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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반

‘아이반’은 쇼핑몰 안의 서커스장에서 27년 동안 살고 있는 수컷 고릴라입니다. 그곳의 
여러 동물 우리 중 한곳에서 거의 온종일 전시되어 있어요. 아이반은 우리에 갇혀 인간
들의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동안 야생 시절의 ‘기억’도, 앞날에 대한 ‘희망’도 잊어버리
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코끼리 스텔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스텔라
와 한 우리에 살던 아기 코끼리 루비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런 루비를 보며 아이반은 
스텔라와 한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습니다. 루비에게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었지요. 아이반은 루비를 쇼핑몰에서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아주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물보호 #자아 찾기 
#우정     #약속
#모험     #용기
#기억     #어린 시절
#가족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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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1-1. 아이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인간은 늘 자신들을 의심한다. 내가 떨어지는 저녁 해를 보며 잘 
익은 복숭아를 떠올릴 때, 인간은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싸움 소리를 듣는
다.”(16쪽) 아이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1-2. 사람들은 왜 쇼핑몰 광고판에 아이반의 눈빛을 화가 잔뜩 난 것처럼 그렸
을까요?

1-3, 아이반은 자신이 “인간처럼 되기엔 모자라기 때문에”(18쪽) 쇼핑몰 우리에 
갇혀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아이반은 자신을 우리에 가둔 인간들을 향해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1-4. 아이반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맥은 아이반이 그린 그림을 쇼핑
몰 가게에 돈을 주고 팔지요. 사람들은 아이반이 그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도 돈을 주고 사갑니다. 왜일까요? 

[토론 활동]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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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와 우정에 대하여

2-1. 아이반의 가장 친한 두 친구 스텔라와 밥은 성격이 어떤가요? 
이 두 친구는 왜 아이반에게 중요할까요?

2-2. 아이반과 스텔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점이 다
른가요? 

2-3. 줄리아는 아이반을 보러 쇼핑몰에 오는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반에게 줄리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3. 배움에 대하여

3-1. 아이반은 텔레비전으로 자연 다큐멘터리와 서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
니다. 아이반의 우리에 있는 텔레비전은 왜 중요할까요? 아이반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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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통해 무엇을 배우나요? 텔레비전이 여러분에게 가르
쳐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믿음에 대하여

4-1. 밥은 독립적인 성격의 떠돌이 개입니다. 스스로 밥을 찾아 먹어요. 아이반
이 주는 음식을 한사코 거절하지요. 그런 밥이 아이반의 배 위에서 잠을 잘 만
큼 아이반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2. 밥은 왜 인간을 믿지 못할까요? 아이반과 밥이 각각 인간에 대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했는지 서로 비교해 보세요. 

4-3. 맥과 조지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로 닮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
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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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속과 기억에 대하여

5-1. 루비를 돌보겠다는 지키기 아주 어려운 약속을 아이반은 왜 스텔라에게 했
을까요?

5-2. 아이반은 왜 자신의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5-3. 아이반이 옛날 일들을 다시 기억해 냈을 때 무엇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했
나요? 어릴 때를 기억하는 게 아이반에게 왜 중요할까요?

6. 용기에 대하여

6-1. 이 책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이반이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했
던 커다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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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아이반은 밤마다 맥 몰래 ‘인간의 글자’를 그림으로 그려서 루비가 서커스
단을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아이반에게 용기를 주었을까요?

7. 동물원에 대하여

7-1. 스텔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동물원이란 인간이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보상을 해 주는 곳이
야.”(75쪽)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7-2. 어떤 동물원이 좋은 동물원일까요?

7-3. 이 책의 등장인물 각각의 입장에서 ‘있어야 할 곳’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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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활동] 더 나아가 알아보아요

1. 사실과 허구가 만나다 
이 책은 실제로 미국의 한 쇼핑몰에 27년간 살았던 고릴라 아이반의 실화를 바탕을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이반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또한 아이반과 같은 곤경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
해 봅시다. 

2. 고릴라를 구하자
야생에서 살고 있는 고릴라에 대해 조사해 보고 고릴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
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이반의 부모를 죽인 밀렵꾼 같은 사람들로터 고릴라를 
보호하기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3. 동물을 보호한 사람들
지구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또 이 동물들을 보호한 인물들에 대
해 조사해 봅시다. 이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지,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4. 동물들의 우정
종이 서로 다른 동물들이 우정을 나눈 사례를 찾아봅시다. 책, 인터넷, 유튜브 등 다
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8 독후활동지_학생용

동물원에서 꽃을 보고 있는 아이반

[작가의 말] 아이반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릴라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반》은 제가 
지어 낸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
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아이반은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에 살았던 진짜 
고릴라입니다. 그런데 거의 30년 가
까이 다른 고릴라를 보지 못한 채 지
냈답니다.

아이반은 서커스장의 비좁은 우리에서 27년이나 혼자 갇혀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영장류의 욕구와 행동을 잘 이해하게 되면서 아이반의 삶에 대해 무척 마음 
아파 했습니다. 특히 아이반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도시에 사는 고릴라〉라는 제
목의 글로 소개되면서 아이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린이들의 
따뜻한 편지 행렬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더 격렬해졌지요. 아이반이 살던 
쇼핑몰이 파산하자 사람들은 아이반을 애틀랜타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영원
히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물원은 미국에서 서부 로랜드 고릴라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반의 외로운 삶을 다루는 우울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천
천히 모습을 갖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 이야기에서만큼은 아이반
이 (작은 우리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만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줘야겠다
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반이 누군가를 보호하는 훌륭한 실버백 고릴라로 살 기회를 
갖게 하고 싶었지요. 왜냐하면 아이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으니까요.

_ 캐서린 애플게이트 (뉴베리 상 수상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