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주의동화1)는모든연령의학생들에게인기있는장르중하나이다. 우리는

유머러스한사건, 생존을건모험, 성장에관한이야기, 타인의삶에관한이

야기를읽음으로써자신을이해하고, 나아가타인과의관계는물론인생의경험을이

해하는데에도도움을받을수있다.

교사를위한배경지식

이장은 3~6학년을위해서고안되었지만문학요소를가르칠때는학생들의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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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 realistic fiction. 현실세계에서일어날수있는일을이야기로만든 로서‘생활동화’로번
역되기도한다. 그러나이책에서는생활동화를포함한보다다양한책들이제시되고있으므로넓은
의미로사실주의동화라고하 다. 사실주의동화작가는가족, 친구, 동물, 자연, 스포츠등과같은생
활주변의소재로 을쓰며, 단순히현실을그대로묘사하는데그치지않고인물, 플롯, 문체등에변
화를주어현실의문제를드러내거나강조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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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력수준과그장르에대한배경지식에따라다르게접근해야한다. 초등학교

3~4학년학생들은사실주의동화에대한기본적요소를공부할수있고, 5~6학년

학생들은읽기와쓰기를향상시킬수있는추가적요소도함께배울수있다(표 1.1

참고).

정의

D. Defoe가쓴『로빈슨크루소(Robinson Crusoe)』(1719)의출간은문학장르에있

어서사실주의동화의시발점이되었다. 사실주의동화는진솔한삶을살아가는인물

의등장과함께실제그시대와배경속에서일어날수있는이야기를담고있는문학

장르중의하나이다. 주인공의문제는플롯이되며이것은곧갈등의근원이된다.

Hillman(1999)에의하면“사실주의동화는곧‘사실에근거한’이야기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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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준별문학요소

중급학년 고학년

이야기

도입－배경, 인물, 문제

배경－필수적배경

인물－입체적인물, 역동적인물

갈등－문제

플롯－유형

작가의문체

비유적언어－직유, 은유

주제

이야기

도입－중요한사건, 인물(입체적, 역동적, 고

정적, 평면적, 주인공, 대립자)

배경－필수적배경, 배경막

갈등－문제

플롯－유형

플롯의변화－복선, 회상

작가의문체

시점, 심상, 비유적언어(직유, 은유), 작가의

의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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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인식하는실제이며, 문학적장치를통해서여과된것이다.”(p. 166) Lukens

(1999)는“인물과갈등은서로가서로를발전시켜주며 접하게관련되어있다.”고

말한다(p. 15). J. F. Cooper의『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

(1826)나L. M. Alcott의『작은아씨들(Little Women)』(1868), M. Twain의『톰소

여의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1876)과같은책들역시이장르에속

한다.

역사적사실이야기와현대적사실이야기의차이점은시대에있다. 문학전문가들

은대개현대적사실이야기를2차세계대전이후또는1960년대이후출간된책들로

규정한다. 이장에서는현대를1960년대부터현재까지로규정하고있다.

사실주의 동화의 문학 요소

사실주의동화는이야기구조로이루어져있다. 도입은이야기를이해하는데필요한

배경지식을담고있고배경, 인물, 갈등에대한정보를준다. 이야기의중반부부터

플롯이발전되기시작하는데, 이플롯은사건, 인물의사건에대한반응, 인물이부딪

히는장애물을포함한다. 대개플롯은클라이맥스를향해진행되는사건들로구성되

며, 이것을소위상승적플롯전개라고한다. 이야기는사건이해결되거나종결되면

서끝이나게된다.

사실주의동화의구성요소에대한학생들의이해를돕기위해아래에제시된기본

적정의를사용하는것이좋다.

도입 작가가이야기의배경을제시하는부분을말한다. 독자는도입을통해배경,

인물, 문제에대해알수있는데, 이것은아마도이야기가시작되기전에이미벌어

졌던일일수있다.

배경 이야기가일어나는장소와시간을가리키는것으로위치, 계절, 날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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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말한다(Tompkins, 1994). 배경은플롯, 인물, 사건, 주제에있어중요한역할

을한다. 예를들어사실주의동화에서계절과날씨는인물들의딜레마를드러내

준다. 사실주의동화는실제세계의인물을묘사해야하기때문에작가는독자로

하여금배경과인물, 인물이처한곤경을머릿속으로그려낼수있을만큼자세하

게배경을묘사해야한다.

인물 구성 독자로하여금인물이어떤사람이고, 무엇을하며, 어떤말을하고, 타

인이그인물에대해어떻게말하는지알수있도록해준다(Lukens, 1999). 인물

의말과행동은독자에게믿음을줄만큼현실성을갖고있어야한다. 독자는종종

이러한인물과자신을동일시할수있는데, 이는그가우리의친구나우리자신과

비슷하기때문이다.

사실주의동화에는다양한유형의인물이등장한다. 주인공은대개이야기의진행

과더불어완성되어가고복합적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입체적 인물(round

character)이라고부른다. 만약인물이이야기가진행되는동안변화한다면이인

물은 또한 역동적 인물(dynamic character)이라고 볼 수 있다.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은 입체적 인물만큼 완성되지는 않는다. 또한 고정적 인물(static

character)은입체적인물일수있지만이야기속에서변하지않고늘한결같은평

면적인물일수도있다. 주인공과반대되는인격적특성을가진인물은대비적인물

(foil character)이다.

인물은주인공과대립자로구분할수있다. 대개주인공은중심인물을말한다. 반

면에대립자는갈등속에서반대되는세력을지닌인물이다.

갈등 이는이야기속에서일어나는문제의유형에따라규정된다. 갈등은인물의

삶에 향을미치는세력들사이에존재하는긴장감이다.

인물－자아의 갈등은주인공과대립자모두가중심인물로서갈등을겪는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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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관계, 갈등으로인한감정, 문제등을해결해야한다. 인물－자아의갈등

을 묘사하고 있는 책 중의 하나는 M. D. Bauer가 쓴『잃어버린 자전거(On My

Honor)』(1986)이다. 이책에서주인공인조엘은가장친한친구인토니에게일어

난일을부모님과선생님에게말해야할것인지에대한고민을해결해야한다.

인물－인물의갈등은주인공이다른사람과직접적인갈등상황에놓이게되는것이

다. 예를들어 B. Byars가 쓴『핀볼(The Pinballs)』(1987)은 보육원에서만난세

명의인물들이다른사람들과갈등을겪는이야기이다. 하비는아버지와갈등을겪

고, 칼리는양아버지와갈등을겪으며, 토머스는두살때자신을버렸던부모님과

갈등을겪게된다.

인물－자연의 갈등은주인공이자연에대항하는갈등을그린것이다. 이갈등유형

의예로는G. Paulsen이쓴『손도끼(Hatchet)』(1987)를들수있다. 이이야기에

서브라이언은어머니로부터받은유일한선물인손도끼를가지고황무지에서끝

까지살아남아야만한다.

인물－사회의 갈등은사회가이야기내에서대립자역할을하는것으로, 주인공은

자신이속한사회에서그를억누르는곤경을극복하는방법을찾아내야만한다. 이

갈등유형의예로B. Naidoo가쓴『요하네스버그로의여행(Journey to Jo’burg)』

(1986)을들수있다. 이이야기에서날레디와티어스는아픈누이를돌보기위해

어머니를만나집으로모시고가야하는데, 그과정에서피부색때문에자신을차

별하는남아프리카백인들과싸워야만했다.

플롯 이는이야기속에서발생하는사건들을말한다. Cornett(1999)은“플롯은

사건들의연속으로대개행동을시작하게하거나갈등을야기하는문제에의해서

유발된다.”고설명한다(p. 89). 사실주의동화에서플롯은믿을만하거나일어날

법한것이어야하고, 쉽게이해할수있어야하며, 빨리진행되고, 갈등의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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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진행되어야한다. 사실주의동화에서사용되는플롯의두가지유형으로점진

적플롯과에피소드적플롯을들수있다.

점진적플롯은사실주의동화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형태이다. 이야기는하나의

사건에서시작되며다른모든사건들이동일한이야기선상에서엮여지게된다. 이

러한사건들은고리처럼연결되며, 각사건은주인공이갈등을해결할때까지다음

사건을 도출해 내게 된다. 점진적 플롯으로 구성된 사실주의 동화의 예로는 J.

Spinelli가 쓴『하늘을달리는아이(Maniac Magee)』(1990)2), J. R. Gardiner가

쓴『조금만, 조금만더(Stone Fox)』(1980)3)를들수있다(그림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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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점진적플롯

도입

사건

결말

절정

2) 역주: 제프리매기라는한고아가진정한가정과자아를찾아가는여정을그린것으로, 이야기는매기
가세살때불의의기차사고로부모님을잃게되는사건에서시작된다. 매기는사이가좋지않지만
기독교신자라서이혼을하지않는삼촌댁에서자라게되며, 그양면성에숨이막혀열두살에그곳을
나와여행을시작한다. 매기는흑인과백인이보이지않는선에의해차별받는투 즈라는곳에서인
종차별을극복하기위해노력하면서그곳의전설이된다. 그후매기는흑인소녀인아만다가족과의
생활, 동물원인부인그레이슨할아버지와의생활, 술주정뱅이인맥냅가족과의생활이라는연속되는
사건들을경험하면서차별적이고이중적인사회속에서진정한가정과자아를찾아간다.－김율희옮
김, 다른, 2007.

3) 역주: 할아버지, 번개처럼빠르다고번개라는이름이붙여진개와살고있는윌리의이야기를그렸다.
이야기는윌리가할아버지의갑작스런죽음과그로인해농장을잃어버릴위기에처하게되면서시작
된다. 윌리는농장을지키기위해상금이걸린개썰매대회에참가하게되고, 이미늙어버린번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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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적플롯은배경이나인물과관련된짧은이야기로구성된형태를말한다.

R. Fletcher가 쓴『무화과 푸딩(Fig Pudding)』(1996), B. Park가 쓴『말라깽이

(Skinnybones)』(1982)4), B. Cleary가쓴『내동생은정말아무도못말려(Beezus

and Ramona)』(1990)는모두에피소드적플롯을취하고있다(그림1.2 참고).

작가들은플롯에변화를주기위해회상이나복선과같은기법들을사용한다. 회상

은이야기가진행되기전에독자가이야기에대한배경지식을가질수있도록특

정시기에대해언급하는것을말한다. 또한복선은작가가주인공이문제를해결

할수있는방법에대한힌트를주기위해사용한다.

주제 Lukens(1999)에의하면주제는“이야기를하나로이끌어가는아이디어로

이갖는중심적의미”이다(p. 135). 사실주의동화는종종주제에따라분류되며,

주제는사랑, 소속, 성취, 안전, 앎에관한것이주를이룬다. 이야기의주제인식은

개인적인것으로, 각독자들은이야기를통해서그들자신에게의미있는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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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에피소드적플롯

도입

1장 2장

결말 도입 결말

결승점을몇미터앞에두고심장이터져죽고만다. 그러나이대회에서일등을놓치지않은얼음거
인은윌리옆에서서뒤따라오는선수들에게총을겨누고, 윌리는죽은번개를끌고결승점을통과하
게된다. 이이야기는동물과인간의끈끈한우애를그리고있다.－김경연옮김, 시공주니어, 2001.

4) 역주: 작은키에비쩍마른소년알렉스에대한이야기이다. 그는6년째동네유소년야구단의중견수
로뛰지만실력은형편없다. 그러나팀이고비를맞을때마다알렉스만의재미있고유창한말덕분에
학교에서모두인정하는야구스타로자리잡아가는과정을각각의에피소드에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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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낸다. 이개인적반응으로‘삶－텍스트’가연결된다.

따라서주제에대한학생들개인의인식은다를수있다. 예를들어M. Sachs가쓴

『곰돌이가족의집(The Bears’House)』은단순한이야기로보인다. 이이야기에

서 4학년프랜엘런은아버지없이아픈어머니와함께집에서숨어지내야하는

상황에처해있으며, 더욱이남동생과여동생도돌봐야하고, 자신에게냉정한학

교상황도극복해야만한다. 학생들의주제인식은가족에대한사랑과보살핌, 학

교에적응하는것, 부모없이사는것, 역경으로부터벗어나는방법을찾는것, 또

는행운을얻는것에집중될것이다. 즉, 이야기와의상호작용방식은학생개인의

관점과삶의경험에의존하기때문에학생마다다를수있다.

작가는독자의관심을끌기위해여러가지요소를사용한다. 작가는이야기를제

시하는데다른관점을사용하고, 독자가마음속에그림을떠올릴수있도록비유

적언어와상징적언어를사용한다. 또한작가는특정한의도를가지고 을쓴다.

작가의의도란독자들이이야기를읽으면서어떤느낌을받기를바라느냐하는작

가의의지이다.

시점 이는이야기를말하는사람의관점을말한다. 1인칭시점으로 을쓸때는

주인공이대개이야기를하고‘나’라는단어를사용한다. R. Fletcher가쓴『무화

과 푸딩』, M. Sachs가 쓴『곰돌이 가족의 집』, B. Cleary가 쓴『헨쇼 선생님께

(Dear Mr. Henshaw)』(1996)는1인칭시점으로쓰 다.

3인칭시점으로쓰여진 은이야기를말하는사람이모든것을알고있고, 인물에

대한사소한행동, 사고, 감정(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까지도언급할수있는관

찰자의역할을한다. 작가는이야기를하는사람의관점을빌려 을써내려가며

‘그’, ‘그녀’, ‘그들’과같은대명사를사용한다. 3인칭시점으로쓰여진이야기에

는M. D. Bauer가쓴『잃어버린자전거』, B. Naidoo가쓴『요하네스버그로의여

행』, B. Cole이쓴『염소(The Goats)』(1987)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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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 이는독자가배경, 인물, 사건을머릿속으로그려낼수있도록돕고, 이를통

해계속해서이야기속에완전히몰입할수있도록도와주는묘사적단어와구절을

말한다. 심상을보여주는예로는아래에제시된R. Fletcher의『무화과푸딩』을들

수있는데, 여기서작가는할머니가어떻게휴일을잃어버리게되었는지에대해묘

사하고있다.

할머니는조쉬에게한아름의호두열매와열매를부술만한나무막대를주었다.

이것은전통적으로해오던것이었다. 할머니는뭔가를잃어버릴때마다막내를시

켜서호두열매를깨뜨렸다. 조쉬는나무를가지고가서할머니처럼호두열매를깨

부수기시작했고, 마치그는호두가먼지속에서바로가루가되기를원하는것처럼

보 다.(p. 18)

비유적언어 이는직유와은유를포함하는것으로사실주의동화에서심상을고양

시키기위해사용하는것이다. 직유는‘같이’나‘처럼’을사용하여비유하는것이

다. 한편은유는‘같이’나‘처럼’을사용하지않고다른두사물을직접적으로비교

하는것이다. 직유의예로『무화과푸딩』에서할머니를묘사하는부분을들수있

다. “어느날할머니가침대에서잠든사이나는할머니의손과휴지조각처럼얇고

투명한살결아래천천히고동치는진한핏줄을15분동안이나쳐다보았다.”(p. 17)

할머니에대한묘사는계속되는데여기서작가는은유도사용하고있다. “할머니

의손은나뒹구는나뭇가지를떠올리게했고, 늙고창백하고야위어반질거렸다.”

(p. 17)

작가의 의도 또는 어조 이는작가가독자들이책을읽고어떤것을느끼기를바라

는지와관련된것이다. 작가는이야기가유머러스하고, 슬프고, 진지하고, 익살스

럽거나, 아니면이모든것들이이야기속에녹아들어가기를바란다. 그래서문장

구조, 용어, 형식, 대화문을통해이야기의어조를드러낸다(Luke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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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 동화의 유형

사실주의동화에는다양한주제가있는데대부분의작가들은이중특정한주제를사

용하므로이에기초하여동화의유형을나눌수있다. 여기에는세상에서살아가는

과정, 차이에대한수용, 타인과함께하는삶, 성장과같은주제들이모두중첩되어

있다. 그렇다면현대의사실주의동화에종종나타나는다섯가지주제를살펴보자.

가족과 친구 가족의문제와타인과의관계를둘러싼이야기이다. 이유형에속하

는예로는B. Naidoo가쓴『요하네스버그로의여행』, M. Sachs가쓴『곰돌이가

족의집』, R. Fletcher가쓴『무화과푸딩』, K. Paterson이쓴『내우산같이쓸

래?(Flip－Flop Girl)』(1996)5)가있다.

유머 이는하나의문제를둘러싸고일어나는이야기이지만삶의우스운측면을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L. Lowry가 쓴『샘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Sam)』

(1990), J. Blume이 쓴『퍼지마니아(Fudge－a－mania)』(1990), L. Sachar가 쓴

『웨이싸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Sideways Stories From Waysides School)』

(1985)6), L. Lowry가쓴『대단한샘!(Attaboy, Sam!)』(1992)과같은책들이이유

형에속한다.

생존 이는주인공이살아남기위해서불리한상황을어떻게극복해나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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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주: 갑작스런아빠의죽음으로혼란을겪게되는주인공비니의이야기를그렸다. 비니는아빠의죽
음후새로운곳으로이사를가게되고, 외로움과혼란이더욱심해져점점움츠러들지만한선생님과
친구의도움으로이를극복하게된다.－이수련옮김, 달리, 2004.

6) 역주: 30개의교실을가로로나란히지으려다실수로세로로나란히지어버린30층건물의웨이싸이
드학교에서벌어지는기상천외한이야기를그렸다. 30개의제목이붙은각장은30층각층마다위치
한학급의선생님과학생들의이름이며, 미국이라는복잡한사회에서학생들의다양한사고와상상력
이딱딱한공간의이미지일수있는학교에서기발한질문, 에피소드와함께우스꽝스럽게묘사되어
있다. 예를들어‘실제로있지도않은선생님에게쪽지를전해주라는주얼스선생님의과제를받은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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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것이다. G. Paulsen이쓴『손도끼』, B. Cole이쓴『염소』, J. C. George가

쓴『나의산에서(My Side of the Mountain)』(1988)7)와같은책들이이유형에속

한다.

동물 동물이주인공인이야기이다. 여기에등장하는동물들은사실적인특성을

가지고있지만의인화되지는않는다. 이러한이야기에서대립자는S. Burnford가

쓴『굉장한여행(The Incredible Journey)』(1996)에서처럼자연이될수도있고,

P. R. Naylor가쓴『샤일로(Shiloh)』(1991)에서처럼사람이될수도있다. 이유형

에속하는다른책으로는W. Rawls가쓴『나의올드댄, 나의리틀앤(Where the

Red Fern Grows)』(1996)과 J. R. Gardiner가쓴『조금만, 조금만더』를들수

있다.

스포츠 스포츠가 의주제로다뤄지는것이다. 이이야기에서는인내심, 스포츠

정신, 경기를묘사한다. A. Slote가쓴『내기게임(The Trading Game)』(1990)에

서는인물－자아의대립이중심이고, 주인공은가족의소중함과승리사이에서갈

등하게된다. 인물－사회의대립은아미쉬마을의야구이야기인R. Weaver의『멋

진친구, 홈으로가라(Nice Guy, Go Home)』(1968)가 있다. 여성들또한스포츠

이야기에서묘사되는데M. Christopher가쓴『스파이크(Spike It!)』(1998)가그것

이다. M. Christopher의『스노보드대결(Snowboard Showdown)』(1999)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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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발가락이필요없어서하나에천원씩팔기로한레슬리’, ‘엉터리로답이써지는칠판에서튀
어나온고프선생님’등상상을초월하는사건들이펼쳐지면서독자를매료시킨다.－김 선옮김,
창비, 2006.

7) 역주: 산속에서살고싶어하는꼬마샘의이야기를담았다. 어느날샘은문명의삶을뒤로한채산속
으로들어가게되는데, 거기에서혼자불을지피고낚시를하고, 사냥꾼이사냥을하고는찾지못해두
고간사슴의가죽을벗겨옷을만들어입는등점점진정한산사람이되어가는과정을그렸다.－김원
구옮김, 비룡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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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의승리(The Fox Steals Home)』(1985)도이러한유형에속한다.

사실주의동화가르치기

여기에서는세가지교수절차를소개하고있다. 대집단소리내어읽어주기활동, 소

집단안내된읽기활동, 개별적쓰기활동이그것으로각각의교수절차를자세하게

소개할것이다. 첫번째교수절차는반전체를대상으로소리내어읽어주는활동으

로, 이는다시전활동과본활동으로구분할수있다.

소리내어 읽어주기 전활동

소리내어읽어주기전활동은사실주의동화에대한배경지식을갖게하고, 이에대

한이해를도와주며, 읽고자하는학생을준비시키는데도움을준다.

사실주의동화와관련한활동을시작하기전에먼저이동화에대한학생들의사전

지식을알아보기위해브레인스토밍을실시한다. 사실주의동화에대해알고있는바

를학생들이돌아가면서말한뒤에픽션과논픽션의차이점에대해서토론해본다.

픽션은문학의한유형으로실제세계에서일어날법한이야기를담고있으나꾸며

낸것으로실제일어난일은아니며, 이에반해논픽션은실제로일어난이야기로전

기와자서전이여기에포함된다는것을말해준다. 사실주의동화에서인물은실제

사람처럼행동하고, 배경은실제장소일수있으며, 인물은실제아동들이갖고있는

문제를경험하고, 해결역시실제세계에서와유사하지만그이야기는실제로일어난

것이아니라는점도설명해준다. 

전기에나오는감사의 부분을읽어보면이러한예를찾아볼수있는데, 다음은

K. McMullen이 쓴『지하철도의 안내자, 해리엇 터브먼 이야기(The 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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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et Tubman: Conductor of the Underground Railroad)』(1991)8)로 작가는

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이책에서술된사건들은진실이다. 모든사건들은사실적인자서전, 저술, 회고록

에서인용했고신중하게연구했다. 이전기의어떤부분도허구화된것은없다.

이것을K. Paterson이쓴『내우산같이쓸래?』의감사의 에있는내용과비교

해보라.

이책에있는어떤인물도실제인물에근거하지않았으며이야기속의모든사건

들역시전적으로꾸며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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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주: 이책의7장에자세히소개되어있다.

표 1.2 사실주의동화맞히기퀴즈

주인공과책의제목을연결할수있는가?

주인공

1. 제리

2. 레슬리

3. 멕

4. 애플소스

5. 샘

6. 개리

7. 알렉스

8. 페트

9. 존

10. 리비

11.레이그

책제목

a. 이제농담안해요

b. 말라깽이

c. 헨쇼선생님께

d. 비 의숲테라비시아

e. 피난소에서의삶

f. 나의산에서

g. 내방찾기

h. 초콜릿전쟁

i. 죽음이앗아간여름

j. 알도의아이스크림

k. 크래쉬

정답 : 1－h, 2－d, 3－i, 4－j, 5－f, 6－a, 7－b, 8－g, 9－k, 10－e,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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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예는픽션과논픽션의차이점에대한토론을고무시켜줄것이다. 픽션과

논픽션의개념을소개한뒤에학생들에게사실주의동화퀴즈를내보라(표 1.2 참

고). 이퀴즈는잘알려진사실주의동화의제목과그주인공을연결하는것이다.

만약학생들이주인공과책의제목을연결하지못한다면퀴즈에나열된책을읽도

록제안한다.

소리내어 읽어주기 본활동

사실주의동화의구성요소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반전체를대상으로소리내어

읽을만한책을선정해야한다. 이야기를읽어주면서사실주의동화의요소에대해

가르치고설명하며응용할수있다. 다음과같은차트를준비한다－친구관계지도

(그림1.3), 입체적인물지도(표1.3), 인물별사건차트(표1.4), 플롯도표(표1.5), 상

승적플롯과하강적플롯차트(그림1.4), 작가의문체차트(그림1.5).

책의제목과작가소개를시작으로학급전체에게소리내어읽어주기를시작한다.

이장에서사실주의동화의문학적구성요소를보여주기위한모델로사용하는책

은 K. Paterson이쓴『내우산같이쓸래?』이다. 이책은4~5학년이읽기에적합하

다. 그러나여기에제시된활동과질문대부분은다른사실주의동화에도적합하므로

학급에서어떤종류의사실주의동화를읽더라도관계없이사용할수있다(부록의사

실주의동화목록참고). 책을읽는목표를분명히하기위해서소리내어읽기전에

다음의질문들을학생들과함께다루어본다. 즉학생들에게이질문에대해답하게

하고, 책을한번다읽은뒤에는이에대해토론한다.

배경지식형성하기

『내우산같이쓸래?』는비니의삶에일어난일을설명하면서시작된다. 배경은장례

식장이며비니의아빠가암으로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있는인물들에관한것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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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남동생메이슨이다투는대화를통해다른배경지식을얻을수있다.

배경평가하기

사실주의동화에서배경은주인공, 주제와더불어이야기의필수적요소이다. 다음의

질문과활동은학생들이인물이나문제의발전에있어사실적인배경의중요성을이

해하는데도움을준다.

1. 이야기가일어나는곳은어디인가?

2. 날씨나계절이인물이나플롯에 향을주는가?

3. 작가는인물의이해에충분할만큼배경을설명하고있는가?

4. 작가가‘실제’장소로제시한배경은우리시대에존재할수있는것

인가?

배경은주인공비니에게중요한사건을제공한다. 비니의아빠는암으로돌아가셨

고, 엄마는워싱턴에머무를수가없어가족은텍사스의할머니댁으로이사를가야

만한다.

소리내어읽어주기가끝나면주인공, 문제그리고사건과관련된배경에대해토

론을한다. 이토론으로학생들은배경이줄거리에정말중요한역할을한다는결론

에다다르게될것이다. 배경은비니의문제에중요한근원이되는데새로운도시,

새로운학교, 친구가없는상황, 학교에서도동생메이슨을보살펴야하는상황이그

것이다.

인물유형분석하기

여기에제시된질문과활동은학생들로하여금네가지유형(입체적, 역동적, 대비적,

고정적)의인물과그인물의문제, 행동, 생각과기분의관계를규정하는데도움을

준다. 다음질문은사실주의동화속의특정인물과관련해서할수있는것들이다.

01－사실주의동화가르치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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