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여기에 있어!
김옥 외 9인 동화｜안경미 그림｜원종찬·박숙경 엮음｜창비 2019  

아동문학의 빛나는 주인공, 

‘동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우리 여기에 있어!』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동물의 시선과 감각, 세계관에 더 밀착하기 위해 고민하는 동화작가 

들의 단편을 엮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모색하는 이야기부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는 이야기까지, 생명 

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의 삶을 돌아보는 작품들이 고루 담겼다. 여느 때보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오랫동안 널리 사랑받을 만한 동화집이다. 

4~6학년 길잡이



『우리 여기에 있어!』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의 목소리 

사람과 동물의 권리를 마주 보게 하는 이야기 

함민복의 동시 「반성」을 찾아 감상해 보자. 늘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는데 앞으로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겠다는 내용으로,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시다. 『우리 

여기에 있어!』 역시 동물과 인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고양이, 

개, 돼지, 쥐, 토끼, 두더지, 뱀 등 다양한 동물이 집 앞 마당부터 북적이는 시장통까지 폭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실감 나는 이야기를 펼친다. 동물들은 반려동물, 유기 동물, 실험실 동물, 

식용 사육 동물 등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열 명의 작가가 동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동물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맞춤한 동화집이다.

동물과 소통하고 싶어지는 동화집

문학은 우리가 다른 존재와도 공감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사고를 넓혀 준다. 『우리 여기에 

있어!』는 개성 있는 각각의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때로는 

흥미롭게 보여 준다. 길에 버려진 토끼의 이야기나 가혹한 동물 실험을 겪은 개의 이야기에는 

간절한 생명력이 있다. 덕분에 독자는 동물의 목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어 응답하고 싶어진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어린이들이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동물권을 의식하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권 읽기’와 같은 문학 교육을 통해 많은 대화와 토론을 나누어야 하겠다.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읽기 전

▶ 1차시–배경 알아보기

 1. 표지와 책날개, 차례 살펴보기

 2. ‘동물’과 관련한 생각과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기

(예: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

 3. 단편 동화의 제목을 보고 주요 사건 예측하기

읽는 중

▶ 총 20차시–함께 읽고 토론하기

: 각 편마다 1차시는 함께 읽기, 2차시는 질문 및 토론으로 운영합니다.

 1. 「달빛 아래 고양이가」

     - 노아 씨는 왜 ‘고양이 단체 사진’ 필름을 현상하지 않기로 하였을까요?

     - 동네가 철거되면 길고양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 「바틀비」

     - 바틀비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을 택했을까요?

     - 배에서 개를 안고 내리는 손님을 보면서 해찬이가 눈썹을 찡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탈출 돼지와 덤」

     - 덤은 비밀 친구에게 어떤 바람으로 ‘빠삐용’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 빠삐용과 새끼 돼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4. 「등줄쥐의 밤」

     - 보늬와 수수가 시장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 시장을 다녀온 수수의 마음에서 기쁨이 끓어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진짜 고기의 맛」

     - 주인공이 알게 된 ‘미트 볼’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 ‘진짜 고기’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6. 「생명의 자격」

     - 하느님이 노아에게 진실로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 두더지와 뱀 그리고 달팽이가 배를 타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7. 「부메랑 휴게소」

     - ‘송이’는 주인공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권 읽기 수업 지도안

•문학 작품: 『우리 여기에 있어!』(김옥 외 9인 동화, 원종찬·박숙경 엮음, 안경미 그림, 창비 2019)

•성취 기준: 4~6학년 국어

[4국05-02] 인물·사건·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수업 속으로



읽는 중

  

     - 주인공이 토끼가 되어 부메랑 휴게소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저마다 사정이 있다」

     - 왈왈 여사는 왜 늘 화가 나 있을까요?

     - ‘개들마다 사정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9.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

     - 미루네 가족이 돼지를 직접 기르기로 결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도축 차량을 바라보는 돼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10. 「찌부의 편지」

     - 찌부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 찌부와 요미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읽은 후

▶ 총 3차시–독서 경험 확장하기 

 1. 동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 찾아보기 활동지 1

 2. 동물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동물 권리 선언문’ 만들어 보기 활동지 2

 3. 작품 속 주인공이 방송 연설을 한다고 가정하여 연설문 원고 작성하기



2 ‘동물은 (이)다.’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

활동지
1

동물의 감정 알아보기

작품에서 동물들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1

동물은  (이)다.

동물 감정 감정을 알 수 있는 부분



2 동물의 권리를 위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써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

활동지
2

동물 권리 선언문 만들기

동물에게 필요한 권리를 생각하여 친구들과 동물 권리 선언문을 만들어 봅시다. 1

조항 동물의 권리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