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방지축 호기심 많은 아이,

동해가 탐화의 공주가 되기까지

탐화에 떠도는 전설에 따르면 동해 공주는 백성을 위해 희생될 운명이었어요. 사신에게 목숨을 바쳐 

위기에 처한 탐화를 구해 내야만 했지요. 하지만 동해는 여느 공주들처럼 희생양이 되는 길을 선택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운명에 당차게 맞서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돕고 탐화

에 평화를 이루고자 애썼어요.

동해의 결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면 온 나라에 태평성대가 

찾아올 텐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해가 했던 말처럼 하나 뿐인 목숨을 자

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 버릴 수는 없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요? 매순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야 할 때도 있어요. 동해가 그랬던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랍니다.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동해의 이야기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먹먹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독후활동 시작하기

Q  다음 문장을 읽으며,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고,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세요.

동해

 

글 정설아, 그림 한담희 / 책고래

너희에게 내 (        )이 맛난 먹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        )야. 

이전 공주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우리 (        )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        )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 (        )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누구도 나에게 (        )할 수 없어.

동해 :



Q  사신인 청룡, 주작, 백호, 현무(거북, 뱀)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리

해서 적어보고, 사신처럼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적어보세요.

나는 이제 폐하께 (        )받는 것이 (        )치 않다. 

왕자님께서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이 훌륭하신 왕자님입니다. 

백성의 (        )을 생각하시는 왕자님이에요. 왕자님께서 (        )이 되면 분명 

탐화가 (        )될 것이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아이의 (        )을 원치 않는다.

이랑 :

   

   

   

   

   

   

   

   

   

   

   

   

   

   

   

   

내가 만약에 …

           

           



주제 활동

Q  동해는 사신에게 목숨을 바쳐 위기에 처한 탐화를 구하는 운명과 맞서며, 사신과 힘

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돕고 탐화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의 희생이면 온 나라에 태평성대가 찾아올 텐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며 동해의 결정

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동해였다면? 내가 만약 탐화의 

백성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Q  우리는 매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나의 선택으로 주변 환경이 새롭게 변하기

도 하고 나의 선택으로 더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한 좋았거나 후회

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내가 만약 동해라면?

           

           

내가 만약 탐화의 백성이라면?

           

           

후회없다 후회한다

선

택



Q  아버지 하백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동해에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소양은 탐

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랑에게 ‘이리 저희와 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

가를 주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랑이 여남성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

나요? 또는 위로 받은 적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