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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장진영, 박혜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만화 읽기가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

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만화의 부정적 인식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변하였다고는 하

나,  어린이 만화가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는 그 사회적 인

식을 개선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서론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로 만화 읽기에 대

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그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

해 만화읽기와 학교공부와 창의력테스트의 비교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 이론

적 배경에서는 첫째, 창의성에 관한 이론 중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을 둔 창의성이론

이 갖는 의의를 강조했다. 둘째, 창의성 개발에서 ‘재미’와 ‘흥미’가 갖는 의미를 

근대교육이론의 전개과정과 맞물려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만화읽기의 특성

이 ‘재미’와 ‘흥미’로 출발하며, 감정이입과 몰두과정을 통해 캐릭터가 낯선 세상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현실인식을 확장하는 과정이며, 창의력과 연관 있음을 강

조했다. 넷째, 만화와 창의력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설문지 모형을 제시하였

다. 3장 설문조사결과분석에서는 첫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만화를 많이 읽는다

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 공부 역시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결국 만화읽기

와 공부와 창의력 향상은 서로 부정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을 알 수 있다. 둘째, 만화읽기와 창의성의 관계가 공부와 창의성의 관계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만화읽기가 공부보다 도리어 창의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만화읽기가 공부, 창의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결론 내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 학년별 만화읽기 

교육방법개발과 추천만화목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만화 읽기, 창의력, 교육, 재미, 흥미, 문제해결력



438

Ⅰ.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만화의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가 되면서 형성되

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만화가 유해하다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

한 논문들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 들어서면서 

문화산업정책과 맞물려 만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자 만화를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

서 보는 긍정적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1) 그러나 

이러한 만화에 대한 긍정적 연구들은 대부분 만화를 활용한 교육

의 효과성에 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어린이 만화의 판매량에서도 볼 수 있다. 인터넷서점 리브

로의 2014년 8월 첫째 주까지 어린이만화의 베스트셀러 중 판매

량의 순위를 보면 1위는 [내일은 실험왕28], 2위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특별판 세트], 3위는 [내일은 실험왕27], 4위

는 [Why?응급처치], 5위는 [마법천자문28] 등으로 총 100위까지

의 책들 중에서 [땡땡의 모험 시리즈]와 [쿠키런, 포켓몬스터 등 

도감]을 빼면 모두가 학습만화였다.2) 현재 어린이만화가 주로 학

습만화라는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만화에 대

한 인식이 창의성보다는 '만화를 정보전달 수단 정도로만 인식'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학습자를 억압하는 형태 속에서 

학습자들의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표현과 생각을 억압하게 되고, 

자발성을 표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학교에서는 학습자

들이 억압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방법으로 창의적 융합교

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창의적 융합교육에서 잘 활용될 수 

1) 이상민, 임학순, 『우리나라 만화 연구 경향 분석과 향후 과제』,만화애니메

이션연구 통권 제 16호, 2009, 2-12p, 참조.

2) 리브로 인터넷 서점 베스트 셀러 순위 참고.

http://www.libro.co.kr/Product/KidsFieldsBestSeller.libro?lib_code=206&mm=0

8&yymm=201408&ww=2&sort=SaleCount&sortType=DESC&page=1



439

있는 매체의 하나로 만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화는‘억압된 

현실에 대한 전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은 ‘현실 긍

정’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 

학습자의 자발성을 교육학에서는 ‘재미’ 또는 ‘흥미’를 바

탕으로 연구들을 계속해오고 있다. 자연교육을 주장한 루소

(Rousseau, Jean Jacques)4)는 자연을 통한 감각과 경험에 의하여 

획득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내면적 발달, 참된 인간 교육이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학습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이용한 교육인 몬테소리 이론은 ‘준비된 환경’을 

토대로 학습자가 자발적인 자기 경험을 통하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창의적 융합 교육이론인 스팀

(STEAM)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스팀이론은 여러 학문의 영역

을 예술과 융합하여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경험을 통하여 창의성

이 발달된다고 본다.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준 교육들이 하나둘씩 개발이 되면서 만

화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연구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권혜숙(2005)5)은 만화·애니메이션 교

육이 아동 미술교육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자료로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만화를 활용한 미술교육 실습에만 범위를 주어 그 

한계점이 있다. 박미리(2009)6)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창

의적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창의성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창의성 프로그램이 만화 그리기

3) 장진영, 『한국 만화문화의 생성과 수용과정 연구 : 만화의 사회적 가치를 중

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5p, 29-30p, 요약.

4) 루소(Rousseau, Jean Jacques) -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의 좌익이며, 철학자, 

사회학자, 미학자, 교육론자. 그의 철학적 입장은 이원론과 이신론(理神論)을 

입장이다. 도덕적 관념을 생득적이라고 보고 있고, 사회학적으로는 봉건적 전

제 지배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강조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5) 권혜숙,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이 아동 미술의 창의적 표현에 미치는 영

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박미리, 『만화·애니메이션 활용 창의성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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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김용숙

(2009)7)은 만화를 활용한 창의력 수업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화표현학습이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다는 연구 결과를 내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이 만

화 그리기 활동으로만 구성되어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유

성윤8)(2012), 이기석9)(2007), 조희경10)(2011)은 창의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만화그리기와 표현기법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으나, 이 연구들도 만화 그리기에만 집중되어있는 한계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앞서 요약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만화

그리기를 활용한 창의성 프로그램의 설계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들이며, 실질적으로 만화 읽기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한계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만화 교육의 대부분이 만화그리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만화 애

니메이션 분야의 신규 강사 의무연수에서 지급되는 우수-학습지

도안을 훑어보아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현재 만

화교육의 한계점에서 본 연구는 만화 읽기와 창의성의 관계를 인

문학적인 입장에서 여러 창의성이론과 실증적인 실험결과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딛고, 한 단계 진전된 연

구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만화읽기가 갖는 창의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인 실험결과를 통하여 만화읽기가 창

의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7) 김용숙, 『만화교육에서의 창의력 신장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9.

8) 유성윤, 『창의성 계발을 위한 만화표현 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9) 이기석,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만화지도방법 연구 : 중등미술교육과정을 중심

으로』,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조희경,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만화그리기 수업의 효율적 지도 방안』, 한남

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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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범위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부모의 간섭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아직은 미성숙하나, 인지적인 능력이 있는 시기이다. 피아제11)

(Jean Piaget), 비고츠키12)(Lev Semenovich Vygotsky), 브루너13)

(Jerome S. Bruner)의 인지발달이론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지

발달을 요약하였다.14)

11) 장 피아제(Jean Piaget) -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논리학자로 그는 지적 활

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아동심리에 조예가 깊으

며, 그의 심리학적-논리학적 구상은 발생적, 역사적, 비판적으로 지식을 분석

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주관이 대상에 대해서 갖는 지식의 발전은 그 지식

을 단단하고 확고하게 하여, 일정한 불변적인 것이 되어 간다. 그는 이렇게 

되는 것은 지식이 대상 및 대상의 여러 성질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

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12) 레프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 - 구소련의 교육심리학자로 그는 

임상적 실험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심리학 연구에 집중하였으며 

생물학적 반응(또는 조건반사)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에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생물학적인 토대에서 사회적환경과 적절히 어울려 심리적 반응이 작용한

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의 교육은 학습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의 지도에 따라 어린이는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

하고, 그것을 통하여 지적발달을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13) 제롬 브루너(Jerome S. Bruner) -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이다. 듀크 대학에서 

문학 공부를 하였으나, 후에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였다. 1960년 《교육 과

정》이 출판되면서부터 교육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1959년 매

사추세츠 주에서 35명의 학자가 모여 초·중등 학교에 있어서의 과학 교육의 

개선에 관한 회의를 열었을 때 의장으로 활약한 브루너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의 연구는 가르치는 이론·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육 제

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저서로 《교육론》, 《학습 연구》, 《인지 발

달 연구》 등이 있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14) 박혜리, 『만화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일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5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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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제 논리적, 추상적,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비고츠키

자기행동 및 사고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고, 논리적 기억

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며, 개념적 사고, 무성언어를 사용한

다.

브루너

언어, 수학, 논리 등의 상징체계를 이용하여 인지하고, 여러 

가지 개념의 정보체계를 토대로 세상을 정확하게 표상하게 

된다.

표 1.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지발달

즉, 초등학교 고학년은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며,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 세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범위의 설정과 맞게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하여 만화읽기와 창의력의 관계를 인

문학적 관점의 이론으로 입증한다.

2. 실증적인 

실험도구

- 실증적인 실험도구를 통하여 입증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한 설문지.

- 초등학생용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표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공부와 만화읽기, 창의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공부 잘하는 학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와 어

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만화 읽기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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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이론적 배경

1. 교육에서 창의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과정

창의성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관점으로 다양한 이론

들이 확립되어 왔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창의

성은‘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

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15) 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창의성은 창의력, 창조력, 독창성, 독창력 등과 같은 의미의 말

로도 쓰이고 있다. 

창의성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

한 관점들을 분류해보면 정신분석적 관점16)(프로이드, Freud, 

1959), 인본주의적 관점17)(로저스, Rogers, 1962), 개인적인 속

성의 특징으로 보는 관점18)(아이젱크, Eysenck), 인지론적 관

점19)(길포트,  Guilford, 1959), 문제해결에 따른 과정론으로 보

는 관점20)(토랜스, Torrance) 등에 따라 분류된다. 이렇게 창의

성의 정의는 연구자에 관점에 따라 달라지나, 본 연구에서는 창

의성이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며, 여러 환경이나 

15) 네이버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4787&cid=528&categoryId=528, 

2014.6.

16) 프로이드(Freud)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창의성이란 무의식이나 전의식에

서 비롯되는 타고난 성향으로 보았다.

17) 로저스(Rogers)는 창의성을 개인이 가지는 특성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환경

들을 통해 생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창의성이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

동의 출현이라 하였다.

18) 아이젱크(Eysenck)는 창의성과 독창성은 정신적 조작이 아니라 인성의 특성

이라고 보았다.

19) 길포드(Guilford)는 지적특성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창의성을 지능 측면으

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는 창의성을 포함한 지능구조(Structure of 

Intellect - SI Model)를 제시하였고, 창의성에 대한 지적 특성으로 가정한 

것들을 살펴보면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분석력, 종합력, 재정의 

능력, 통찰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0) 토랜스(Torrance)는 창의적 사고나 학습과정은 문제의식이나 보이지 않은 여

러 요소들을 발견하고, 인식하여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면서 반복, 검증함

으로써 부족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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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에 의하여 길러질 수 있다고 본다.

창의성 이론은 그 초기에서부터 학령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처음 학령기의 창의성 발달의 중요성이 논

하여 진 것은 길포드(Guilford, 1950)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 취

임식에서의 기초연설에서부터였다. 이후 여러 심리학자들은 학생

들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교

육심리학자인 비고츠키(Vygotsky, 1967/2004) 또한 학령기 학생

들의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의성은 훈련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마빌레(Amabile, 1996)는 창의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 중에서 ‘교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환경’이 창의성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으며, 토랜스(Torrance, 1974)는 창의

적 사고를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으로 보고, 문제해결 훈련, 언어

적 훈련, 창작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스턴버그(Sternburg, 2010)는 창의성은 교육을 통하여 

강화되거나 고쳐질 수 있는 습관이라고 보고 창의성 교육의 가능

성을 주장하였다.21) 

여러 창의성 교육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창의성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발전되었다. 근대교육의 선구자

인 루소는 자연주의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성장하고,  이상적인 

도덕적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소의 교육방법은 

학습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와 활동을 중시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교육방법을 중시하였다. 또한 그는 지식이란 학

습자 자신의 체험에 의해 내부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22)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마리아 몬테소리23)를 통하여 더 

21) 정지은, 『국내 창의성 교육 관련 논문 분석을 통한 창의성 교육 연구의 동

향 및 의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p, 참조.

22) 신득렬, 『교육사상사』, 서울:학지사, 2000, 참조.

23)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 이탈리아의 교육자로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의 집(Casa dei Bambini)’을 열어, 이른바 몬테소리법

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의 권리존중을 주장하여 자유스러운 교육

과 개성 발전 교육을 역설하였다. 

   [두산백과 -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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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었다. 몬테소리 이론은 ‘준비된 환경24)’을 중요시 여기

는데, 그것은 준비된 환경을 통하여 어린이의 흥미와 재미를 자

연스럽게 유발하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준비된 환경 속에서 직접적인 자기 경험을 통

하여 사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열린교육

을 통한 몬테소리 이론은 학습자 중심, 아동 중심으로 교육이 이

루어져 아동의 흥미와 재미에 따른 자기 선택과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발달을 중시한다. 

루소와 몬테소리 이론을 통한 교육이론을 보면 학습자들의 자

발적인 학습을 위한 전제 조건은 학습자의 ‘재미’와 ‘흥미’

를 일으키는 것이다. 학습자가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교

육에 임할 때, 학습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이입

해 달라진 인식 상태로 보게 되며, 그것은 오른쪽 두뇌를 사용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른쪽 두뇌를 사용한 교육은 인간의 창

의력과 직관력, 상상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어 한 단계 더 발전된 

인식 단계로 끌어줄 수 있다.25)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에 탄생한 창의적 교육 이론이 바로 

스팀26)(STEAM)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미국의 스템(STEM)에 

예술(Art)을 융합하여 이루어진 이론으로 실생활과 관련하여 학

생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전인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

팀(STEAM)이론은 여러 분야에 예술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술과의 융합교육은 학습자에게 ‘재미’와 ‘흥미’를 

일으켜 자발적인 교육효과를 준다. 이러한 교과간의 통합적인 교

육방식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와 과학적 탐구 정신을 기를 수 있

으며,그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들이 오른쪽 두뇌를 쓰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27) 창의적인 생

24) 몬테소리 이론에서 중요시 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체험하는 현실적인 내용을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맞게 경험하는 공간을 말한다.

25) 베티 에드워드, 『오른쪽 두뇌로 그림그리기』, 나무숲, 2000, 참조.

26) 스팀(STEAM)이론은 학문 융합교육 이론으로, 스팀(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matics)의 앞 글

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27) 함현아, 『창의력 신장을 위한 스크래치 활용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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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

결하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학습자는 자발적인 체험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빌게이츠가 디자인적 접근방법으로 아이폰을 개발

한 것과 TV 매체의 창의성 코너에서 다양한 발명가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 것 역시 현실에서 불편한 경험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

점을 둔 것이다. 또한 '실리콘밸리'라는 '컨버젼스'를 강조하는 

디지털융합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를 한곳에 집결한다는 의미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서로 토론을 통해 충돌하게 함으로서, 

인식의 확장으로 나아가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창의성의 대한 이론적 관점과 창의적 교육의 전개과정을 

보았을 때, 창의성은 ‘재미’와 ‘흥미’를 통한 학습자의 자발

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

하여 학습자는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만화읽기와 창의성의 관계

1) 만화읽기의 특성

만화는 글과 그림, 칸, 기호 등을 통하여 보기와 읽기의 사고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자는 만화를 통해 단순한 

‘보기와 읽기’의 활동을 넘어서 등장인물에 감정이입과 이야기

의 몰두의 과정을 통하여 이해와 해석,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만화를 읽는 행위는 이야기를 통해 다음이야기를 추론하는 ‘무

의식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완성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화는 주로 등장인물 통해 살아가는 삶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적용 -초등학생 2~3학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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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구조로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그려낸다. 독

자는 만화 읽기를 통하여 다양한 등장인물에 선택적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다양한 삶에 몰두하여 새로운 인식을 체험하고, 삶을 

성찰하게 된다. 즉, 만화 읽기는 만화를 통하여 현실인식의 확

장,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과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28)

만화는 글과 그림, 칸 등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행동

을 감정이입함으로써 자신을 등장인물과 동일시29)하게 되면서 만

화에 몰두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은 감정이입을 전제로 하며, 이

러한 감정이입을 전제로 한 자기 동일시는 몰두를 통해 캐릭터 

삶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인식을 확장시킨다. 만화를 읽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효과와 자기 승인, 동일시를 통해 열등

감에서 해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미적 효과와 휴식효과를 가지고 있다.30) 그리고 실제

로 아동들은 만화에 나오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보고, 여러 

만화를 읽음으로써 기분이 나아지거나, 우울한 상황을 벗어나 만

화의 재미에 빠져든다.31) 즉, 만화는 제한된 등장인물의 출연으

로 인해 인간관계의 친밀성이나 사회적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체

험하면서 인식을 확장 시키는 것이다.  

  그림 1. 만화읽기의 과정  

28) 장진영, 『만화교육에서 만화읽기와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

메이션연구 통권 제 14호, 2008, 20p, 참조.

29) 자기 동일시란 ‘어떠한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것을 보는 독자가 등장인물

에 자신을 투사(projection)하여 그 대상이 자신인 것처럼 체험되는 심리적 

작용이다.

30) 김국현, 『만화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고사성어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1p,참조.

31) 이주상, 『만화탐독이 아동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8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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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는 등장인물의 성장과정을 통한 삶의 이야기이며, 독자는 

만화를 읽으면서 간접적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의 용기

나 감정적 해소를 느낀다. 이러한 점에서 만화든 문학이든 시나

리오와 여러 가지 설정을 기초로 하여 작가가 제시하는 이야기를 

독자가 읽는 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독자가 자신 스스로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만들

어 간다는 점에서 모든 이야기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화의‘칸’과 ‘칸새’를 통해 독해를 하는 과정은 ‘문학의 

행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만화의 경우, 독자가 칸을 읽

으면서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을 통해 다음이야기와 그 사이의 이

야기를 무의식적으로 연결하여 상상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학의 

경우 문학의 행간을 통하여 앞, 뒤의 내용을 유추하고, 연결함으

로써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상상한다. 즉, 만화나 문학이나 독

자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즉, 활

자문화를 숭상하던 근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각언어로서의 만화와 활자언어로서의 문학을 상상력이란 큰 틀

에서 비교해보았을 때 이 둘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만화읽기와 창의성의 관계

만화는 글과 그림, 칸 등의 여러 상징적인 추론 읽기를 통하여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시킨다. 그것은 만화가 모든 분석 

대상을 기호로 파악하고, 그중 의미 있는 단위를 찾아 의미를 파

악해 가는 기호학적 접근의 의미해독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32)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만화 읽기와 창의성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32) 김용숙, 『만화교육에서의 창의력 신장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10p, 인용.

33) 김용숙, 앞의 논문, 14p, 요약.

34) 엄명순, 『중학생의 만화 읽기 형태와 독해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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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33)

“만화에 글이 있다는 것과 컷과 컷 사이에 존재하는 공

간의 추상적인 여백이 상상력을 자극하며, 간접 경험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사고의 확대를 통해 

공상과 상상의 한계를 넓혀준다.”

엄명순

34)

“프레임은 독자의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의 동작이나 시

간의 경과 등 연속된 이미지의 흐름으로 받아 들여 지는

데, 한 칸에 그려진 형상은 독자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

지만 칸과 칸을 통해 분절된 프레임은 독자의 상상력 속

에서 비직관적인 형상으로 새롭게 인지된다.”

이주상

35)

“아동들에게 있어서 상상은 과거의 지각적 경험에 의해

서 얻어진 여러 재료들로 객관적 제약을 받지 않고 새로

운 관계를 이루어 현재의 심상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심정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아동들이 어떠한 만화

를 보느냐는 아동 사고 및 성장 세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려는 창조력을 배양한다.”

장진영

36)

“만화야말로 상상력과 창조력을 길러주는 미래 지향적인 

매체이다.”

박혜리

37)

“만화는 표현력과 상상력을 길러주어 창조성의 에너지를 

유발시켜 자기표현을 용이 할 수 있게 하고, 갈등을 해소

하여 정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조희경

38)

“만화그리기는 상상력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교육 영역에 재구

성하여 재미있게 적용할 수 있다.”

이기석

39)

“만화학습을 통하여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기

존의 교육 영역을 재구상하여 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고정된 사고와 고정된 표현 양식에서 탈피할 수 있

다.”

유성윤

40)

“만화는 학생들에게 높은 흥미성으로 학습의 동기를 일

으키고, 이러한 흥미라는 만화학습의 필요 요소는 창의성

과 관계가 깊다.

표 3. 만화 읽기와 창의성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p.

35) 이주상, 『만화탐독이 아동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7-28p, 요약.

36) 장진영, 『창작어린이만화의 진단과 과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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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정리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토대로 만화 읽기와 창

의성의 관계 특징에 대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만화는 칸

의 분절된 프레임의 구성과 칸새의 추상적인 공간이 상상력을 자

극한다. 둘째, 만화의 간접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을 재구성

함으로써 사고의 확대를 통해 공상과 상상의 한계가 넓혀진다. 

셋째, 만화는 독자의 사고 및 성장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 상상

력과 창조성을 길러준다. 넷째, 만화는 교육 영역에서 재구성되

어 학생들의 흥미성으로 학습의 동기를 일으키고, 고정된 사고와 

표현 양식에서 탈피 할 수 있다.  즉, 독자는 만화 읽기 과정을 

통하여 현실 인식의 확장과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 및 방법을 익

히게 되고, 더 나아가 추론과 상상을 통하여 창의적 생각을 하도

록 자극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만화읽기는 교육에서 

‘창의성’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화읽기를 

활용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은 창의성을 향상시킨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만화와 창의성의 관계 연구방법 모형 제시

본 연구에서는 만화와 창의성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방

법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실험도구로는 창의성과 만화에 

대한 설문지, 창의성 문제해결력 검사지를 통해 통계를 내어 분

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하였듯이 창의성의 측면이 현실

의 문제해결력 중심이라고 보고 창의성이론 중에 '문제해결력'에 

기초한 실험도구를 선정하였다.  

16호, 2009, 20p, 참조. 

37) 박혜리, 『만화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일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4p, 

인용.

38) 조희경,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만화그리기 수업의 효율적 지도 방안』, 한남

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7p, 참조.

39) 이기석,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만화지도방법 연구 : 중등미술교육과정을 중

심으로』,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14p, 참조.

40) 유성윤, 『창의성 계발을 위한 만화표현 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2, 19p, 참조.

41)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문항의 신뢰성을 



451

연구대

상 및 

범위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직은 미성숙하나, 인지적인 능력이 있

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아직 창의성 발달이 성숙되는 단

계이다. 이 단계는 피아제, 비고츠키, 브루너가 주장하였듯

이 종합적, 논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계로 만화를 많이 

접하고, 창의성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은 연구 대상으

로서 적합하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학년 보다 

인지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설문지와 검사지를 실시하는

데 용이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연구 

인원
 492명

표본 

오차범

위

±4.38%

실험도

구 

1. 만화와 창의력에 대한 질문 9문항.

2.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20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는 2004년 서울대 심리연구실 MI

연구팀에서 개발한 검사지로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

간한 ‘간편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개발 연구(1)’을 기

초로 하였다. 이 검사지는 특정영역의 지식, 사고기능, 기

술의 이해 및 숙달여부, 확산적 사고, 비판적·논리적 사

고, 동기적 요소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93 41) 이다.

-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채점과 창의성 수준 통계 방법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는 각 문항에 주어진 답을 1~5점

으로 채점하여 총합을 검사의 원점수로 계산하였다. 이 원

점수를 토대로 채점 결과를 평균을 내어 표준편차를 구하

고, 표준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창의성이 높은 수

준, 표준 점수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창의성이 중간 수준, 

표준 점수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창의성이 낮은 수준으

로 분류하여 통계한다.

연구과

제

 첫째, 공부와 만화읽기, 창의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공부 잘하는 아이와 만화읽기 정도를 비교하여 공부와 만화

평가하는 척도이며,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통계량을 사용한다. 이 

도출한 통계량이 .70 이상(일부 문헌에서는 .60 이상일 때)이면 측정문항들 



452

읽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공부 잘하는 학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공부 잘하는 아이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의 결과를 비

교하여 공부잘하는 아이와 창의력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만화 읽기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만화를 많이 읽는 아이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의 

결과를 비교하여 만화를 많이 읽는 아이와 창의력의 관계를 

분석한다. 

표 4. 연구 방법 모형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만화 읽기가 창의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에 대하여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초등학생 고학년 49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9문항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질문지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의 통계를 내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의 결과를 얻었다. 다음의 

설문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에 맞는 설문지 질문에 대한 통계이다.

     

간에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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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문항

2번문항

반에서의 성적 수준 정도

상위권
중상위

권
중위권

중하위

권

하위

권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만

화

보

는

정

도

많이

본다
65 13.2 25 5.1 3 0.6 1 0.2 1 0.2 95 19.3

틈나는

대로 

본다

8 1.6 67 13.6 85 17.3 25 5.1 10 2 195 39.6

조금

본다
2 0.4 58 11.9 80 16.2 29 5.9 15 3 184 37.4

아예 

안본다

.

1 0.2 4 0.8 1 0.2 3 0.6 9 1.9 18 3.7

명(%) 76 15.4 154 31.4 169 34.3 58 11.8 35 7.1 492 100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결과 평균은 67.04, 표준편차는 11.91로 

측정되었다. 

창의력 

점수

상 중 하

명 % 명 % 명 %

215 43.7 200 40.7 77 15.6

표 5. 설문지(1번, 2번 문항)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1. 공부 잘하는 학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공부 잘하는 학생의 기준은 설문지 1번 문항의 성적을 체크하

는 질문에서 중상위권, 상위권으로 대답한 학생들로 범위를 잡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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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창의력

상위권
중상위

권
중위권

중하위

권
하위권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상 60
12.

2
105

21.

4
42 8.5 6 1.2 2 0.4 215

43.

7

중 14 2.8 44 9 115
23.

4
24 4.9 3 0.6 200

40.

7

하 2 0.4 5 1 12 2.4 28 5.7 30 6.1 77
15.

6

명(%) 76
15.

4
154

31.

4
169

34.

3
58

11.

8
35 7.1 492 100

표 6. 공부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의 관계

<표 6>와 같이 전체 학생 492명 중,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상

위권 76명(15.4%), 중상위권 154명(31.4%)으로 총 230명이었으

며, 전체 492명 중 46.8%에 해당 되었다. 창의력 점수 높은 학생 

수는 215명으로 공부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60명(12.2%), 중상위

권 105명(21.4%), 중위권 42명(8.5%), 중하위권 6명(1.2%), 하위

권 2명(0.4%)으로 전체 명수 492명 중에 215명으로 43.7%에 해당

되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창의력 점수가 높은 215명을 대상으

로 창의력도 높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의 백분율을 계산한 2차적

인 집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부

창의력

상위권 중상위권
창의력& 공부 

비율 

명 % 명 % 명 %

상 60 27.3 105 47.7 165 76.7

표 7. 공부 잘하는 학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점수의 관계   

<표 7>의 2차적 결과를 토대로 연구과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창의력 점수가 높은 학생 중, 성적도 높은 학생이 

165명이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전체 명수에서  76.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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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창의적 문제해결력도 높다고 볼 수 있다.

2. 만화 읽기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와는 어떠한 관계

가 있는가?

 만화를 많이 보는 학생이 기준은 설문지 2번 문항에 만화를 

읽는 정도에 체크하는 질문에 답을 많이 본다, 틈나는 대로 본다

로 대답한 학생들로 범위를 잡았다. 만화를 읽는 정도는 얼마나 

읽는 것이 많이 읽는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대답한 정도를 가지고 범위를 잡았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만화

창의력

많이 

본다

틈나는 

대로 

본다

조금 

본다

아예 

안본다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상 84
17.

1
98

19.

9
32 6.5 1 0.2 215

43.

7

중 8 1.6 81
16.

6
107

21.

7
4 0.8 200

40.

7

하 3 0.6 16 3.1 45 9.2 13 2.7 77
15.

6

명(%) 95
19.

3
195

39.

6
184

37.

4
18 3.7 492 100

표 8. 만화 읽기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의 관계

<표 8>와 같이 전체 492명 중 만화를 읽는 정도의 결과를 보

면, 많이 본다는 95명(19.3%), 틈나는 대로 본다는 195명(39.6%)

에 해당되었다. 이것은 요즘 학생들이 만화를 많이 접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설문지의 2번 질문 만화를 보는 정도

의 질문에 아예 안본다고 대답한 학생은 총 18명으로 전체 3.7%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창의력 점수가 높은 

215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높고, 만화도 많이 보는 학생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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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한 2차적인 집계 결과는 <표 9>와 같다. 

           

    만화

창의력

많이 본다 틈나는 대로 본다
창의력& 만화 

비율 

명 % 명 % 명 %

상 84 39.1 98 45.6 182 84.7

표 9. 만화 자주 접하는 학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점수의 관계

<표 9>의 2차 집계결과를 통해 연구 문제의 답을 내릴 수 있

다. 창의력 점수가 높은 학생 중, 만화도 자주 접하는 학생이 

182명이었는데, 이 명수를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명수인 215명을 백분율로 대입해보았을 때, 84.7%가 해

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만화를 많이 보는 학

생은 창의력 문제해결력도 높다고 볼 수 있다. 

3. 공부와 만화읽기, 창의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부와 만화읽기, 창의성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관계성을 유추하기 전에 우선 공부 잘하

는 학생의 만화 읽는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의 범위는 앞에서 제시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질문 1번에 중상위

권, 상위권으로 대답한 학생들로 범위를 잡았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만화 읽는 정도 

만화를 

보는 학생 

수(명)

공부 잘하는 

학생 수(명)

공부 잘하는 학생의 

만화를 보는 

정도(%)

⓵ 많이 본다. 90 230 39.1

⓶ 틈나는 대로 본다. 75 230 32.6

⓷ 조금 본다. 60 230 26.1

⓸ 아예 안본다. 5 230 2.2

 표 10. 공부 잘하는 학생의 만화를 보는 정도 



457

<표 10>의 결과를 보았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만화도 자

주 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공부 잘하는 학생의 만화 보는 정

도는 많이 본다가 39.1%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틈나는 대로 

본다가 32.6% 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만화를 많이 읽는 

것은 공부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

적 문제해결력과 공부, 만화 읽기의 연관성을 위의 결과를 토대

로 표로 정리해보았다.

     

   구분

창의력

공부 잘하는 

학생

만화 많이 보는 

학생

창의력 점수 높은 

학생

명 % 명 % 명 %

상 165 76.7 182 84.7 215 100

표 11. 공부, 만화 읽기, 창의성의 관계 

<표 11>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점수와 공부 잘하는 학생, 

만화 자주 접하는 학생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창의력 점수가 높은 학생 중 공부 잘하는 학생은 76.7%, 

창의력 점수가 높은 학생 중 만화를 많이 보는 학생은 84.7%인

데,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만화를 많이 보는 학생은 72.7%로 공

부와 만화 읽기, 창의력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부를 잘하는 것과 만화를 자주 접하는 것은 창의력 향상

에 도움이 되며, 만화를 자주 접하는 경우가 공부를 잘하는 경우

보다 창의력 지수가 높게 나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화는 공부를 잘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만화 읽기는 독자가 만화를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삶을 간접 경

험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성장과 함께 독자의 삶도 성장 시킨다. 

등장인물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독자는 문제 해결의 용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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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해소를 느끼며, ‘칸’과 ‘칸새’를 통한 독해과정을 통해 

스스로 상상의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만화 읽기를 통하여 무의

식적으로 이야기를 연결하여 상상하게 되면서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또 만화는 모든 대상을 기호와 상

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기호학적 접근의 의미해독과정도 가

지고 있어 이러한 요소도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시키는 

요소이다. 즉, 만화 읽기는 독자가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의 삶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의 능력인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화 읽기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연

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실행하였다. 문헌연구와 초등학교 고학

년 492명에게 실시된 질문지 9문항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만화를 많이 읽는다. 이러한 결

과는 공부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즉, 

만화 읽기와 공부, 창의력 향상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만화 읽기와 창의성 향상의 관계는 공부와 창의성 향상

의 관계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설문조사결과라는 한

계는 있지만 공부보다 만화를 읽는 것이 창의성 향상에 더 효과

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논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만화 읽기는 창의력 향상에 도움

이 되며, 더 나아가 공부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만화 읽기, 

공부, 창의력 향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교육에서 만화 읽기를 

활용한다면 공부와 창의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만화 읽기는 학생들에게 긍

정적 효과를 준다. 이러한 만화의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초등학

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추천 도서 목록에 학습만화를 제시하고, 모

든 교과목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국어 교과서의 

한 단원이 만화가 나오는 등의 실천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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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만화교육 현장에서는 만화 

읽기에 대한 교육보다 만화 그리기에 대한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만화 교과서에 대한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다.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 강사 연수에게 제공한

‘우수 교수-학습지도안’을 살펴보면 만화 읽기는 학생들의 동

기 유발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되고 있다. 만화의 내용을 1~2p 

정도 짧은 형태로 보여주고, 아이들의 학습에 동기 유발을 한 다

음 그것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 감상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점 또한 지금 만화 교육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별로 만화 읽기를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

에서 초점을 두고,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만화 읽기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한다면, 만화 속

에 있는 역사, 문학, 사회, 국어, 종교, 정치, 윤리 등의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감상 수업이나 토론 수업, 만화 독서 지도 등의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만화 읽기는 넓은 사고와 새로

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만화 읽기 교육을 하기에 환경적인 제약이나 독

서지도, 만화가 여러 권으로 이어진 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만화 읽기의 독서 지도교육, 

만화 읽기를 위한 지역별 만화 도서관 설치, 실질적인 만화 수업 

안에서의 읽기 교육 방법 고안 등의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년별로 여러 장르의 만화 추천 목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 연계로서 효과적인 매체인 만화가 자주 활

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보는 만화는 학습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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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줄 수 있는 만화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등학

생이 좋아하는 만화는 2010년 통계 결과를 보면 1위는 모험, 탐

험만화, 2위는 오락만화, 3위는 공포, 스릴러, 4위는 순정만화, 

5위는 환타지, 6위가 학습만화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만화는 장

르만화로 볼 수 있다.42) 여러 기관에서 한국만화를 대상으로 권

장만화목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2008년 SICAF <100-1주년 전

시 자문회의>선정 한국만화 100권 목록'과‘2009년 <전국학교도

서관 담담교사모임> 권장만화목록’에서는 사회현실, 인권장애, 

평화생명, 원작만화, 사랑가족 등으로 분류를 하여 권장만화목록

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2년 서울신문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만화 100권’목록을 통해서도 추천만화목록

들이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3) 그러나 이러

한 추천만화목록이 현재 학교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점에

서는 한계점으로 지적 할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만화가 옛날 

만화여서 구입을 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아이들이 한국만화책을 접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제시되었던 만화 도서관 설치와 

다양한 교육 개발, 학교 교육에 만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년

별로 만화추천목록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아이들이 친근

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장르의 만화를 추가하여 만화 읽기의 

독서지도와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이 습득하기 위해 학습만화 뿐 

아니라, 그 외의 만화책, 웹툰 등도 만화 추천 목록 범위에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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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만화 읽기와 창의성 향상에 대한 설문지>

 1. 나의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⓵ 상위권    ⓶ 중상위권    ⓷ 중위권    ⓸ 중하위권     ⓹ 하위권

2. 나는 만화를 어느 정도 읽나요? (일반 만화책, 학습만화, 웹툰 포

함.)

 ⓵ 많이 본다.   ⓶ 틈나는 대로 본다.    ⓷ 조금 본다.     ⓸ 아예 

안 본다.

 

3. 일반 책을 읽는 것보다 만화를 읽는 것이 더 좋습니까? (일반 만화

책, 학습만화, 웹툰 포함.)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전혀 아니다.

4. 만화를 읽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고 느끼는가? (일반 만화책, 학

습만화, 웹툰 포함.)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전혀 아니다.

5. 어떤 면에서 성장한다고 느끼는가? (일반 만화책, 학습만화, 웹툰 포

함.)

 ⓵ 위로를 받는다.           

 ⓶ 유머가 는다.             

 ⓷ 용기를 얻는다.

 ⓸ 호기심이나, 아이디어가 많아진다.       

 ⓹ 등장인물을 통해 세상경험을 넓힌다. 

 ⓺ 잘 모르겠다.                          

 ⓻ 정신적 성장이 없다.

6. 만화를 보고나서 만화 속의 주인공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처럼, 

자신도 자기문제를 해결할 의욕이 생기는가? (일반 만화책, 학습만

화, 웹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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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지

문

항

번

호

질      문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수업 시간 중 많은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한다.
⓵ ⓶ ⓷ ⓸ ⓹

2
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해답을 찾아내며, 이따금 독특한 해답을 
제시한다.

⓵ ⓶ ⓷ ⓸ ⓹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전혀 아니다.

7. 학교에서의 교육은 창의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전혀 아니다.

8. 공부 잘하는 아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아니다.    

⓹ 전혀 아니다.

9. 창의적인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공부를 잘하는 사람.

 ⓶ 공부는 그저 그렇지만, 책을 많이 보는 사람.

 ⓷ 공부랑 상관없이, 특기가 있는 사람.

 ⓸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

 ⓹ 기타 (                                                          

10. 다음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검사지입니다. 총 20문항, 5개의 

선택지가 있으며, 잘 읽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부분에 √표

로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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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수업 시간에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가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⓵ ⓶ ⓷ ⓸ ⓹

4
나는 평소에 유머가 풍부한 편이며, 남이 
웃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들을 

곧잘 웃긴다.
⓵ ⓶ ⓷ ⓸ ⓹

5
나는 수업 시간에 머리를 쓰는 활동을 

좋아한다.
⓵ ⓶ ⓷ ⓸ ⓹

6
나는 참신하고 남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7
나는 이미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8
내가 만든 것은 새로워서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과는 많이 다르다.
⓵ ⓶ ⓷ ⓸ ⓹

9
나는 문제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낸다.
⓵ ⓶ ⓷ ⓸ ⓹

10
나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을 잘 연결 

짓는다.
⓵ ⓶ ⓷ ⓸ ⓹

11
나는 실제로 있는 사실과 상상을 구별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2
나는 공부 시간에 아이디어나 결론을 

꼼꼼하고 천천히 다듬어 나갈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3
나는 공부 시간에 말이 맞는 말인지 또는 

틀린 말인지를 판단할 줄 안다.
⓵ ⓶ ⓷ ⓸ ⓹

14
나는 친구들과 교환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5
나는 주어진 문제와 관계가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6
나는 어렵고 힘든 것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한다.
⓵ ⓶ ⓷ ⓸ ⓹

17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과목의 다른 
주제에 대해 서로 더 공부하고 싶다.

⓵ ⓶ ⓷ ⓸ ⓹
18 나는 수업 시간의 공부 내용이 재미있다. ⓵ ⓶ ⓷ ⓸ ⓹
19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한다.

⓵ ⓶ ⓷ ⓸ ⓹
20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정한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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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w Reading Comic Books Affects Creativity

Jang, Jin-young · Park, Hye-ri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reading comic books helps 

improve creativity. Though the long-lasting negative recognition 

towards comic books has positively changed these days, we need a 

ground upon which the social recognition needs improvement in that 

children’s comic books have been used as a learning tool. Its 

introduction points out that there has been shortage of empirical 

researches on comic book reading, and as one of the empirical 

research methods, presents a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on comic 

book reading, school study, and creativity tests via survey.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2nd chapter, first, puts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the creativity theory among all the other 

theories related to creativity, which focuses on problem-solving 

capacity. Second, it theoretically reviews the meaning which 

‘fun’ and ‘interest’ have in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modern educational 

theories. Third, it empathizes that traits of reading comic books 

start off with ‘fun’ and ‘interest’, that awareness of reality 

gets expanded via the process of characters making their way through 

a strange world with empathy and absorption, and that comic book 

reading has to do with creativity. Fourth, it presents a model 

questionnaire with which to study relationship between comic books 

and creativity in an empirical way. The analysis on the survey 

outcome in the 3rd chapter shows, first, that smart students read 

many comic books, not to mention that studying helps improve 

creativity, which indicates above all, comic book reading and 

improvement of creativity are not negatively  related, but are 

mutually complementary. Second, that creativity enhanced by reading 

comic books is higher than that enhanced by studying, which may mean 

comic book reading is more effective than studying in developing 

creativity. It has drawn a conclusion based upon these results, that 

reading comic books bears positive efficacy on both studying and 

developing creativity. Standing on this conclusion, it proposes it 

necessary to develop methods by grades of educating how to read 

comic books and to provide a recommended list of comic book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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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Key words : comic book reading, creativity, education, fun, 

interest, problem-solv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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