
김려순, 새로 핀 무궁화, 1927.2.

김설강, 세계명작동화집, 1927.8.
양재응, 밤에 우는 새, 창작동화집, 1928.9.   

최규선 역, 왜?(신작동화집), 1929.3.
이정호, 사랑의 학교, 1929.

이성로, 동서양 명작 동화집, 1930.11.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발간된 1926년 10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출판된 
조선동화와 관련된 책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동화집이 유일하다. 그 외
의 동화집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동화를 번안 출판한 것들이었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나온 이후도 사정이 비슷해서 한충과 김려순의 조선동화가 몇 
달 뒤에 출간된 것을 제외하면 번안동화나 창작동화들이 대부분이었다. 한충과 
김려순이 출간한 동화집의 실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출간한 조선 동
화집으로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가장 시기적으로 빠를 뿐 아니라 위상 
면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동화의 수집, 정리가 중요 긴절한 만큼 이 임무를 극당할 사람은 용
이치 아니하다. (중략) 

일즉부터 아동문학과 일반문화와의 관계에 남달은 예감을 가지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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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화계의 진전에 대하야도 저절로 상당한 주의를 가지게 되엿다. 그러
나 이 때까지의 그것에는 그다지 감복할만한 업적이 업슴을 유감이라 아니
치 못할러니 뜻밖게 일도의 희신이 정묘의 세화와 한 가지 우리의 안두를 
차저왓다. 그것은 우인 한충 군의 고심을 그대로 표현하엿다할 조선동화집 
우리동무란 신간물이다. 진정한 의미로 조선동화수집에 대하야 한군의 노
력이 연수로도 오래임을 진작부터 알앗지마는 이제 그 업적의 일부가 이러
케 발표됨을 보매 남다른 희열이 새로히 용기함을 금할 수 업다301)

   육당학인 최남선이 한충의 조선동화 우리동무에 대한 평가를 신문에 기고
한 내용이다. 최남선은 조선동화의 수집이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충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다소 특이한 점은 육당 학인이 기고한 
글 제목이 ｢처음 보는 순조선 동화집｣이다. 최남선이 심의린 동화집의 존재를 모
르지 않았을 것인데, 한충의 동화집을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는 바로 출판 시기의 문제와 관련된다. 

할 수 잇거든 른손이나 그림 가튼 불후의 공을 우리 동화의 초세의 
대량이 잇슬 것이오. 그것이 차제로 공간되면 동화문학상에 큰 보장을 지으
리라하여 미상불 늘 긔대 하드니(중략) 진실로 한군이 그 과인한 정력과 성
심으로써 모으고 다듬으신 모든 재료를 가릴 것 업시  앗김업시 속속히 
발표하야 간열인 우리 동화를 걸음걸음 아름다움과 굿셈으로 어오리는 초
석이 되시면 이로 말미암아 엇는 우리의 신운도영상효익이 어 그지가 잇
사오리. 이러한 의미에서 한군의 가찬가의를 간절히 빕니다. 병인 중추 
일 최남선 서302)

   최남선이 한충의 동화집에 서문을 써 준 날은 1926년 중추절이다. 1926년 9
월 21일쯤이다. 심의린의 동화집이 1926년 10월 27일 간행되었으니 그 때까지
는 아직 조선동화를 엮은 단행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금수강산에 차차 새로운 소년운동이 닐어나자 이것
을 하 우후죽순 모양으로 각처에서 발행하는 무슨 명작이니 걸작이니 하
는 동화집들은 원래 언어도 풍속도 다른 서양 동화를 일문으로 일문을 
조선문으로 중역을 하야서 특별한 무슨 취미가 잇다고 단언할 수 업습니다. 

그리하야 저자는 이를 심히 유감으로 녀기는 동시에 일변 우리어린이들
301) 처음 보는 순조선동화집, 육당학인, 동아일보. 1927.2.11. 
302) 한충, ｢서｣(육당학인), 조선동화 우리동무, 영창서관, 1927(1월15일),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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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야 가장 독특한 우리 동화채집에 을 품고 합방면으로 만흔 노력을 
하야 오든 중에 어느듯 이개성상이란 장구한 시일을 경과한지 오늘날에 이
를어 여러 가지 재미잇고 의미 기픈 우리 동화중에서도 가장 골계적이요 예
술적인 것으로만 겨우 삼십 편을 앗슴으로 이 책이 출판되는 동시에 일반 
소년소녀에게 무슨 어듬이 잇서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동무란 기림을 바
닷스면 저자는 무한한 깃븜이 넘칠줄로 생각하겟습니다.

병인년 국화 피는 가을303)

   한충이 책의 자서(自序)를 쓴 시기는 ‘국화 피는 가을’이다. 정확한 날짜는 없
지만 국화가 피는 9월에서 10월 초순쯤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심의린이『조선동
화대집』을 출판할 즈음 한충 역시 조선동화 우리동무가 출판될 예정이었던 
셈이다. 한충은 당대 동화집의 출판이 서구의 동화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
본에서 먼저 출판된 서양동화집을 다시 조선문으로 바꾸는 중역을 통해 출판되
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당시는 서양 동화집의 번안출판이 
대세였다. 서문을 통해, 한충이 조선동화 우리동무를 편찬한 의도는 자명해졌
다. 외래 동화의 유입과 조선동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
각이 지배적이다. 한충이 정리한 조선동화는 모두 30편이다. 심의린의 조선동화
대집이 66편임을 감안하면 당대에 출판된 조선동화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이란 사람은 “조선 사람들이 금일 저들이 조
선동포인 것을 알고 잇지만 그 국민동화가 곳 아름다운 일본동화를 나아 노
은 어머니인 것을 아는 이가 적다”고 하엿슴니다. 이와 갓치 일본동화의 어
머니까시 되는 우리 동화를 우리의 손으로 모와 노키도 전에 일본 사람이 
몬저 압발치기로 모와 다가 일본 말노 세상에 내노을 때에 부르전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분하기도 함니다.

그러나 려순씨가 이에 뜻을 두시고 동화의 붓대를 들엇슴에 그 서사시와 
갓튼 고흔 붓놀림으로 무궁화삼천리강산에 고을에 골작이에 흣터저잇는 동
화가 한 편도 빠지지 안코 모와노여 지리라 밋슴니다.

나는 려순씨를 女詩人으로만 아럿더니 이번에 쓴 동화를 보고나는 시보
다 동화에 만은 재조가 잇다고 생각하엿슴니다

그리하야 나는 려순씨에게 바라는 것은 조선각지방으로 도라다니며 흐터
저잇는 조선동화를 모와노으면 조선문학사상에 큰 사업자라고 하겟슴니다 
단순하게 조선동화만 모아논 것을 무슨 사업이라하겟느냐고 질문할지 모르

303) 한충, 위의 책,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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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지만 그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님니다 오늘날 조선에 잇서서는 참으로 문
학사상에 일대사업일 것임니다 조선동화는 엇던 이들에게 일키여 진니야니
야기만도 안임니다

동화는 조선역사에 나타나지 안는 사천년 역사일 것임니다 오날날 여자
로써 시와 소설을 쓰는 이가 다섯 명도 못 되는 조선에서 어린 처녀의 몸으
로 동화의 붓을 잡은 려순씨께 만은 감사를 드리거니와 이 압흐르도로 쉬지
말고 만히 쓰기를 바라며 붓대를 던지나이다304)

   위의 글은 이학인이 김려순의 조선 동화집에 대해 쓴 감상평이다. 이학인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민요를 중요하게 여긴 문학가였다. 민요를 중시한 
것으로 보아 동화 역시 조선동화에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학인은 
1926년 2월 6일에 발간된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 모범가정문고 조선편을 
언급했지만, 그 전에 이미 조선총독부 조선동화집(1924.9.1.)과 마쓰무라 타케
오(松村武雄)의 세계동화집 속 조선동화집에 조선동화가 수록되어 있었다. 또
한 최근에 강재철이 발굴해서 보고한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
한 설화자료 조사 보고서 전설동화305)를 보면 1910년대에 이미 일본인에 의한 
조선이야기 수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아동문학가들이 세계동화집의 번안에 한창이고 조선동화 자료집은 일본
인이 발간하고 있던 상황에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발간은 조선인에 의한 
조선 동화집의 첫 발간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중심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심의린을 통해 조선인에 의해 정리된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직후에 출간된 김려순의 조선동화집 새로핀 무
궁화에 대한 이학인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전래동화의 집대성이 아동
문학계에서 급선무의 사업이었던 상황이었다. 한충과 김려순에 이어 정인섭의 
온돌야화(1928)와 손진태의 조선민담집(1930) 등이 발간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일본어로 출판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 뒤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40년이 돼서야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이 출판되었으니, 1926년에 
출간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동화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지 실감할 만하다.
   최근 발굴된 1932년 10월 20일 어린이 10권 10호를 보면 좋은 책 광고에 

304) 이학인, 조선동화집 새로 핀 무궁화를 읽고서 작자 김려순씨에게, 동아일보. 
1927.2.25.

305) 강재철 편, 조선전설동화 :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화 자료 
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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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과 소년작문이 소개되고 있다. 조선동화대집은 출간
된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까지 화제 속에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가을밤은 글 읽는 밤
등잔밝히고 조흔 책을 읽읍시다
방정환씨편 사랑의 선물
정순철씨편 동요 갈닙피리
이정호씨편 세계일주동화집
이정호씨편 사랑의 학교
신형철씨편 세계소학독본
심의린씨편 조선동화대집
심의린씨편 소년작문
오천석씨편 금방울
우에 조흔 책을 준비해 노앗습니다. 개벽사 대리부로 주문하시면 곳 보내

드립니다.306)

  
   이기훈은 “기존의 사회현실로부터 분리된 어린이들의 공간을 만들어갈 때 동
화는 이 분리된 공간 속에서 통용되는 환타지의 논리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동화 구연회는 계몽과 조직화의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동화구연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초심자들을 위한 실용안내서까지 발간될 정도였다
고 평가”307)하였다. 동화 구연회라는 아동 계몽을 위한 모임은 실제로 어린이들
이 직접 동화 구연을 해 보고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필요로 했고, ‘담화재료’를 
표방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조선의 동화’로써 그러한 교재 역할을 충실
히 감당했다. 
   다음은 1936년의 신문기사로서 조선동화대집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
켜 주는  자료이다.  

應接室

▼ 讀者 兒童文學 硏究에 必要한 朝鮮文으로 된 書籍名, 著者及定價를 下
敎하여 주십시요.

圖們一讀者
▽ 記者 李定鎬 著 사랑의 학교 一, 二○ 沈宜麟 朝鮮童話大集 一○

306) 소명출판 편집부, 미공개 어린이 2, 소명출판, 2015, 313쪽.
307)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광고가 어린이 1928년 하기 방학호에 실려 있

다.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8, 2002,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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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沖  著 朝鮮童話 우리동무 六○  尹石重童謠集 九○ 等을 求해 
보시요(調査部)308)

  
   아동문학 연구에 필요한 저서를 알려달라는 독자의 요청에 기자는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과 한충의 조선동화 우리동무(1927)를 추천해 준다. 이
정호가 처음으로 번역 소개한 사랑의 학교(1929)는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민족적 자각을 깨치는 데 적절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중 동요
집(1932)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동요집으로 작품의 주조가 밝고 긍정적인 동
심의 세계가 강조되어 있어 20년대의 다른 동요들이 패배 의식에서 나온 감상주
의의 색채가 주조를 이루었던 것과 대조가 된다. 독자가 요구한 것은 아동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조선문으로 출판된 것이었다. 조선문으
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의 정신이 담겨있는 조선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랑의 
학교는 비록 번안동화집이지만 조선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추
천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선동화대집과 조선동화 우리동무는 
조선동화이고 윤석중 동요집 역시 동심을 담은 조선의 노래라는 점에서 조선
인의 혼이 담긴 아동문학 자료로 당당히 추천 대상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저서들은 당시에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서 외국동화, 조선동화, 조선동요 분야의 
대표성을 지니는 저작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수신을 
위한 아동의 독서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연구의 바탕이 될 만한 서
적으로서의 의의를 인정받았던 셈이다.  
   심의린이 출간한 동화집은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하에서 조선인이 직접 
조선민족이 즐겨 전승하던 이야기들을 동화로 편찬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하였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그 영향력이 단지 당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동화집은 일제 강점기를 넘어서 해방 이후, 
나아가 세기가 바뀐 오늘날까지도 동화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심
의린이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멸치의 꿈｣과 ｢반쪽사람｣ 등의 여러 이야기들
이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각종 전래동화집에 반복 수록되고 있다. 
특히 ｢멸치의 꿈｣ 같은 경우는 심의린의 저작이 기본 원전 역할을 하고 있다. 심
의린의 동화가 가지는 역사적, 문학적 가치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가치는 지혜, 만족, 권선징악, 효도, 보은, 우
애, 용기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309) 7차 교육 과정(2007-2009)을 기준
308) 동아일보, 1936년 7월 4일.
309) 김하영, ｢한국전래동화집 발행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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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화 가운데 주제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동화대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주제가 바보 이야기와 꾀쟁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바
보이야기가 15편으로 가장 많고 꾀쟁이 이야기는 9편이다. 둘 다 결국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서, 모두 합치면 24편이다. 그 목록을 다시 한 번 보면 다음과 같
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어, 삼
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15편)

꾀쟁이: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9편)

   오늘날의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들에서도 ‘지혜’ 관련 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192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나온 주요 조
선동화집에서 지혜 이야기의 비중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록을 생략하고 결과만 소개하면,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동
화집(1924.9.1.)에는 ｢여우와 두꺼비의 지혜 겨루기｣, ｢한 겨울의 산딸기｣ 등 
두 편의 지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마쓰무라 타케오(松村武雄)의 세계동화집
(1924.9.31.) 속 조선동화집에는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나카무라 료헤이
(中村亮平)의 모범가정문고(1926.2.6.)의 조선 편에는 총 43편 가운데 ｢겨울
의 산딸기｣, ｢여우와 두꺼비의 지혜 겨루기｣ 등 두 편이 보인다. 반면에 심의린
은 66편의 이야기 가운데 꾀쟁이를 다룬 것만 9편에 이른다. 지혜 이야기의 비
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비중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1940.6.20)과 비교해도 더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의린의 동화집에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하고 특수
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정리한 조선동화 이야기 종목이 한국 설화의 주제
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 그의 동화가 단
지 출처만 아니라 주제 면에서도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논문, 2007,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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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한 특성이 그의 동화가 오늘날까지도 큰 관심 속에 전래동화의 원
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근대 한국 아동문학이 형성되던 초기에 큰 관심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
던 주요 동화집으로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1922)을 들 수 있다. 사랑의 선물
은 11판까지 인쇄되면서 동화회와 공연 프로그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책에 실린 10편의 동화는 모두 외국 작품을 번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의린
의 저작 가운데 실연동화(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집)가 외국 동화를 적극 수용
하였고 작품 수도 11편으로 비슷해서 서로 특징을 비교해 볼 만하다. 
   두 책에 실린 이야기의 목록과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 선물과 실연동화 이야기 목록과 출처  

   방정환과 심의린의 이야기 목록을 보면, 방정환의 작품 10편은 모두 외국 작
품이고 직접 출처를 밝혔다. 이에 비해 심의린의 경우에는 역시 ‘조선적인 것’이 
두드러진 쪽이다. 출처 미상인 작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선 동화를 위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외국 동화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는 3편의 이야기도 그 내용
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선 동화와 결합시켜 재구성하였다.310) 이야기 작품의 
선택 및 내용구성 양 측면에 있어 심의린이 조선적인 지향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310) 미상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인데, 외국의 이야기 같지
도 않다. 이는 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사랑의 선물 내용 출처 화방연습 실연동화 제1
집 출처

1 난파선 이태리 톡기의  인도
2 산드룡의 류리구두 불란서 金乭의 樂園 미상
3 왕자와 제비 영국 正直한 福順이 미상
4 요술왕아아 시시리아 멸치의  조선
5 한네레의 죽음 독일 友愛를 달은 兄 조선 
6 어린 음악가 불란서 귀큰님금 조선
7 잠자는 왕녀 독일 죄받은 여호 이솝우화
8 텬당 가는 길 독일 萬吉의 원수 미상
9 마음의  미상 恩惠갑흔 원숭이 미상
10 속의 작은이 정말 三男의 飛行船 독일
11 造化붓흔 그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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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다. 외국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우리 것으로 번안하여 새롭게 재구성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인데 심의린은 그것을 적극 감수하고 훌륭히 
수행해냈다. 그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조선의 동화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조선어 능력 및 조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
였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대 최고 인기 동화작가였던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에 대해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상황과의 연관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방정
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대밧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자라는 불상한 
어린 령들을 위하야 그윽히 동정하고 아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
을 엇습니다.’311) 

   방정환은 학대받으면서 차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불쌍한 조선 아동을 위한 
선물로서 이 책을 발간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명작동화의 작품들은 조선 아동
과 유사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아동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과 똑같은 암울한 동화 속 이야기가 조선 아동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위로가 되었을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의 동화가 인기를 
누렸던 것은 독자의 공감이라는 요소 외에 배경적 맥락도 무시할 수 없다. 
   사랑의 선물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한네레의 죽음｣과 ｢산드룡의 
류리구두｣이다. 이 작품들은 실제 아동극이나 동화 구연회의 인기 레퍼토리였다. 
이기훈은 “방정환이 각국의 동화를 모아 만든 사랑의 선물이 1920년대 전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은 천도교소년운동의 전성기에 달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312)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랑의 선물이 천도교 소년운동과 
결부되어 동화 구연이 조선 아동의 계몽을 위해 조직화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선물의 인기는 천도교 소년운동의 덕을 많이 본 셈이다. 심의린의 동화에 이러
한 배경이 없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심의린은 학교 교육의 장에서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을 실천적으로 행동한 인
물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조선의 이야기들을 집대성하여 아동들을 위한 동화
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를 실현하였다. 그의 동화는 당대 아동
들한테 필요한 근대적 ‘조선 정신’을 적극 담아낸 것이기도 했다. 특히 지혜와 모

311) 방정환, ｢서문｣, 사랑의 선물 11판, 박문서관, 1928, 2쪽. 
312) 이기훈, ｢1920-30년대 독서의 사회사｣, 역사문제연구 7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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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가득한 다양한 동화들을 소개하여 조선 아동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
는 실질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해 주었다. 조
선 아동문학이 소년운동을 배경으로 세계명작동화를 동화 구연의 핵심으로 둘 
때 심의린은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고 조선 아동의 지혜와 힘과 
도전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동화 작품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는 방정환보다 진일보
한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동화 작품들이 현행 전래동화 
출판과 교과서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전래동화의 전범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5.2. 구연 방법의 체계화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동화회가 번
성하던 때였다. 소년 운동을 주도한 아동문학가나 각 소년단체들을 중심으로 어
린이들이 직접 동화 구연에 참여하였다. 많은 아동문학가와 어린이들이 동화 구
연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화를 구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대 대표적인 동화 구연가였던 방정환
은 동화를 들려주는 일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였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동생 잇난 형(兄)이여 어린애 기르는 부모(父母)여 어린이 가르치는 선
생(先生)님이여 원(願)하노니 귀(貴)여운 어린 시인(詩人)에게 돈 쥬지 말
고 과자(菓子)쥬지 말고 겨를 잇난 로 기회(機會)잇난 로 신성(神聖)
한 동화(童話)를 들녀쥬시요 로 자조자조.

어린 동모를 위(爲)하야 되도록 국문(國文)으로 쓸 터이니 언문 아는 애
에게는 바로 닑히는 것도 좃치만은 되도록 부모(父母)가 닑어 말로 들녀쥬
는게 유익(有益)할 듯 생각(生覺)된다 누님이나 어머니는 밤저녁에 바느질
하면서 선생(先生)님은 교수(敎授)하는 시간(時間)에 기외(其外)에  교
중(敎中) 청년회(靑年會)일로 시일(侍日) 예배(禮拜)시간(時間)외(外)에 
잠간(暫間)잠간(暫間) 니얘기 해쥬는 것도 조을듯하다313)

313) 방정환, ｢동화(童話)를 쓰기 전(前)에-어린 기르는 부형(父兄)과 교사(敎師)에게
｣,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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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 동무들을 위해서 동화를 자주 들려줄 것
을 요청하고 있다. 어머니는 밤에 바느질을 하면서 선생님은 잠간씩 시간을 내어
서 해주라고 한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심의린은 동화 구연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제 그가 발간한 동화집의 서문과 조선어독본
해설 등을 바탕으로 그가 학생들에게 실제적 이야기 구연법을 어떻게 가르쳤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中에도 어렷슬에 어른에게나 同侔들에게 滋味잇게 듯고 올케 녁엿
든 訓話나 童話 갓흔 것은 至今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어잇고 마음에 먹
음어 잇습니다. 

이와갓치 마음이 正直하고 精神이 聰明한 에는 그 生活에 適合한 思想

과 感情을 修養하야 常識을 豊富케하며 文章을 鑑賞하야 文藝의 趣味를 엇
게함이 무엇보다 必要합니다.314)

   조선동화대집 서(序)에 들어 있는 위의 진술을 통해서 동화 구연과 관련된 
방법적 논의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에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한
다.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한다. 

   심의린이 생각한 어린 시절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는 것은 실생활에 
유용한 상식을 의미한다. 앞서 조선동화대집에는 바보와 꾀쟁이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동화를 통해서 현실에 필요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요소를 발
견할 수 있다. 이른바 심의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완고’ 타파와 가난의 문
제를 타개해 나가는 실질적 방법들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동화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실제 구연에서 어떤 주제의 내용을 선정하여 들려줄 것인가의 문제는 청
중의 흥미와 관계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談話中에는, 매우 아름답고 有益한 것도 만흐나, 或 그리 感心한달 수 업
는 것도 적지 안습니다. 그  아니라, 조흔 材料를 가지고 發表하는데도 
그 話方의 未熟한 點이 잇기 문에 듯는 사람으로 하야곰 그다지 趣味잇게 

314) 심의린, 서(序),『조선동화대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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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주지 못할 이 만흔 줄 압니다.315)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 감
동적인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표현된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미를 즐기고 청
중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말하기의 숙련이 필요하다. 동화를 능숙하게 말하여 청중의 흥
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단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상식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브루노 베텔하임의 견해와
도 통한다. 

어떤 옛이야기가 어떤 나이의 어떤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시기에 어떤 옛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어린이만
이 결정할 수 있다. 어린이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결정한다. 이
야기가 어린이의 의식과 무의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어린이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이야기나 또는 지금도 좋
아하는 이야기를 어린이에게 읽어 주거나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 만약에 어린이가 이야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의 모티프나 
주제가 어린이에게 의미 있는 작용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다음 날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서 어린이는 어떤 이야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계
속 들려 달라고 요구한다. 바로 그 이야기가 당시의 어린이에게 중대한 의
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야기에 대한 어린이의 열정은 부모
에게까지 옮겨져서, 어린이에게 중요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는 
부모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다가 어린이가 그 이야기로부터 얻
을 만한 것을 모두 얻어 냈거나 또는 자기가 반응했던 심리적 문제들이 다
른 것으로 바뀌는 때가 온다. 그러면 어린이는 일단 그 이야기에 흥미를 잃
으며 다른 이야기에 흥미를 보인다. 어린이가 이끄는 대로 옛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 항상 최상의 방법이다.316) 

   구연자가 어떤 시기에 어떤 이야기가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만이 이야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이의 반응으로 이야기가 선택된다는 

315) 심의린, ｢머리말｣,『실연동화』, 2쪽. 
316)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1, 시공주니어, 1998,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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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317)을 의미한다. 박현숙은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구연한 127차 
이야기판에서 “구연한 총 325편의 옛이야기는 청중의 요청, 이야기판의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선택, 구연자의 계획된 의도나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연한 옛
이야기가 많았다”318)고 했다. 이는 구연자가 어떤 이야기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 편찬 이후, 2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실연동화
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구연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어린이’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야기의 취미는 구연자의 능력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급선무가 이야기 재료이다. 이는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에서
부터 실연동화, 그리고 라디오 동화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재료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은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 라디오 동화에서 선택한 이야
기들을 주제유형 별로 종합 정리한 것이다.

바보와 꾀쟁이 
[바보]

조선동화대집: 당나귀알, 바보사위, 장승해몽, 바보모집, 오성의 독갑이 
제어, 호랑이 모집, 완고양반, 달, 문자 잘 쓰는 남자, 오리 먹고 알 먹
어, 삼인의 학동, 보의 실언, 텬치 신랑, 여호의 변화, 완고학자님
 실연동화: 없음
 라디오 동화: 게으름뱅이, 못난이, 완고학자님
[꾀쟁이] 

조선동화대집: 외쪽의 , 소년군수, 반 사람, 태젼군의 , 토끼의 지
혜,  잇는 여호, 보의 성공, 거즛말 잘 하는 아해, 세도 재상의 활냥
실연동화: 톡기의 
라디오 동화: 쟁이, 반이

절대적 가치 
[효]

조선동화대집: 유복자의 효성, 효자의 도움, 턴도 어든 효자
실연동화: 만길의 원수
라디오 동화: 효동, 기름장사 효자

317) 브루노 베텔하임, 위의 책, 같은 곳. 
318) 박현숙, ｢설화 구연 전통에 기반 한 옛이야기 들려주기 방법 연구｣, 건국대 국어국

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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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애]

조선동화대집: 착한 아우, 콩쥐팟쥐
실연동화: 우애를 달은 형
라디오 동화: 의좋은 형제
[은혜]

조선동화대집: 다람쥐의 보은, 두건 쓴 고양이, 술 나오는 구슬
실연동화: 은혜갑흔 원숭이
라디오 동화: 옴둑겁이, 다람쥐, 원숭이의 보은
[욕심]

조선동화대집: 산양의 소원, 오작교
실연동화: 죄바든 여우, 조화붓흔 그림
라디오 동화: 이상한 그림, 욕심쟁이
[신의, 진실]

조선동화대집: 개구리 신선
실연동화: 정직한 복순이, 귀큰님금

현실적 가치 
[헛된 꿈]

조선동화대집: 멸치의 , 청보자, 독갑이돈, 옹기장사
실연동화: 멸치의 
라디오 동화: 스루메의 몽, 이상한 보작이
[경제적인 문제]

조선동화대집: 이오성, 토목공이와 릉고비, 부자 되는 법
실연동화: 금돌의 낙원
[모험과 문제해결]

조선동화대집: 보의 성공, 갓흔 재조
실연동화: 삼남의 비행선
라디오 동화 : 돌과 두비, 복돌이와 첨지, 부싯돌, 난장이, 작난, 만

성의 운

   심의린 동화에서는 바보와 꾀쟁이 동화가 가장 비중이 높다. 이는 심의린의 
동화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심의린은 동화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획득할 수 있는 ‘상식’에 주
목했다. 그 결과, 과거의 전통이나 가치관에 얽매어 현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인물과 융통성 없는 바보들을 통해서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고 
유연한 생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을 ‘지혜’로 함축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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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의린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화재료로서 지니는 흥미요소도 함께 주목했
다고 할 수 있다. 상식과 흥미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 종목으
로서 이들을 거듭 주목한 것이다.
   심의린의 동화 세계에는 불변하는 가치인 절대적 가치에 대한 작품도 지속적
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효, 은혜, 형제애, 욕심에 
대한 경계, 진실과 정의에 대한 동화들이다. 특히 심의린은 효에 대한 문제를 적
극적으로 펼쳤는데, 효와 불효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어 더 큰 효과를 가져왔
다. 이들 이야기 또한 교훈적 가치와 함께 감동이라고 하는 흥미 요소를 짙게 지
닌 이야기로서 선택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린 동화의 가장 큰 주제적 특징은 ‘당대적 가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
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에 필요한 상식적인 가치들을 뽑아냈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멸치의 꿈｣은 심의린 동화의 모든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작품이
다. ｢멸치의 꿈｣의 서사에 나타난 의성어와 의태어, 조선어의 묘미를 극대화한 
언어 표현들은 구연의 생동감을 키워준다. 현실적 가치에서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위험한 모험까지 떠나는 새로운 유형의 동화
에서 보여주는 관용어와 논평,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는 청중의 재미와 감동을 동
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심의린의 동화는 교육적 가치와 함께 흥미
를 함께 발현할 수 있는 말하기 재료로서 누구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동화의 효과적인 구연은 좋은 이야깃거리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된 동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말하기 연습의 숙련 과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우선 동화의 문장과 표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심의린 동화의 
문장은 이전의 다른 동화와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표현해 냈다. 이야기 
내용이 풍부해지는 한편으로 고유어의 사용과 의성어와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확장된 동화의 문장들을 숙지하여 구연을 
한다면 문장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문예미를 확보하고 실제 담화 능력에 있어서
도 담화의 풍성함과 생동감을 획득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심의린 동화는 생활에 유용한 상식과 문장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좋
은 재료이지만 이것을 구연하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청중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없다. 

萬一 愛讀하야보시고, 엇던 모딈에서 실연코저 하실 는 미리 練習하시
되, 發音의 長短이며 音聲의 强弱高低며 語句의 대고 일대 으고 느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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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생각하야가지고, 顔面의 表情이며 其他動作갓흔 것을 그 말의 內容과 
一致케 하도록 充分히 硏究하신 뒤에 出演하시기를 바랍니다.319)

   심의린은 실연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발음과 음성, 안면의 표정과 기타 
동작 같은 것을 동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충분히 연구한 뒤에 출연하라고 제안
하고 있다. 이는 한 편의 동화를 자기만의 레퍼토리로 만들어 실연을 하라는 의
미이다.

당시 보통학교 5학년이던 정 옹은 한 레코드사가 기획한 '바른 우리 말 
음성교재'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교과서 읽기 녹음 작업을 했습니다.

“미리 연습 많이 하고 들어가 읽었다. 납 녹음판에 녹음하는데 틀리면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다. 여러 번 읽기도 했고 혼도 많이 났다.”320)

   심의린과 함께 조선어 교육 레코드에 참여했던 당시 5학년 정계환은 미리 연
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서 읽었고, 틀리면 다시 읽고, 혼도 많이 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레코드 준비를 위해서 기울인 당시의 노력을 상기해 보면, 심의린이 
실제 조선어 수업과 동화 말하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의린의 조선어독본 해설에는 동화에 대하여 그 특징과 말하기에 있어서
의 주안점 등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중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指導要項(四時間 取扱)
一. 自由讀 試讀, 範讀, 指名讀, 齊讀 等과 같은 通讀의 練習

二. 大意의 發表
三. 內容의 분절적 問答과 吟味

四. 掛圖와 같은 自由發表와 補說
五. 全文의 指名讀과 齊讀

六. 感想發表(이 글을 읽고 엇던 생각이 나니?)
七. 大意의 整理(자긔를 구하야준 고마운 은인을 모르고 도로혀 잡아먹

으랴다가 토끼재판에 전과같치 도로 함정에서 죽게 되엿다는 은혜모르는 호
랑이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319) 심의린, ｢머리말｣,『실연동화』, 2쪽. 
320) YTN 김정회, 20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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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全課를 暗誦하여 話方練習

九. 語句의 適用練習(슬픈, 여겨서, 랴고, 상관, 든지, 들어보앗습니다. 
맨나종, 실지로, 다시, 그대로, 그)

十. 書取321)練習.(視寫, 廳寫)322)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에 대한 ‘지도 요항(指導要項)’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읽고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보여준다. 그 중 우리가 
주목할 것은 8항으로 제시한 ‘전과를 암송하여 화방연습’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야기의 주안점을 파악하고 읽으면서 내용과 표현을 습득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익혀서 말하기로 표현하는 활동을 향하고 있다. 이
때의 ‘화방연습’은 말 그대로 언어적 특성과 문학적 표현, 주제적 가치 등이 하나
로 어울려 있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말하기 연습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심의린이 지향한 동화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선어 화방 연습 겸 이야기 
구연법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어독본 해설에는 동화와 관련된 이러한 구체적 설명들이 들어 있다. 그 
중 ｢혹 뗀 이약기｣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敎材觀 문학적 교재에, 조선 舊來의 童話

교재연구
一. 文……혹달린 老人이 山에 가서 나무하야 가지고 오다가, 날이 저물

어서, 山 속 빈집에서 더새며 노래를 불으다가 독가비를 만나 혹을 떼이고 
禮物을 받어가지고 왓다는 童話를 쓴 글이다. 

혹떼인 老人의 이야기는 朝鮮古來로 傳하야 나려오는 이야기임으로 누구
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 老人이 엇던 노래를 불럿는지는 알 수 업다. 

그런데 本文은 혹 뗀 老人이라는 童話를 아리켜줌보다도, 오히려 朝鮮古來
의 詩歌中에 가장 代表될만한 것을 몇 가지 알리기 爲하야 老人의 부르든 
노래라하야 紹介한 것이다. 그럼으로 本文中에 나온 노래 卽 時調를 取扱함
에 더욱 힘을 써서 詩歌에 對한 槪念을 너어주는 것이 조을 것 같다.

취급상 주의
四. 話方練習을 하여 實演하게하는 것이 좋다.

五. 綴方을 할 때에 童話文을 쓰는 것을 시키는 것이 상책이다.323)

321) 서취(書取)는 남이 하는 말이나 읽는 글을 들으면서 그대로 옮겨 쓰는 것으로 받아
쓰기에 해당된다. 

322) 심의린,「朝鮮語讀本卷一の敎材解說 五十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朝鮮の敎育硏
究』54, 1933, 65-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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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뗀 이약기｣는 1911년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에서 처음으로 ｢흥부
전｣과 함께 실린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바에 대한 
설명은 특이하게도 동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혹부리 영감이 부르
는 노래에 초점이 모아져있다. 실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시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설정하여 시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324)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에 대해서
도 화방 연습과 철방(綴方) 연습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기와 글쓰기
의 교재로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주안점과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가운데 작문 연습에 있어 동화
문(童話文)이 상책이라는 언술은 그가 조선어 교육에서 동화가 지니는 가치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 
   끝으로 ｢삼년 고개｣에 관한 해설이다. 인용한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가 화방 
연습에 적절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십 분까지 읽고 이야기를 하게 시키는 것까지 
지도’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심의린이 동화를 통한 말하기 방법 
지도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교재연구
一. 文……三年고개에서 넘어지 老人이 맘 病이 들어 죽기만 기다리고 걱

정하고 잇는 것을 少年의 로 도로 安心하고 살게 만들어 주엇다는 옛날이
야기를 써서 迷信의 헛된 것을 알려준 글이다.

二. 節…(一○) 迷信은 文明人의 수치인 것. 

取扱上注意
一. 本敎材는 話方연습을 할 때, 적절하다. 十分 까지 읽고 이야기를 하

게 시키는 것까지 지도한다.325)

   
   심의린의 조선어독본 지도안은 동화에 대하여 전체 내용을 모두 암송하여 
화방연습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실연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작문을 할 

323) 심의린, ｢朝鮮語讀本卷四の解說 第八 혹 뗀 이약기｣,『朝鮮の敎育硏究』60, 1933, 
77-80쪽. 

324)  조선동화대집에는 노래가 실려 있지 않고 이야기만 있다. 동화집과 지도안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안은 공통된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第八 
혹 뗀 이약기｣를 통해서 조선의 시가(詩歌)를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
인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하여 시가를 교육시킨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것 같다. 

325) 심의린, ｢朝鮮語讀本卷四の解說 第十 三年 고개｣,『朝鮮の敎育硏究』58, 1933, 62
쪽. 



- 232 -

때에 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한다. 심의린에게 있어 조선어는 단순
한 의사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생존과 독립의 염원이 담긴 언
어였으며,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한 자료가 바로 동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조
선동화를 최적의 교재로 삼아서 말하기와 글쓰기 등 조선어 표현능력을 함양함
으로써 아동들이 조선의 주역으로 자라나기를 열망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말하고 전달함에 있어 정확한 발음과 행동은 내용과 뜻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자로서 조선어 발
음의 장단, 강약 고저, 어구의 속도의 조절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다루
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 쉽다.
더구나 지방에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326)

   조선어 교육 레코드에 실은 ｢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는 말을 배울 때는 먼저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소리를 똑바로 내야하고 그 
뜻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확한 발음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연을 할 때에도 부정확한 발음을 사용
한다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어학자이면서 조선어교육자로서 심의린의 정체성을 잘 보여
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는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한 중대한 사명이 되어 있으나, 그 
수단으로는 위선 음성의 매개가 필요하고, 가르친 다음에는 다시 音聲化로 
인하여 완결을 지어야 한다. 詳言하면 이해력을 획득키 위하여, 어떤 경우
에는 書取를 시킬 때로 있으나, 일반적 경우라면 참으로 읽을 수 있는지 적
당한 음성화의 낭독법에 의하여 입증할 것이다. 이 최후 단계의 달성이 있
어야만 國語美의 眞髓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음성교육은 국어 교
육에서 가장 유효한 진전을 하는 전체의 진액이나 機械의 발동하는 기름과 

326) 조선어 교육 레코드 조선어독본, ｢바른 독법 틀린 독법｣,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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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할 것이다.327) 

   심의린은 국어교육에서 문자보다 음성 언어가 중요하다고 여겼다. 제대로 읽
고 나아가 적당한 음성으로 낭독할 수 있는지가 제대로 된 국어 교육의 척도라 
했다. 위 인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궁극은 스스로 이야기를 소화해서 구연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완성함으로써 국어의 아름다움, 곧 국어
의 정수(精髓)를 발현할 수 있다.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
지만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쓰기와 작문, 문법 등 문자 중심의 교육
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국어교육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심의린
의 조선어 교육 방식은 선구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심의린의 동화 구연방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을 담은 것이지
만 언제라도 그에 앞서 ‘정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다
음 언술은 이러한 지향성을 잘 보여준다.
  

 여러 사람들의 실증을 업게 하고 웃긴다고 너무 俗되거나 亂雜하게 하야 
일부러 不自然한 態度를 갓는 것은 도로혀 敎育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愼
重하고 高尙한 自然의 아름다운 態度를 가저야, 話方練習의 정말 目的이오, 

童話의 價値가 잇다하겟습니다. 328)

   심의린은 청중의 흥미를 잃지 않게 구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흥미를 
위해 너무 속되거나 난잡한 표현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적 재료에 
맞는 내용을 신중하고 고상한 자연의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화방연습의 
목적이고 동화의 가치라고 선언하였다. 동화의 문장은 조선어의 묘미를 최대한 
살려서 정확하고 풍부한 담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청중의 흥미를 위해서 과도한 
표현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의린의 동화를 통한 말
하기 연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
하고 설계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심의린의 조선어 교육은 문법과 같은 지식적인 교육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야기를 하고 듣는 과정을 통하여 느끼고 감상하면서 그것을 개인의 취미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심의린은 동화에 나타난 풍부하고 정확한 표현들과 조선어
의 묘미를 살린 언어 표현들, 관용어들을 통해서 조선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327)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115쪽. 
328) 심의린, ｢머리말｣, 실연동화, 이문당, 192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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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야기내용을 통해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조선인으로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조선어 교육자로서 동화의 구연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표현 방법과 연습 과
정을 세심하게 제시함으로써 명목만이 아닌 아동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였
다는 데서 심의린 동화 운동이 지니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다른 아동문학가들이 행하지 못했던 동화 구연방법의 실제적 방법론을 교육적 
견지에서 체계화한 그의 노력과 성과는 시대를 앞선 선구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새롭게 주목하여 되새겨 재평가하고 그 취지와 방법을 이어나가야 
할 대상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3. 동화를 통한 한국어문학 통합 교육의 선구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한국 국어교육사와 한국 아동문학사 
양 측면에서 두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제강점기 한국 국어교육사는 ‘단절’ 혹
은 ‘암흑기’로 표현된다. 조선어329)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일본어만을 사용
해야 했던 언어 환경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어 교육이 암흑기이며 단절기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국어 교육사에서 학교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 조
선어교육을 모두 일본의 지배논리로만 파악하고 그 반대에 한글어문 운동을 배
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어 시간에 어린
이 잡지를 읽어주던 교사가 지니는 교육적 역할을 격하할 수 없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심의린이 만들어낸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 성과를 보더라도 학교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 조선어 교육을 일제의 지배논리에 따른 교육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긍정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본고는 그간 한국 국어교육사에서 단절기로 인식되었던 일제강점기에 심의린
의 조선어와 동화 기획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했다. 심의린이 
활발하게 동화 운동을 하던 1920년대와 30년대는 제2차 교육령 시기에 해당한
다. 1922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어 및 한문이 조선어와 한문으로 분리되고 한
문은 수의과목으로 바뀌었다.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의 비중은 더 낮아졌다. 박붕

329) 한국 국어 교육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어가 국어에 해당된다. 국어는 
조선어를 의미하지만, 당대에 조선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선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은 곧 국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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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제2차 교육령에 따른 1923년『보통학교 조선어독본』교재에 대해 “도덕, 
윤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역점을 둠으로써 우리 한국인으로 하여금 대담한 
용기나 강력한 의지나, 행동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좋게 말하여 좋
은 인성교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일면이나 각도에서 보면 민
족적 저항성의 약화를 꾀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330)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이 양적으로 동화, 우화, 실용문의 비중이 늘었지만 
그 내용이나 주제면에 있어서는 조선 아동의 진취적인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적고 순종하는 조선 어린이상을 내면화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次에 朝鮮語讀本은 종래 한문과 합하야 一敎科目으로 하얏스나 신규정에 
의하야 한문을 분리하야 차를 제오육학년의 隨意科로 관계상 금회 신히 조
선어만을 독본으로 편찬케 하얏도다 대체는 일본어 독본과 동양의 요령으로 
조선인의 취미에 투합하도록 가급적 기 정도를 평이케하고 우언문 철자법은 
교과서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야 별로 위원을 설하야 조사한 바에 거케 
하얏노라.331) 

   새롭게 만들어진『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조선인의 취미에 부합하는 내용
을『일본어독본』과 같은 양으로 배치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이후 지
속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교과서와 함께 조선총독부가 1924년에 발간
한『조선동화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조선동화집』나오는 ‘유순하고 
친절한 어린이상’이 순종적이고 현실 대응 논리가 부족한 어린이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은 일제의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에는 발랄하고 건강한 인물상,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결하는 자세
와 더 큰 세계로의 모험을 준비하는 어린이상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심
의린이 당대 교과서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동화집이 조선의 아동들에게 긍정
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조선의 동화를 집대성하여 
조선 아동의 취미를 충족시키고 조선의 현실에서 어린이가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 아동에 대한 정책
이 식민지 신민 양성에 초점이 모아진 열악한 상황 가운데 심의린은 시종일관 
동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조선어 교육의 길을 찾았다. 
330) 박붕배,『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 1987, 366쪽. 
331) 신교과서 편찬진정급방침(속) 편집과장 오다 쇼고(小田省吾)씨 담, 동아일보, 

19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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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동화는 조선어의 총화로서 조선인의 삶의 궤적과 함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 사실의 기록이 아닌 흥미와 감동이 있는 조선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교육적 담화를 위한 교재로 조선동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국어교육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특히 동화가 
조선어교육과 문학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그
를 통해 어문학을 통합한 총체적이고도 효과적인 국어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화를 통한 조선어 교육이라는 심의린의 선택은 조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 관련 운동은 언어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측면이 늘 
함께 병행되었다. 1924년에 신소년에 동요와 동화를 발표한 심의린은 그 다음
해인 1925년에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을 출간하여 조선어 교육자의 면모를 단적
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전은 조선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 
스스로 조선어를 배울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전에는 보통학교 조
선어독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그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독본을 공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사전에는 교과서 내용 외에 당시의 신문 잡지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보충함으로써 학생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유용한 많
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의 중등학교 조선어 문법(1936)은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처럼 중등
학교의 조선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었다. 제목 그대로 문법 교육을 
위한 책으로서, 문법에 관련된 원칙과 이론을 설명하고 품사의 특징과 활용 등을 
실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각 품사별 설명이 끝나고 나면, 뒤에 연습문제를 두
어 풀게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연습문제의 구성이다. 문법서임에도 불구하고 연
습을 위한 용례에 문학적 요소가 짙은 것이 눈에 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2. 다음 文에 對하야, 틀린 곳을 訂正하라.

  어엽분 자식 매 한 개 더어 땔인다. 미운 자식 밥마니 주엇다.
  모난 도리 정 맛는다. 圓滿한 사람는 아니 들는다.

  상자가 마느면 가마솟를 깨틀인다. 여러시 날뛰지 말라.
  書堂개三年의 風月짓는다. 올애보고 듯고하면 自然히 알 것이다.

  호랑이 업는 골에 살기 호랭이 행세을 하겟다. 잘난 체을 말 것이    
    다.332)

332)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제24책(59)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 탑출판사, 197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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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는 조선어문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확인 점
검할 수 있는 유익한 과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문법을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익
힘에 있어 구체적 용례로 속담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속담은 조선인
이 오랜 시간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짧지만 함축적인 문학적 언어의 특성
을 지닌다. 그것은 지적, 정서적으로 깊게 각인될 수 있는 효과적 의사소통 수단
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은 문법을 익힘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속담과 같은 문학
적이고 함축적인 용례를 활용함으로써 조선어와 문학의 통합적 연계효과를 도모
하였다. 그가 동화를 조선어 교육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은 것과 통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척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속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적 교훈을 담은 것들이 많음이 눈에 띈다. 그는 
이러한 용례들을 통해 은연중에 문법 교육 시간에 문학을 매개로 한 정신적 함
양까지 이루어지도록 의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총연습’에 제시돼 있는 문제들을 옮긴 것이다. 

總演習(모두 익힘)
다음 文을 가지고, 各 品詞로도 分析하여 보고, 文으로 解剖도 하여 보

라.
㉠ 꽃이 떨어지는 것은 나비가 나는 것 같다.

㉡ 山은 높고 물은 깊다.
㉢ 天下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으리오.

㉣ 끊임없이 쉬지 않고, 精誠을 다 하여 熱心으로 하면, 쇠라도 뚫고, 돌이
라도 뚫을 것이다.

㉤ 民心이 天心이라, 모든 百姓의 마음을 잘 알아서 다스려야 한다.
㉥ 君子는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성내지 않느니라.

㉦ 늙고 病들면 못하나니, 젊어서 靑年에 學業에 힘을 씁시다.
㉧ 아무 것이라도, 한 가지 일을 專心하여 硏究와 功을 쌓으면, 반드시 큰 

活用이 된다.
㉨ 말하는 소리와 態度를 보면, 그 性格을 안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扶與는 百濟의 옛 서울이니, 지금도 半月이란 城趾가 남아 있다.

㉫ 池塘에 비뿌리고 楊柳에 대끼인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베만 매였는
고, 夕陽에 無心한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더라.

㉬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百番 고쳐 죽어, 白骨이 塵土되어 넋이야 있고 없
고 님 向한 一片 丹心이야 가실 줄 이 있으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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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語法을 배운 者는 發音 하나·말 한 마디· 글자 한 字· 文章 하나에 조곰도 
틀림이 없이, 法則에 맞도록 바르게 하여야만 배운 보람이 있을 것이
다.333)

   ㉠부터 ㉭까지의 14개의 문제는 문법을 배운 후에 다음 문장을 각 품사로 분
석하고 문장을 해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한 것이다. 문장 안에 쓰인 품사
를 구별하고 각각의 문장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때 
구체적으로 제시된 용례가 인상적이다. 속담과 경구, 그리고 시가(시조) 작품 등
을 주요 용례로 삼아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다. 어학적 수련을 위한 문제에 문학
적 성격이 짙은 문장들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심의린이 어학과 문학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대신 양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 언어능력 향상을 추구하였
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때 문학적 요소는 단지 ‘표현’에 한정되
지 않으며 내용의 측면도 중요하다. 용례들을 보면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내용과 
정서와 사상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이런 문장들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
스럽게 그 의미내용에 따른 교육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는 심의린이 의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이 문법 교육에 속담, 시조, 사자성어를 자주 활용한 것은 그가 동화 
안에 속담이나 사자성어, 관용어 등을 많이 활용한 것과 서로 짝을 이룬다. 그러
한 표현들은 문법서의 경우 문학적 지향성을 강화하며, 동화책에서는 언어적 지
향성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심의린이 쓴 문법서와 동화책은 별개가 아니라 자
연스럽게 서로 연계되면서 일관된 교육적 효과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어와 동화가 별개가 아니며 동화가조선어교육을 위한 최고의 자료라고 하는 
그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앞선 안목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학
의 통합적 교육을 다각적으로 실행한 선구적 교육자가 바로 심의린이었다고 평
가할 만하다. 
   여기서 앞으로 시행될 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은 
‘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등 국어과에서부터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적 언어교육으로서 ‘문학기반 국어교육’이
라 불리는 문학을 통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때부터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등 국어교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설명한 내용

333)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제24책(60) 개편 국어문법 , 탑출판사, 1977, 141-14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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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7차 초등국어과 교과서에는 시, 설화 등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설득의 
언어사용능력을 기르게 하거나 문법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시도되었다. 김
경성의 <할아버지 등 긁기>(5-2 <<말하기·듣기·쓰기>>, 48)로 “표준어와 방
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목표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지혜로
운 아들’이라는 옛이야기를 설득 단원(3-1 <<읽기>>, 63-67)에 수록하여 
‘이어 주는 말’을 학습하는 등 많은 문학 제재가 언어능력을 기르는 데 활용
되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시도되었다. 윤
선도의 시조“보리밥 풋나물을...”한 수가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가르치는 
단원(2-1<<생활국어>>, 66)에 수록되었고, 김남조 시인의 수필 ‘할머니의 
옛날 별’이 ‘좋은 화제로 말하기’를 가르치는 단원(3-1<<생활국어>>, 28-31)
에 수록되는 등 문학기반 국어 교육을 시도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
다.334)

   위에서 인용한 ｢지혜로운 아들｣은 심의린 동화의 ｢군수와 소아｣에 해당되는 
동화이다. 이 이야기를 읽기 설득 단원에 넣어 이어주는 말을 학습하는 데 활용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학을 통한 언어교육의 단적인 사례가 된다.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으로 도입된 이와 같은 통합교육을 심의린은 다각적이고 지속
적인 동화 운동과 언어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미 실행했던 것이다. 심의린의 관점
과 방법이 얼마나 선구적이고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근간에 부각되고 있는 언어 문학을 연계하는 통합적 국어 교육은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 기획과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의
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담은 동화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실제 조
선어 화방시간에 학생들이 체험하여 학예회와 동화회와 같은 공개적인 행사에서 
직접 실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가 출판한 조선어 및 동화와 관련
된 서적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
였다. 그가 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 등에 정리한 동화는 ‘국어의 정수’로서
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어를 풍부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담아
낸 담화이고, 조선의 정서와 사상을 깊게 담아낸 담화였다. 동화를 취미로 삼아
서 그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구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능력과 문학능력이 
함께 신장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어능력의 종합적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

334) 한명숙, 앞의 논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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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의린은 이러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화를 
거듭해서 가다듬어 정리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익혀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전개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교육과정
에 본격 도입되어 구체화되기 시작한 어문학 통합교육을 거의 한 세기 가량 앞
서서 실천하였으니 그 의의는 국어교육사의 측면에서 보아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틀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학습자중심의 체험적 
통합교육이었다는 면에서 그 교육사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이 동화를 축으로 삼아 국어교육에 매진했던 것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이야기의 힘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언어의 힘과 동화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언어의 힘이란 사람에게 喜怒哀樂의 感情을 自由로 움직일 수 있으며, 目

的 到達의 成不成이 있는 偉大한 無形의 武器라 하겠다. 그러므로 童話術로 
兒童을 이끌어 아름다운 心情을 養成할 수도 있고 政治家가 雄辯을 吐하여 
大衆을 支配할 수도 있으며, 社交家가 甘言으로 交際의 目的을 到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言語 敎育이란 日常 生活의 必要한 言語를 正確하게 아름답게 
音聲上 으로든지 言語 選擇上으로든지 高尙한 性格을 養成함에 目標를 두어 
敎育的 標準語를 指導하는 同時에 對話라든지 藝術的 劇이라든지 童話라든
지 演說 討論 雄辯이라든지 各各 그 本質에 맞는 話術의 練習도 適當히 計
劃을 세워서 實施하는 것이 音聲言語 敎育에 한 가지 條件이 될 것이다.335)

   그는 언어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
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언어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표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성격을 양성함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는 말이 눈길을 끈다. 그에게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인
격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동화와 예술적 극 등에 관심을 나
타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언어야말로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미적 탐구를 통해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의린은 평생 조선어 교육에 힘썼다. 언어의 힘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졌

335) 심의린,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41책 음성언어의 교육, 서, 탑출판사, 1986,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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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국어(조선어)가 곧 조선 민족의 생
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심의린은 아동들이 우리말로 우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가장 좋은 자료로서 동화에 주목한 것은 심의린의 선택
이었다. 그가 의도하고 노력한 대로 그가 정리하고 보급한 동화들을 통해 조선어
는 그 고유의 언어적 힘과 사상적 가치를 더 발현할 수 있었다. 
   그간 근대 초기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단에서 활동했던 아동문학가, 
즉 문필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소년의 사람
들처럼 문필가이면서 조선어 교육에 정통한 지식인들, 곧 신명균, 이병기, 심의
린, 정열모, 맹주천, 이호성 같은 이들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학
교 현장을 축으로 해서 아동에게 끼친 조선어와 문학의 힘이 실로 막대하기 때
문이다. 그 중에서도 심의린의 역할은 독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 
연구자이자 교육자이면서 아동문학가로서 동화를 매개로 조선어와 문학의 통합
적 발전을 추구한 선구적 안목과 함께 지속적인 실천적 노력을 통해 빛나는 성
과들을 거듭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그는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신소년의 
취지에 나오는 ‘가장 착실한 시중’ 역할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꾸준히 실천한 인
물이었다. 

여러분의 힘이 더욱 굿세어지고 생각이 더욱 새로워지도록 도움이 잇서
볼가 엇더케하면 여러분의 질거운 압길을 여시는대 가장 착실한 시중이 되
어볼가 하는 생각이 밤나즈로 말지 안습니다336)

   원종찬은 신소년과 조선어학회를 다루면서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아동문학과 한글운동이 어떻게 관계했고 무엇을 지향했는지에 대한 폭넓고 균형
적인 시야의 연구가 절실하다”337)라고 하였다. 그 화두의 중핵에 놓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심의린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조선어와 동화 기획을 통해서 조선 아
동에게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동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조선인으로서 독립 국가
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은 
고통 받는 조선 아동의 위안처이면서 동시에 조선 아동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
반이었다. 교육의 장에서 그 과업을 힘써 감당한 선각자가 곧 심의린이다.

336) 신소년, 1923.10. 창간호, 1쪽.
337) 원종찬, 앞의 논문,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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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는 우리 民族의 生命이요 우리 國家의 存在를 說明하는 것이다. 

國語의 勢力이 있다면 이는 우리 民族과 우리 文化의 勢力이 있음이요 威
權이 强固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無窮花 나무의 뿌리와 다른 草木의 뿌리와는 그 素質과 生長이 다를 것은 
常識的으로 判斷하여도 알 것이다. 外來의 남의 精神으로 自己가 所重히 하
고 發展 隆昌케 함이 自己가 自己를 도움이요 반드시 行할 急先務이다. 如
何間 國語는 우리의 生命이요 魂임을 自覺하여 모든 것의 根本됨을 알아서 
眞正한 國語를 배워야만 참된 朝鮮 사람의 資格이 있다 할 것이다. 

丁亥(1947년)  燭불임에서 松雲이 씀.338)

   심의린은 해방 이후 발표한 ‘국어에 대한 나의 신념’에서 국어를 민족의 생명
이고 국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국어의 세력이 우리 민족과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의린이 생각하는 참된 조선인의 자격은 국어
의 근본을 알고 진정한 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가 일제 강점기를 관
통하면서 조선어와 조선인의 생명이 담긴 동화를 이야기한 것은 ‘참된 조선 사람
의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린의 조선어관은 주시경(1876-1914)을 시작으로 신명균(1889-1941), 최
현배(1894-1970)에 이어지는 조선어 연구회와 맥을 같이 하는 민족주의적 언
어관이다. 
   주시경이 강조한 국가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다음 글은 심의린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디구샹 륙디가 텬연으로 구획되여 그 구역안에 사  기 인죵이 
그 풍토의 품부 토음에 뎍당 말을 지어쓰고  그 말음의 뎍당 글을 
지어쓰 거시니 이럼으로  나라에 특별 말과 글이 잇 거슨 곳 그 나
라가 이 셰상에 텬연으로 목 쥬국 되 표요 그 말과 그 글을 쓰 인민
은 곳 그 나라에 쇽여  단톄되 표라 그럼으로 남의 나라흘 앗고져 
 쟈ㅣ 그 말과 글을 업시고 제 말과 제 글을 치려며 그 나라흘 
직히고져 쟈 제 말과 제 글을 유지여 발달코져  것은 고금텬하 
사긔에 만히 나타난 바라 그런즉 내 나라 글이 다른 나라만 못다 지라
도 내나라글을 슝상고 잘 곳쳐 죠흔 글이 되게 거시라.(중략) 금이후
로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히 녁이지 말고 힘써 그 범과 리치를 궁구며 
뎐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달어 더 죠코 더 편리 말과 글이 되게  
아니라 우리 왼 나라 사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쥬쟝글노 

338) 심의린, ｢국어에 대한 나의 신념｣, 부중, 1947,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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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샹고 사랑여 쓰기를 라노라.339)

   주시경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제 말과 제 글을 유지하고 발달시켜 내 
나라 글을 숭상하고 잘 고쳐 좋은 글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전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들어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 뿐 아
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와 국문으로 우리나라 근본의 주장하고 숭상하고 사
랑하여 쓰기를 바란다”라고 국어과 국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주시경이 설파
한 국가와 국어의 공존은 국어가 우리의 혼이고 생명이라고 말한 심의린과 동궤
를 이룬다. 또한, 국어를 잘 살리기 위해서 자전, 문법, 독본을 제대로 구성하려
는 의도는 국어 교육의 방안이다. 주시경이 활동하던 당시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
고 근대 국어 교육이 발흥하던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
재가 전무하던 시절에 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시경의 민족주의 언어관을 이어받은 신명균은 한글운동가이면서 민족주의 
운동가였다. 동덕여고보에 재직하면서 조선어학회에 가담하여 적극적 한글 운동
을 펼쳤다. 신명균에 대한 일화에서 신명균이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관술과 신명균 교사는 민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교사와 달랐다. 이관술
과 신명균 선생이 동맹휴학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신명균 교사는 인정스럽
고 감명 깊었다. 조선어 과목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문인의 글을 신명균 선
생이 이효정 자신에 게 등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업하
기도 하였다. 신명균과 이윤재 선생을 존경한다.340) 

   원종찬이 신소년의 사람들로 규정한 신명균, 정열모, 심의린, 이병기, 이호
성은 조선어 교육자이면서 아동문학 잡지에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이 가운데 신
명균은 조선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인이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수업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심의린이 동화를 통해 조선어 교육을 실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시경에서 비롯된 민족주의 언어관은 현장의 국어 교육자
였던 신명균과 심의린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심의린은 주시경과 직접적인 연관
성은 없지만, 신명균과 조선어학회의 교유를 통하여 국어가 국가의 존폐여부를 

339) 주시경,「국어와 국문의 필요」,『서우』2호, 1907, 31-34쪽. 
340) 박용규,「일제시대 한글운동에서의 신명균의 위상」,『민족문학사연구』38, 2008, 

377쪽 ｢필자와 이효정님(96세, 1912년생)과의 대화｣(2008.5.19, 오후 5시 30~6시 
30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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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다는 언어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기에 동화를 통하여 조선의 어린이가 지닌 취미의 욕
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교과서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취적
인 조선의 어린이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선의 옛이야기 속에서 당대 
현실이 처한 문제의식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문학사에서 방정환 중심의 소년운동에서 펼쳐진 동화운동의 계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장에서 조선어 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된 동화운동의 계보를 함
께 살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본고에서 밝힌 심의린의 동화 운동과 그 성과
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문학 및 국어교육과도 깊은 연관을 지니는 역사적인 성취
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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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심의린(沈宜麟 1894-1951)은 1914년 재동보통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으
로 1950년까지 ‘조선어’ 교육자와 연구자로 평생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
선어와 동화라는 새로운 기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조선어 중심의 동
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간 주목 받지 못했던 심의린의 조선
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의 양상을 밝혀 그의 동화 운동이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심의린의 생애는 1995년 박붕배가『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작성하여 현재까
지 심의린 이력사항의 전범이 되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박붕배와의 인터뷰, 심의
린의 아들 심양택과의 인터뷰, 새로 찾은 호적등본, 학적부, 이력서 등을 첨부하
여 재조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포착하였고 그
의 생애를 업적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족사와 생활사를 덧붙여 심의린의 인간적
인 면모를 담아냈다. 
   새롭게 부각된 심의린의 동화 운동가의 면모는 1923년 새로운 지식 보급에 
앞장 선『신소년』에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12월「눈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눈보라가 아무리 맹렬해도 태양이 뜨면 사라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서 눈보라와 같은 일제의 매서운 탄압도 눈보라를 물리칠 태양과 같은 존재인 
조선 소년이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했다. 1924년 1월「새해노래」
에서 ‘새해’가 밝으면 온갖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소년에게 
새 지식을 공부하여 일취월장 할 것을 노래에 담았다. 아동문학가로서의 출발은 
동화가 아닌 동요로 시작되었다. 
   1924년 3월 전설「완고양반」은 글에만 몰두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운 ‘완고’
한 인물을 통해서 신문물의 수용과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상을 간접적
으로 보여주었다. ‘완고’는 근대 지식 습득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심의린 동화에
서 중요 화두가 되었다.『신소년』이 지향하는 ‘취미’와 ‘실익’을 위해서 ‘완고’한 
인물형은 타파의 대상이었다. 1924년 8월「유복자의 효성」을『신소년』에 발표
했다. 그가 시대적인 문제인 ‘완고’와 함께 관심을 가진 문제는 ‘효’였다. 심의린
이『신소년』에 동요와 동화는 각각 두 편에 불과하지만, 심의린이『조선동화대
집』(1926) 발간 이전부터 아동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품들이다. 
   심의린은 경성사범학교 재직 중『보통학교 조선어 사전』(1925),『조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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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1926),『실연동화』(1928)를 출간하였다. 경성사범학교는 초등교원을 양
성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심의린이 보통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서의 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였고 그 성과물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당대 문맹률은 80%를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학교 수업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도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여 조선어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 했다. 심의린은 당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보통학교 조선어 사
전』을 통해서 어린이가 자학자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심의린은『朝鮮の敎育硏究』와『한글』에 1929년부터 1935년까지『보통학교 
조선어 독본』교안을 실어 학습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조선어학회에 
참여하여 조선어 강습회, 강연회, 잡지 발간, 교과서 등 조선어관련 일에 동참하
였다. 1928년에 이루어진「조선어독본 철자법 개정」심의원회에 조선어 권위자
인 일선 교사로 참석하여 조선어 독본 철자법 개정에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
는 입장을 대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사이에 ‘중등
조선어강좌’를 발표하다 중지당하고, ‘개정 언문 철자법강좌’를 열었다. 또한 당시
에 유행처럼 출판된 한글독본간행에 참여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개정과 조선어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힘썼다. 
   1931년 문맹타파를 위한 좌담회에 심의린은 사범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철자
법 문제, 교원 수양 문제, 계몽독본에 관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토론에서 현실
적인 문맹타파 대안을 제시하였다. 심의린은 1936년 여러 해 동안 연구, 조사, 
정리한 문법자료를 모아『중등학교 조선어문법 전(全)』을 펴내어 문법교과서로
서 널리 영향을 끼쳤으며,『사범교육 조선어대화』도 펴냈다. 또한, 국어교육연구
회 회지『국어교육』창간호에「음성언어의 교육」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발음
지도‧어법지도‧어투지도‧언어용례지도의 중요성을 인격적 언어교육과 관련지어 언
급하였다. 1949년에는『개편 국어문법』(1949)과『국어교육의 기초인 음성언어 
교육』(1949)을 펴냈다. 심의린이 조선어 교육에 바친 삶은 대단히 현장론적 성
격을 지닌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에 용이한 사전과 문법서들을 발간하고 조
선어연구회를 통해서 조선어 강연회, 문맹타파를 위해 애썼다. 조선어에 수많은 
업적들은 동화와 만나 새로운 기획 속에서 통합적으로 재탄생하였다.  
   심의린의 본격적인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조선동화대집』으로 시작
되었다. 교육적 ‘담화재료’『조선동화대집』은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기
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통해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
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의린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와 훈화가 인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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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조선동화대집』에 지혜, 효, 가난 극복, 형제
애, 은혜, 모험과 같은 주제를 통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라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간접 경험
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당대가 요구하는 현
실적 가치를 융통성 없는 ‘완고’한 인물형에 대입하여 흥미롭게 풀어냈다. 심의린
의 대표작인「멸치의 꿈」은 헛된 꿈으로 점철되어 있는 멸치를 통해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조선
동화대집』을 관통하는 가난의 문제는「이오성」에서 저축으로,「부자 되는 법」
에서는 낭비하지 말자는 생활 습관으로,「돌둑겁이」에서는 점책 공부로 문제를  
해결했다. 옛이야기가 복, 운에 결정되는 요소가 많이 있었다면 『조선동화대
집』에서는 근대적 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또한, 
외국동화인 그림동화의 모험 서사를 수용하여 자신이 속한 세상 밖으로 나가 꿈
을 찾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모험과 탐험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 
도전 정신을 깨우쳐 주었다. 
   본고에서 새롭게 발굴한『실연동화』는 실제 조선어 화방 시간, 학예회, 동화
회 등 공개적인 말하기 연습을 위한 교재이다. 당대 어린이들은 고담과 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을 누렸는데 심의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전에 필요한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11편을 묶어서 이야기 방법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책에는 말하기 시간이 표기되어 있어 구연자가 스스로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실연동화』는 심의린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편
찬되었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영향과 함께 일본 실연동화집과
의 관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21년부터 일본 동화 구연 협회에서는 유명
한 구연가들이 직접 구연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실연동화집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기획은 제1집에서 제9집까지 이어지면서 인기를 누렸다. 심의린이『실연동화』
제1집이라고 명명한 것도 이후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
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제1집만이 확인될 뿐이다. 
일본의 실연동화집이 유명한 구연가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것이라면, 조선 유일
의『실연동화』는 심의린이 혼자서 편찬하였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실천적 태도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연동화』의 내용은『조선동화대집』(66편)과 달리 11편밖에 되지 않기 때
문에『조선동화대집』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요소들을 포괄하기보다는 흥미와 
감동에 주안점을 두었다.『조선동화대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바보 이야기
는 한 편도 없고 불변의 가치관인 효, 형제애, 은혜, 신의와 관련된 주제를 지속



- 248 -

적으로 이어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모험 서사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또한,『조선
동화대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재수록된「멸치의 꿈」을 통해서 실
연할 때 동화의 내용과 표현법들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심의
린이『실연동화』에서 새로운 작품을 많이 반영하고『조선동화대집』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한 바보 이야기를 모두 삭제한 것은『실연동화』에서 혁신적인 동화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모색이었다.「귀 큰 님금」은 옛 이야기이지만 
근대적 직업의식을 담아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발사라는 직업을 선택했
고 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다. 이처럼『실연동화』에
는 심의린이 재해석과 개작을 통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다.『조
선동화대집』에서도 근대적 직업관이 드러났지만,『실연동화』에서는 더 구체적
이고 적극적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다. 또한『실연동화』에는 모험과 탐험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야기가「삼남이의 비행선」으로 흥미
진진하게 표현되었다.『실연동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 현실을 극복하는 어린이의 모험적인 서사가 확장되었
다. 이를 위해서 외국동화인 그림동화를 적극 활용하였지만, 그 활용 방식은 조
선동화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심의린은 조선어 교육 레코드『조선어독본』에서 학생들의 발음을 직접 지도
하고 자신의 목소리로「바른 독법과 틀린 독법」을 녹음하여 당시 조선어 음성
언어의 올바른 실체를 제공하였다. 심의린이 학교 교육의 장에서 대중적인 매체
인 라디오로 활동 영역을 넓혀 청중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조선동화대집』과
『실연동화』의 서사를 차용하고 외국동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자신만의 상상
력으로 동화 창작의 단계까지 나아갔다. 특히 라디오 동화에서는 안데르센의 동
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험 서사를 구축하였다. 심의린의 옛이야기 개작 양
상은『조선동화대집』을 시작으로『실연동화』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라디오 
동화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방정환이 외국동화 번안을 시작으로 아
동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동화와 소년소설을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처럼 심
의린은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사를 수용하여 창작의 단계로 나아갔다. 
그간 심의린은『조선동화대집』에서 조선동화를 집대성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실연동화』와 라디오 동화에서 동화 창작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심의린은 동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얻고 이를 통해서 
문장을 감상하고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동화에서 
의성어, 의태어, 순우리말, 수식어를 최대한 사용하여 문예미를 높였다. 또한, 주
인공의 외모 묘사, 특정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조선어의 음성적인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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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이야기의 흥미를 높였다. 심의린은 동화에서 
관용어나 논평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드러냈다. 관용어의 폭을 조선의 속담과 
격언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의 한시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그의 견문이 상당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린은 전통적 가치관인 ‘효, 형제애, 권선’ 등 인간이 항구적으로 지녀야 
할 덕목들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대의 어린
이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을 삽입시켜 ‘완고’ 타파, 신문물 수용, 저축 등 근대적 
가치 개념을 동화에 반영하였다.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에서는 모험을 무릅
쓰고 떠난 아이들의 성공담을 통해서 도전 정식을 일깨우고 있다.「부싯돌」에서 
주인공은 마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자신의 기지로 위험에
서 빠져나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낸다.『조선동화대집』의「네모진 보석」에
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보석을 지닌 주인공이 사치와 교만으로 다른 사람에
게 죽임을 당하는 서사와는 결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심의린이 라디
오 동화에서 주인공이 ‘부싯돌’을 통해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옛이야기에서 한 발 나아가 동화가 추구하는 아동문학의 세계에 다가간 것
을 의미한다. 라디오 동화에서 새로운 서사를 창작해 나가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난한 병사가 인생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
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인생 역정의 이야기는 충분히 어린이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심의린이『조선동화대집』에서 옛이야기 가운데 교육적 ‘담화재료’를 집중적
으로 선택하여 조선어의 특징을 살려 논평을 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였다면,
『실연동화』에서 조선어 말하기 연습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옛이야기와 외국 동화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작하였다. 라디오 동화는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3편밖에 없지만 간략한 대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동화를 창작했다는 점이다. 심의린의 조선
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처음에는 교육적 ‘담화재료’의 집대성으로 시작하였지
만 동화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고의 확장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실천적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심의린의 동화 운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 구연 방법의 실질적 체계화, 동화를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의 선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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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퍼진 동화들은 외국 동화의 번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
었다. 방정환의 세계명작동화집『사랑의 선물』이 11쇄를 발행하며 인기를 끌었
고, 조선동화로는 심의린의『조선동화대집』이 4판을 인쇄하면서 어린이와 아동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동화회에서도『사랑의 선물』에 
수록된「한네레의 승천」,「샨드룡의 류리구두」와 같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
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동화집 발간에서도 조선인의 발랄한 민족성을 
담아낸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심의린은 조선동화를 집
대성하여 이야기 종목을 조선화 하였다. 특히 지혜와 모험이 가득한 다양한 동화
들을 소개하여 조선 아동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해결
책을 제시하고 조선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
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
므로 심의린의 동화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이 펴낸 동화집에서 결핍된 지혜와 
어린이 중심의 서사를 확대하였다. 또한, 조선 아동문학가들이 소년운동 중심의 
세계명작동화를 동화 구연의 핵심으로 둘 때,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이 그대로 담
겨있고 조선 아동의 지혜와 힘과 도전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후 심의린의 동화 목록은 현행 전래동화 출판과 교
과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전래동화의 전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의린 동화에 담긴 생활에 유용한 상식과 문장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
는 좋은 재료이지만 이것을 구연하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청중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없다. 구연을 잘 하려면, 
동화의 문장과 표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심의린 동화 문장은 이전의 다른 
동화와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담화를 표현해 냈고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고유어
의 사용과 의성어와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렇게 확장된 동화의 문장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구연을 한다면 문장의 아름다움
을 통해서 문예미를 확보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면 청중은 흥미를 잃지 않고 효과
적인 구연을 할 수 있다.  
   심의린이 해방 이후 발표한 ‘국어에 대한 나의 신념’에서 국어를 민족의 생명
이고 국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국어의 세력이 우리 민족과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의린이 생각하는 참된 조선인의 자격은 국어
의 근본을 알고 진정한 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조선어와 조선
인의 생명이 담긴 동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조선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길이었다. 이것이 심의린의 조선어와 동화에 담긴 기획의도로 이를 통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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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심의린이 평생을 해 온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
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 국어교육사와 한국 아동문학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업적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한국 국어교육사는 단절 혹은 암흑기에 해당했다. 그러나 
심의린의 끊임없이 이어진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은 일제강점기 한국 국어
교육사의 암흑기를 밝혀줄 등불이다. 통합 국어 교육의 기원을 외국의 이론에서 
가져오기보다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조선어와 동화의 기획으로 실천적 통합 국어 
교육을 완성한 심의린에 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심의린은 엄밀하게 말하면, 방정환에 필적할만한 동화 
운동가임을 밝혔다. 방정환이 소년운동을 중심으로 동화 운동을 펼쳤다면, 심의
린은 조선어를 중심으로 동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방정환 중심의 아동 문학가들
이 외국의 번안 동화 출판에 집중할 때, 홀로 조선동화에 몰두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아동문학사는 방정환의 소년 운동과 아동 문학가들의 행적만을 기록하였다. 
이제 다른 방면에서 전개된 동화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인물이 심의린이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앞으로 조선어와 동화에 대한 기획으로 조선인의 사명감을 지키고자 했던 심
의린의 업적을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높게 평가하고 그의 동화 운동의 의의를 다
른 동화 운동과 나란히 서술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와 함께 했던『신소년』의 
주역인 신명균, 이병기, 정열모, 맹주천, 이호성에 주목하여 조선어와 아동문학의 
관계를 밝혀 한국 아동 문학사에 나타난 조선의 동화 운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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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심의린 연보
1894년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강남면(江南面) 출생
1908년 3월 27일 관립 재동 보통학교 졸업
1908년 4월 1일 관립 한성고등학교 예과 입학
1913년 3월 23일 경성 고등 보통학교 본과 졸업
1914년 3월 23일 한성사범학교 졸업
1914년 4월 1일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訓導) 7급.
1914년 4월 1일 재동공립보통학교에서 교직생활 시작
1917년 3월 어의동 공립보통학교에 근무
1919년 경성여자고등학교 근무
1925년 경성사범학교 근무
1937년 지방 관리 양성소 교원 근무
1938년 경성여자사범학교 근무
1943년 경성 화산국민학교 근무 
1946년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근무 
1950년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의원면직
1951년 부산 형무소에서 식중독 사망. 

■ 심의린의 직급과 봉급
연도 학교 직급 봉급

1 1914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7
2 1915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7
3 1916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7
4 1917 재동공립보통학교 훈도 월22
5 1918 어의동 공립보통학교 훈도 월22
6 1920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8
7 1923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6
8 1923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훈도



- 260 -

■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 자료 목록
1 은혜 몰으는 호랑이 34 산양의 소원
2 멸치의 꿈 35 갓흔 재조
3 청보자 36 태젼군의 
4 독갑이돈 37 김득선의 후회
5 호랑이를 잡은 도적 38 콩쥐팟쥐
6 당나귀알 39 옹긔장사
7 바보사위 40 완고량반
8 개구리 신선 41 달

9 192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6
10 192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훈도
11 1925 경성사범학교 훈도6
12 1926 경성사범학교 훈도5
13 1927 경성사범학교 훈도5
14 1928 경성사범학교 훈도5
15 1929 경성사범학교 훈도4
16 1930 경성사범학교 훈도4
17 1931 경성사범학교 훈도4 월97
18 1932 경성사범학교 훈도4 월97
19 1933 경성사범학교 훈도4 월97
20 1935 경성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0 종7훈8
21 1936 경성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0 종7훈8
22 1937 지방관리양성소 촉탁강사
23 1938 지방관리양성소 촉탁강사
24 1938 경성여자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5 종7훈8
25 1939 경성여자사범학교 촉탁교원 월75 종7훈8
26 1941 경성여자사범학교 퇴임
27 1943 경성 화산국민학교
28 1945 경성 화산초등학교 퇴임
29 1946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복직
30 1950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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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방망이 은방망이 42 두 개의 구슬
10 이오성 43 혹 달닌 로옹
11 효자의 도움 44 문자 잘 쓰는 남자
12 네모진 보석 45 오리 먹고 알 먹어
13 외쪽의 꾀 46 토끼의 지혜
14 착한 아우 47 말하는 남생이
15 부자 되는 법 48 삼인의 학동
16 곰과 산도야지 49 염소의 환갑잔치
17 오작교 50 두 형의 회개
18 별주부 51  잇는 여호
19 두건 쓴 고양이 52 보의 실언
20 유복자의 효성 53 풀은 구슬과 붉은 구슬
21 장승해몽 54 자리다툼
22 소년군수 55 텬도 어든 효자
23 악독한 범 56 개와 범
24 다람쥐의 보은 57 보의 성공
25 원숭이의 재판 58 군수와 소아
26 바보 모집 59 거즛말 잘 하는 아해
27 돌둑겁이 60 텬치 신랑
28 오성의 독갑이 제어 61 쌍의 보은
29 반 사람 62 술 나오는 구슬
30 놀부와 흥부 63 여호의 변화
31 로부를 내다버린 자 64 세도 재상의 활냥
32 토목공이와 릉고비 65 완고학자님
33 호랑이 모집 66 둑겁이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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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실연동화 제1집 자료 목록

■ 1936년 1월 특별 신보(新譜)로 발매한 조선어교육레코드 자료 
목록

제목 시간
1 톡기의  十分間 7 죄바든 여호 三十五分間
2 金乭의 樂園 二十分間 8 萬吉의 원수 三十五分間
3 正直한 福順이 五分間 9 恩惠갑흔 원숭이 八分間
4 멸치의  二十二分間 10 三男의 飛行船 四十分間
5 友愛를 달은 兄 七分間 11 造化붓흔 그림 二十分間
6 귀큰님금 三十五分間

번
호 제목 시간 학년 번호 제목 시간 학년
1 바른독법과 

틀린 독법 2:55 1학년 13 자장가 3:24 3학년
2 반절 3:23 1학년 14 꽃닢, 점심밥 3:01 3학년
3 아침해 1:32 1학년 15 혹 뗀 이야기 5:27 4학년
4 아버지와아들 1:56 1학년 16 아침바다 3:26 4학년
5 코끼리 1:10 1학년 17 부여 3:06 4학년
6 비 2:23 1학년 18 어부가 3:19 5학년
7 봄 2:46 2학년 19 언문의 제정 3:21 5학년
8 무지개,물방아 3:27 2학년 20 심청 6:02 5학년
9 산울림 3:08 2학년 21 時調五首 2:41 6학년
10 한석봉 3:21 2학년 22 공자와 맹자 2:42 6학년
11 박혁거세 3:35 3학년 23 詩話二篇 2:20 6학년
12 꿈, 달 3:19 3학년 24 途上의 一家 3:30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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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린의 라디오 동화 목록

 

순서 날짜 수록매체 동화제목
1 1927.12.17 동아일보  스루메의 몽(夢)
2 1933.5.19. 매일신보  효동(孝童)  
3 1933.6.14. 매일신보  돌과 두비
4 1933.7.9. 매일신보  이상(異常)한 그림 
5 1933.7.31. 매일신보  부싯돌 
6 1933.8.5. 매일신보  부싯돌 
7 1933.9.9. 매일신보  난장이
8 1933.10.2. 매일신보  게으름뱅이
9 1933.10.25. 매일신보  작난
10 1933.11.18. 매일신보  욕심쟁이 
11 1933.12.28. 매일신보 제목 없고 이름만 수록 
12 1934.1.30. 동아일보  못난이 
13 1934.2.16. 매일신보  물고기 
14 1934.3.9. 매일신보  쟁이 
15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16 1934.4.6. 동아일보  옴둑겁이 
17 1934.4.29. 매일신보  반
18 1934.9.13. 매일신보  다람쥐 
19 1934.10.23. 매일신보  농촌 어린이 시간표 
20 1935.1.28. 매일신보  이상한 보작이 
21 1935.3.1. 매일신보  의조흔 형제 
22 1934.4.1. 매일신보  원숭이의 보은 
23 1935.5.2. 매일신보  만성(萬成)의 운(運)
24 1935.5.19. 매일신보  복돌이와 첨지
25 1935.7.7. 매일신보  이야기 
26 1935.7.13. 매일신보  완고학자님 
27 1935.8.30. 매일신보  기름장사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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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沈宜麟童话运动研究
-重点探讨通过故事的重构进行朝鲜语文教育的方式-

                                                                      
金璟姬

   沈宜麟（1894-1951）是我国第一部童话集的编者，曾被评价为对童话具有较
大兴趣的国语教育者。但笔者通过新的资料对他的生平进行研究，发现他对朝鲜
语教育和童话注入的热情远远超出我们之前的了解。他应被评价为有目的性地投
入朝鲜语教育和童话研究的童话运动家。
   沈宜麟是朝鲜语教育家和童话运动家。他于1914年到斋洞公立普通学校任教。
此后一直从事教育事业，直到1950年为止。韩日合邦以后，朝鲜语教育被禁止。
而能否守护本民族语言是系国家存亡之大事的关键。为守护本民族语言，他对朝
鲜语教育和童话注入了极大的热情。他写的两首童诗《暴风雪的歌》和《新年的
歌》分别于1923年12月和1924年1月发表在《新少年》上。《新少年》创于1923
年10月，是各普通学校的教师执笔编写的、以趣味和实际效益为目的的刊物。他
在1924年3月又发表了《传说中的顽固两班》，于1924年8月发表了《遗腹子的孝
心》。他的儿童文学活动，起初是在少儿刊物上发表童诗，之后转到了传说与童
话研究，进而转化为童话运动。 
   沈宜麟在《新少年》发表传说与童话后，朝鲜总督府刊行了《朝鲜童话集》
(1925)。于是他又出版了宣扬朝鲜人乐观、进取精神的《朝鲜童话大集》。当
时，朝鲜总督府的童话集和朝鲜儿童文学家的《外国名作童话集》在童话出版市
场占主流地位。《朝鲜童话大集》出版后引起了很大的反响。它的出版量在当时
出版的童话当中排第一。这一童话集通过"符合实际生活内容的思想与感情、具有
常识性的故事"给朝鲜的小朋友指明了未来的道路。沈宜麟对朝鲜的故事进行重
构，并把它编成童话集，这与当时的朝鲜无法进行完整的朝鲜语教育的情况有密
切关系。韩日合并后，朝鲜语的授课时间减少，学校进而禁止使用朝鲜语｡在这种
情况下，让朝鲜的孩子学习朝鲜人的思想和感情的最佳方法是让他们听朝鲜人的
故事。因为这些故事带有朝鲜人的生活气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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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根据挑战和实验精神，沈宜麟进而出版了《话方練习实演童话第一集》(192
8)。从20世纪20年代起，“童话会”在天道教少年会成员方定焕等人的参与下开
始繁荣。沈宜麟从“朝鲜语话方时间”、“学艺会”、“童话会”等实际演出过
的作品中选了11篇最有人气的作品，编成了童话集。当时的学生虽然参与童话说
书，但在选择作品与表演方面经历了不少困难。沈宜麟编的教材可以有效帮助学
生掌握具体演出方法和选作品的依据。
   沈宜麟并没有停留在出版演出材料的出版上，而是把眼光转移到了当时最先进
的近代媒体-收音机和留声机上。沈宜麟得用1927年2月16日开设的京城广播，从
12开始参与收音机童话说书节目。他长期在收音机里讲童话，是想用声音来传达
童话的魅力。
   沈宜麟具教育实践方案体现在朝鲜语唱片《朝鲜语读本》的第一节《正确的读
法与错误的读法》上。他鼓励人们学习标准朝鲜语，以便正确发出朝鲜语的音，
更好得与他人进行沟通。留生机的唱片通过孩子的声音，传达出实际语言的语调
和声音、长短、高低等很难用文字说明的信息，可谓是很好的实际教育方法。收
音机和留声机虽然是高价的家电，因当时的朝鲜小孩子可以在学校和图书馆，或
者通过“听聚会”等公开聚会接触并收听这些内容。
   沈宜麟没有停留在出版童话的阶段，而是把它扩展到收音机、留声机等媒体。
这是因为他正确把握了当时朝鲜儿童的兴趣和需要。而在此过程，新媒体的发现
和介入使故事的内容和形式发生了变化。沈宜麟从《谈话材料》和《朝鲜童话大
集》选出以往的童话集不太重视的傻子和顽固人物的故事并进行加工，使其符合
当时的价值观。为了更形象地表现贫穷与贪婪的问题，他积极使用了固有语、象
征语和惯用语。通过矛盾的发展和解决，孩子们从中体会到了真实的情感并受到
了思想的熏陶。
   《话方练习实演童话第一集》是受朝鲜故事文化和日本实演童话集的影响而编
的。为了在朝鲜的童话会和朝鲜语会话课、学艺会等正式场合讲述童话，必须选
好童话并研究出有效吸引听众的方法。从20世纪20年代起，日本就以《童话协
会》为中心，持续出版供实际演出的童话集，为童话的口述提供了多种素材。沈
宜麟在朝鲜的儿童文化和日本的影响下，出版《话方练习实演童话第一集》并计
划陆续出版续集。但第二集是否存在，现还不得而知。沈宜麟通过个人的努力选
择供实际演出的资料，并提出具体的演出方法，这在当代讲书文化史上可以说是
具有跨时代意义的举措。《海蜒的梦》是唯一同时收在《话方练习实演童话第一
集》和《谈话材料朝鲜童话大集》里的作品，展示了海蜒挑战虚妄世界的过程和
失败的经历。它是沈宜麟重构的故事中的精华，收在《传来童话全集》和语文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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材上，至今享有很大声誉。
   沈宜麟重构的主要是朝鲜的故事，但也改造了部分外国童话，用以表现朝鲜的
故事无法表现的主题。《谈话材料》、《朝鲜童话大集》把格林兄弟(The 
Brothers Grimm)的《青蛙神仙》《猎手的心愿》、《一样的才能》改写成《青
蛙王子》、《渔夫和他的妻子》、《聪明的四个兄弟》。《话方練习实演童话第
一集》把格林兄弟的《黄金鹅》和《怪物Griffon》进行适当的组合，创出长篇
童话《三男的飞行船》，表现了朝鲜儿童的积极形象。在收音机里又两次播放安
图生（Andersen）的名作《打火匣》，给孩子们听一个平凡的主人公与世界对
抗并取得胜利的做事。
   沈宜麟通过实践告诉人们，故事并不是死的。它是一个活的文化，与当代生活
密切相沟通。正是这一点使得他成为一个童话运动家。他在学校接触和教育孩
子，通过自己的亲身体会，安静而有力地推进朝鲜语教育和普及童话。沈宜麟对
朝鲜的故事进行重构，鞭挞不顾世界变化、只会坚持自己意见的顽固人物，展示
小孩成为主人公并与苦难相抗衡的过程，对过挑战广阔世界的故事，使孩子们掌
握解决现实难题的间接经验。
   在日帝强占期，当具有少年运动倾向的儿童文学家集中精力出版外国童话集
时，沈宜麟把朝鲜的故事编写成适合小朋友口味的童话。为了在演出时持续吸引
听众的注意力，在发声、动作、故事内容等方面提出的具体的意见，并使它具有
一定体系。
   沈宜麟对朝鲜语教育和童话的贡献使他在韩国儿童文学史和韩国国语教育史上
占有很重要的地位。在韩国国语教育史，日帝强占期被评介为断裂期、黑暗期。
而沈宜麟在进行语法教育和创作、讲述童话时使有俗语、时调和四字成语，使得
朝鲜语教育和童话表演自然相连接，使它们具有一贯的教育效果。这种实践来自
他的信念。沈宜麟认为语言和文学是一体，文学是语言教育最好的材料。沈宜麟
具备了跨越时代的眼光，从多个角度实践了语言和文学的统合教育，是一个具有
开创意义的教育家。
   对沈宜麟在韩国儿童文学史和韩国国语敎育史取得的成就和他所倾注的心血，
我们应给予充分的肯定和积极的评价。

关键词：朝鲜语、童话运动、口演童话、故事、会话敎材、朝鲜童话大集、实演
童话、广播童话、韩国语文学统合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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