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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그림책 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황과 경향에 한 이해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2021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그림책 련 학술논문 1,660편을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 논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분석하여 밝 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그림책 련 학술 논문은 1990년  

반부터 본격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0년을 후로 크게 증가하 다. 둘째, 그림책 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어린이문학교육연구로 체의 17.7%가 게재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그림책 연구를 주도한 표 인 연구자는 

은자, 조희숙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연구 유형별로는 개인연구 논문이 39%, 공동연구 논문이 61%이다. 다섯째, 연구주제 

분석 결과 그림책 내용(분석) 연구(33.4%) 그림책의 효과 연구(29.6%),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방법 분석 결과 실험연구(35.7%), 내용분석(33.7%), 문헌연구(13.3%), 질 연구(9.3%)순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 로 연구 논문의 생산 경로 다양화, 학과 장의 업 행 확 , 연구주제의 다양화, 

연구방법의 타당성 제고와 다양성 확  등 4가지 과제를 제안하 다.

주제어: 그림책, 연구동향, 어린이도서, 아동문학, 연구방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picture 

book-related research in Korea. For this purpose, 1,660 picture book-related research papers produced in 

Korea by 2021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search papers began to appear in the mid-1990s and began to increase significantly around 2010. Second, 

the journal with the most research papers wa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accounting 

for 17.7% of the total. Third, the representative researchers who led the production of the papers are Eun-Ja 

Hyun and Hea-Sook Jo. Fourth, by research type, individual research papers accounted for 39% and joint 

research 61%. Fif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 the study of the contents (analysis) 

of picture books (33.4%), the study of the effect of picture books (29.6%), and the study of perception, 

reaction, and experience of picture books (18.0%) were in order. Sixt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method 

analysis, experimental studies (35.7%), content analysis (33.7%), literature studies (13.3%), and qualitative 

studies (9.3%) were in ord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searcher suggested diversifying 

the research production route, expanding the trend of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the field, 

diversifying research topics, and enhancing the validity and diversity of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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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

최근 우리나라 그림책 분야에 경사스러운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평가

되는 세계 인 그림책 상을 우리나라의 그림책 작가들이 수상한 것이다. 2020년에 구름빵의 

작가로 유명한 백희나가 린드그랜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을 수상하 고, 2022년

에는  없는 그림책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수지가 안데르센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s) 일러스트 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동문학 분야에서 국제 으로 가장 권  

있는 두 가지 상을 우리나라의 두 그림책 작가가 수상한 것은 우리나라 그림책의 재 수 과 

상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만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아동도서박람회에서 시상하는 볼로냐라가치상(BolognaRagazzi 

Award)을 2004년 첫 수상 이후 거의 매년 다수의 우리나라 그림책이 수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 의 단행본 창작그림책으로 평가되는 류재수의 백두산이야기가 간행된 것이 1988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성과는 무척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다.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한 우리 그림책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는 그림책 련 연구의 

역할도 무척 요하다. 그림책 연구를 통해 그림책 창작과 출  수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림책의 수용과 활용에 한 다양한 효용과 략을 탐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 그림책 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림책 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그림책 연구의 황을 살펴보고 발 을 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그림책 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이 연구는 큰 틀에서는 일반 인 연구동향 분석의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 련 연구 논문은 얼마나 생산되었는가?

∙그림책 련 연구는 가, 어떤 매체가 주도하 는가?

∙그림책 련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 는가?

∙그림책 련 연구는 어떻게 연구하 는가?

이와 같은 4가지 연구 문제에 따라 그림책 연구의 황과 경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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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분석한 그림책 련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논문을 선별하기 해 2022년 1월 에 DBpia( 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 KCI(한국학

술지인용색인),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의 학술DB에서 ‘그림책’, ‘그림 동화’, ‘아동문학’ 

등의 주제어로 검색하 다. 검색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여 게재된 매체, 논문의 내용과 형식 등의 

측면에서 학술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제외하고 분석 상 논문을 선정하 다. 재는 아니

지만 논문이 발표된 시 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나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분석 

상에 포함하 고, 학논문집 등에 게재된 경우도 논문의 형식과 내용  수 에서 학술 논문으

로 문제가 없는 경우 분석 상으로 포함하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우리나라에서 2021

년까지 발표된 그림책 련 학술논문 1,660편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분석 상 논문과 

게재 학술지 황은 <표 1>과 같다.

구분

등재상태

학술지 논문

종 수 비율(%) 편 수 비율(%)

우수등재 6 2.3 43 2.6

등재 216 81.8 1,505 90.7

등재후보 17 6.4 31 1.8

기타 25 9.5 81 4.9

합계 264 100 1,660 100

<표 1> 분석 상 학술지  논문 황

3. 선행연구 개

그림책 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연구 상이나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 어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로그램이나 활동과 련한 연구를 분석한 것, 특정 장르의 

그림책이나 그림책의 특정 구성 요소에 한 연구를 분석한 것, 그림책 반에 한 연구를 포

으로 분석한 것 등이다. 

선행연구  그림책을 활용한 로그램이나 활동과 련한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편의 선행연구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이나 

독서 활동과 련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 다. 유아 과학교육, 유아 사회성 발달, 장애유아 

재, 등교육, 미술치료, 독서치료, 유아 언어교육, 유아 인성교육, 유아 다문화교육, 유아 수학교육 

등과 련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사례를 범 로 한정하여 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

다. 체로 그림책을 활용한 특정 교육활동이나 특정 상에 한 로그램과 련한 연구를 

분석하 기 때문에 분석 논문의 범 가 넓지는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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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그림책을 활용한 로그램  활동 련 연구 분야 선행연구 논문

그 다음으로 특정 장르의 그림책이나 그림책의 특정 구성 요소와 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표 3>과 같이 모두 7편이다. 환상그림책, 래동화 그림책,  없는 그림책, 정보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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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림책 반에 한 연구의 동향을 포 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모두 8편이다. 이 부류

의 선행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특정 활동이나 로그램, 는 특정 장르나 형식의 그림책에 국한

하지 않고 그림책 반에 한 연구를 상으로 하 다. 다만 이들 선행연구는 <표 4>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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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주로 특정 학술지나 공분야로 범 를 제한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이 부류의 선행 

연구도 그림책 련 연구의 체를 망라한 연구경향 분석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연구의 성격과 범 에 비추어 보면 이들 선행연구는 본 연구와 가장 공통 이 많은 선행연구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 린(2019), 김지은, 권희경(2009), 윤진주(2009)의 논문은 기본 으로 

그림책 련 연구 반의 학술 논문에 한 연구경향을 분석하 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참고할 

선행연구라 할 만하다.

연번 자 연도 제목 분석 상

1 김 주 2021
그림책 련 국내 석․박사 학 논문 연구동향 분석: 
1983~2020년 국내 석박사 학 논문을 심으로(석사논문)

1983~2020, 학 논문 1,715편

2 최 린 2019 그림책 내용분석 논문의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를 심으로 2002~2017, 학술논문 137편

3 송미선, 서정숙 2012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그림책 련 논문의 경향 분석 학술논문 277편(유아교육 련 학회 9개 학회지) 

4 채미 2012 유아문학 련 연구의 결과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를 심으로 학술논문 28편(열린유아교육연구)
5 유 의, 곽정인 2012 유아문학 연구 동향 분석: 학 논문을 심으로(1982-2010) 1982~2010, 학 논문 225편

6 김지은, 권희경 2009
그림책 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2000년 이후 
연구를 심으로

~2000년, 학술논문 131편(유아교육, 가정학 
련 9개 학회지)

7 윤진주 2009
그림책 련 논문의 경향 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회지를 
심으로

2000~2008, 학술논문 138편(연구재단 등재 
유아교육 5개 학회지)

8 백경순 2009
유아문학 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 련학회 학술지
와 어린이문학 문 학술지

학술논문 242편(유아교육학회지 5개, 어린이
문학학회지 1개)

<표 4> 그림책 반 련 연구 분야 선행연구 논문 

이들 선행연구 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은 김 주(2021)의 연구이다. 

1983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석․박사학 논문 1,715편을 분석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그림책 련 연구동향 분석 논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연구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가 학술논문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는 크게 다르지만 분석 방법이나 결과 등에서 참고할 여지가 많은 논문이다.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그림책 련 학술논문의 

체 인 연구 황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심향분(2019)은 그림책 회 창립 4주년 공개포럼에서 

우리나라 그림책 련 연구의 황을 발표하 다. 연도별, 시기별 그림책 연구 건수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별 황을 소개하고 연구 논문의 주제어 빈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이 자세하지 않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그림책 연구의 체 면모를 분석

하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 사실 심향분의 연구에서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에 한 

아쉬움과 호기심은 연구자에게 본 연구를 시작하도록 자극하는 내  동기가 되기도 하 다. 

본 연구는 학 논문이 아닌 학술논문을 상으로 하며, 특정 그림책 장르나 특정 그림책 활동 

련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그림책 련 연구 체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 이 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림책 련 학술논문 체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 그림책 

련 연구의 지형과 구조를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에서 학술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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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특성상 분석 상의 선별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외되거나 락된 

논문이나 학술지가 있어 연구의 완 성이 해될 수 있다는 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

한 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논문 황과 연구 유형 분석

1. 연도별, 학술지별 황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그림책 련 논문은 1986년에 한 편이 발표되고 10년 후인 

1996년부터 본격 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재 시 에서 볼 때 1986년에 발표된 이원복의 논문이 

우리나라 그림책 련 논문으로 가장 앞선 것이라는 견해(심향분, 2019, 99)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1996년 이 에 발표된 논문이 12편이라는 그의 보고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의 그림책 련 은 주로 교양잡지나 출 계 간행물에 실린 짧은 에세이 형식이 주류 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1년에 2~3편씩 생산되던 그림책 련 학술논문 편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1년

부터 두 자릿수로 늘었고 2013년부터 세 자릿수가 되었다.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그림책 련 연구

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다가 2010년을 목 에 두고 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풍부한 

논문을 생산하는 수 에 이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학 논문 발표 황(김 주, 2021, 27)과 비교해보면 그림책 련 학술논문의 발표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책 련 학 논문의 생산 추이도 체 으로는 학술논문의 그것과 유사

하다. 큰 차이가 없지만 그림책 련 연구는 학술논문보다 학 논문으로 조  더 많이 생산되었고, 

1983년에 처음으로 석사학 논문으로 발표되었지만 명맥이 끊어졌다가 1990년 에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2010년 즈음에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요컨  우리나라에서 그림책 련 연구는 

석․박사 학 논문과 학술논문의 두 역에서 동시에 성장하고 발 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학 논문의 증가 시 이 학술논문의 증가 시 에 비해 조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책 학술논문 연구 성과에서 학원생들의 참여와 기여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분석

상 학술논문 에서 석․박사 학 논문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체 학술논문 1,660편  295편(석사 211편, 박사 84편)은 석․박사 

학 논문의 일부 는 부를 수정하거나 발 시켜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학술논문 생산의 연도별 추이는 우리나라 국내 그림책(번역 그림책 제외) 출  황2)과 비교해 

 1) 석․박사 학 논문을 기반으로 한 학술논문 295편  67편(석사 52편, 박사 15편)은 사사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

지만 김 주(2021)의 논문에 부록으로 첨부된 학 논문 목록과 조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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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흥미롭다. 국내 그림책이 1990년 에 들어서 활발하게 간행되기 시작하 고 2010년을 지나

면서 크게 성장하 는데 이러한 흐름은 학술논문의 증가 추이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림책의 발 과 그림책 연구의 발 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계에 있으며 두 역의 발 은 

상호유기 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연도

학술논문 학 논문 학 논문 기반 학술논문 그림책

빈도
(편)
(A)

비율
(%)

석사
(편)

박사
(편)

계
(편)

비율
(%)

석사
(편)

박사
(%)

계
(편)
(B)

비율
(%)
B/A

빈도
(종)

비율
(%)

1983 1 - 1 0.1 - - - - - -

1986 1 0.1 - - - - - - - - - -

1988 - - - - - - - - - - 1 0.0

1990 - - - - - - - - - - 16 0.2

1991 - - 1 - 1 0.1 - - - - 93 1.4

1992 - - 1 - 1 0.1 - - - - 107 1.6

1993 - - - - - - - - - - 68 1.0

1994 - - 2 - 2 0.1 - - - - 116 1.8

1995 - - 1 - 1 0.1 - - - - 125 1.9

1996 2 0.1 5 - 5 0.3 1 - 1 50.0 103 1.6

1997 2 0.1 4 - 4 0.2 - - - - 131 2.0

1998 3 0.2 8 - 8 0.5 1 - 1 33.3 106 1.6

1999 3 0.2 10 1 11 0.6 - 1 1 33.3 135 2.1

2000 8 0.5 13 - 13 0.8 1 - 1 12.5 150 2.3

2001 11 0.7 20 - 20 1.2 1 2 3 27.3 184 2.8

2002 18 1.1 32 - 32 1.9 5 - 5 27.8 153 2.3

2003 17 1.0 32 3 35 2.0 3 - 3 17.6 196 3.0

2004 24 1.4 32 2 34 2.0 4 2 6 25.0 181 2.8

2005 26 1.6 49 2 51 3.0 4 1 5 19.2 181 2.8

2006 38 2.3 44 4 48 2.8 4 - 4 10.5 278 4.3

2007 45 2.7 52 3 55 3.2 3 1 4 8.9 198 3.0

2008 56 3.4 70 4 74 4.3 6 3 9 16.1 181 2.8

2009 78 4.7 52 6 58 3.4 6 8 14 17.9 170 2.6

2010 84 5.1 86 7 93 5.4 12 8 20 23.8 393 6.0

2011 79 4.8 96 8 104 6.1 9 4 13 16.5 276 4.2

2012 84 5.1 101 3 104 6.1 6 3 9 10.7 324 5.0

2013 111 6.7 97 7 104 6.1 10 4 14 12.6 295 4.5

2014 127 7.7 100 5 105 6.1 15 4 19 15.0 357 5.5

2015 109 6.6 106 5 111 6.5 14 7 21 19.3 318 4.9

2016 122 7.3 110 6 116 6.8 17 7 24 19.7 424 6.5

2017 132 8.0 125 17 142 8.3 20 9 29 22.0 488 7.5

2018 120 7.2 127 15 142 8.3 20 6 26 21.7 321 4.9

2019 137 8.3 118 12 130 7.6 18 4 22 16.1 445 6.8

2020 106 6.4 102 8 110 6.4 17 6 23 21.7 - -

2021 117 7.0 - - - - 14 4 18 15.4 - -

합계 1,660 100.0 1,597 118 1,715 100.0 211 84 589 17.8 6,514 100.0

<표 5> 연도별 학술논문, 학 논문  그림책 출  황

 2) 우리나라 그림책의 연도별 간행 황은 정병규(2019)가 소개한 목록을 토 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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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련 학술논문은 어떤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 상 논문 1,660편

은 모두 264종의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 

논문의 70% 이상이 상  30개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나머지 논문은 234개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그 에서도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어린이문학교육연구이다. 체 논문의 17.7%에 

해당하는 294편의 논문이 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등이 뒤를 잇는다. 어린이문학교육연구는 1995년에 창립한 한국

어린이문학교육학회에서 2000년부터 간행한 학술지로서 우리나라 그림책 연구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림책 연구에서 독보 인 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학술지가 창간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그림책 련 논문이 지속 으로 늘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경순(2009, 192)은 어린이문학교육연구가 유아문학 련 연구를 확산시키고 기폭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하 다. 

구분

순         학술지

논문

(편)

비율

(%)

구분

순              학술지

논문

(편)

비율

(%)

1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94 17.7 16 생태유아교육연구 24 1.5

2 유아교육연구 103 6.2 17 인문사회 21 24 1.5

3 열린유아교육연구 75 4.5 18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1.3

4 어린이미디어연구 58 3.5 19 한국보육학회지 20 1.2

5 동화와 번역 49 3.0 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1.2

6 유아교육학논집 48 2.9 21 문학교육학 15 0.9

7 기 조형학연구 44 2.7 22 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15 0.9

8 아동교육 42 2.5 23 문화 술교육연구 14 0.8

9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9 2.3 24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4 0.8

10 일러스트 이션 포럼 33 2.0 25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4 0.8

11 학습자 심교과교육연구 33 2.0 26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 0.8

12 조형미디어학 32 1.9 27 육아지원연구 12 0.7

13 한국유아교육연구 32 1.9 28 독서치료연구 11 0.7

14 아동학회지 30 1.8 29 유아특수교육연구 10 0.6

15 한국 유아보육학 29 1.7 30 한국 등국어교육 10 0.6

기타 234종 481 29.0

합계 1,660 100.0

<표 6> 주요 학술지별 논문 게재 황

그림책 련 논문을 많이 게재한 주요 학술지는 부분 아동학(유아교육학)과 보육학 분야로서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 기 의 사회과학 역에 해당한다. 1,042편(62.8%)의 논문이 사회과학 

역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인문학 276편(16.6%), 술체육학 160편(9.6%), 복합학 99편(6.0%),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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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66편(4.0%)으로 그 뒤를 따른다. 나머지 공학, 의약학, 기타 주제 분야 학술지는 모두 합쳐 

17편(1%)의 논문을 게재하 다. 

학문 분야별 그림책 논문 생산 황을 악하기 해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의 분류 기 을 

용하여 분석하 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 48개 학문( 공) 분야에서 그림책 련 

논문을 생산하 는데, 교육학 분야에서 생산한 논문이 889편으로 체의 53.6%를 차지하 다.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등이 교육학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학 분야 이외에는 인문학 역, 술 역, 사회과학 역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그림책 련 논문 비 이 낮다는 은 연구자를 

주목하게 한다. 공공도서 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서  장에서 그림책 장서를 활용한 서비스와 

로그램이 무척 활발한 데 비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그림책 련 연구는 조하기 때문이다. 문헌

정보학 분야의 그림책 련 연구의 황과 활성화 방안에 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분

순         학술지

논문

(편)

비율

(%)

구분

순         학술지

논문

(편)

비율

(%)

1 교육학 889 53.6 9 기타인문학 44 2.7

2 문학 78 4.7 10 미술 36 2.2

3 한국어와문학 69 4.2 11 사회과학일반 36 2.2

4 생활과학 68 4.1 12 어와문학 36 2.2

5 디자인 67 4.0 13 기타사회과학 30 1.8

6 학제간연구 65 3.9 14 문헌정보학 21 1.3

7 사회복지학 53 3.2 15 심리과학 20 1.2

8 술일반 47 2.8 기타 33개 분야 101 6.1

합 계 1,660 100

<표 7> 한국연구재단 주제( 분류) 분야별 논문 황

2. 연구자와 연구 유형 황

그림책 련 학술논문의 연구는 가 주도하 는지 살펴보기 해 연구자 황을 분석하 다.3)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연구 논문의 경우 15명의 연구자가 6편 이상의 논문을 생산하 다. 

그 에서도 나선희가 가장 많은 17편의 논문을 생산하 고 이성엽과 신혜은이 그 뒤를 따랐다. 

 3) 연구자 황을 분석하기 해 일차 으로 논문에 표기된 소속과 신분 등을 활용하 다. 논문에 소속과 신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kri2)를 이용하여 확인하 으나 정

보를 공개하지 않는 연구자의 경우 확인할 수가 없었다. 최 한 정확한 분석을 해 노력하 으나 소속 변동, 

동명이인의 존재, 개인정보 미공개 등으로 연구자 황 분석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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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유아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들이지만 불어불문학, 시각디자인, 아동문학 분야 연구자도 포함

되어 있다.

개인연구 논문과 공동연구 논문을 모두 합쳐서 연구 생산 황을 살펴보면 30명의 연구자가 

10회 이상의 논문 생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합쳐서 보면 우리나라 

그림책 연구를 이끌어 온 두 사람의 연구자가 렷하게 드러난다. 은자와 조희숙이다. 은

자는 76편의 논문에 참여하 고, 조희숙은 60편의 논문에 참여하 다. 이 두 연구자는 개인연

구 논문( 은자 6편, 조희숙 3편)에 비해 제자, 동료 등과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 논문이 월등히 

많았다.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자를 양성하고 그림책 연구의 지형을 확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개척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  우리나라 그림책 연구를 주도한 핵심 연구자라 

할만하다. 

개인연구 개인연구+공동연구

순 연구자
논문

(편)
순 연구자

논문

(편)

1 나선희(성균 /아동청소년학) 17 1 은자(성균 /아동청소년학) 76

2 이성엽(이화여 /불문학) 15 2 조희숙(부산 /유아교육) 60

3 신혜은(경동 /유아교육) 11 3 김민진( 앙 /유아교육) 25

4 신혜선(덕성여 /유아교육) 10
4

김정원(한국성서 /유아교육), 나선희(성균

/아동청소년학)
23

5 황순선(숙명여 /시각디자인) 9

6
김수향( 덕 /유아교육), 유동 (상명

/시각디자인)
7

6 연우( 진사이버 /유아교육) 21

7 서정숙(그림책과어린이교육연구소) 19

8

김 희(나사렛 /아동학), 김민진( 앙 /

유아교육), 김정선(홍익 /미술), 박선희

(한국방송 /유아교육), 변윤희(동명 /유

아교육), 심향분(안양 /유아교육), 이

(한남 /아동문학), 이차숙(가천 /유아교

육), 은자(성균 /아동청소년학)

6

8 최 경( 진 /아동학) 18

9
심향분(안양 /유아교육), 이성엽(이화여 /불문학), 

임 심(경북 /유아교육)
17

12
신세니(창원문성 /유아교육), 최나야(서울 /

아동가족학)
16

14 김태경(수성 /유아교육), 문철(홍익 /시각디자인) 15

16
김수향( 덕 /유아교육), 정 련(동덕여 /아

동학)
14

18
변윤희(동명 /유아교육), 최 린(남서울 /아동

복지)
13

20 최미숙( 남 /유아교육) 12

21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김혜리(서울교 / 어

교육), 신혜선(덕성여 /유아교육), 신혜은(경동

/유아교육), 육길나(건양 /아동보육), 이

(한남 /아동문학), 권민균(계명 /유아교육)

11

28
김 희(나사렛 /아동학), 안지성(동주 /유아교

육), 오한나(경동 /유아교육)
10

<표 8> 연구자별 논문 황(개인/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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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유형을 구분해 보면 체 1,660편의 논문 에서 39%에 해당하는 647편은 개인연구로, 

나머지 61%에 해당하는 1,013편은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개인연구 논문 647편  631편

(97.5%)은 학의 교수나 학원생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나머지 16편(2.5%)은 학 외부의 

인력에 의해 생산되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림책 연구에서 학 내부의 

인력이 차지하는 인 비 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연구 유형으로 생산된 1,013편의 논문  758편(74.8%)은 학 내부인력간 공동연구로, 

254편(15.3%)은 학 내부인력과 장인력간의 공동연구로, 나머지 1편(0.1%)은 장인력간의 

공동연구로 생산되었다. 공동연구 논문도 학 내부인력에 의해 생산된 논문의 비 이 월등히 

큰 것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개인연구에 비해 공동연구에서는 장인력이 논문 생산에 참여한 

사례가 체의 15%가 넘고 있어 학 외부 인력의 연구 참여가 비교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인력의 신분을 연구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개인 연구의 

경우 학의 임교원이 체 개인연구 논문의 72.1%에 해당하는 455편을 생산하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외래교수, 특임교수, 겸임교수 등의 비 임교원이 16.8%에 해당하는 106편을 

생산하 고 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이거나 수료하 거나 졸업한 인력이 10.5%에 해당하는 

66편의 논문을 생산하 다. 그리고 개인연구로 논문을 생산한 장인력은 도서  사서( 장)와 

민간 연구소나 기 에 소속된 인력들이다. 개인연구 논문 황을 보면 학의 임, 비 임 교원들이 

그림책 연구에서 가장 요한 연구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다. 

공동연구 논문 참여 황을 보면 개인연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다. 공동연구에서는 학 

내부의 인력 에서도 학원생들이 차지하는 비 이 조  더 높아진다. 학 내부인력간 공동연

구 논문에서 석․박사과정 학원생의 참여 비율이 25.5%에 이른다. 학원생들이 독립 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연구 의 일원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 내부인력과 장인력간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참여 인력의 황을 

보면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연구에 참여한 체 인력  30.2%에 

해당하는 154명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장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 ․

고교 교사의 비율도 11.0%에 이르고 있어 교육기 에 종사하는 인력의 비 이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연구에서는 학 내부인력의 비 보다 장인력의 비 이 더 높다. 요컨  그림책

과 련한 학술연구에서 유치원이나 ․ ․고교의 교사들은 가장 큰 장 연구그룹을 형성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유치원과 ․ ․고교의 교육 장에서 

그림책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심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연구의 행은 학과 장이 긴 하게 연계되어 이론과 실제를 

융합하여 검증하고 발 시키는 바람직한 산학 력연구 체제를 확립하는 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2호)

- 200 -

구분

연구자 신분

개인연구 공동연구
합계

학인력 장인력 학인력 학+ 장인력 장인력

논문 수 

/ 

편(%)

631(38.0) 16(1.0) 758(45.6) 254(15.3) 1(0.1) 1,660(100)

참여

인력

/

명(%)

임교원 455(72.1) - 896(52.9) 201(39.4) - 1,552(54.4)

비 임교원 106(16.8) - 264(15.6) 23(4.5) - 393(13.8)

학원생(박사) 58(9.2) - 317(18.7) 16(3.1) - 391(13.7)

학원생(석사)) 8(1.3) - 116(6.8) 2(0.4) - 126(4.4)

유아교육 장인력 - - - 154(30.2) - 154(5.4)

․ ․고 교사 - - - 56(11.0) - 56(2.0)

사서 - 4(25.0) - 5(1.0) - 9(0.3)

학원생

(과정 미확인)
- - 33(1.9) 1(0.2) - 34(1.2)

기타 - 12(75.0) - 49(9.6) 2(100) 63(2.2)

신분 확인 불가 4(0.6) - 69(4.1) 3(0.6) - 76(2.7)

합 계 631(100) 16(100) 1,695(100) 510(100) 2(100) 2,854(100)

<표 9> 연구 유형별 연구 참여 인력 신분 황

Ⅲ. 연구 주제와 방법 분석

1. 연구 주제 

그림책 련 학술논문의 내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연구주제를 분석하 다. 

우리나라의 그림책 련 논문에서는 무엇을 연구하 는가라는 연구 문제에 한 답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분석을 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 을 차용하려고 하 으나 여의치 않았다. 부분의 

선행연구가 제한된 범 의 학술지나 논문을 상으로 하 거나 학 논문을 상으로 하 으며, 그와 

련하여 논문의 내용에 근하는 에 다소 차이가 있어 주제 분석의 틀을 그 로 사용하기는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문의 주제는 <표 10>과 같이 우선 모두 5가지 역으로 구분하 고 각 주제별로 하  주제를 

나 어 살펴보았다. 그림책 내용(분석) 연구는 그림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성과 경향을 살펴보

는 연구로 그림책의 서사, 등장인물, 특정 주제, 시각요소 등을 개별 으로 는 복합 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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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그림책에 포함된 이론  내용을 탐색하는 논문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림책의 효과 연구는 

그림책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그림책 읽기나 그림책 교육활동( 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자(독자)에게 나타나는 교육  효과나 향을 탐구하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책 

련 로그램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로그램과 련한 연구로 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실행한  과정에 한 연구나 특정 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책의 

효과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수업이나 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자나 독자들에게 

나타나는 발달  학습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인 반면에 로그램 련 연구는 로그램의 실행, 

개발, 사례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하 다.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는 

그림책에 한 독자의 생각이나 반응이나 경험을 조사하고 탐색하여 살펴보는 연구로 그림책 자

체에 한 인식․반응․경험, 그림책 읽기에 한 인식․반응․경험, 그림책 로그램(활동)에 

한 인식․반응․경험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 밖의 연구는 그림책 일반에 한 연구로서 

그림책의 역사, 그림책 련 연구 동향, 그림책 번역, 그림책 작가, 그림책 교육(읽기) 방법과 

략, 그림책 출 , 유통, 서비스 등에 련된 연구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주제 분석 기 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책 

내용(분석) 연구가 가장 많은 33.4%를 차지하 고, 그림책의 효과 연구가 29.6%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는 18%, 그림책 일반 연구는 14.3%를 차지하 고, 

그림책 련 로그램 연구는 가장 은 4.6%를 자지하 다.

그림책 내용(분석) 연구 논문 에서는 서사, 인물, 주제 등을 복합 으로 다룬 연구가 194편

(11.7%)으로 가장 많았고 그림책의 내용에 담긴 특정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132편(8.0%)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그리고 그림책의 서사, 등장인물, 시각요소 등을 연구한 논문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조  더 깊이 들어가 보았다. 그림책 내용(분석) 연구 논문 에서 특정 그림책 작가 한 사람의 

작품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다룬 작가는 앤서니 라운(11편), 토미 웅거러(7편), 오 

리오니(6편), 존 버닝햄(6편), 데이비드 즈 (4편), 모리스 샌닥(4편), 사노 요코(3편) 등으로 

나타났다. 특정 그림책 한 가지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다룬 작품은 존 버닝햄의 지각 장 

존(6편), 백희나의 구름빵(4편), 권정생의 강아지 똥(4편),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3편), 앤서니 라운의 돼지책(4편)과 고릴라(3편) 등으로 나타났다. 앤서니 라운과 

존 버닝햄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명한 그림책 작가의 작품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단 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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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하  주제
논문

빈도(편) 비율(%)

그림책 내용(분석) 연구

서사 연구 60 3.6

인물 연구 70 4.2

주제 연구 132 8.0

시각요소 연구 78 4.7

이론 연구 9 0.5

종합 연구 194 11.7

기타 12 0.7

소계 555 33.4

그림책의 효과 연구

그림책의 효과 4 0.2

그림책 읽기의 효과 23 1.4

그림책 활동(수업  로그램)의 효과 465 28.0

소계 492 29.6

그림책 련 로그램 연구

로그램 실행 연구 43 2.6

로그램 개발 연구 23 1.4

로그램 사례 연구 10 0.6

소계 76 4.6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

경험 연구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 127 7.7

그림책 읽기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 119 7.2

그림책 로그램(활동)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 53 3.2

소계 299 18.0

그림책 일반 연구

역사 연구 31 1.9

연구동향 연구 35 2.1

번역 연구 15 0.9

작가 연구 3 0.2

교육(읽기) 방법과 략 연구 65 3.9

출 , 유통, 서비스 련 연구 52 3.1

일반 이론 연구 37 2.2

소계 238 14.3

합 계 1,660 100.0

<표 10> 연구 주제별 논문 황

그림책 효과 연구는 부분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나 로그램의 효과에 한 연구로 모두 

465편(29.6%)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무척 정형화된 논제 패턴을 

표출하고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 A )이 유아( 아 등)의 ( B )에 미치는 효과( 향)

이 정형화된 논제 패턴의 A에는 음악활동, 미술활동, 신체활동, 요리 활동, 명상 로그램, 책 

만들기 활동, 역할극 놀이, 문학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 방법이나 로그램 내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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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에는 다양한 언어 , 인지 , 정서 , 신체 , 사회 , 행동  능력과 태도 요소가 들어간다. 

요컨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나 로그램의 교육  효과에 해 연구하는 논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림책 련 학술논문의 30% 가까운 논문이 그림책을 교육  매체로 설정한 연구

라는 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유 의, 곽정인(2012, 115)의 연구에서 분석 상 논문의 63.55%가 

문학과 유아발달 범주와 문학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역 범주의 주제를 다루었다고 보고하 고, 

송미선, 서정숙(2012, 7-8)의 연구에서는 분석 상 논문의 54.7%가 교수방법을 다루었다고 보고

하 는데 본 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사실이다. 

그림책 련 로그램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로그램을 만들어 운 한 과정을 소개하거나 

개발하여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주제의 연구는 그림책 로그램을 통한 참여자의 발달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거나 거기에 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고 로그램 반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한다는 에서 그림책 효과 연구와는 구별된다. 로그램에 한 연구는 모두 

76편(4.6%)으로 나타나 그림책 연구 세계에서는 상 으로 선호하지 않는 주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는 주로 그림책 자체에 한 어린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태도, 

독서실태나 독서 반응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체 학술 논문의 약 18%가 여기에 해당하는 

데 그림책을 독서 매체로 설정하고 그림책의 내용, 주제, 등장인물 등에 해 어린이, 부모, 교사, 

비 유아교사, 성인 독자 등의 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하는지 탐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림책 일반에 한 연구에는 그림책 교육  읽기 방법과 략을 탐색하는 연구가 65편(3.9%), 

그림책 출 (제작), 유통, 도서  등에서의 서비스 련 연구가 52편(3.1%)으로 비교  많은 편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그림책 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논문, 국가나 시 별 그림책의 역사를 

정리한 논문, 그림책 련 일반 이론에 해 탐구하는 논문, 그림책 번역과 련된 논문 등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 주제별 연구주제의 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교육

학이나 유아교육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는 그림책 효과 연구 논문 비 이 가장 

높은 39.2%를 차지하 고, 그 뒤를 내용(분석) 연구 27.4%, 인식․반응․경험 연구 20.2%로 나

타났다.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그림책의 교육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하거나 그림책 내용의 

교육  효용과 활용 방안을 분석 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은 비 을 차지하지만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림책을 연구의 테마로 다루고 있어 비교  연구주제에 따른 편 도는 약한 편이다. 

사회과학 분야와 달리 인문학 분야 학술지에는 내용(분석) 연구가 체의 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는 그림책 일반에 한 연구가 30.1%를 차지하 고 나머지 주제는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그림책을 문학  측면에서 근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술체육학 분야도 인문학 분야와 구도는 유사하다.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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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술체육학 체의 56.9%를 차지하 고 그림책 일반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 22.5%를 

차지하 다. 인문학과 술체육학 분야는 내용(분석) 연구 주제에 편 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그런데 술체육학 분야의 내용(분석) 연구는 주로 디자인 측면에서 그림책의 시각  요소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에서 그림책의 서사, 인물, 주제 등을 분석하는 

인문학 분야의 근과는 구별된다. 

복합학과 자연과학 분야는 연구주제의 황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다. 복합학 분야는 

내용(분석) 연구 주제가 27.3%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지만 크게 차이 없이 그림책 일반 연구

(22.2%), 효과 연구(21.2%) 인식․반응․경험 연구(20.2%)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로그램 

연구도 9.1%를 차지하고 있어 복합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정 주제 분야에 편 되지 않고 

고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제간연구의 경향이 강한 복합학의 성격이 

그 로 반 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 분야는 체 논문 편수는 많지 

않지만 사회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효과 연구가 체의 39.4%를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는 

인식․반응․경험 연구가 34.8%, 내용(분석) 연구가 21.2%를 차지하 다.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논문에 상 으로 인식․반응․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

구분

학술지
주제 분야

내용(분석) 

연구
효과 연구 로그램 연구

인식․반응․경험 

연구
일반 연구 합계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사회과학 285 27.4 408 39.2 46 4.4 210 20.2 93 8.9 1,042 100.0

인문학 133 48.2 19 6.9 14 5.1 27 9.8 83 30.1 276 100.0

술체육학 91 56.9 12 7.5 6 3.8 15 9.4 36 22.5 160 100.0

복합학 27 27.3 21 21.2 9 9.1 20 20.2 22 22.2 99 100.0

자연과학 14 21.2 26 39.4 - - 23 34.8 3 4.5 66 100.0

공학 1 33.3 2 66.7 - - - - - - 3 100.0

의약학 - - 1 33.3 1 33.3 1 33.3 - - 3 100.0

기타 4 36.4 3 27.3 - - 3 27.3 1 9.1 11 100.0

합 계 555 33.4 492 29.6 76 4.6 299 18.0 238 14.3 1,660 100.0

<표 11> 학술지 주제 분야별 연구주제 황

한편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 주제 분야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교육학 분야 논문의 연구

주제 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 황과 유사한 경향을 띈다. 체 889편의 논문 에서 효과 

연구가 335편(37.7%)으로 가장 많고, 내용(분석) 연구가 260편(29.2%), 인식․반응․경험 연구가 

179편((20.1%)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일반연구는 78편(8.8%), 로그램 연구는 37편(4.2%)으로 

이 두 주제는 교육학 분야 연구에서 상 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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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우리나라 그림책 련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기 해 연구방법을 분석해 보았다. 

어떤 방법과 근 략으로 그림책 련 연구를 수행하는 지 탐구해 본 것이다. 연구방법을 분석

할 때 그 논문에 용된 심 연구방법을 우선으로 하 다. 부분의 학술 논문은 선행연구 개

이나 이론  배경을 제시할 때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의 본문에서 채택한 연구방법

을 심으로 분류하 다. 한 실험연구처럼 연구 과정의 일부분으로 자료를 처리하기 해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체 연구 차의 일환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연구로 

분류하 다. 다만 심 연구방법으로 복수의 연구방법이 복합 으로 용된 경우는 복합연구 방법

으로 분류하 다.

분석 결과 그림책 련 학술논문에 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연구 방법이 592편(3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용분석 방법이 560편(33.7%)으로 많았다. 이 두 연구방법은 우리나라 그림책 

연구 지형에서 방법  측면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역이라 할 만하다. 그 뒤를 문헌연구 방법 221편

(13.3%), 질 연구 방법 155편(9.3%), 복합연구 방법 28편(1.7%), 통계연구 방법 6편(0.4%), 사례

연구 방법 5편(0.3%)이 이었다. 그림책 련 학 논문 1,715편을 분석한 김 주(2021, 40)의 연구에

서는 연구방법 황이 실험연구 48.7%, 문헌연구 27.0%, 질 연구 10.7%, 복합연구 8.7%, 조사연구 

4.9%로 보고되었다. 학 논문에서는 실험연구 방법의 편  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내용(분석) 
연구

효과 연구 로그램 연구
인식․반응․경험 

연구
일반 연구 합계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실험연구 1 0.2 478 80.7 50 8.4 54 9.1 9 1.5 592 100.0

내용분석 535 95.5 4 0.7 1 0.2 2 0.4 18 3.2 560 100.0

문헌연구 8 3.6 2 0.9 19 8.6 3 1.4 189 85.5 221 100.0

질 연구 2 1.3 6 3.9 1 0.6 145 93.5 1 0.6 155 100.0

조사연구 2 2.2 1 1.1 - - 83 89.2 7 7.5 93 100.0

복합연구 3 10.7 1 3.6 3 10.7 12 42.9 9 32.1 28 100.0

통계연구 3 50.0 - - - - - - 3 50.0 6 100.0

사례연구 1 20.0 - - 2 40.0 - - 2 40.0 5 100.0

합 계 555 33.4 492 29.6 76 4.6 299 18.0 238 14.3 1,660 100.0

<표 12>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황

연구방법이 연구주제별로 어떻게 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연구 

방법을 용한 논문 에서는 그림책 효과 연구 논문이 80.7%(478편)로 가장 많았다.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의 교육  효과를 실제 으로 검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실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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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실험연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용(분석) 연구 논문의 95.5%(535편)

는 내용분석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그림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탐구하는 것이 내용(분석) 

연구의 기본 기법이라는 에서 내용분석 방법을 주로 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문헌

연구 방법은 그림책 일반 연구에서 85.5%(189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림책 일반 연구는 그림책의 역사, 연구동향, 교육(읽기) 략, 일반 이론, 출 과 유통과 서비스의 

제반 측면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질 연구 

방법은 인식․반응․경험 연구에서 93.5%(145편)로 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책 자체나 그림책 읽기에 한 어린이나 부모들의 반응을 찰하거나, 개인에게 축 된 경험이나 

인식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인식․반응․경험 연구의 특성상 참여

찰이나 심층면  등의 질 연구 방법을 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보면 연구주제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련성은 결과 으로 연구 논문의 형식과 체제 면에서 

형성이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 련 학술논문에서 실험연구 방법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이다. 

실험연구는 일반 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나 

로그램을 용한 후 능력이나 태도의 변화 정도를 검사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실험을 용할 한 장( 상)을 섭외하고 사 에 충분한 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아니다. 한 연구 기간이 긴 편이고 복합 인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개인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실험연구를 실행하는 것이 실 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런 에서 그림책 련 논문에서 

실험연구가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평가하고 주목할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은, 권희경(2009, 458)의 연구에서는 분석 상 논문의 73.3%가 실험연구를 채택하 다고 

보고하 고, 윤진주(2009, 57)의 연구에서는 분석 상 논문의 64%가 실험연구를 채택하 다고 

보고하 다. 특정 연구 역에서 특정 연구방법이 지나치게 편 되어 용되는 상은 연구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하는 태세도 요구되는 지 이다. 

조  더 들여다보면 실험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는 개인연구보다는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된 

사례가 훨씬 많고, 석․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한 논문의 비 도 무척 높다.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연구 방법으로 수행된 체 논문 592편  학인력간 공동연구 논문은 294편(49.6%), 

학인력과 장인력간의 공동연구 논문이 174편(29.4%)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 논문의 79%가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실험연구 방법은 학인력과 장인력간 

공동연구 사례가 많은 이 특징이다. 학의 연구자와 유아교육 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업을 

통해 이론과 장이 유기 으로 연결되는 연구의 행을 확장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부분

이다. 질 연구와 조사연구 방법도 공동연구의 비 이 높다. 하지만 실험연구와는 달리 학인력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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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비 은 높지만 학인력과 장인력간의 공동연구 비 은 높지 않다. 이런 에서도 학

인력과 장인력이 함께 수행한 실험연구의 사례가 많다는 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형태

연구
방법

개인연구 공동연구
합계

학인력 장인력 학+ 학 학+ 장 장+ 장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논문
(편)

비율
(%)

실험연구 120 20.3 4 0.7 294 49.6 174 29.4 - - 592 100.0

내용분석 273 48.8 6 1.1 255 45.5 25 4.5 1 0.2 560 100.0

문헌연구 151 68.3 4 1.8 50 22.6 16 7.2 - - 221 100.0

질 연구 44 28.4 1 0.6 88 56.8 22 14.2 - - 155 100.0

조사연구 26 28.0 1 1.1 55 59.1 11 11.8 - - 93 100.0

복합연구 14 50.0 - - 10 35.7 4 14.3 - - 28 100.0

통계연구 1 16.7 - - 4 66.7 1 16.7 - - 6 100.0

사례연구 2 40.0 - - 2 40.0 1 20.0 - - 5 100.0

합 계 631 38.0 16 1.0 758 45.7 254 15.3 1 0.1 1,660 100.0

<표 13> 연구형태별 연구방법 황

그리고 연구방법을 논문의 생산 기반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한 학술논문 

체 84편  51편(60.7%)이, 석사논문을 기반으로 한 학술논문 체 211편  148편(70.1%)이 

실험연구 방법을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 방법을 용한 논문의 경우 석박사과정 학생

이나, 석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유아교육기  종사자의 학 논문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은 비 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 실험연구 방법이라는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문 후속세  인력과 장인력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략이 반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에 그림책 련 학술논문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80년 이지만 지속 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기 시작한 시 은 1990년 이고, 논문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시 은 2010년 후부터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 시 은 그림책 출 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그림책 

연구 동향은 그림책 문화의 성장과 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을 확인하게 해 다.

논문 생산의 주도성을 살펴보면 학술지로는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의 어린이문학교육연구가 

독보 인 치에 있고, 개인 연구자 측면에서는 성균 학교의 은자와 부산 학교의 조희숙이 

두드러지는 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두 연구자는 한국 그림책 연구의 1세  그룹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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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주자라고 할 만하다. 특히 은자는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를 주도하 고, 그림책 련 이론서

를 편찬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림책 연구의 석을 다지고 발 을 견인하 다는 

에서 한국 그림책 연구의 선구자임에 틀림없다. 

논문의 연구유형을 보면 개인연구와 공동연구가 4  6 정도의 비율로 공동연구가 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동연구 에서는 학인력간 공동연구와 학과 장인력간 공동연구가 

3  1 정도의 비율이었다. 그림책 연구 논문은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  장인력이 연구에 참여하는 행이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주제에서는 그림책의 내용(분석) 연구와 그림책의 효과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경험 연구와 그림책 일반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책 련 로그램에 한 연구는 

5가지 연구주제 에서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분포는 학문분야에 따라 

차별 인 양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 다.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연구 방법과 내용분석 방법이 가장 많이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연구 방법은 그림책 효과 연구 주제에, 내용분석 방법은 그림책 내용(분석) 연구 주제에 

편 되어 사용되어 연구의 주제와 방법 간에 일정한 연 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 로 그림책 연구의 발 과 성장을 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그림책 연구의 생산 경로를 다양화하고 확 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림책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매체는 일부 학술지에 집 되어 있는 편이고, 공분야에서도 유아교육분야

에 집 되어 있다. 그림책 연구의 역사가 오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한 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과 시각에서 그림책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연구를 해서는 더욱 더 

다양한 공 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그림책 연구가 생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표 인 그림책 이론서를 통해 은자, 김세희(2005, 21-46)는 그림책 연구 근법을 아동문학

으로 근하기, 교수 학습 매체로서 근하기, 시각 술로서 근하기, 도서로서 근하기, 고유한 

술형식으로 근하기 등 5가지 근법을 제시하 다. 이 5가지 근법에 입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림책 연구는 주로 아동문학과 교수 학습 매체로 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3가지 근법에 의한 연구는 상 으로 조한 편이다. 결국은 좀 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림책 연구가 생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 용하면 도서로서 근

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그림책 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학과 장의 업 행을 지속 으로 확 하여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그림책 련 

학술논문의 연구 형태를 보면 비교  장인력이 참여한 공동연구가 활발한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행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확 하면서 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 장

뿐 아니라 등교육기 이나 도서 ,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기 이나 문화기  등의 장으로 

확 하여 그림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 그림책은 유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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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확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과 한 연구를 해서는 장인력과의 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의 연구자

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장인력과 유기 인 계를 맺고 그림책 활용과 문화에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론과 장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연구주제의 편 성을 극복하고 다양화하여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논문의 경향에서는 연

구주제의 편  상이 일정하게 노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공 분야에 따라서는 일정 정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연구주제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정형화되고 획일 인 연구결과를 

양산하게 되고 궁극 으로 학술연구의 순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주제를 다변화하고 다양화하는 노력은 극 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가령 연구주제에서 내용(분석) 연구나 효과 연구에 비해 연구가 은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

경험 연구는 더욱 더 확 되어야 할 것이다. 송미선, 서정숙(2012, 15)의 연구에서 그림책을 장에서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그림책에 한 반응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

처럼 우선 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유 의, 곽정인(2012, 127)도 ‘유아

문학의 본질  목표인 문학의 술성, 감수성, 심미감, 문학  성향과 태도에 한 유아의 반응과 

교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논문도 균형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그림책에 한 인식․반응․

경험 연구의 확  필요성을 언 하 다. 그림책을 교육  도구이기 이 에 독서 매체로서 인식하고 

독자의 반응과 경험을 찰하고 이해하는 근은 재보다 더욱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 해야 한다. 그림책 련 논문의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면 내용분석 방법과 실험연구 방법이 큰 비 을 차지한다. 그 에서도 특히 유아를 

상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연구의 경우 연구방법의 특성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연구 차

와 윤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분석 상 논문 에서 많은 경우 실험연구의 상 장과 직간

으로 연계되어 있는 인력이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실험

연구의 내․외  타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연구는 ‘실험집단과 

함께 비교집단을 포함하고 실험변수의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험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Powell, 1991, 237-238)’ 특히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연구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제는 연구주제의 다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림책에 한 유아의 반응을 좀 더 구체 이고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질 연구 방법이 더 확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송미선, 서정숙, 2012, 15)나 

‘유아문학 련 연구에서도 연구의 균형 있는 발 과 체 인 맥락과 환경의 변인을 고려한 질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한 연구(유 의, 곽정인, 2012, 127)에서도 연구방법의 

다양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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