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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
The Necess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Picture Books for the Silver Generation

이 서, 오치규

충남 학교 학원 산업미술학과

Shu, Li(lishu0727@hotmail.com), Chi-Gyu Oh(ohchigyu@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실버세 를 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을 학문  고찰을 통해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의 디자인  특성들을 실증 으로 제시한 것이다. 고령화 상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문헌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그림동화책은 실버세 들의 심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실버세 를 한 동화책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실이다. 그러므로 실버세 를 한 

동화책 연구개발에 한 이론  근거가 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버세 의 시각기 , 몸 기

능, 심리  요인 등 특성을 반 한 그림동화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면서 동시에 실버세 를 한 동

화책을 디자인 할 때 그림의 특징 요소  스토리내용, 그림(표 방법, 크기, 이아웃, 구도, 색채) , 타이포 

등에서 실버세 들의 독서 장애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실버세 의 특성에 맞춰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한 향후에는 실버세 를 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

책의 구성에 합한 디자인  특성이 입체 인 분석 데이터를 연구함에 있어 선행 자료의 일부분으로 활용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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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gn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empirically through academic consideration of necessity and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targeting silver generation. Through an analytical result of literature materials such a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edagogy, and literature therapeutics, and aging phenomenon, 

picture books help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silver generation, but pictur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are insufficient in comparison with demand. Therefore, a theoretical basis of study 

and development of fairy tal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is acutely needed. This study 

suggested that close attention for characteristics of silver generation is needed to solve a 

problem about dyslexia of silver generation in story, picture(expression, size, layout, structure, 

and color), and typography of characteristic factors of picture on designing fairy tal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suggesting needs to develop picture books reflecting characteristics such as 

visual organ, body function, and psychological factor of silver generation. In addition, design 

characteristics for composition of pictur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will be used as part of 

advanced data in a study on solid analytical data through an actual analysis on silver gener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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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총인구 에 65세 이

상의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한다(7% 이상).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 으로 60% 가까이 증가하고 향후 2018년

에는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 2026년에

는 노인인구가 20.8%가 되어 ‘  고령화 사회

(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망이다[22]. 세계

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국은 2010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과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다. 

유  부서의 측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의 고령인

구수가 약 4.15 억 명으로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

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측한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

은 의학의 발 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출

생률의 하, 사망률의 하에 있다[1]. 따라서 독거노

인, 질병, 빈곤 등 실버세 에 한 문제가 격하게 증

가하고 있으며, 실버세 를 한 디자인은 고령화 사회

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요한 이슈로 등장

하고 있다.

표 1. 한국[2], 중국[3]의 인구와 65세 이상 비율 전망

실버세 에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문헌정

보학자인 황인담은 독서요법 로그램은 실버세 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

다[4]. 교육학자인 박소 은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은 실

버세 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실버

세 에게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

는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을 제시하 다

[5]. 문학치료학자인 한 희는 그림책을 활용한 회상

심 문학치료 로그램이 실버세 의 자기존 감과 자

아 통합감을 높이는 것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 다[6]. 

하지만 긴 문장, 작은 텍스트, 복잡한 내용의 책은 실버

세 들에게는 합하지 않다. 실버세 들의 시력, 기억

력, 인지능력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차 으로 떨어

지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이 출 되고 있으며 실버들을 한 문 도

서코 가 따로 있지만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 창

작에 있어 효과 인 방법 등 련 연구 문헌은 많지 않

다. 따라서 실버세 를 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로 하는 시 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실버세 를 상으로 하는 그림동

화책의 필요성과 특성을 학문  고찰과 실증  제시를 

통해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의 디자인  특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문헌연

구를 통해 학문 으로 고찰한 결과와 사회 인 황을 

종합하여 그림동화책이 실버세 의 심리와 생활에 어

떠한 향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

서 실버세 의 신체 , 심리  특성에 따른 그림동화책

을 선별하기 해 연령별(유년, 소년, 성인)에 따른 각

각의 5권을 비교분석하기 한 범 로 한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산업에 따른 실버세 의 독서태

도  실버세 를 한 디자인  특성에 한 이론  

배경을 통해 한국과 국에서 인기가 있는 그림동화책

을 연령별 상으로 도출하 다. 도출 된 그림동화책의 

특징으로 각 연령층의 그림동화책에 한 선호하는 그

림동화책의 특성을 조사하 다. 각 연령층  인기 있

는 5권의 그림동화책의 스토리내용, 그림(표 방법, 

이아웃, 구도, 색채), 타이포에 해 실증  비교분석을 

통해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가 마땅히 가져야 할 

특징 요소를 분석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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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실버세대의 정의 
'실버세 '란 생리   신체  기능의 퇴화와 더불

어 심리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7]. 

일반 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실버세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 이고 국제 인 실버세 의 정의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은 55-64세를 연소 노인

(young-old), 65세-69세를  고령 노인(middle-old), 

70세 이상을 고령 노인(old-old)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

다는 견해가 지배 이다[8].

2. 실버산업과 실버세대의 독서태도
실버산업은 실버세 를 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산업이

다[18]. 고령인구의 증가와 부양의식, 가족구성원의 변

화에 따라서 실버산업도 변화한다. 련 연구결과 따르

면 재 실버세 의 부분의 소비는 의료 련, 주거

련, 여가활동, 생활 련, 융보험 련 등이 포함된다. 

실버세 들은 자신의 심신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식품, 신체건강, 여가 생

활은 실버세 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지출 분

야가 되었다. 실버세 들은 한 손자 손녀들에게 아동 

도서, 장난감 그리고 생활용품 등을 사주는 데 돈을 아

끼지 않고 지출한다. 그 다면 실버세 의 심리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취미 생활을 풍부하게 해  수 있는 그

림동화책은 실버세 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자 자녀

가 부모에게 주는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한국 2014년 발표된 ‘2013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의 

결과는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71.4%로 2011년의 

66.8%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교육학자

인 박소 의 실버세 의 독서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일

반 인 도서와 비교해보면 그림책은 실버세 의 독서

흥미도과 독서태도를 높게 변화시켰다[5]. 

그림동화책은 실버세 의 교육, 심리 치유, 정신 치료 

그리고 실버산업의 발  진의 방면에서 모두 지극히 

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성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21].

3. 실버세대를 위한 디자인적 특성
편집 디자인 자체로 봤을 때 텍스트, 자 사이 거리, 

색채, 그래픽, 식, 재료 그리고 체 인 외  설계 모

두 독자의 독서에 향을 끼친다. 실버세 의 심리와 

생리  특징에 근거하여 도서의 디자인 디테일은 기타 

도서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표 2]는 다수 실버세 의 

시각 기 , 신체 기능 그리고 심리 요인의 몇몇 특징을 

종결하고 이러한 특징에 근거해서 실버세 를 상으

로 하는 동화를 디자인 할 시에 고려해야 할 필수 인 

요소를 나열하 다.

표 2. 실버세대의 특성[21]과 디자인 필수적인 요소
특성  디자인

시각 
기관

시력 저하 텍스트와 그림의 크기, 
색채는 적당히

색채에 대한 분별력이 허약 온화하고 뚜렷한 색채선택
변별력이 부족 조형 특징 분명
시각적 대비의 정밀도 부족 문자와 배경 간의 대비를 

강화
눈을 자극하는 빛 비 반사 용지를 사용

몸 기능
집중력 저하 불필요한 정보 피면
느린 반응 정보 혼선을 피해야 한다.
행동 불편 가볍고 쉽게 읽기

심리적 
요인

고독감 인터랙티브, 재미성
자비감 (自卑感) 신조어 등 피해야 한다.
단기 기억력 저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
추리능력 저하 그림의 연속성
생활경험 풍부 인생철학

4. 그림동화책의 개념
동화책(Storybook)과 그림책(Picture book)은 매우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동화책'은 어린이에게 들

려주거나 읽히기 하여 만든 동화를 쓴 책이다[9]. 

로 쓰다만 동화책이 있고, 그림과 삽화가 섞인 동화책

도 있다. '그림책'은 그림을 모아 놓은 책이다[10]. 그 

에 이야기 그림책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그림책도 있

다. 를 들면 교과서, 잡지, 시집 등 삽화로 구성된 책

이다. 그 기 때문에 '동화책'과 '그림책 '은 동일하게 

보거나 따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림동화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2390

( Picture book of fairy tales)은 그림과 삽화를 심으

로 한 동화책이나 동화를 쓴 그림책을 의미한다.

      

그림 1. 동화책, 그림책, 그림동화책의 관계

5. 그림동화책의 발전사
책은 [표 3]과 같이 달매체와 내용편성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달매체에 따라서는 통 유형

의 종이 도서와 자 유형 도서로 분류되고, 내용편성

에 따라서는 문자 심의 동화책과 그림 심의 그림 

동화책으로 분류된다.

표 3. 전달 매체와 내용 편성 방면에서의 도서의 분류

달매체
전통 유형의 종이 도서

전자 유형 도서

내용편성
문자를 중심의 동화책
그림을 중심의 동화책

동화책은 국의 백과사 인 ‘사해(辞海)’에 나와 있

는 정의에 따르면 "동화책은 아동 문학의 일종이다." 라

고 나와 있다[11]. 국은 이 부터 동화책의 독자층을 

아동으로 지정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국내의 포털 

검색사이트인 NAVER에서도 동화를 검색하게 되면 '

어린이를 한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는 그

런 문  작품으로 정의하고 있다[12]. 그러나 사회 발

에 따라서 작가가 동화책을 자신의 술  세계를 표

하는 술작품으로 보는 에서는 아동만을 염두에 

두고 그림동화책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림동화책

의 독자는 아에서부터 성인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

이다. 역사 으로 아동도서는 성인들을 한 책의 발

사를 뒤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0세부터 100

세까지 함께 읽는 그림동화책’ 혹은 ‘어른들을 한 그

림동화책’등의 이름으로 출 되고 있다. 때문에 반

으로 그림동화책의 주 독자층은 아동과 성인까지로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기원 2세기 Apuleius의 소설 <<The 

Golden Ass>> 에 <<Amor and Psyche>>를 삽입

하 기 때문에 이는 최 의 동화 이야기로 보고 있다

[13]. 그림동화책 기 역사에서 동화책의 주 독자는 귀

족자제들이었고, 1920년  랑스의 폴 포셰는 동화책

이 술작품일 수도 있지만 주된 기능은 교육이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1980년 부터 언어발달과 련하여 생

후 6개월 이 의 아들과 그 부모들도 동화책의 독자

로 수용되고 있다[14]. 동화책 발 사를 보면, 동화책의 

발 이 각국의 교육, 인쇄기술, 사회, 경제 등 수많은 요

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음을 알 수 있다. 

6. 그림동화책의 역할
그림동화책의 의의와 작용에 해 말할 때 루노 베

텔하임(Bruno Bettelheim)이 쓴 '아동은 동화가 필요하

다'(Kinder brauchen Märchen)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은 주로 심리 분석의 각도에서 20여 편의 세계

으로 유명한 동화책의 문화  배경과 신화의 근원을 분

석하면서 동화와 아동 간의 계를 탐구하 다. 이 책

은 1977년에 출 된 뒤로 몇 년 간 30만부가 팔렸다. 수

많은 심리학자, 신학자, 교육학자는 모두 동화가 도덕, 

교육, 심리치료 방면에서 도움을  수 있다고 생각했

다. 그러므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들 그리고 

실버세 까지 모두 동화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15].

국의 백과사 인 ‘사해(辞海)’에 나와 있는 동화의 

정의에 따르면 ‘동화는 풍부한 상상, 환상 그리고 과장

을 통해 술  형상을 창조한 것으로 우리의 실제 생

활을 반 하고 있으며 아동의 사상과 성격의 성장을 

진한다. 일반 으로 동화책의 스토리는 기이하고 우여

곡 이 많으면서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표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생동감을 가지고 있다. 자연물

에 한 묘사는 보통 인격화 기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수용 능력의 수 에 맞춘다[11].’ 이 정의는 한 그림

동화책의 술  특징은 상상, 환상 그리고 과장과 같

이 실 인 표  기법이라는 것을 말해 다. 주된 

작용은 아동의 사상, 도덕, 교육 그리고 지력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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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그림동화책에 한 

새로운 정의가 등장했다. 일부 학자들은 그림동화책의 

주된 작용은 단지 아동의 교육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성인들의 심리를 소통시키고 문화 수 과 심미 을 높

이는 작용까지 한다고 주장한다[16].

《마음을 치유하는 동화세계2》[17]는 동화를 통한 

자기발견, 건강한 몸을 한 좋은 동화, 건강한 정신 상

태를 한 동화 등 5개장으로 엮고 간에 동화를 소개

했다. 재 응용하고 있는 심리치료법은 300여 종류에 

달한다. 그  민간요법과  의학에 거쳐 검증된 여

러 가지 치료법이 존재한다. 심리치료에 한 연구는 

주요하게 작업치료, 원 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미

술활동치료 등이 있다. 문헌정보학자인 조은주와 장혜

란은 독서치료가 노인 스트 스 감소에 정 인 효과

가 있음을 제시하 다[25]. David Read Johnson은 사상

과 을 달하는데 있어서 언어는 최고의 방법이고 

감정을 표 하는데 있어서는 그림이 제일 좋은 방법이

라 했다. 부분 동화책은 그림과 이 어우러져 스토

리를 달하는 책이다. 서울재활병원 김성은은 그림치

유가 치매노인의 지남력 향상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을 제시하 다[24]. 

미술치료학자인 김도 은 래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

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향이 있

음을 제시하 다[26]. 치유기능이 있는 그림동화책은 

사실상 미술치료법의 일종이다. 몇몇 연구는 심리학  

이든 의학  이든 계없이 그림동화는 심리 

치료와 정신 치료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

했다.

그림동화책은 교육학 측면과 심리학 측면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동산업 측면, 도서 경

제 측면 등에서 모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문화 그리고 술 가치를 지닌 그림동화책은  사회

의 우등생, 가장 그리고 친지와 친구들에게 까지도 사

랑을 받고 있다. 그림동화책의 주인공 이미지를 통한 

상업  기회 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

으로 말하자면 그림동화책은 유아 교육, 성인들 교육, 

심리 치유, 정신 치료 그리고 문화산업이 진의 방면

에서 모두 지극히 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Ⅲ.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

1. 한국, 중국의 인기 그림동화책 분석
실버세  그림동화책이 마땅히 지녀야 할 기본 인 

요소를 더욱 면 으로 분석하기 해 한국과 국에

서 매출이 비교  높은 그림동화책을 상으로 사례 분

석을 진행하여 이러한 그림동화책들이 각기 다른 집단

을 상으로 할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와 그 

차이 을 알아보았다.  

표 4. 한국[22], 중국[23]의 인기 그림동화책 TOP10 
      (조사기간 : 2015.07. 10 ∼ 08.10 기준)

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 동화책

한국 국 한국 국 한국 국

1

2

3

4

5

6

7

8

9

10

그림동화책의 인기를 더욱 정확하게 단하기 하

여 상 으로 큰 도서 사이트인 국의 dangdang(当

当网)과 한국의 NAVER도서 사이트에서 매출이 비교

 높은 그림동화책(TOP10)으로 범 를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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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dangdang.com(当当网)은 주로 어린이 그림동

화책과 성인 그림동화책으로 분류하 고 그  어린이 

그림동화책은 유년 그림동화책과 소년 그림동화책으로 

분류된다. 성인 그림동화책의 주요 상은 20  이상의 

독자이다[23]. NAVER도서는 그림동화책을 유아그림

동화책과 어린이 그림동화책으로 분류하 으며 성인 

그림동화책은 소설, 시집 등 분야에서 찾을 수 있었다

[22].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  이 (以前)을 유년(幼

年), 10∼20 를 소년( 年), 20 를 청년(靑年), 30~40

를 장년(壯年), 40 ∼50 를  년(中年), 60 를 노

년(老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분류기

은 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들 한 동화책으

로 분류하여 조사하 다.

첫 번째로, 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림동화책은 부

분 외국 도서를 번역하여 다시 출 한 것이다. 를 들

면 안데르센(安徒生)동화와 로알드 달(罗 德·达 ) 동

화 시리즈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기 그림동화책

은 부분 한국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 스토리가 한국인

의 심미 , 습  그리고 문화를 반 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국과 한국 그림동화책의 디자인, 발행, 

소비자의 소비 념 등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실버세

 그림동화책을 개발할 때 마땅히 지역 문화와 기술 

수 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4]에 나타나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E. B. 

화이트가 을 쓰고 가스 리엄즈가 그림을 그린 ‘샬

롯의 거미 ’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선택이 많

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그림동화책이 최근에 연령

에 상 없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과 중국의 동화 속 삽화비교-샬롯의 거미줄
한국 국 미국(원작)

표지

내용 및 
삽화

‘샬롯의 거미 ’은 미국 아동 문학사상 수차례 언 되

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새끼 돼지 한 마리와 거미 

한 마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1952년에 처음 출

되어 재까지 20여 종의 번역본이 이미 발행되었고 

1,000만부 가까이 발행되었다. 작가가 쓴 것은 한 편의 

동화일 뿐이지만 이 스토리가 독자에게 주는 무한한 온

정과 감동 그리고 동경 때문에 이 그림동화책은 성인들

에게도 읽힐 수 있는 그림동화책이다. ‘샬롯의 거미 ’

은 발행 시기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안의 삽

화는 여 히  책의 화면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표 

5]는 2000년에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샬롯의 거미

’이다. 책 내부 페이지의 색상은 모두 흑백이고 문자 

비율은 그림보다 약간 크다. 그리고 그림은 부분 그

림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스토리 본문  한 

두 가지의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배경만 싣는 형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은 선을 사용하여 실재 그래픽을 

있는 그 로 묘사하여 특별히 과장되거나 실세계와 

동떨어진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표 6. 한국과 중국의 동화 속 삽화비교-어린왕자
한국 국 미국(원작)

표지

내용 및 삽화

‘어린왕자’는 독자들로 하여  원히 동심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권의 고 이다. 책 자체의 독서 가치 

이외에도 ‘어린 왕자’는 매우 높은 소장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많은 본이 발행되었지만 여 히 가장 많이 

매되는 것은 2006년에 한국에서 발행된 본이다. 이 

책은 내부 페이지의 색채가 풍부하고 그림의 비율이 문

자의 비율보다 높다. 한 삽화를 배경으로 넣고 주제

에 맞는 간단한 설명 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에서는 그림과 문자가 단지 그림 배치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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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 동화책

1

한국

중국

2

한국

중국

3

한국

중국

4

한국

중국

5

한국

중국

것이 아닌 각자 같이 동화의 내용을 달하는 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삽화의 표

 기법에서 보면 부분의 사물이 과장되고 추상 인 

기법으로 표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왕자’와 ‘샬롯의 거미 ’의 내용은 실버세 들이 

읽기에 비교  합하지만 앞서 조사한 [표 2]의 실버

세  상 그림동화책의 수요와 디자인 원칙의 각도에

서 보면 ‘어린왕자’는 문자의 양, 그림의 색채, 형태 등 

방면에서 ‘샬롯의 거미 ’과 비교했을 때 실버세 에게 

더욱 합하다. 그러나 문자와 배경 간의 비와 그림 

간의 연계성의 각도에서 보면 ‘실버세   어린왕자’는 

여 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2. 그림동화책 독자 연령별 비교분석
한국, 국의 인기 그림동화책 TOP10 에서 보면 ‘어

린왕자’와 ‘샬롯의 거미 ’은 최근에 연령에 상 없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인기순 를 보면 성인들이 이 두 

권의 그림동화책을 유년, 소년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그림동화책은 스토리의 내용과 삽화로 

모든 연령층의 마음을 끌 수 있지만 각 연령별 독자들

은 시  배경이나 특징에 맞는 그림동화책을 선호하

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국의 유년, 소년, 성인의 선호

하는 그림동화책 TOP5를 조사하여 각 연령별이 선호

하는 그림동화책의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 다.  

 

표 7. 한,중 TOP5 그림동화책[22][23]
      (조사기간 : 2015.07. 10 ∼ 08.10 기준)

2.1 스토리의 내용
동화책의 스토리를 보면 유년을 상으로 하는 그림

동화책의 내용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몇몇 동화는 

교육 인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부분의 동화

는 지식 보유량이 아직 부족한 유년이 학습하기에 합

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스토리는 비교  복잡해

서 어느 정도 사물에 한 인지능력과 이해 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을 한 동화는 거리

가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깊은 인생철학과 의의를 담고 

있다. 

2.2 그림 
1) 표  방법

그림의 표  방법에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을 아우

르는 그림동화책은 모두 손 그림 스타일로 표 되었다. 

표 하는 주제와 내용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  

벡터 그림이 아닌 자연스러운 손 그림 스타일을 선택하

고, 사물의 표 과 달 방면에서 유년 동화책의 형

태는 더욱 간결하고 과장되어 있으며 주인공의 이미지

는 부분 변형되거나 간편화 되었다. 그러나 소년 동

화책의 그림 주제는 부분 사실 인 기법을 사용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동화책 상의 사물의 비율과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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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서로 부합한다. 성인을 한 그림동화책의 

그림은 과장되고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생

활에서 탈피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 히 사실

이고 구체 인 형상을 기본 인 표  기법으로 삼고 

있다.

2) 크기, 이아웃, 구도

문자와 그림의 비율에서 보면 유년 동화책에서 도형

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년 동화책과 성인을 한 동화책

을 넘어 섰다. 유년 동화책의 스토리 내용은 주로 그림

을 통해 달된다. 그러나 부분의 소년 동화책의 그

림은 그림 배치에만 사용되며 스토리의 내용은 주로 문

자에 의해 달된다. 성인들을 한 동화책의 문자 량

은 그림의 분량을 훨씬 웃돈다. 그림이 나타나는 빈도

는 보통 4-6페이지에 1개정도 나타난다. 도형의 내용은 

연속성이 없으며 단지 동화 스토리  하나의 장면이

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인

은 심리 단계이다. 유년과 비교했을 때 소년과 성인들

은 이미 문자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 시․지각 능력으로 보면 아동과 성인들의 

시각, 지각 능력이 유년보다 더욱 성숙했기 때문에 그

림보다 문자가 더 많은 책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의 크기, 치, 조 에서 보면 유년 도서는 주로 

그림과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이 페이지 체를 

차지하기도 하고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한다. 

문자는 거의 부분 간단하고 짧은 단어 혹은 구  정

도이며 여백 한 상 으로 매우 많다. 그러나 소년 

동화책의 삽화는 부분 문자 간에 교차되어 있어 책 

체로 봤을 때 부분의 페이지가 문자 주로 구성되

어 있다. 재 시 되고 있는 성인들을 한 동화책 

에 그림이 페이지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

우 드물며, 체 책 페이지의 10%-40%정도를 차지하

는 것이 부분이다. 게다가 재 성인을 한 그림동

화책의 그림은 텍스트의 쪽이나 아래쪽에 텍스트와 

겹치지 않는 공간에 단순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

규칙한 형태의 도형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림동화책은 

소설과 같은 유형의 표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은 두 연령 의 심리와 시․

지각 차이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3) 색채

색채를 보면 유년 도서가 더욱 선명하고 간단하면서 

비교  높은 순도를 가진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년, 성인들을 한 도서의 색상은 

다변하면서 회색 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람

이 유년기 때 회색 톤의 색상에 한 인지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이다. 유년은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란색은 

란색으로 인식할 뿐 빨간색을 차가운 빨간색과 따뜻

한 빨간색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유년들

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소년들은 자기 자

신만의 심미 수요를 가지기 시작하여 실 의 사물과 

회색 톤의 색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느낀다. 이에 따라 

유년 도서와 소년 도서는 각기 다른 색채 특색을 나타

나게 되었다.

그림동화책의 디자인  색채는 매우 요한 요소  

하나이다. 색채에 한 느낌과 선호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년의 심리 특징과 심미 능력에서 보면 선명한 색채와 

강렬한 비는 모두 소년들에게 환  받고 있다. 이러

한 색채는 강렬한 시각  충격과 감화력을 갖게 한다. 

부분 어린이 삽화 작품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가 그림을 감상하는 과정 에 주의를 끄

는 것  하나는 디테일이다. 그들은 어떠한 디테일을 

집 해서 찰하느라 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체

에 집 해서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를 들

면 어린이들은 회화 작품을 감상할 때 종종 그림 속의 

화려한 색채와 무늬에 매료되어 형상을 간과한다. 어린

이는 그림을 그릴 때 인물 혹은 동물의 모양과 색채를 

그려내는 데 집 하느라 인물 혹은 동물의 바깥 윤곽의 

존재를 간과하기도 한다. 성인을 한 동화책에는 주로 

검은색, 흰색, 회색 이 세 가지 색상이 사용되는데 그 이

유는 재 성인 독자들을 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들

이 외국 원작을 번역하여 옮긴 뒤 출간된 것이라 원작 

출  시기의 인쇄 기술 수 이 재 기술 수 과 달라 

흑백으로 출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 인쇄 기술 

수 과 독자들의 심미 , 독서 습 에 맞는 합한 성

인 동화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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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이포
텍스트의 색채를 보면 독자로 하여  문자의 가독성

을 해서 부분의 서 은 검은 색을 기본 색채로 사

용하고 있다. 텍스트는 둥 고 부드러워 별하기 쉬운 

텍스트를 선택한다. 문자의 조  간격에서도 한 어린

이의 시각 특징에 맞게 비와 간격을 설정한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그 외에 자 크기에서 유년 도서는 어린

이 도서의 자 크기보다 약간 크다. 그러나 부분의 

성인을 한 동화책의 텍스트는 일반도서와 비슷하여 

변한 부분이 없다. 

3. 분석결과
간단히 말하면  시장에서 세 가지 연령층의 독자들

을 상으로 창작한 그림동화책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더욱 편리하게 세 가지 종류의 그림동화책을 

비교하고 상 독자의 특징에 따라 특수한 디자인을 진

행하기 해 아래에 분석 결과를 종결하여 [표 8]로 정

리하 다.

표 8. 한국 NAVER책 홈 TOP5 그림동화책 내부 분석
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 동화책

스토리의 
내용

단순하고 
작은 정보량 스토리가 풍부 의미가 심원

그림

표현 방법 과장된 형태, 간단
한 도형

구상적인 형태, 선
을 많이 사용

구상적인 형태, 선
을 많이 사용

크기, 
레이아웃, 

구도
그림>문자
그림을 배경으로

그림≦문자
그림과 문자가 함
께 정보를 전달

그림<문자
도형은 단순한 보
조 작용

색채
부한 색채
높은 순도
배경 색깔

온화, 그레이 톤 
색채, 흑백 배경, 
흰색.

温화, 그레이 톤 
색채, 흰색 배경.

타이포 다양한 텍스트.
적당한 글씨 크기, 
큰 간격, 통일된 
텍스트.

작은 텍스트, 작은 
간격, 통일된 텍스
트.

4.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특성
시각 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버세 의 시각 인지 

능력은 유아의 시각 인지 능력과 비슷한 수 이다. 보

통 실버세 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탓

에 작은 씨나 멀리 있는 씨를 잘 읽지 못한다. 그러

므로 실버세 는 아동 동화책의 씨 크기, 간격, 텍스

트 정도가 가장 합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성인들에 

비해 실버세 의 색채 분별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

라 비슷한 색상을 한 그림 안에 모아 놓으면 색채 비

가 선명하지 않아 색상을 잘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

므로 반드시 색상 비를 높일 수 있는 색상 조합을 사

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실버세 의 시각 인지  특징

을 명확히 악하여 이러한 특징에 부합하면서도 다양

한 국가와 심미  수요  습 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

는 그림동화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신 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 인 사고방식을 

가진 실버세 의 정신 인지 능력은 성인들의 정신 인지 

능력과 같은 수 이다. 그러므로 별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지나치게 단순한 그림이나 스토리는 이러한 

정상 인 실버세  독자들의 수 에 맞지 않다. 이러한 

에서 아동 동화책과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을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보통 실버세 와 달리 

실버세  치매를 앓고 있는 실버세  환자들을 상으

로 하는 그림동화책을 만들려 한다면, 보통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보다 그림의 수량과 크기를 늘리고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단순화시키며, 심오한 의미나 이

해하기 어려운 뜻을 담고 있는 단락이나 문자를 최 한 

여 실버세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

다.

부분의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들은 동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린동화책의 단일함에

서 벗어나 다양한 실버세  집단에 용할 수 있는 그

림동화책을 개발하기 해서는 반드시 실버세 를 

한 동화책의 기본 인 틀에서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실버세 의 생리  심리  특징에 근거하

여 실버세 의 그림동화책에 한 수요와 디자인 원칙

을 종결하 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유년부터 성인들까

지 각각 다른 연령층을 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특

징과 차이를 비교하고 귀납하 다. 이러한 비를 통해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실버세  동화가 마땅히 가져

야 할 특징 요소를 분석하여 아래의 [표 9]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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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이 마땅히 가져야 할 특성 
요소

스토리 
내용

실버세대의 여러 가지 특성과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줄거리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재되
어 있는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림 

표현 방법

선은 간단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피해야 
하고 사물의 형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흡사하여야 하며 도형이 전달
하는 정보는 정확하면서도 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크기, 
레이아웃, 
구도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고 스토리를 방해
해서는 안 되며 선명하고 문자와 그림 배
경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식별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색채
지역의 색채와 문화에 따라야 하며 색채의 
종류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색채 배합은 차분하게 해야 한다.

타이포
검은색 등을 사용하여 실버세대들의 독서 습관과 색상, 
텍스트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텍스트와 배경 간의 
대비를 강화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결론 및 연구의 발전방향

1. 결론 및 시사점
노인의 인구 비례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때문에 실버세 의 부양

문제, 주거환경, 심신건강은 여러 부문 학자들이 심사

이고 주요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

령화 사회 황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문

헌자료의 분석결과들을 통해 그림동화책은 실버세 들

의 심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

라서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을 디자인 할 때에는 

크게 스토리내용, 그림, 타이포의 특징에서 주의를 기울

어야 하고, 그림에서는 표 방법, 크기, 이아웃, 구도, 

색채 등에서 실버세 들의 독서 장애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주의를 기울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스토리내용에서는 실버세 의 여러 가지 특

성과 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거리가 지나치게 복잡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재되어 있는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한 친 감을 주면서도 간단한 손 

그림 스타일을 사용하여 표 되어야한다. 삽화의 스타

일은 통일되어야 하며 높은 연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둘째, 실버세 를 한 그림동화책의 그림부분은 다

음과 같다. 표  방법에 있어서는 선은 간단하면서 불

필요한 정보를 피해야 하고 사물의 형태는 일상생활에

서 볼 수 있는 형태와 흡사하여야 하며 도형이 달하

는 정보는 정확하면서도 문자와 한 련이 있어야 

한다. 크기, 이아웃, 구도는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

고 스토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선명하고 문자와 그림 

배경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식별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한 색채는 지역의 색채와 문화에 따라야 하며 

색채의 종류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색채 

배합은 차분하게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을 주로 

하여 실버세  스스로 채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이포는 검은색 등을 사용하여 실버세 들의 

독서 습 과 색상, 텍스트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텍스트와 배경 간의 비를 강화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그림동화책이야 

말로 실버세 들이 필요한 도서라고 생각한다.  

2. 발전방향
본 연구는 고령화 상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

료학 등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사된 내용이므로 본 연

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아직 디자인  에서 그림동화책에 한 분석

이 많지 않은 계로 본 연구내용이 지엽 으로 용되

었을지도 모른다. 한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된 부분

이 문도서 분야가 아니라 특정 포털 사이트를 기 으

로 해서 출 사  서 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반 하

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분석하고자하는 국

가의 문 서  취  기 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용하려한다. 한 고령층을 상으로 실증분석

을 통해 동화그림책의 구성에 합한 (UX) 디자인  

타이포 그리고 색채 등의 입체 인 분석을 통한 실증

이고 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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