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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락 동시의 유아교육에의 적용 방안 모색

Seeking application of Kye Rak Choi’s verse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김대욱

Kim Dae-wook*

요 약 본 연구는 낭만주의 동시의 대표적인 작가인 최계락의 동시를 유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최계락의 동시 95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계락 관련 선행연구 및 최계락

동시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유아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시 수업의 수행 방안을 검토하고, 최계락 동시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계락의 동시를 유아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 작품의 주제를 분석하

였다. 사계절과 자연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이 작품들은 유아교육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최계락 동시를

유아교육에 실제 적용하는 방안으로, 시어를 활용한 방안, 답장의 형태로 새로운 동시를 창작하는 방안, 상황별 이야

기나누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계락 시인은 서정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많이 썼으며, 이 작품들은 유아의

감수성과 연결하기에 좋은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최계락, 동시, 유아, 유아교육, 적용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a way to apply Kye Rak Choi, a representative writer of 
romanticism,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the study,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95. First, Kye Rak 
Choi study related to Kye Rak Choi and Kye Rak Choi work were examined. Next, I examined the 
implementation plan of simultaneous class which is being us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searched how 
to apply Kye Rak Choi work. The subject of the work was analyzed in order to apply Kye Rak Choi 's 
concurr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re were many works utilizing the four seasons and nature, and these 
works were suitable for 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re is a way to apply Kye Rak Choi's work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utilize sheer, to write a reply, to share stories by context. Kye Rak Choi had 
written many works emphasizing lyricism, and these works can be a good medium to connect with the child's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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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시 활동은 유아에게 운율이 있는 문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느낌을 듣고 표현해보는 방

법을 제시하여 언어의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시켜준다[1]. 유아는 언어적 반복에

의한 말놀이를 즐기며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상

을 탐색해나가는데, 동시는 이러한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매우 부합한다[2].

낭만주의 동시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동시인 동인

회를 주축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들은 전통적 동시가 가

지고 있던 평면성을 해체하고, 상투적인 시어로부터 해

방시키고, 교훈적인 내용 일색이던 것을 비판하고, 동심

세계의 공간을 극대화 시키는 등 다양성을 가진 동시

문학을 추구하였다[3]. 낭만주의 동시는 그 전까지 유아

수준에만 맞춘 동시에서 벗어나, 유아도 성인과 같은

시상을 전개할 수 있는 동일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며,

유아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유치원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장점이 있다.

유아의 동시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경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깊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한다[2]. 마찬가

지로, 최계락 시인의 동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가

느낄 수 있는 작은 것을 발견하여 시상을 전개시켜 나

가 유아의 발달적인 측면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또,

최계락 시인으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동시는 서정성을

갖고 있어 이를 유아의 정서적 감수성과 연결시키기 용

이하다.

최근에 유아교육에서 동시를 활용하는 수업이 과거

에 비해 조금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시 수업이 더

많이 수행되면 유아의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활동

이 될 수 있다. 동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근원적인

활동으로 회귀하는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낭만주의 동시에 대해 알아보고, 낭만

주의 동시가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보고, 낭만주의 동시의 대표적인 최계락 시인의 동

시들을 유아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

고, 최계락 시인의 동시를 유아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낭만주의 동시의 유아교육적 활용

1. 낭만주의 동시의 교육적 가치

동시문학에서 낭만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작품들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간에 발표된 작품들이

주로 해당되며, 박목월, 최계락, 정지용, 신현득 등이 대

표적인 낭만주의 동시인이다[7]. 낭만주의 동시는 1910

년대와 1920년대에 창가 위주의 동시에서 벗어나 다양

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낭만주의 동시는 1960

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현대 동시가 전개되는데 도움

을 주기도 하였다.

낭만주의 동시는 그 동시가 쓰여진 시대상을 반영하

고, 지역적인 특성을 소개할 수 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1950년

대와 1960년대식 감수성을 경험하게 되고, 근현대에 대

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낭만주의 동시가 주는 교육적 가치는 동시의 독자를

유아 뿐 아니라 성인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데 있다. 서

정적인 표현으로 유아와 성인이 함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동시를 만들어냈고, 유아 뿐 아니라 교사도 함께

즐기면서 시적 감수성을 폭넓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

다. 최계락 시인은 서정성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이는

「꽃씨」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7].

2. 낭만주의 동시의 유치원 현장에서의 가치

낭만주의 동시가 가지는 유치원 교육현장에서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낭만주의 동시는 기본적인 형식에 충실하며

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좋다.

둘째, 낭만주의 동시는 전통 동요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아에게 친숙하게 적용할 수 있다. 최계

락 시인의 「꼬까신」이나 한인현 시인의 「섬집아

기」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유명한 동시이자 이를 가사

로 노래를 붙인 동요이다.

셋째, 낭만주의 동시는 다양한 시상을 색깔, 의성

어, 의태어, 서정적인 분위기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어

유치원 수업에서 노래부르기 활동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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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최계락의 시는 1959년 출판된 동시집 『꽃씨』와

1966년 출판된 동시집 『철둑길의 들꽃』, 1980년 출판

된 유고집 『외갓길』에 수록되어 있다. 최계락이 발표

한 시들을 모은 선집은 2015년에 『최계락 동시선집』

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다[5].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출

판된 『최계락 동시선집』에 수록된 최계락 시 95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4단계로 선행연구 고찰, 자료수집, 자

료분석, 자료분석방법 고찰 순으로 수행되었다[그림

1].

1단계

선행연구 고찰

- 최계락 관련 연구 및 최계락 시 고찰


2단계

자료수집


3단계

자료분석

- 현재 유아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시  수
업의 수행 방안 검토

- 최계락 시의 유아교육에 적용할 방법 모색


4단계

자료분석방법 고찰

- 적절성 고찰 후 피드백

그림 1. 연구절차

Figure 1. Research procedure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최계락 동시 95편 중 유아교육에 적용가

능한 시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최계락 시를 유아교

육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

교육에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활동의 실제로

시어를 활용한 방안, 답장의 형태로 새로운 동시 창작

하기, 상황별 이야기나누기에 활용하기를 제시하였다.

Ⅳ. 유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계락 시의 주제 분석

최계락시인의시를만 3~5세를위한교육과정인누

리과정의생활주제와연결시켜적용하는방안이있다.

1.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을 활용한 방안

최계락 시인은 사계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각 봄 8편, 여름 1편, 가을 9편, 겨울 4편이 있으며, 주

제와 연결시켜볼 수 있다.

계절 편수 시 제목

봄 8

봄이 오는 길, 봄, 봄이면 생각나

는, 봄날, 봄비1, 봄비2, 봄과 골

목, 봄의 소리

여름 1 어느 여름밤

가을 9

가을, 어느 가을 아침이 쓰는 동

시, 코스모스1, 코스모스2, 코스

모스3, 어느 첫가을 아침, 초가

을, 가을밤, 가을·바닷가

겨울 4
첫겨울, 눈 오는 날 1, 눈 오는 날 

2, 겨울밤

표 1. 사계절을 활용한 시

Table 1. verse using four seasons

2. 자연을 활용한 방안

최계락 시인은 자연을 모티브로 삼았다[4]. 누리과

정 중 자연과 관련한 주제를 다룰 때 시인의 동시를

활용할수있다. 시인은꽃, 물, 하늘등의자연을많이

활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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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 편수 시 제목

꽃 10

꽃댕기, 꽃씨1, 꽃씨2, 꽃길, 

목련, 장다리 꽃밭, 꽃 한 떨기 

혼자피어1, 꽃집, 수양버들, 꽃

밭

물 5
시냇물, 보슬비, 바닷가1, 바닷

가2, 밤·바다

하늘 5
별, 달, 하늘과 바람과 구름, 달

밤2, 저녁노을

기타 2 산에서, 바람

표 2. 자연을 활용한 시

Table 1. verse using nature

Ⅴ. 최계락 시의 유아교육에 실제 적용

방안 모색

1. 시어를 활용한 방안

최계락 시인의 동시 중에서 특히 짧은 시가 3편이

있다. 이런 동시들은 읽고 난 후 여운을 남기게 되는

장점이있는데, 유아들과함께해당동시의특성과재

미를살려 뒷부분을 만들어보는 것은 즐거운 활동이

될 것이다. <소낙비 개이고>, <수양버들>, <꽃씨>

가 이에 해당하며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1) <소낙비 개이고> 활동

<소낙비 개이고>

소낙비 그치고

활짝

개인 하늘

매아미

두 눈에

푸른빛이 시리다

<소낙비개이고>는 2연 6행으로짧고미완결된 듯

한 여운을 남기는 동시이다. 새로운 3연, 4연을 만들

어 보는 활동은 흥미로운 활동이 될 것이다.

2) <수양버들> 활동

<수양버들>

수양버들

벌선다

고개 숙이고

긴

여름 한나절을

고개

숙이고

초기 작품인 <수양버들>도 2연 7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양버들은 2개의 연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를 가

지고 있지 않고 있다. 1연인 ‘수양버들/ 벌선다/ 고개

숙이고,’와 2연인 ‘긴/ 여름 한나절을/ 고개/ 숙이고.’가

구조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1연과 2연을

이어주는 것은 ‘,(콤마)’와 ‘.(마침표)’다. 이 경우 새로운

3연만 추가시키는 것보다 2개 연을 추가하여 총 4개 연

의 구조를 가진 연작 동시를 만드는 것이 구성상 더 흥

미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의 제목이 수양버들이기에 새로운 3연의 주인공

은 수양버들과 비슷한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수양버들은 버드나무에 속하는 나무로 능수버들, 갯

버들과 비슷한 수목이다. 유아들과 함께 동시 읽기 활

동을 한 후, 수양버들, 능수버들, 갯버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이 후에 수양버들 말고 능수버들이나 갯버들

의 특성을 파악하여 3연과 4연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활

동을 할 수 있다.

3) <꽃씨> 활동

<꽃씨>

꽃씨 속에는

파아란 잎이 하늘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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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씨 속에는

빠알가니 꽃도 피여서 있고

꽃씨 속에는

노오란 나비 떼가 숨어 있다

대표작인 <꽃씨>도 3연 6행의 구조를가지고있다.

꽃씨의시어는 ‘꽃씨속에는/ 파아란잎이하늘거린다

/ 꽃씨 속에는/ 빠알가니 꽃도 피여서 있고/ 꽃씨 속

에는/ 노오란 나비 떼가 숨어 있다’로 이 동시의 3연

6행 구조의 특징은 반복에 있다.

꽃씨는 파아란, 빠알가니, 노오란의 3가지 기본 색

깔을각연에다포함시켜구성하고있는데, 새로운 색

깔을 활용할 수 있다. 초오록, 보오란 등과 같은 색깔

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무지개색깔 7개를 활용하여총 7연 21행의 구조

로 늘릴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구성하기위해서는동시의특성을파악

해야하는데, 시인은색깔외에도잎, 꽃, 나비떼를언

급했는데, 이처럼색깔과연결할수있는매체를떠올

려서 시를 변형하여 유아들만의 새로운 동시로 완성

시킬 수 있다.

2. 답장의 형태로 새로운 동시 창작하기

시인의동시 ‘二月’의경우화자가엄마를기다리는

아가이다. 아가의 시각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

현한 작품인데, 엄마의 시각에서 대답하는 동시를 써

볼 수 있다. 동시 ‘二月’과 ‘엽서 한 장에’로 활동을 구

성할 수 있다.

1) <二月> 활동

먼저, 동시 ‘二月’을 살펴보자.

<二月>

- 엄마

저기 저

먼 산마루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건 무얼까요?

발돋음하고

발돋음하고-

기다리는 봄은

아직

산 너메 머무는데

- 엄마

저 뜨락

옷 벗은 나무 빈 가지에는

또

언제쯤

파란 잎이 틀까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봄이 오면…” 기다리는

아가의 눈에

2월은

아직

가시처럼 시리는데…

동시 ‘二月’에서 2월은 3월이 오기 직전, 봄이 오기

직전을 의미한다. 이 동시에서 ‘발돋음하고, 발돋음하

고’와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이 부분이 대칭적이

고제시되고있는데, 발돋음을해서창문을열게되었

다는 것은겨울동안 아가가 한뼘 더 성장했다는했다

는 것과 봄으로 상징되는 희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동시의 의미를 유아들과 충분히 교감한 이후에,

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은 엄마의 시각으로 새로운 동

시를 짓는 것은 유아의 정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2) <엽서 한 장에> 활동

시인의 동시 중 ‘엽서 한 장에’도 답장의 형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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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수있는좋은동시이다. 시인은 ‘엽서한장에’를

통해서울로 떠난영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함축적으

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아들과 함께 ‘엽서 한 장에’를

읽고 답장의 형태로 동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

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엽서 한 장에>

무엇을 쓸까

엽서

한 장에,

적을 말이 없구나

엽서

한 장에.

긴

이야기는

턱을 괴고,

책상 앞에

앉아서

밤은

깊는데,

아빠 따라

멀리

서울로 간

영수야,

적을 말이

없어서

엽서

한 장에,

쓸 얘기가 없어서

엽서

한 장에.

3. 상황별 이야기나누기에 활용하기

이야기나누기는 유아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동유형이다. 주제별 이야기나누기와상황별 이야기

나누기가 있는데, 이번엔 상황별 이야기나누기와 관

련한 동시를 소개한다. 동시 ‘내사 모른다- 기차놀이

하다가’는 기차놀이를 하다가 생긴 갈등상황이 나온

다. 동시에서 문제상황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

를 들려주고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이

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 망가진 놀잇감에 대한

내용을 가진 동시이기때문에 기차놀잇감 이외에 다

양한놀이상황에서생길수있는문제상황에대해미

리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사 모른다>

- 기차놀이 하다가

기차 가져 놀기는 누가 놀았고

떠러트려 부시긴 누가 그랬게

부셔 놓곤 날더러 고쳐 달라면

네가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나

나도 한번 가지고 놀아 보자고

사정사정할 때는 왜 안 들었어

이제 와선 언니하며 울며 졸라도

네가 네가 부신 걸 내사 모른다

동시 ‘내사모른다’에는 기차놀이를하다가놀잇감

을망가뜨린아이의입장이나온다. 추가적으로, 기차

놀잇감을 가지고 온 아이의 입장에서 동시를 써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Ⅴ. 결론

최계락 시인은 자유로운 운율을 활용하여 서정적인

동심 시적 세계를 구축했다. 유아에게 감성을 자극하는

정서적으로편안한활동을제공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

다. 본 연구에서는 최계락 시인의 낭만주의 동시가 유아

교육에 활용가능한 가치를 찾아보고, 유아교육에 실제

적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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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계락 시인의 동시는 사계절과 자연을 많이 활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실생활과 자연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계락

시인의 동시는 발표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유아교

육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최계

락 시인은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을 많이 다루고 있어 그

계절에활용하기에좋다. 자연을활용한동시중, 대표작

인 「꽃씨」를 포함하여 꽃을 활용한 동시가 10편이나

발표되어 유치원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최계락 시인의 동시를 유아교육에 실제 적

용하는 방안으로 시어를 활용한 방안, 답장의 형태로 새

로운동시창작하기, 상황별이야기나누기에활용하기를

제시하였다. 최계락 시인의 동시는 서정성을 담아내고

있어 유아의 감수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인의

서정성은 유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업들을 보다 풍

성하게 만들어주는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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