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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치료 로그램 수  향상에 기여하기 해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학술지에 기록된 총 6가지 공분야의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논문들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논문들의 

연구경향, 공 역별 내용과 연구주제별 내용, 연구주제별 세부주제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으로 연구자의 

신분은 교수․강사의 비 이 학원생보다 높았으나 문헌정보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학원생의 비 이 

교수․강사의 비 보다 높았다. 한, 모든 분야에서 등생을 상으로 학교와 도서 에서 로그램이 자주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별로는 자존감 련 로그램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 우울증, 

결손가정, 사회성, 학업성취, 인 계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주제별로 세부주제와 측정도구, 

활용자료 등이 제시되었다. 제언으로 독서치료 로그램의 추후 독후 활동에 한 분석, 심리학  제 이론의 

용 등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bibliotherapy programs in the 

LIS field by analyzing 76 bibliotherapy program researches of 6 different major fields published 

in journals during 2001 to 2014. The programs were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trends, major 

areas, subjects and detail subjec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proportion of graduat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professors and instructors in terms of researchers’ status in LIS and 

psychology. Also, programs for elementary students were found to be frequently carried out in 

schools and libraries by all fields. As for the topics of the programs, self-esteem was the most 

frequent topic and others such as depression, broken families, sociality, academic achieve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also being dealt with. Detail subjects, measurement tools 

and application data have been proposed according to different research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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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독서치료는 독서를 통하여 책 속의 주인공에

게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카타르시스와 통찰을 통하여 자기에게 존재하

는 심리 ․정서 인 마음 속의 문제나 상처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다(김

희 외 2001, 17). 독서나 이야기를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2차 세계  후 병원

과 임상기 에서 시치료를 시작한 후로 미국도

서 회를 심으로 심리  치료가 차 확산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 희(1964)에 의해 

번역자료인 ‘Library and Bibliotherapy’가 국

회도서 보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로 독서지

도, 독서요법, 독서클리닉, 독서심리 지도, 문학

치료 등의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김 희 외 2001, 36 재인용). 

우리나라 독서치료 연구는 1970년  후반부터 

교육학 분야에서 학교생활 부 응과 일탈학생 등

을 심으로 시행된 이후(장원 , 김재  1976), 

1980년 에는 병원도서 , 1990년 에는 등학

생 상의 자아존 감과 인 계(최선희 1997; 

김욱  1999), 2000년 에는 한국어린이문학교

육학회와 독서치료연구회 등을 심으로 독서

치료 연구와 술활동이 활발히 개되었다. 그

리고 2000년  이후에는 공공도서 을 심으

로 도서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독서치료 

련 로그램이 다수 시행되고, 구체 인 상황

별 혹은 상별 독서치료 목록이 한국도서

회 등을 심으로 발간되었다(한윤옥 2003). 

재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 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각 학문 분야에서

는 독특한 강 과 취약 을 가지고 있다. 문헌

정보학 분야의 다양한 유형의 독서자료에 한 

경험, 심리학과 교육학을 심으로 한 각종 진

단평가 도구 사용에 한 이해, 심리학 분야의 

독서치료의 심리학  이론 목, 유․아동학과 

심리학 분야의 독서치료 과정이론과 치료자와 

치료 상자의 특성과 행태에 한 이해, 문학

과 술분야의 독서치료에 수반되는 놀이치료

와 표 술 치료에 한 이해는 독서치료의 

학제  역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

가 되고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보다 일  독서

치료 연구의 경험을 가진 심리학, 교육학, 유․

아동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문헌정보학

에서 극 수용한다면 독서치료의 연구기간이 

비교  짧은 문헌정보학의 독서치료 연구 분야

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본 연구는 타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의 시사 을 문헌정보학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에 목함으로써 문헌정보학 분

야 독서치료 연구의 역을 확 하고 수  향

상을 기하기 하여 2001년부터 2014년도까지 

학술지에 수록된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를 

심으로 황과 공 역별, 연구주제별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 로 주제별 활용도서 

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로그램 내용

을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

학의 공 역별로 나 어 분석하고, 한 연구

주제를 자존감, 학업성취, 사회성, 우울증, 인

계, 결손가정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와, 

로그램에 사용된 활용도서와 측정 도구, 질  

분석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학생과 성

인 등의 상자의 특성에 따른 발달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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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 로그램 개발과 실시에 도움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독서치료에 한 연구나 활동은 

문헌정보학을 비롯하여 교육학, 심리학, 유․

아동학 등 다양한 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내용은 크게 독서치료에 한 이론

 연구, 독서치료 로그램 용의 사례연구, 

독서치료 분야 연구 황에 한 동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치

료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학교와 도서

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장에서는 

독서치료 로그램 용 연구의 연구동향에 

한 논문만 기술될 것이다. 

2000년 에 출 된 연구동향 논문은 황 숙

(2005a, 2005b), 윤인 (2005), 김갑선(2007), 

최태산, 최명선 등(2006), 인형숙(2008)에 의

해 수행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황 숙

(2005a, 2005b)은 국내외 독서치료 자료를 단

행본과 학 논문, 학술잡지 기사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별, 연도별, 학문 역별, 연구내용

별로 분석하고 문헌정보학에서 유․아동 상 

연구가 활발함을 보고하 다. 윤인 (2005)은 

독서치료에 한 단행본, 학 논문, 국내 학술

잡지 기사의 종합서지를 제공하고, 각 자료에 

한 연구 주제, 연구 특색 등을 간략히 언 하

다. 김갑선(2007)은 독서치료 련 학 논문

을 연구주제, 연구 상, 연구집단 등 7가지 측

면에서 분석하고, 문학이론과 심리학의 이론  

배경을 문헌정보학에 목하는 노력과 다양한 

집단 상의 독서치료, 정성연구의 필요성을 제

언하 다. 상담심리 공의 최태산, 최명선 등

(2006)은 국내 독서치료 련 학 논문과 학술

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하고 독서치료 성과  과정연구와 이론연

구가 많으며, 질 연구를 주로 사용함을 발견

하고, 2000년  이후 학교수와 석사학  논

문은 증가했으나 장연구가 취약함을 지 하

다. 교육학 공의 인형숙(2008)은 2001년부

터 2007년까지 어린이를 한 독서치료 연구 

학 논문을 상으로 연도별, 학문 역별, 

상 연령별 등으로 동향을 분석하 다. 

2010년 이후의 연구는 정수연과 이명규(2011), 

고용남과 이명우(2011), 이명희(2014)에 의해 

수행되었다. 정수연과 이명규(2011)는 등학

생 상 임상․치료  독서치료 과정을 연구하

고, 독서치료 과정, 내담자 문제 유형과 문제 내

용, 독서치료 활용자료에 하여 분석하 다. 

특히 이 논문에서 독서치료 과정이론을 수용하

고, 심리․사회  문제 유형과 정신장애 문제 

유형에 활용된 도서를 제시하 다. 고용남과 이

명우(2011)는 메타분석 방법으로 132개 사례를 

상으로 독서치료 집단상담 로그램의 체 

평균효과 크기를 측정하 다. 독서치료 집단상

담 로그램의 평균효과 크기가 큰 효과가 있음

을 밝히고, 혼성 집단 구성원의 편성, 학생 

상, 20-29명의 집단 구성 크기, 11-12회의 횟수, 

한 회당 50분, 자아정체성 주제에서 가장 효과

가 크다고 주장하 다. 이명희(2014)는 학술지

에 수록된 130편의 연구논문을 5개 공 역으

로 나 어 연구주제, 연구목 , 연구 상 등에 

하여 분석하고, 독서치료 상을 연령, 경험

집단, 상황집단 등으로 확 하고, 토론, 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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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 등 독후 활동을 병행하며, 다양한 진

단검사 도구를 활용․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것

을 제안하 다. 

독서치료 련 문헌정보학 분야의 해외 논문

은 그리 많지 않다. Tanrikulu(2011)는 터키의 

문화  맥락에서 치료목 을 가진 자조책의 

재 상황을 논의하고, 자조도서가 독자의 개인  

이용과 문  임상치료를 해 사용되어야 하

며 이를 해 건강실무자와 내담자가 생각하고 

이용하는 자조도서에 한 조사가 더욱 필요함

을 지 하 다. Pardeck(1994)은 어떻게 독서

치료가 가족 해체, 양육 문제, 입양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지에 한 구체 인 임상  독서자

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Robinson(2002)은 

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을 찰한 연구를 통해 안

한 환경에서 독서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

에 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고

려 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상에서 기존의 독서치료 련 황연구가 

주로 학문 역별, 연구주제별, 상자별, 연도

별 등의 종합 인 황이나 동향을 연구한 것

인데 반해 본 연구는 독서치료 로그램을 

용한 사례연구 논문을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심으로 살펴 으로써 연구주제와 공 역

별 황뿐 아니라 연구 상자 수, 로그램 실

시 횟수, 이용자료 수, 이용자료 유형 등의 로

그램에서 사용된 구체  내용을 악함으로써 

추후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

에게 실질 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 연구 

주제별로 로그램에 사용된 활용도서와 측정 

도구, 질  분석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발달

․임상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3.1 자료수집  연구내용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을 하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에서 운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 학

술지  ‘독서치료’와 ‘독서요법’을 주제어로 사용

하여 검색된 된 총 136편의 논문을 조사하 다. 

그 에서 연구자가 독서치료 로그램을 개발하

여 실제로 장에서 피험자를 상으로 독서치료

를 실시한 논문 76편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발

간연도는 2001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독서치료 로그램의 악

을 한 연구내용으로 첫째, 연구주제, 연구 상

자 수, 로그램 실시 횟수, 이용자료 수, 이용자

료 유형, 로그램에 용된 독서치료 과정이론

을 살펴보았다. 둘째, 로그램 연구의 공 역

별 내용을 악하기 하여 공 역별 학회지

의 논문수록 황, 논문 출 년도, 첫 연구자 소

속, 연구 상, 연구 수행단 를 살펴보았다. 셋

째, 로그램 연구의 연구주제별 내용 악을 

하여 연구주제별 출 년도, 공분야, 연구 상, 

연구 수행단 , 자료사용 횟수를 살펴보았다. 넷

째, 연구주제별 특성과 사용된 측정도구, 실제 

로그램 실시에 자주 사용된 자료의 리스트를 

작성하 다. 마지막으로 일반 인 시사 과 문

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로그램 실시의 제언 

등으로 향후의 발 방향을 모색하 다. 

3.2 분석 기

연구논문의 분석을 해 연구주제, 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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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이용자료, 연구자, 연구 수행단  

등을 조사하여 제반 특징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기 을 만들었다. 

첫째, 연구주제를 자존감(자기효능감, 정체성 

포함), 학업성취(학습장애, 학습동기, 읽기부진 

포함), 사회성(정서장애, ADHD, 자폐아동, 공

격성 포함), 우울증(스트 스, 분노 포함), 인

계(수 음, 인간 계, 자기표 , 의사소통 포

함), 결손가정(가족, 다문화 가정, 이혼가정, 

소득 포함), 기타(비행, 왕따, 죽음, 성폭력, 장

애, 꿈, 직업, 희망 포함)로 구분하 다. 둘째, 

공 역 구분에서 독서치료 연구의 학제  성격

을 고려하여 인 분야를 묶어 단일 공으로 구

분하 다. 공 역은 선행연구(황 숙 2005a; 

김갑선 2007; 정수연, 이명규 2011; 이명희 2014)

를 참고하여 문헌정보학(사서교육, 독서교육 포

함), 교육학(상담교육, 교육심리, 평생교육, 특

수교육 포함), 유․아동학(유아교육, 아동학, 아

동복지 포함), 심리학(상담심리, 복지상담, 재

활심리 포함), 문학(국어교육 포함), 기타(종교, 

복지학, 의학 포함)로 구분하 다. 셋째, 연구

상자는 연령에 따라 유치원생(유아 포함), 등

생, 청소년( 학생, 고등학생), 학생, 주부, 노

인, 성인으로 구분하 다. 넷째, 연구 수행단

는 학교, 도서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종교

기 , 시설기 , 복지 (사회복지 , 노인복지

 포함), 기타로 구분하 으며, 다섯째, 연구

상자 수는 1-2명, 3-4명, 5-6명, 7-8명, 9-10명, 

11명 이상으로 구분하 다. 여섯째, 이용자료 

수를 1-3, 4-6, 7-9, 10-12, 13-15, 16-18, 19- 

21, 22건 이상으로 구분하 다. 일곱째, 이용자

료 유형을 도서, 화(드라마 포함), 동 상(tv, 

인터넷 포함), 비디오, 시, 신문기사, 기타로 구

분하 다. 여덟째, 첫 연구자의 소속을 교수․강

사, 연구원, 교사, 학원생, 민간(기업 포함), 독

서치료사, 사서, 기타로 구분하 다. 아홉째, 

로그램 실시 횟수를 4-6회, 7-9회, 10-12회, 13- 

15회, 16-18회, 19-21회, 22회 이상으로 구분하

다. 

4. 연구결과 분석

4.1 로그램 연구의 내용 분석

4.1.1 연구주제

연구주제는 자존감 34.2%, 우울증 14.5%, 사

회성 11.8%, 인 계 10.5%, 결손가정과 학

업성취가 각각 6.6%의 순으로 나타나 삼분의 

일에 해당되는 연구가 자존감 연구이고, 우울

증, 사회성, 인 계 련 로그램이 비교  

자주 수행되었지만 결손가정, 학업성취, 기타 

로그램은 덜 시행되었다(<표 1> 참조). 이 

 자존감 연구가 34%에 해당하는 큰 비 을 

차지하는데, 독서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메타

분석 방법으로 평가한 고용남과 이명우(2011)

의 연구결과에서 자존감 향상을 해 실시된 

집단상담에서 독서치료를 통한 집단상담 로

그램이 T-집단훈련, 주장훈련, 게슈탈트 상담

로그램, 진로상담 등의 여타 로그램보다 

더욱 효과 이라는 계량  연구결과와 맥을 같

이 하는 정 인 연구결과로 인식된다. 그러

나 비행, 왕따, 다문화 가정, 이혼가정, 독, 장

애, 진로, 죽음 등 기타 분야도 매우 요한 주

제로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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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자존감 학업성취 사회성 우울증 인 계 결손가정  기타 합계

건수 26 5 9 11 8 5 12 76

비율(%) 34.2 6.6 11.8 14.5 10.5 6.6 15.8 100.0

<표 1> 연구주제

4.1.2 연구 상자 수

연구 상자 수는 5-6명 36.8%, 3-4명 28.9%, 

7-8명 22.4%, 1-2명 7.9%의 순서로 나타나 약 

66%에 이르는 로그램에서는 5명 내외의 

은 인원이 참가하 다. 따라서 부분의 독서치

료 로그램은 소수의 집단을 상으로 수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고용

남과 이명우(2011)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서

는 집단독서 로그램 구성원 수가 20-29명일 

때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집단독

서 로그램의 상을 좀 더 넓히는 것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4.1.3 로그램 실시 횟수

로그램 실시 횟수는 10-12회 50.0%, 7-9회 

15.8%, 22회 이상 9.2%, 4-6회와 16-18회가 각

각 7.9%로 나타나 과반수의 경우 10-12회를 실

시하 지만 약 10%는 22회 이상 실시되었는데 

이는 1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로그램이 실

시된 임상연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고용남과 이명우(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로그램 실시의 총 진행 횟수가 11-12회 때 

가장 효과가 컸다고 보고한 내용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보증하

고 있다 하겠다(<표 3> 참조).

4.1.4 이용자료 수

로그램에 사용된 이용자료 수는 10-12건 

30.3%, 7-9건 22.4%, 4-6건 11.8%, 13-15건 

10.5%, 1-3건 6.6% 등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

는 52.7%에서 10건 내외의 자료를 이용하 지

만 22건 이상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표 4> 참조). 

4.1.5 이용자료 유형

이용자료 유형은 도서 62.7%, tv와 인터넷의 

상자수 1-2명 3-4명 5-6명 7-8명 9-10명 11명 이상 합계

건수 6 22 28 17 2 1 76

비율(%) 7.9 28.9 36.8 22.4 2.6 1.4 100.0

<표 2> 연구 상자 수

횟수 4-6 7-9 10-12 13-15 16-18 19-21 22회 이상 합계

건수 6 12 38 5 6 2 7 76

비율(%) 7.9% 15.8% 50.0% 6.6% 7.9% 2.6% 9.2% 100.0%

<표 3> 로그램 실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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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 1-3 4-6 7-9 10-12 13-15 16-18 19-21 22건 이상 합계

건수 5 9 17 23 8 4 7 3 76

비율(%) 6.6 11.8 22.4 30.3 10.5 5.3 9.2 3.9 100.0

<표 4> 이용자료 수

자료유형 도서 화 시 신문 기타
동 상

(tv, 인터넷)
비디오 합계

건수 74 8 13 1 3 14 5 118

비율(%) 62.7 6.8 11.0 0.9 2.5 11.9 4.2 100.0

<표 5> 이용자료 유형

과정이론 Doll Hynes 독서치료 3․4단계 김춘경 Beaty 이론 없음  합계

건수  8  6  3  1 2 56 76

비율(%) 10.5 7.9  3.9 1.3 2.6 73.8 100.0

<표 6> 로그램에 용된 독서치료 과정이론

동 상 11.9%, 시 11.0%, 화 6.8%, 비디오 

4.2%의 순서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자료는 

도서 지만 동 상과 시, 화, 비디오 등의 비

도서 자료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표 5> 

참조).

4.1.6 로그램에 용된 독서치료 과정이론

독서치료 로그램을 구성할 때 독서치료의 

원리가 충분히 반 되어 연구 상 스스로 생각하

고 느낄 수 있도록 과정  단계를 고려해야 한

다. 일반 인 독서치료 로그램에서는 비 단

계, 도입 단계, 개 단계, 종결 단계, 평가 단계 

등의 제 과정을 거친다. <표 6>에서 독서치료 로

그램에 용된 과정이론을 살펴보면, 다수인 

73.8%에서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Doll & 

Doll 이론 10.5%, Hynes & Hynes-Berry 이론 

7.9%, 독서치료 3․4단계 3.9%의 순서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100% 독서치료 과정이론을 

용한 정수연과 이명규(2011)의 연구결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6.2%

만이 과정이론을 용하 다. 한편, 고용남과 이

명우(2011)의 연구결과는 독서치료 과정이론

을 용하지 않은 경우가 용한 경우보다 효

과가 더 높음을 밝히고 과정이론의 사용 여부

보다 진행방법이 더욱 요하다고 지 하 는

데 이에 한 추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4.2 로그램 연구의 공 역별 내용 분석 

4.2.1 공 역별 학회지의 논문수록 황

2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학회지를 살펴

보면, 독서치료 연구  12편(15.8%), 한국도

서 ․정보학회지  10편(13.1%),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7편(9.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와 

놀이치료 연구 가 각각 4편(5.3%), 상담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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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와 독서문화 연구 가 각각 3편(3.9%) 순으

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에서 많은 연구가 발

표된 학회지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9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편), 한국비블리아학

회지 (4편)이며, 유아동학에서는 놀이치료 연

구 (4편), 독서치료 연구 (3편), 상담학 연

구 (2편), 정서행동장애 연구 (2편) 등이다. 한

편 심리학에서는 독서치료 연구 (4편), 심리

행동 연구 (1편) 등이며 교육학에서는 독서치

료 연구 , 상담학 연구 , 홀리스틱교육연구 에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4.2.2 공 역별 논문 출 연도

<표 7>에서 76편 논문의 출 연도를 살펴보

면, 2002년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2014년까

지 꾸 히 출 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상당

양의 논문이 꾸 히 발표되고 있으며 2010년에

는 가장 많은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공별 

출 연도를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에서는 2001

년부터 매년 일정량의 논문이 출 되고 있으며, 

유․아동학에서도 2003년부터 일정량의 논문이 

2012년까지 발표되었고, 심리학에서는 2010년부

터 3년 동안 일정양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2.3 공 역별 첫 연구자 소속

<표 8>에서 첫 연구자의 소속은 교수․강

사 40.8%, 학원생 32.9%, 연구원 10.5%, 교

사와 독서치료사가 각각 5.3%의 순서로 나타

났다. 공 역별로 첫 연구자의 소속을 살펴

보면, 문헌정보학과 심리학에서는 학원생(각

각 41.5%와 50.0%)의 비 이 교수․강사(각

각 31.1%와 10.0%)보다 높은 비 을 차지하

지만 다른 공 역에서는 교수․강사 집

단(교육학 66.7%, 유․아동학 52.2%, 문학 

66.7%)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 다. 

특이사항으로 유․아동학과 심리학에서는 연

구원의 비 이 타 역에 비해 상 으로 높

았다. 

구분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기타 합계

2001 1(3.4) 1(1.3)

2003 2(6.9) 1(4.3) 2(20.0) 5(6.6)

2004 1(3.4) 2(22.2) 3(4.0)

2005 2(6.9) 1(11.1) 1(4.3) 1(10.0) 1(50.0) 6(7.9)

2006 4(13.8) 3(13) 1(33.3) 8(10.5)

2007 2(6.9) 1(11.1) 2(8.7) 5(6.6)

2008 5(17.3) 1(11.1) 2(8.7) 8(10.5)

2009 1(3.4) 2(22.3) 5(21.5) 8(10.5)

2010 4(13.8) 1(11.1) 6(26.1) 3(30.0) 14(18.4)

2011 2(6.9) 1(4.3) 2(20.0) 5(6.6)

2012 1(3.4) 1(11.1) 2(8.7) 2(20.0) 1(33.3) 1(50.0) 8(10.5)

2013 4(13.9) 4(5.3)

2014 1(33.4) 1(1.3)

합계 29(100.0) 9(100.0) 23(100.0) 10(100.0) 3(100.0) 2(100.0) 76(100.0)

<표 7> 공 역별 논문 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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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기타 합계

교수․강사 9(31.1) 6(66.7) 12(52.2) 1(10.0) 2(66.7) 1(50.0) 31(40.8)

연구원 1(3.4) 5(21.7) 2(20.0) 8(10.5)

교사 1(3.4) 2(22.2) 1(33.3) 4(5.3)

학원생 12(41.5) 1(11.1) 6(26.1) 5(50.0) 1(50.0) 25(32.9)

민간 2(6.9) 2(2.6)

기타 1(3.4) 1(1.3)

독서치료사 2(6.9) 2(20.0) 4(5.3)

사서 1(3.4) 1(1.3)

총합계 29(100.0) 9(100.0) 23(100.0) 10(100.0) 3(100.0) 2(100.0) 76(100.0)

<표 8> 공 역별 첫 연구자 소속

4.2.4 공 역별 연구 상

<표 9>에서 등생 43.5%, 청소년 15.7%, 

학생 13.3%, 주부 10.5%, 유아 7.9% 등의 순

서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등생 상 연구가 가장 많았다(최태산 

외 2006; 김갑선 2007). 공 역별 연구 상

을 살펴보면, 모든 역에서 등생을 상 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문헌정보학에

서는 학생, 청소년의 비 이 높은데 비해 교

육학에서는 청소년의 비 이 높고, 유․아동학

에서는 유아와 청소년의 비 이 높았다.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유․아동학과 심리학에서 주

부 상 연구가 비교  활발하 다. 

4.2.5 공 역별 연구 수행단

연구 수행단 를 살펴보면, 학교가 42.1%, 도

서  17.1%, 유치원과 기타가 각각 11.8% 순으

로 나타나 60% 이상의 로그램은 학교와 도서

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공 역별 연

구 수행단 를 살펴보면, 교육학의 66.7%, 심리

학의 50.0%, 문학의 66.7%가 학교에서 실시되

고 있으나 문헌정보학에서는 학교(41.4%)와 함

께 도서 (34.5%)에서 많은 로그램이 시행되

며 유․아동학에서는 학교(30.4%) 못지않게 유

치원(34.7%)에서 많은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표 10> 참조). 

구분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기타 합계

등생 13(44.8) 6(66.7) 7(30.5) 6(60.0) 1(33.3) 33(43.5)

청소년 5(17.3) 2(22.2) 4(17.4) 1(10.0) 12(15.7)

학생 6(20.7) 1(11.1) 1(4.3) 1(10.0) 1(33.3) 10(13.3)

주부 2(6.9) 4(17.4) 2(20.0) 8(10.5)

노인 3(10.3) 3(3.9)

성인 1(4.3) 1(33.4) 2(100.0) 4(5.2)

유아 6(26.1) 6(7.9)

총합계 29(100.0) 9(100.0) 23(100.0) 10(100.0) 3(100.0) 2(100.0) 76(100.0)

<표 9> 공 역별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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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헌정보학 교육학 유․아동학 심리학 문학 기타 합계

학교 12(41.4) 6(66.7) 7(30.4) 5(50.0) 2(66.7) 32(42.1)

도서 10(34.5) 1(11.1) 2(8.7) 13(17.1)

유치원 1(11.1) 8(34.7) 9(11.8)

시설기 3(10.3) 1(4.3) 1(10.0) 5(6.6)

종교기 1(4.3) 2(20.0) 1(50.0) 4(5.3)

사회복지 3(13) 1(10.0) 4(5.3)

기타 4(13.8) 1(11.1) 1(4.3) 1(10.0) 1(33.3) 1(50.0) 9(11.8)

총합계 29(100.0) 9(100.0) 23(100.0) 10(100.0) 3(100.0) 2(100.0) 76(100.0)

<표 10> 공 역별 연구 수행단

4.3 로그램 연구의 주제별 내용 분석 

4.3.1 연구주제별 출 연도

<표 11>에서 연구주제별 출 연도를 살펴

보면, 자존감 련 로그램은 2001년부터 

재까지 꾸 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울증 분야

는 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지고, 

인 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

다. 한편 사회성 분야는 2006년부터 거의 격

년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학업성취는 3-4년마

다 한번씩, 결손가정도 간간히 연구가 이루어

졌다. 

4.3.2 연구주제별 공분야

첫 번째 연구자의 공분야는 문헌정보학 

38.2%, 유․아동학 30.3%, 심리학 13.2%, 교

육학 11.8% 순으로 나타나 문헌정보학과 유․

아동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자존감 학업성취 사회성 우울증 인 계 결손가정 기타 합계

2001 1(3.8) 1(1.3)

2003 1(3.8) 1(20.0) 1(9.1) 1(12.5) 1(8.3) 5(6.6)

2004 1(3.8) 1(11.1) 1(20.0) 3(3.9)

2005 3(11.5) 2(22.2) 1(9.1) 6(7.9)

2006 2(7.7) 1(11.1) 1(9.1) 4(33.4) 8(10.5)

2007 2(7.7) 1(20.0) 2(18.2) 5(6.6)

2008 2(7.7) 2(22.2) 2(18.2) 1(12.5) 1(20.0) 8(10.5)

2009 4(15.4) 2(18.2) 1(12.5) 1(8.3) 8(10.5)

2010 4(15.4) 2(40.0) 2(22.2) 1(9.1) 2(25.0) 1(20.0) 2(16.7) 14(18.4)

2011 1(3.8) 1(12.5) 2(40.0) 1(8.3) 5(6.6)

2012 3(3.8) 1(11.2) 1(9.1) 1(12.5) 2(16.7) 8(10.5)

2013 1(3.8) 1(20.0) 1(12.5) 1(8.3) 4(5.4)

2014 1(3.8) 1(1.3)

합계 26(100.0) 5(100.0) 9(100.0) 11(100.0) 8(100.0) 5(100.0) 12(100.0) 76(100.0)

<표 11> 연구주제와 발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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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참조). 연구주제별 공분야를 살펴보

면, 자존감은 문헌정보학(34.6%)과 유․아동

학(26.9%)에서, 사회성도 문헌정보학(44.5%)

과 유․아동학(33.3%)에서, 그리고 결손가정

도 문헌정보학(40.0%)과 유․아동학(40.0%)

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지만 학업성취는 문헌

정보학(40.0%)과 교육학(40.0%)에서, 우울증

은 유․아동학(63.6%)에서, 인 계는 심리

학(50.0%)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4.3.3 연구주제별 연구 상

<표 13>에서 로그램이 자주 수행되는 주제

별 연구 상을 살펴보면, 자존감은 ․고등학

생을 포함한 청소년(26.9%)과 학생(26.9%)

을 상으로 많이 수행되었고 학업성취(100.0%)

와 사회성(55.6%), 인 계(50.0%), 결손가정

(100.0%)은 등생을 상으로 주로 시행되었

다. 우울증 로그램이 등생(45.5%)과 함께 

주부(27.3%)를 상으로 상당수 진행된 것은 

우울증을 가진 주부와 아이에게 동시에 로그

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3.4 연구주제별 연구 수행단

주제별 연구 수행단 를 <표 14>에서 살펴보

면, 자존감(53.8%)과 학업성취(80.0%), 우울

증(27.3%), 인 계(62.5%)는 주로 학교에서 

수행되었지만 사회성은 도서 (33.3%)과 유치

원(22.2%)에서 강조되었다. 

공분야 자존감 학업성취 사회성 우울증 인 계 결손가정 기타 합계

문헌정보학 9(34.6) 2(40.0) 4(44.5) 3(27.3) 1(12.5) 2(40.0) 8(57.1) 29(38.2)

교육학 4(15.4) 2(40.0) 1(11.1) 1(12.5) 1(20.0) 9(11.8)

유․아동학 7(26.9) 3(33.3) 7(63.6) 2(25.0) 2(40.0) 2(14.3) 23(30.3)

심리학 2(7.7) 1(20.0) 1(11.1) 1(9.1) 4(50.0) 1(14.3) 10(13.2)

문학 2(7.7) 1(14.3) 3(3.9)

기타 2(7.7) 2(2.6)

합계 26(100.0) 5(100.0) 9(100.0) 11(100.0) 8(100.0) 5(100.0) 12(100.0) 76(100.0)

<표 12> 연구주제별 공분야

연구 상 자존감 학업성취 사회성 우울증 인 계 결손가정 기타 합계

등생 5(19.2) 5(100.0) 5(55.6) 5(45.5) 4(50.0) 5(100.0) 4((33.3) 33(43.4)

청소년 7(26.9) 1(11.1) 1(12.5) 3(25.0) 12(15.8)

학생 7(26.9) 1(11.1) 1(12.5) 1(8.4) 10(13.3)

주부 3(27.3) 1(12.5) 4(33.3) 8(10.5)

유치원생 3(11.6) 2(22.2) 1(12.5) 6(7.9)

노인 1(3.8) 2(18.2) 3(3.9)

성인 3(11.6) 1(9.0) 4(5.2)

합계 26(100.0) 5(100.0) 9(100.0) 11(100.0) 8(100.0) 5(100.0) 12(100.0) 76(100.0)

<표 13> 연구주제별 연구 상



15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4

수행단 자존감 학업성취 사회성 우울증 인 계 결손가정 기타 합계

학교 14(53.8) 4(80.0) 3(27.2) 5(62.5) 1(20.0) 5(41.7) 32(42.1)

도서 3(11.5) 3(33.3) 2(18.2) 1(12.5) 4(33.4) 13(17.1)

유치원 3(11.5) 2(22.2) 2(18.2) 1(20.0) 1(8.3) 9(11.8)

시설기 2(7.8) 1(9.1) 1(20.0) 1(8.3) 5(6.6)

종교기 1(3.9) 2(25.0) 1(8.3) 4(5.3)

복지 1(20.0) 2(18.2) 1(20.0) 4(5.3)

기타 3(11.5) 4(44.5) 1(9.1) 1(20.0) 9(11.8)

합계 26(100.0) 5(100.0) 9(100.0) 11(100.0) 8(100.0) 5(100.0) 12(100.0) 76(100.0)

<표 14> 연구주제별 연구 수행단

주제 자존감
인

계
가족

우울

증
장애

학업

성취

진로

지도
사회성

결손

가정
다문화 비행

독서

치료
죽음 합계

편 115 68 30 24 21 18 17 15 10 9 8 7 3 345

% 33.3 19.7 8.8 6.9 6.1 5.3 4.9 4.3 2.9 2.6 2.3 2.0 0.9 100.0

<표 15> 연구주제별 자료 사용 횟수

4.3.5 연구주제별 자료 사용 횟수

로그램 시행 과정에 사용된 자료의 횟수를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자존감 115편(33.3%), 

인 계 68편(19.7%), 가족 30편(8.8%), 우

울증 24편(6.9%), 장애 21편(6.1%), 학업성취 

18편(5.3%) 등으로 나타나 자존감 분야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인 계와 가족 자료

도 상당수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표 15>의 내용

을 <표 1>의 로그램이 시행된 연구주제와 비

교해 보면, 자존감 분야 로그램(34.2%)과 마

찬가지로 자존감(33.3%) 자료도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특이사항으로 인 계 로그램(10.5)

에 비해 사용된 자료(19.7%)는 훨씬 많으며 우울

증과 사회성 분야의 자료(각각 6.9% ; 4.3%)는 

로그램(각각 14.5% ; 11.8%)에 비해 매우 

었다. 그리고 모든 주제에 걸쳐 가족(8.8%) 

련 자료가 상당수 사용되었다.

4.4 로그램 내용의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논의

4.4.1 자존감 분야

자존감이란 자아존 감, 자기개념, 자기효능

감 등의 용어로 표 되고 정  자아개념으로 

자아평가, 자아 안정감, 자아수용, 자아상과 같

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존감은 2001년

부터 2014년까지 26편(34.2%)의 연구가 매년 

수행되었던 표 인 연구주제이다. 세부주제

는 자존감, 열등감, 인지능력이다. 주로 학교와 

도서  등에서 청소년, 학생, 등생 등을 

상으로 문헌정보학, 유․아동학, 교육학 등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자존감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아존 감 척도, 지각향성 

검사, 지능 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자기조 능

력 검사 등의 통 인 자존감분야 검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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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교우 계 검사, 인 계 척도, 사회

유능감 검사, 사회 거리감 검사, 행복지수, 

종합창의성 검사(유아용), 문장완성 검사(SCT) 

등도 사용되었다. 이  문장완성 검사(SCT)는 

상자에게 미완성의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

을 완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기, 태도, 

갈등, 공포 등을 반 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

는 검사로서 면 과정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개인의 갈등이나 병리  내용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검사이다. <표 16>은 자존

감 분야에서 사용된 92권 자료  연구자가 임

의로 선정한 20권의 리스트이다. 자존감 분야

에서 2회 이상 사용된 도서자료는 는 특별

하단다 , 언제까지나 를 사랑해 , 꽃들에게 

희망을 , 행복한 청소부 ,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등이다. 열등감 분야에서 2회 이상 사용

된 자료는 강아지똥 , 미운 오리새끼 , 얼

굴 빨개지는 아이 이다. 도서자료 이외에 TV 

동화-행복한 세상: 마음의 정원, 사랑스런 세

진이, 새처럼 , 화 굿 헌터 , 인생은 아름

다워 , 성서의 가복음과 욥기, 시, 래동화 

등이 추가로 사용되었으며 질  분석으로 심층 

면 이 다수 사용되었다. 

4.4.2 학업성취 분야

학업성취 분야는 5편(6.6%)의 연구가 수행

된 분야로서 2003년부터 2-3년에 한번 씩 연구

가 수행된 분야이다. 세부주제는 학업성취와 학

자료명 자명 출 사 세부주제 사용횟수

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테이도(루카스) 고슴도치 자존감 9

언제까지나 를 사랑해 로버트 먼치/김숙 역 북뱅크 자존감 3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올러스/ 진희 역 한실미디어 자존감 2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풀빛 자존감 2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마샤 그래드 뜨인돌 자존감 2

겨자씨의 꿈 조성자 암사 자존감 1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미쉘 삐끄말 크 용 자존감 1

내 귀는 짝짝이 히도 반 헤네흐텐 웅진주니어 자존감 1

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스/이 진 역 진명출 사 자존감 1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사계 자존감 1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이억배 재미마주 자존감 1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나 모리 에도/박숙경 역 주니어김 사 자존감 1

여우씨 이야기 요제  라다 비룡소 자존감 1

우리 모두 꼴  기러기에게 박수를 하나 요한슨/문성원 역 시공주니어 자존감 1

테오와 그림자 에마 무스친스키 큰나 인지능력 1

강아지똥 권정생 길벗어린이 열등감 6

미운 오리 새끼 안데르센 웅진닷컴 열등감 2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 자끄상빼/김호  역 열린책들 열등감 2

가면 뒤의 소년 SAM 톰 홀  주니어/이진 역 한숲출 사 열등감 1

태양의 아이 하이타니 겐지로/오석윤 역 개마고원 열등감 1

<표 16> 자존감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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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스트 스이다. 주로 학교에서 등생을 

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학, 심리학 공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업성취 분야에서 요하

게 취 되는 학습장애는 지능에 이상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학업의 하를 보이는 경우로서 

특정 읽기장애, 특정 산술장애, 특정 철자장애 

등이 포함된다. 많이 사용된 측정 도구는 학습

동기 척도, 학습기술 검사, 청소년 학습 략 검사

(ALSA), 기 학습 부진학생 별도구, 자아존

감 검사, 독서태도 검사, HTP(집-나무-사람) 

검사, KFD(Kinetic Family Drawings: 운동성 

가족화) 검사 등이다. 이  HTP 검사는 사람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부가 으로 

성격 구조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KFD 

검사는 정 인 인물 자체보다는 그림 내 인물

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통해 가족에 한 아동

의 지각이나 태도를 이해하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17>은 학업성취 분야에서 사용

된 자료의 리스트이다. 2회 이상 사용된 학업성

취 분야 자료는 까막  삼디기 ,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고, 학업 스트 스 분야 자료는 칠  

앞에 나가기 싫어 이다. 특이사항으로 독서견

을 도구로 사용하 으며, 찰과 참여 찰 등의 

질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4.4.3 사회성 분야

사회성 분야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격년으로 9편(11.8%)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유치원생과 등생을 상으로 도서 과 유치

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유․아동학 분야 연구자

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성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사회  치, 집단 구성원들 간

의 상호작용 방식, 집단 응집력을 알아보는 것

으로서 새로운 집단 조직이나 기존 집단구조 

재구성시에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주제로

는 사회성, 규칙, 말, 문제아, 정서 등이 사용되

자료명 자명 출 사 세부주제 사용횟수

까막  삼디기 원유순 웅진주니어  학업성취 2

고맙습니다. 선생님 패트리샤 폴라코 아이세움  학업성취 2

꿈의 궁 을 만든 우체부 슈발 오카야 코지 진선출 사 학업성취 1

멍멍씨 을 찾아왔는데요 신 배 학업성취 1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 두 아이들 학업성취 1

상상이상 이스트반 바여이 내인생의 책 학업성취 1

아주 아주 많은 달 제임스 서버/황경주역 시공주니어 학업성취 1

어린이를 한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 깊은책속옹달샘 학업성취 1

어진이의 농장일기 신혜원 창작과 비평사 학업성취 1

칠  앞에 나가기 싫어 다니엘 포세트 비룡소 학업스트 스 3

내가 두려워하는 일
서울 쓰기교육연구회 

양은환 이주희 역음
온 리 학업스트 스 1

 그럴 때 없니 오은 랑새 어린이 학업스트 스 1

모치모치 나무 사이토 류스 어린이 앙 학업스트 스 1

무서운 용이 나타났어요 캐더린 이 작은책방 학업스트 스 1

<표 17> 학업성취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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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주로 사용된 검사도구는 정서지능 척도, 

사회성숙도(SMS) 검사, 친사회 행동 검사, 

사회 유능감 검사, 래유능성 검사, 한국아동

인성 검사, 품행장애 평정척도, 문장완성 검사

(SCT), ADHD 검사, KFD 검사, HTP 검사 등

이다. 사회성을 방해하는  다른 형태인 분노

는 자신의 요구가 거 되거나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반 를 당하는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감정으로 가벼운 짜증부터 격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분노가 존재하며, 때로는 공격

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용되는 검사도

구는 공격성 검사, 자폐증 평정척도, 분노척도 

등이 있다. 사회성 측정을 해서 화와 비디

오 등도 사용되었으며, 연구방법에서 비디오 촬

 찰, 일화 분석, 면담, 찰, Think Aloud 

등의 다양한 질  연구방법을 병행하 다. <표 

18>은 사회성 분야에서 사용된 자료의 리스트

이다.

4.4.4 우울증 분야

11편(14.5%)의 논문이 발표된 우울증 분야

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매년 연구가 

수행되었다. 유․아동학과 문헌정보학 분야에

서 유치원생과 등학생, 주부를 상 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이사항은 유치원생과 

등 학년생을 키우는 주부를 상으로 연구가 

비교  많이 수행되어 양육은 주부에게 우울증

을  만큼 큰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의 

증상은 공허감, 좌 감, 망감, 무기력감 등의 

정서  증상을 보이며, 흥미와 의욕 감소, 주의

집  곤란, 기억력과 사고력 감소, 피곤함, 활력 

감소, 사회생활과 인 계의 축 등의 증상

을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로는 스트 스 척도, 

부모유능감 척도, 아동용 우울척도, 스트 스수

 검사, 상태불안 척도, 자기평가우울 척도, 아

동 일상  스트 스 측정, 문제행동 하 척도, 

노인우울 척도, 장애아동어머니 스트 스 척도, 

자료명 자명 출 사 세부주제 사용횟수

겁쟁이 빌리 앤서니 라운 비룡소 사회성 1

내이름이 담긴 병 최양숙 도서출 마루벌 사회성 1

담 로리아J.에반즈/김성찬역 규장 사회성 1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공경희 역 시공주니어 사회성 1

안아줘 제즈 앨버로우 웅진닷컴 사회성 1

집 할머니는 마귀할멈 제임스 하우 시공주니어 사회성 1

이해의 선물 류해욱 역 문 출 사 사회성 1

일곱마리  먼 생쥐 애드 /최순희 역 시공주니어 사회성 1

일요일의 아이 구두룬 맵스/김라합 역 비룡소 사회성 1

짜장 짬뽕 탕수육 김 주 재미마주 사회성 1

코를 킁킁 루스 크라우스/고진하 역 비룡소 사회성 1

스갱 할아버지의 염소 알 스 도데 종이나라 규칙 1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 서정오 어린이 앙 말 1

문제아 박기범 창작과비평사 문제아 1

외 박이 한세 곽재구 미세기 정서 1

<표 18> 사회성 련 자료



16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4

BDI 척도, 정서지능 체크리스트를 사용하 는

데, 이  BDI(Back Depression Inventory) 척

도는 우울증의 인지 , 정서 , 동기 , 신체  

증상을 진술문의 형태로 측정하는 표 인 척

도이다. 세부 주제는 우울증, 분노, 스트 스이

며, 연구 수행단 는 학교, 도서  이외에 유치

원과 복지 에서도 이루어졌다. 문학치료, 시치

료 등의 형태로 찰과 참여 찰을 많이 사용한 

우울증 분야는 아동과 양육자 모두를 상으로 

정서 인 터치를 많이 시도하 다. <표 19>는 

우울증 분야에서 사용된 리스트이며, 2번 이상 

사용된 분노 련 자료는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이다. 

4.4.5 인 계 분야

인 계는 8편(10.5%)의 연구가 주로 2008

년부터 2013년까지 집 으로 이루어졌고 심

리학과 유․아동학 공에서 등생을 심으

로 학교와 종교기 에서 이루어졌다. 세부주제

로 인 계, 자기표 , 의사소통, 친구, 수 음, 

거  등의 주제가 사용되었다. 주로 사용된 검

사도구로는 부모자녀의사소통 척도검사, 부모

자녀상호작용 척도검사, 래 계 평가, 어머니

자녀간 의사소통검사, 일치성 검사, 수 음 척

도, 읽기태도 검사, HTP 그림검사 등이다. <표 

20>은 인 계 분야에서 사용된 54권 자료  

20권의 리스트이다. 2번 이상 사용된 인 계 

자료는 까마귀 소년 과 샬롯의 거미 이며, 

의사소통 분야에서 지각 장 존 이, 그리고 

수 음 분야에서 철웅이의 비둘기 가 사용되

었다. 통 인 도서자료 이외에 자녀를 한 

시 와 화 아름다운 세상을 하여 도 사용

자료명 자명 출 사 세부주제 사용횟수

검정개 블래키의 우울증 탈출기 베  아이스베트 명진출 사 우울증 1

겁쟁이 빌리 앤서니 라운 비룡소 우울증 1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는 고양이 모그 주디스 커/최성선 역 보림 우울증 1

나 화났어 제인 클라크 미세기 우울증 1

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래들리 트 버 그리버/ 신 림 역 바다출 사 우울증 1

보이는 어둠 리엄 스타이런/임옥희역 문학동네 우울증 1

부루퉁한 스핑키 리엄 스타이그 비룡소 우울증 1

연어 안도 문학동네 우울증 1

우울증 애인을 하여 정해종 북인 우울증 1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몰리 뱅 이유니버스 분노 2

내 이름 나답게 김향이 사계 분노 1

따귀는 왜 맞을까 페터 아 라함 국민서 분노 1

부러진 부리 새니얼 래첸메이어 문학과지성사 분노 1

상실과 슬픔의 치유 하버트 앤더슨 상담과 치유 분노 1

엄마를 화나게하는 10가지 방법 이정주 역 어린이작가정신 분노 1

화 틱닛한/최수민 역 명진출 사 분노 1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존 버닝햄 비룡소 분노 1

나, 스트 스 받았어 미셸린느 먼디 비룡소 스트 스 1

수 바퀴아래서 헤르만 헤세/김이섭 역 민음사 스트 스 1

<표 19> 우울증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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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자명 춮 사 세부주제 사용횟수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윤구병 역 비룡소 인 계 2

샬롯의 거미 엘원 룩스 화이트 시공주니어 인 계 2

고마워 친구야 후쿠자와 유미꼬 한림출 사 인 계 1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앤서니 라운/김항  역 곧은나무 인 계 1

까막  삼디기 원유순 웅진주니어 인 계 1

나는 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구두룬 맵스 시공주니어 인 계 1

내 다귀야 월 외/박향주 역 시공주니어 인 계 1

내 짝꿍 최 최인선 재미마주 인 계 1

내 귀는 짝짝이 히도 반 헤네흐텐 웅진주니어 자기표 1

알록달록 코끼리 엘머 데이비트 맥키/김양미 역 사랑이 자기표 1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 아놀드 로벨/엄혜숙 역 비룡소 자기표 1

지각 장 존 존 버닝햄 비룡소 의사소통 3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몰리 뱅 이유니버스 의사소통 1

나와 앤소니 라운 웅진주니어 의사소통 1

는 왜 울어 바실라스 알 사키스 북하우스 의사소통 1

꿀벌나무 패트리샤 폴라코/서남희 역 국민서 의사소통 1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토토북 의사소통 1

모르는 척 우메다 슌사코 길벗어린이 친구 1

우물쭈물 오소리 이윤희 랑새 거 1

철웅이의 비둘기 수 음 2

<표 20> 인 계 련 자료

되었다. 녹화 찰과 면  등의 질 분석이 이

루어졌다. 

4.4.6 결손가정 분야

결손가정 분야에서는 5편(6.6%)의 논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등생을 상으로 학

교, 시설기 , 복지  등에서 문헌정보학, 유․

아동학 공자를 심으로 수행되었다. 세부주

제는 가족, 이혼, 다문화, 소득, 결손, 실직 등

이며, 주로 사용된 분석도구는 부모이혼 지각

척도, 자아존 감 척도,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공감능력 검사, 래 계 검사, 친사회성 검사, 

수 음치료 도구 등이며 다문화 가정 등에서의 

공감 능력 향상에 을 두었다. <표 21>은 40

권의 결손가정 련 자료  20권의 리스트이다. 

2번 이상 사용된 가족 련 자료는 돼지책 , 엄

마의 의자 ,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 우리 

엄마 이다. 소득 분야에서 괭이부리말 아이

들 이 2회 사용되었고 화 KID 가 가족용으

로 사용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료는 주로 ‘차이’

와 ‘다름’의 정 인 면을 부각하는 자료를 많

이 사용하 는데, 다문화가정 분야에서 2번 이

상 사용된 자료는 달라서 좋아요 이다.

4.4.7 기타 분야 

12편(15.8%)의 논문이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문헌정보학 공을 심으로 등생, 청

소년, 주부를 상으로 학교와 도서 에서 연

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세부주제는 비행, 왕

따, 성폭력, 죽음, 장애, 진로, 꿈, 희망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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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자명 출 사 세부주제 사용횟수

돼지책 앤서니 라운/허은미 역 웅진주니어 가족 3

엄마의 의자 베라 리엄스/최순희 역 비룡소 가족 2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이억배 재미마주 가족 2

우리 엄마 앤서니 라운/허은미 역 웅진주니어 가족 2

를 사랑해 우리아기 꼬질이 앤서니 라운 신인류 가족 1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미하엘 엔데/유혜자 역 소년한길 가족 1

솔이의 추석이야기 이억배 길벗 가족 1

엄마는 업 김희숙 푸른책들 가족 1

오른발 왼발 토미 드 올라/정해왕 역 비룡소 가족 1

달라서 좋아요 후세 야스코 교출 다문화 2

사라, 버스를 타다 리엄 러/박찬석 역 사계 다문화 1

사람은 다 다르고 특별해 엠마 데이먼/우순교 역 미세기 다문화 1

새 친구가 이사왔어요 아 골드버스/박미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다문화 1

도 하늘 말나리야 이 이 푸른들 이혼 1

따로 따로 행복하게 배빗 콜 보림 이혼 1

머릿속의 난쟁이 크리스티네 뇌스트링거 사계 이혼 1

불량 소년의 꿈 요시이에 히로유키/남도  역 양철북 이혼 1

아빠는 지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네  마어/이지연 역 아이세움 이혼 1

괭이부리말 아이들 김 미 창작과비평 소득 2

실직 새로운 출발 조성표 커뮤니 이션 실직 1

<표 21> 결손가정 련 자료 

자료명 자명 출 사 세부주제 사용횟수

내려가는 에스컬 이터 한스 게오르크 노아크/홍순성 역 진미디어 비행 1

짜장면 안도 열림원 비행 1

내 짝꿍 최 최인선 재미마주 왕따 1

내겐 드 스 백벌이 있어 엘 노어 에스테스/엄혜숙역 비룡소 왕따 1

양 의 왕따 일기 문선이 랑새어린이 왕따 1

운하의 소녀 자 티에리 르냉/조 실 역 비룡소 성폭력 1

작별인사 구루룬 멥스/문성원 역 시공주니어 죽음 1

죽으면, 아  것이 나을까요 유리 이바르트 느림보 죽음 1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진 화이트하우스 피터슨/이상희역 웅진주니어 장애 2

내 귀는 짝짝이 히도 반 헤네흐텐 웅진주니어 장애 1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나 모리 에도/박숙경 역 주니어김 사 장애 1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 우 생명의말 사 장애 1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송은실 역  소담출 사 꿈 2

기 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승복 황 나침반 꿈 1

꿈을 향해 뛰어라 박지성 앙북스 꿈 1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정채 샘터 꿈 1

쪽빛을 찾아서 유애로 보림 꿈 1

그래, 멋진 직업을 찾고 말테야 로리스 로우리 산하 직업 1

어진이의 농장일기 신혜원 창작과비평사 직업 1

빨간나무 탠/김경연 역 풀빛 희망 1

<표 22> 기타분야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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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도에 주로 사용된 검사도구는 진로성숙도 

검사, 자아존 감 검사, 청소년 직업흥미 검사 

등이며, 장애아를 상 로 사용된 검사도구는 

장애인식태도요인 분석척도, 통합에 한 태도

척도로서 장애인식연구, 인성 악, 상호작용을 

주로 연구하 다. 43권의 비행, 죽음, 장애, 꿈 

등의 기타자료  20권의 리스트는 <표 22>에 

나타나 있다. 장애 련 자료  2번 이상 사용

된 자료는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

이 있습니다 와 오체불만족 이며, 사용된 

화는 헬 러 , 말아톤 , 허  등이다. 진

로지도 분야의 세부주제는 꿈, 직업, 희망 등이

며, 두 번 이상 사용된 자료는 갈매기의 꿈 이

다. 통 인 도서자료 외에 시와 노래가 사용

되었으며 화 엘러펀트 와 돌로 스 클

이본 이 사용되었다. 면담과 비디오 촬  찰, 

action research 등의 질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로그

램 연구의 수  향상에 기여하기 한 목 으

로 2001년부터 2014년도까지 학술지에 수록된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 76편을 상으로 황

을 분석하 다. 구체 인 내용으로는 학술지에 

게재된 독서치료 로그램 실시 연구논문의 연

구경향, 공 역별 내용과 연구주제별 내용, 

연구주제별 세부주제, 측정 도구, 활용자료 리

스트를 작성하 다. 

연구 결과, 공별 내용을 살펴보면, 76편의 

연구논문  문헌정보학에서는 2001년부터 매

년 일정량의 논문이 출 되고 있으며, 유․아

동학에서도 2003년부터 일정량의 논문이 2012

년까지 발표되었고, 심리학에서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주로 논문이 발표 되었다. 첫 연구자

의 소속은 교수․강사, 학원생, 연구원의 순

서로 나타났는데, 공 역별로는 문헌정보학

과 심리학에서는 학원생의 비 이 교수․강

사보다 높았으나 다른 공에서는 교수․강사

집단이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

해 두 연구집단에서는 학원생들이 로그램 

실시를 통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교와 유치원의 독서치료 장

을 가진 교육학, 유․아동학 분야 학원생의 

로그램 연구가 왜 활발하지 않은지는 알 수

가 없다. 연구 상을 살펴보면, 모든 역에서 

등생을 상 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

만 문헌정보학에서는 학생, 청소년의 비 이 

높은데 비해 교육학에서는 청소년의 비 이 높

고, 유․아동학에서는 유아와 청소년 비 이 높

았다. 연구 수행단 를 살펴보면, 학교와 도서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공 역별 연구 수행

단 에서 교육학, 심리학, 문학에서는 주로 학

교에서 실시되지만 문헌정보학에서는 학교와 

함께 도서 에서, 유․아동학에서는 학교보다 

유치원에서 많은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구주제별 내용을 살펴보면, 자존감 련 

로그램은 2001년부터 재까지 꾸 히 진행

되고 있으나 우울증 분야는 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지고, 인 계는 2008년부

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다. 한편 사회성 분야는 

2006년부터 거의 격년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학

업성취는 3-4년마다 한번씩, 결손가정도 간간

히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주제별 공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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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존감, 사회성, 결손가정은 문헌정보학과 

유․아동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지만 

학업성취는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에서, 우울증

은 유․아동학에서, 인 계는 심리학에서 활

발하게 수행되었다. 주제별 연구 상에서 자존

감은 청소년과 학생을 상으로, 그리고 학

업성취, 사회성, 인 계, 결손가정은 등생

을 상으로 주로 시행되었다. 주제별 연구 수

행단 를 살펴보면, 로그램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곳은 학교 지만 사회성은 도서 과 

유치원에서 강조되었다. 로그램 시행 과정에 

사용된 자료의 횟수를 살펴보면, 자존감, 인

계, 가족, 우울증, 장애, 학업성취, 진로지도, 

사회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추후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분의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들은 독서자료를 매개

로 한 독서토론 활동 이후에 치료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 역할극(칭찬하기, 동물 인사, 장

님놀이 등), 놀이(별칭 짓기, 촛불 의식, 윷놀

이, 장기 자랑, 닭 싸움, 말 잇기 등), 그림 그리

기(자화상, 콜라주, 공동화 작업 등), 시 낭독, 

노래하기, 만들기(엄마 자격증, 아빠 자격증 

등),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병행

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로그램에

서 실시한 독후 활동을 심리학  제 이론들과 

연계하여 심층 으로 분석․통합하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독후 활동을 구체

으로 분석하여 심리학  제 이론과 연계하여 독

서치료 로그램 지도안에 극 반 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 상자는 독서

자료 이외에 토론이나 역할놀이, 창의  문제해

결 활동을 통해 읽은 자료로부터 통찰력을 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독서치료 로그램의 기 는 정신분석 이론, 

게스탈트 이론, 사회학습 이론 등 다양한 심리

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이들은 독서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상을 설명하는 기

반을 제공해 주므로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치료 

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이들을 극 용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서치료 로

그램들이 다양한 독후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지

만 구체 으로 어떠한 심리  이론에 근거하여 

이들을 병행했는지에 한 언 이 없었으며, 분

석 상 로그램들이 용했다고 밝힌 심리학

 이론은 설리번의 인 계 이론, 시티어 이

론, Shrodes 이론, 동일시가 각각 1건으로 매우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독서치료 로그

램 실시에서 극 도입하여 독후 활동으로 연계

해야 할 심리학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행동이 주로 의식과 무의

식, 리비도, 유년시 의 기억 등을 시하며 독

서치료 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역동 인 상호

작용과 동일시, 이, 카타르시스, 통찰 등의 개

념  근거가 된다. 둘째, 게쉬탈트 심리이론은 

성숙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지 -여

기서’ 직  경험한 갈등이나 상처를 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독후 활동이나 치료 작업에서 나

타나는 ‘빈의자 기법’, ‘역할 바꾸기’ 기법 등은 

게쉬탈트 심리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셋째, 심

리․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양육자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래집단이나 교사 등에게 

향을 받아 자신의 심리  특성을 만들어간다

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 찰과 모방학습

을 주장하는 심리․사회학습 이론은 상자가 

책속의 등장인물의 행동을 찰하고 모델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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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도와 다. 넷째, 아들러 학 의 심리학 

이론은 상자와 치료자 사이의 친 감을 형성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 ‘라포 형성’의 근

거가 된다(김 희 2010).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

서치료 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심리학  이론

에 기반한 독후 활동을 인식하고 극 개발하면 

탄탄한 이론  바탕에 근거한 독후 활동의 장 

용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 으로 독서치료 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독서치료 모델을 용하는 경

우가 많으나 본 연구 결과는 독서치료 모델을 사

용하지 않은 경우가 약 72%에 해당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용남, 이명우(2011)의 

연구에서 독서치료 집단상담 로그램의 효과 

크기 측정에서 독서치료 모델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히고 기존의 독

서치료 모델들인 Doll & Doll 모델, Hynes & 

Hynes-Berry 모델, Watson 모델 등이 치료효

과에 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요한 것이 아니라 진행방법이 치료효과

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 은 추후 독서치료 연구에서 보다 심층 인 

추후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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