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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우리나라에서는 독서치료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증진 로그램 개발 용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소외 청소년을 상으로 한 로그램은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집단 독서치료 로그램을 통해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을 증진시켜주는데 있다. 이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는 수원청소년문화

센터에서 모집한 소외 청소년 11명을 상으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8회기 동안 책임감 증진을 한 

로그램을 구안  용하 으며, 이상로 등(1989)이 제작한 표 화 성격진단 검사  책임감 척도로 검증을 

실시하 다. 결론 으로 본 로그램은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을 증진시켜주는데 정 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외 청소년을 한 책임감 증진 로그램이 교육 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론  근거와 

시사 을 제공하며, 이를 토 로 다양한 방법을 심도 있게 확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Korea, only a small study based on the bibliotherapy program for responsibility promotion 

of at risk or alienated youth has been performed. The purpose of this proposed study is to 

further examine the challenges and effects of a group bibliotherapy program on alienated youth 

to determine the degree of success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or positive results. The current 

research program included a relatively small sample size of 11 young people (2 boys, 9 girls) 

in the Suwon Youth Center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5. The alienated youth program 

consisted of 8 sessions in the correct activity center with or having levels of insight,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measured using the Lee Sang Ro et al. (1989), Development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Scale of Responsibility). As a result, this study will confirm that the program 

to raise the level of alienated youth responsibility produces positive effects. These results will 

provide additional theoretical rationale and implications capable for applying “responsibility” 

education for alienated youth to the overall field encompassing youth education. Based on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extend various identified methods in depth to achieve this overal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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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세계화, 개방화라는 사회  흐름은  사회

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지식과 정

보, 가치가 공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 를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뿐

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창의 인 아이디어, 상황에 맞는 단력 등이 더

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지극히 개인 심 인 사고방식, 

물질만능주의, 과정보다는 결과 주, 지나친 경

쟁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필연 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을 약화시켰

고 일탈 행동, 범죄와 같은 사회 인 문제들이 빈

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심지

어는 학교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향을 주게 되었다(조동  2009, 1).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상이 개인주의  양

육방식, 학교 주의 교육풍토, 물질만능주의, 

과잉보호 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공통 으로 제기한 문제는 책임

감의 부재라고 보고 있다. 이는 충동 이고 지

나친 경쟁심과 이기 인 행동의 이면에는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와 효과에 한 인식의 

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결과에 해 측

하고 책임지는 것이 책임감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정다우리 2015, 1).

책임감은 일반 으로 ‘ 응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된다. 책임감이란 자신의 행동을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사

람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타심이

나 명 심이다. 일반 으로 이타심이 결여된 사

람은 시종일  책임감이 있을 수 없다. 명 심

이 결여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지속

으로 부응할 수 없다(마이클 거리언 2000, 359). 

따라서 인들은 어떤 상황에 해 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이타심  명 심이 부족하다. 자

신의 행동을 합리 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도 히 부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타인과 원만한 인간 계를 형

성하고 환경에 응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공 인 삶을 해 나가기 해서는, 자기

가 맡은 과제를 충실히 해내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

질을 함양하여야 한다(이규호 1989). 이는 어느 

한 세 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세

가 지향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특히 청소년기에 을 맞추었

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지나 성인

기에 어들기 한 과도기인 만큼, 자신은 물

론 사회에 한 책임감을 확립하는데 있어 가

장 요한 시 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외 청소

년들은 책임감 발달을 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 

로그램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가에 한 인식

을 높이고 나아가 책임감을 증진시키는데 목

을 두었다. 

최근 도서 들은 종을 망라하여 독서치료

를 통해 이용자들의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를 확 하고 있다. 더불어 소외 계층을 한 지

원도 활발히 개하고 있다. 이는 도서  역할

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잠재  이용자(potential 

users)들을 실제 이용자(actual users),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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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beneficiary users)

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구성  용한 소

외 청소년 상 책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

램은 도서   학교, 복지 , 센터 등의 여러 

장에서 참고  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 증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례 

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와 같은 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이론  고찰을 통해 독서치료와 소외 

청소년  책임감의 의미를 살펴보고, 더불어 

책임감 증진을 목 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고찰

하 다. 

둘째, 소외 청소년들에게 용할 수 있는 책

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

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8회에 걸쳐 실행 후 

그 결과를 분석하 다. 

2. 이론  배경

독서치료 로그램을 바탕으로 소외 청소년

들의 책임감을 증진시켜 주기 해서는, 독서

치료와 책임감에 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독서치료와 소외 

청소년, 책임감의 개념을 고찰하고, 나아가 소

외 청소년들을 한 책임감 련 연구 내용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독서치료

2.1.1 독서치료의 개념

독서치료란 도서 의 참고정보서비스 업무로

서 “정신건강상 는 신체의학상의 치료를 목

으로 독서를 시키는 치료방법”을 말한다(한국

도서 회 2010, 93).

2.1.2 청소년 독서치료

청소년 독서치료 로그램은, 독서치료의 

상을 청소년으로 한정 지어 그들의 성장  발

달, 성숙 과정을 돕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를 해결해주는데 목표를 둔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 

청소년 독서치료 로그램에 해 분석한 황

숙(2003), 한복희(2007), 김수경(20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상의 독서치료 로그

램은 특히 정서 안정과 문제행동 개선에서 좋

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불안

한 성장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이 학습에 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독서흥미와 정서  안정감

에 을 두는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하는 것은, 심리  안정감과 문제행동 방

에 도움을 주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길이 될 것이다(김 애 2011, 34). 

2.2 소외 청소년

2.2.1 소외의 개념

소외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학 , 철학 으

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  개념

이다. 일반 으로 소외라고 하면,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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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소외의 개념은 특정 

시각이나 으로 한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포

하는 폭이 넓다(김장원 2012, 207-208). 

안형 (1995, 14)은 소외란 의 심리학

이나 사회학에서는 개인이 사회, 자연, 타인 

는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느낌을 일컫는데 사용

하는 말이라고 정의했고, 송천오(1996, 7)는 소

외를 인식과 기술  능력의 그릇된 계와 함

께 시작되는가 하면 체 연 성에 한 통찰

과 윤리  수 의 그릇된 계에서 시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조병윤(2004, 4)은 소외란 

개인과 환경과의 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잃고 

주변 환경, 사회  규범  요구에 응하지 못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좌 , 긴

장, 불안, 갈등, 불만족 등 부정  정서를 경험하

는 상태로, 개개인의 응 행동이 통합되어 있

지 않거나 통합되어 있지 않는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태로, 사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

지 못하거나 사회로부터 일탈되어 일상에 지장

을 래하는 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외는 동시  사회의 개념이면서 

개인  경험으로 같은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

의 다양한 특성  사회 상에 한 다양한 변

화를 나타낸다(김원  2007, 23). 소외라는 말 

뜻 속에는 계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무

엇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즉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에서 사회로부터의 

는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

으며, 나아가 자아로부터의 인간 소외에까지 

귀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임춘식 1990, 13-34).

2.2.2 소외 청소년의 개념

신체 , 정신   실존  의미에서 격한 

변화에 부응하고 발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간 과도기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

(Hamachek 1980, 26)의 소외는, 가정, 학교, 사

회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로 야 한다. 

소외 청소년이란 학교 부 응, 학교 퇴, 청

소년 비행 등의 문제 발생으로 그 사회의 교육과

정에 응하지 못하고 탈락한 청소년들이라 정

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과정은 획일 인 입시 주의 교

육으로 그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지 못하고 

성  주의 교육은 소외 청소년 발생에  

향을 미치고 있다(권복순 2002, 11-12). 

2.2.3 소외 청소년의 특징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교육  사회

구조 속에서 지각하고 체험하는 소외는 비행, 

이탈, 불량화 등의 문제행동 양상으로 발 하

고 있다. 가정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은 어른이

나 부모, 친족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래

집단에서 동일시의 상을 찾게 된다. 부모들

을 정 인 역할 모형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

려 그들과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더 이상 가족이 정 인 거집단으로서의 가

치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가정에서 

일탈되어 비행이나 혹은 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김 주 2000, 20-21). 즉 가정

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 경험이 학습

부진 등의 학교생활 부 응과, 학교생활 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며 기야 범죄행 까

지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소외 청소년은 개인 인 특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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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행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 으로 

가정․학교․사회 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고, 

이들을 소외에 빠지게 하는 직․간 인 요인

들 때문에 학교생활 부 응으로부터 시작된 학

교 퇴, 청소년 비행행동이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에 엄청난 

부정 인 장의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권복순 2002, 21).

Miller(1986, 37)는 소외감은 학교의 부 응 

원인으로 작용하여 비행이나 범죄와 상 이 있

다고 주장했고, Elliott and Place(1998, 32)는 소

외 상이 장기화되면 가출이나 자포자기, 혹은 

자살과 같은 극단 인 사회이탈 상으로 발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임종운(1997, 25) 

역시 청소년이 경험한 소외감은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뿐만이 아니라 성격형성에도 비정상

인 향을 미쳐 의기소침, 우울증, 개인주의, 열

등의식과 같은 비사회 인 행동양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2.3 책임감

사  의미로 책임이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말하며, 책임감이란 이를 히 

여기는 마음이다. 즉 책임감이란 인내성, 주의

집 , 자기통제, 자율성, 끈기, 성취동기, 의지

력, 신뢰성과 련이 있으며, 맡은 일을 완수하

고자 하는 의욕과 자발성이 강한 정도를 뜻한

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해 무슨 일을 해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가 우리를 해 요청된 일을 한다는 뜻도 되지

만 한 곧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해서도 주어진 일을 훌륭히 수행하려고 노력하

겠다는 뜻도 된다(Corey 2004, 155).

이처럼 책임감은 자신의 치와 신분 그리고 

직책에 지워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주어진 일

에 최선을 다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12, 141), 

어떤 일과 련되어 그 결과에 해 져야 하는 

의무나 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을 지기 

해서는 선택의 결과 즉, 자신이 져야 하는 의

무나 부담을 측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정다우리 2015, 1). 

책임감의 발달에는 먼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 친사회  태도를 보

이며 책임의식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사회  책

임감을 공유하기 해 개인 으로 는 공동으

로 노력하게 되는 책임지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수 에 질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변화는 자

기를 이해하는 것을 출발 으로, 타인을 이해하

게 되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에 순응 으로 응하게 된다는 방향과 지향

을 가진다. 이 게 단계  질  변화로 진행

된다는 에서 책임감의 발달은 책임감 교육

을 통해 체화되고 생활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품고 있다(단 국 2014, 2). 

김인자와 황미구(1997, 94-95)는 개인이 성

공 인 정체감(sucess identity)을 가질 수도 

있고, 패배 인 정체감(failure identity)을 가

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정체감을 가지느냐는 

기본 인 욕구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지각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 다. 

종합하자면 책임감은 덕목, 행동 그리고 가치

이다. 즉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심을 

갖고 이에 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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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타인 그리고 공동의 선을 실 하게 되는 

덕목이다. 그 하  덕목으로는 신뢰, 솔선, 본보

기, 끈기, 인내, 노력, 자기조 , 존 , 배려, 돕기 

등의 구성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한 책임감

은 해야만 한다는 태도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책임감은 맡은 일

을 끝까지 달성할 때 진정한 가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다우리 2015, 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

감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

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우며,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고, 규칙의 필요성을 앍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으며,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 구성요소를 성취동기, 타인 

존 , 자기 통제, 의사결정 참여, 규칙 수로 

선정하 다. 

2.4 선행연구

독서치료를 기반으로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

감 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고 목한 뒤 효과

를 검증한 논문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청

소년들의 발달과 응, 기 극복 과정 속에 포

함되어 있는 책임감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정렬(2011)은 ‘사회  지식의 구성과 청소

년의 도덕성 발달’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

덕교육에 한 연구는 단순히 아는 것과 행동

하는 것의 일치 여부를 넘어서 각 역에서의 

발달  특성과 행동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해 역설했다. 왜냐

하면 각 역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은 도덕  단의 퇴행이나 권 에 한 

항, 이기주의, 도덕  일탈 등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청소년들이 내리는 다양한 해석과 평

가, 그리고 갈등은 단지 항이나 도덕  일탈

이 아니라 사회 ․도덕  발달의 과정에서 나

타나는 요한 특징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사회  지식의 각 

역에서 청소년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여 

능동 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자율성과 책임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역에 

합한 교육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이 반성

이고 자율 인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도덕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만약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은 다

면  상황에서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게 되고 도덕

 역과 사회인습  역과의 조정을 시도하

게 될 것이다.

오승환(2006)은 ‘ 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

회  응 결정요인 연구: 응유연성 요인의 

탐색’을 통해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응유연

성 에서 악하고자 연구하 다. 그는 빈

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험요인과 보호요인

이 응에 미치는 향을 발견하기 하여 

국의 청소년자활지원  25개소를 상으로 총 

498명을 설문 조사하 다. 그 결과 심리사회  

응요인  우울․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면 성과 연령, 생활수 , 유능감, 가족 

지지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어 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비행에는 생활수

, 책임감과 유능감, 학교 응 교사의 지지 그

리고 문가 지지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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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빈곤 청소년의 응을 증진시키

기 해서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증

가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고 제언하 다.

조혜정(2006)은 ‘빈곤 청소년의 학교 응유

연성과 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에서 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 집단에서 고유하게 작

용하여 빈곤이라는 험 상황에서 기 할 수 있

는 결과보다 양호하게 응할 수 있게 하는 보

호 요인이나, 빈곤이  수 있는 험의 강도를 

크게 만드는 취약요인을 발견하고자 하 다. 이

를 하여 빈곤 가정출신 청소년 집단(연구 집

단)과 비교 집단을 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했다. 설문은 학교 응유연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4가지 험요인-발달  험; 

충동/공격성; 우울/포기성향; 생활 스트 스-

과 8가지 보호요인-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 부모와의 계; 책임감; 계획성; 자존

감; 내  통제 소재; 인 계 기술; 학교분

기 지각-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 집단

은 비교 집단에 비해 사회 경제  여건이 열악

하고 가족구조도 취약하지만 학교 응유연성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집

단에서는 교사의 지지, 학교 분 기에 한 지

각, 친구의 지지 등이 학교 응유연성을 언한 

반면, 비교 집단에서는 교사의 지지, 책임감, 충

동/공격  성향 등이 학교 응유연성을 언했

다. 친구의 지지는 비교 집단에서는 응과 정

인 상 을 보인 반면 연구 집단에서는 부  

상 을 보여 취약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존감

은 두 집단 모두에서 응과 정 인 상 이 있

었지만 연구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비교 집단에

서만큼 뚜렷하지 않았다. 험 집단인 연구 집

단 내에서 높은 응을 보이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은 충동/공격성, 계획성, 책임감, 내  

통제 소재, 교사의 지지, 그리고 학교분 기 지

각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을 밝 냈다. 

김미경과 김성 (2008)은 ‘청소년 기 극복

력 련 요인 탐색’ 연구를 통해 경상남도와 라

남도지역의 학생 500명을 상으로 ․고등

학교 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힘들고 

어려웠던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 던 방법, 어려

움 극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자질이나 능력 등을 

항목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의 문항들에 해 문항별로 빈도  백분율로 통

계처리를 하 다. 그 결과 첫째, ․고등학교 시

 가장 힘들었던 상황으로는 입시실패  학업

상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가족 계의 어려움, 인 계상 어려움, 

학교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려움 순이었다. 둘

째, 어려웠던 상황에 있어 힘들었던 정도에 해

서는 “많이 힘들었다”라는 의견에 40.4%, “아주 

많이 힘들었다”라는 의견이 32.3%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움에 있어 많이 힘들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어려움을 극복하 던 방

법으로는 ‘사회  지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내와 끈기’, ‘노력과 굳은 의지’, 

‘ 정  생각’, ‘가족의 지지’, ‘미래에 한 희망’ 

순이었다. 넷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으로는 ‘ 정  사고’, ‘자

신감’, ‘인내와 끈기’, ‘굳은 의지와 극성’, ‘사회

 지지’, ‘성실성과 책임감’, ‘의연한 태도’, ‘미래

에 한 희망’ 순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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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이정렬

(2011)

사회  지식의 각 역에서 청소년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여 능동 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역에 합한 교육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이 반성 이고 

자율 인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도덕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 음. 

오승환

(2006)

생활수 , 책임감과 유능감, 학교 응 교사의 지지 그리고 문가 지지가 소득층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빈곤 청소년의 응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정 개입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음.

조혜정

(2006)

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 집단에서 고유하게 작용하여 빈곤이라는 험 상황에서 기 할 수 

있는 결과보다 양호하게 응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요인이나, 빈곤이  수 있는 험의 강도를 크게 

만드는 취약요인을 발견하고자 하 음.

김미경․김성

(2008)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으로는 정  

사고, 자신감, 인내와 끈기, 굳은 의지와 극성, 사회  지지, 성실성과 책임감, 의연한 태도, 미래에 

한 희망 순이었음을 밝 냈음. 

<표 1> 선행연구 황

3. 독서치료 로그램 용  분석

3.1 책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 과정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 증진을 돕기 해 

가장 먼  실행한 일은 정 로그램을 개발

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

감 증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개발하여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기 동안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학생 11명을 상으로 

용을 했다. <그림 1>은 소외 청소년들을 한 

책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3.1.1 로그램 구성 

1) 로그램 기간  시간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용한 소외 청소년의 

책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램은 총 8회기에 

걸쳐 운 되었다. 총 기간은 2015년 11월 6일

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1회기 씩 총 8회기에 

걸쳐, 1회기 당 120분 씩 녁 6시부터 8시까지 

용되었다. 

2) 로그램 운 자  참여자

본 로그램의 운 은 연구자가 주 치료사가 

되었고, 보조 치료사 1인이 함께 참여하여 참여

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돕고 나아가 참여 찰 

 결과 분석에 도움을 주었다. <표 2>는 로

그램의 운 자들에 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표 3>은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들에 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집단 

독서치료 로그램은 10명 내외로 참여자를 구

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따라서 본 로그

램에서도 학년과 성별에 계없이 청소년 10명 

로그램 

구성
→ 목표 설정 →

평가도구 

선정
→

자료  

활동 선정
→

실행  

분석

<그림 1>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 과정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 증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 사례연구  95

항목 주 치료사 보조 치료사

성별 남 여

자격 사항 독서치료 문가 독서치료사 1

학력 사항

문헌정보학 석사 졸업

상담심리학 석사 졸업

문헌정보학 박사 졸업

교육학 학사

상담심리학 석사 재학

독서치료 경력 사항 14년 8년

<표 2> 로그램 운 자

순번 학년 성별 이름 돌  필요성의 측면 책임감이 부족한 측면

1 학교 2학년 남 박** 교육 여 상 가정 학습 부진, 도

2 학교 1학년 남 안** 조손 가정 학습 부진, 폭력

3 학교 2학년 여 정** 조손 가정 학습 부진, 잦은 지각

4 학교 2학년 여 심** 한 부모 가정 학습 부진

5 학교 1학년 여 이**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말없이 결석

6 학교 1학년 여 김** 교육 여 상 가정 학습 부진, 과제를 해오지 않음

7 학교 1학년 여 오** 장애인 가정 학습 부진, 거짓말

8 학교 1학년 여 라** 한 부모 가정 학습 부진, 잦은 지각

9 학교 1학년 여 이** 다문화 가정 학습 부진, 거짓말

10 학교 1학년 여 손** 교육 여 상 가정 학습 부진, 잦은 지각

11 학교 1학년 여 주** 한 부모 가정 학습 부진

<표 3> 로그램 참여 학생

내외를 모집하고자 하 다. 최종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를 이

용하는 학생들 11명으로, 이 학생들은 센터

에서 1년 정도 지도를 맡은 담당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선정되었다. 치료사가 담당 교사에게 요

청한 추천 상은 첫 번째로 교육 여 상 가

정이거나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거나 조

손 가정, 장애인 가정으로, 돌  필요성의 기

에 충족된 환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어

서 두 번째 추천 항목은 래 학생들에 비해 학

습 능력이 부족하고, 잦은 지각이나 결석, 과제

를 해오지 않는 등 부 응과 무책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 담당 교사는 이

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사항이 있다고 

단된 11명의 학생을 추천해 주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숫자는 총 11명이다. 

참여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재학 이며, 그 

 2학년이 3명, 1학년이 8명이었다. 참여 청소

년들은 돌  필요성의 측면에서 교육 여 상 

가정이 3명, 조손 가정이 2명, 한 부모 가정이 

3명, 다문화 가정이 2명, 장애인 가정이 1명이었

다. 한 책임감이 부족한 측면에서는 모두 학

습이 부진한 상태 고, 더불어 도  폭력, 잦

은 지각과 결석, 거짓말 등의 모습도 보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은 본 

로그램 참여 상으로 했다. 



9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1호 2016

3.1.2 목표 설정

독서치료 로그램에서의 목표는 치료가 나

아갈 방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하

다. 목표는 체 기간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종

합목표와 각 회기 별로 이루고자 하는 세부목

표로 나  수 있는데, 우선 종합목표 설정을 

해 Hellison(1978)에 의해 개발된 책임감 모

형(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Model; TPSR)을 살펴보았다. 책임감 모형은 

개인 으로 자기 감정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 권리를 존

해 주는 단계에서, 학생 스스로가 학습 내용

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자기 책임감 단계를 거

쳐, 타인을 배려하고 개인   사회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모형은 

재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공립학교와 안학교 과정, 방과 후 로그

램 등에 활발히 용되고 있다(Mrugala 2002). 

이 모형에 따른 책임감의 단계별 목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이어서 세부목표 설정을 해 살펴본 책임감 

LEVEL
0

무책임

비난하기, 욕하기, 괴롭히기, 놀리기, 이기 으로 행동하기, 수업 
방해하기 등

책임감

LEVEL
Ⅰ

타인의 느낌과 권리에 한 존

사회
책임감

Ⅰ-1. 자기통제
Ⅰ-2. 평화 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한 권리
Ⅰ-3. 포함되기 한 권리

LEVEL
Ⅱ

참여와 노력

개인
책임감

Ⅱ-1. 자발  동기부여
Ⅱ-2. 새로운 과제에 한 시도와 탐구 노력
Ⅱ-3. 목표 도달을 해 지속할 수 있는 용기

LEVEL
Ⅲ

자기 책임감

개인
책임감

Ⅲ-1. 독립 인 과제 활동
Ⅲ-2. 진 인 목표 설정
Ⅲ-3. 동료의 압력에 항할 수 있는 용기

LEVEL
Ⅳ

타인을 한 조력과 리더십

사회
책임감

Ⅳ-1. 동정과 배려
Ⅳ-2. 민감성과 감수성
Ⅳ-3. 내 인 힘

LEVEL
Ⅴ

 시간을 넘어

이Ⅴ-1. 다른 생활 역에서 책임감 단계 시도하기
Ⅴ-2. 역할 모델 되기

<그림 2> 책임감의 단계별 목표(Masser 199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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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하  항목은 <표 4>와 같다.

1) 종합목표

<그림 2> 책임감의 단계별 목표를 살펴보면 

책임감은 크게 개인  책임감과 사회  책임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벨이 올라갈수록 

무책임 단계에서 차 타인의 느낌과 권리에 

한 존 , 참여와 노력, 자기 책임감, 타인을 한 

조력과 리더십, 나아가 다른 생활 역에서도 책

임감 있는 시도를 하고 타인의 역할 모델 되는 

지 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

탕으로 <표 5>와 같은 종합목표를 수립했다. 

2) 세부목표

<표 4>의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감 증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의 세부목표는 두 개의 

단계로 구분하 다. 먼  1단계에서는 책임의

식과 욕구를 검하는데 을 맞추었고, 이

어서 2단계에서는 책임감 증진을 한 구체

인 활동을 통해 그것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었다. <표 6>과 <표 7>은 각 회기별 

세부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수 하  항목 정의

LEVEL 
0

무책임

∙놀리거나 욕하는 행동을 의미
∙ 하거나 괴롭히고, 자리나 기구에 욕심내는 행동을 의미
∙자기 감정을 조 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행동을 의미
∙타인의 교수/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의미

LEVEL 
Ⅰ

Ⅰ-1 자기 통제
∙타인의 권리와 기분을 존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조 하는 
것을 의미

Ⅰ-2
평화 인 갈등 해결을 한 
권리

∙정당한 의견 차이를 인식하고 상에 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을 
의미

Ⅰ-3 포함되기 한 권리
∙성, 운동 능력 등 개인  특성의 차이와 계없이 수업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LEVEL 
Ⅱ

Ⅱ-1 자발  동기부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

Ⅱ-2
새로운 과제에 한 시도와 
탐구 노력

∙ 해보지 않은 활동에 용기를 내서 시도하는 것을 의미

Ⅱ-3
목표 도달을 해 지속 할 수 
있는 용기

∙활동 목표를 성공할 때까지 지속 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

LEVEL 
Ⅲ

Ⅲ-1 독립 인 과제 활동 ∙교사의 감독이나 지도 없이 스스로 과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

Ⅲ-2 진 인 목표 설정
∙자신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한 후, 진 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

Ⅲ-3
동료의 압력에 항할 수 있는 
용기

∙친한 교우 계를 떠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독립 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

LEVEL 
Ⅳ

Ⅳ-1 동정과 배려 ∙외 인 보상에 한 기  없이 그들의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

Ⅳ-2 민감성과 감수성
∙‘우리’ 지향 인 에서 타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느낌을 인지하
려 자신의 목표와 타인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

Ⅳ-3 내 인 힘 ∙리더로서 자신의 욕심과 동료의 압력에 항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

LEVEL 
Ⅴ

Ⅴ-1
다른 생활 역에서 아이디어 
시도

∙ 의 책임감 단계들을 특정 시간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는 것을 
의미

Ⅴ-2 역할 모델 되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한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을 의미

<표 4> 책임감 단계별 하  항목(Hellison 200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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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목표

본 로그램은 소외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다. 소외 청소년들은 1차 상인 가정  부모로부터 책임감 있는 양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 반에 한 책임감 한 부족하다. 이처럼 

책임감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 반을 포함한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학교에 성실히 나가지 않거나 학습에 열 하지 

않는 등) 역시 자신과 가족, 사회에도 를 끼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로그램은 문학  

상담심리치료가 목된 독서치료  근을 통해 소외된 청소년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표 5> 종합목표

종합목표 회기 세부목표

책임감 증진

1 마음 열기

2 책임의식 검

3 욕구 검  충족 방안 모색

<표 6> 1단계 - 책임의식  욕구 검

종합목표 회기 세부목표

책임감 증진

4 역별 책임감 증진 1 - 나

5 역별 책임감 증진 2 - 가족

6 역별 책임감 증진 3 - 사회

7 역별 책임감 증진 4 - 자연

8 책임감 다지기

<표 7> 2단계 - 책임감 증진  다지기

3.1.3 측정도구 선정

본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선정한 

객  측정도구는 책임감 진단 검사이다. 책임

감 진단 검사는 이상로, 변찬진, 진 교가 1989년

에 제작한 표 화 성격진단 검사(총 15개의 척

도 3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앙 성출

사에서 발행)  책임감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 , 아니오”로 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책임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채  방법은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아니오”에 답을 하면 1 , 21번부터 35번까지

는 “ ”에 답을 하면 1 으로 계산한다. 책임

감 진단 검사는 [부록 1]에 제시하 다.

3.1.4 자료  활동 선정

1) 자료 선정

독서치료 로그램에서의 자료는 치료사와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 가장 요한 

매개물이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료를 읽고 치

료사의 발문에 답을 하면서 동일시와 카타르시

스, 통찰의 원리를 체험하는데, 이 과정은 자신

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는 요한 순간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로그램 참여에 있어 비자발 인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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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물론 각 회기

의 목표에도 부합되면서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

끼지 않을 분량과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각 회기 때 사용하기 해 선정한 자

료를 정리한 것이다.

본 로그램을 해 선정한 자료는 도서가 

아홉 권, 이 한 편, 그리고 상이 한 편이며, 

도서  은 로그램을 운 하면서 치료사가 

읽어주거나 정 부분을 발췌하여 나 어 읽는 

방법, 상의 경우 함께 보는 방법으로 활용했

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문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동일시에서부터 통찰에 이

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하 다. 다음은 2회기에 

선정한 자료 ‘책임감의 이름으로 인류에 헌신

한 과학자’의 내용  일부이다.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러시아

의 지배에 의한 정치  불안, 지 못했던 가정

환경과 여성이라는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기 해 마리 퀴리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재능에 한 책임감을 

스스로 지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만

약 그녀에게 자신을 개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 과 책임감이 없었다면, 아마도 

방사성 원소의 발견은 몇 년, 어쩌면 몇 십 년 

후로 미 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 여성 과학자로서 노벨상을 두 번이

나 수상한 ‘마리 퀴리’의 일화를 담고 있다. 그

녀는 자신의 몸을 실험 상으로 삼을 만큼 책

임감 있는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는 기여를 하 다. 만약 마리 퀴리의 책

임감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은 책임감이 얼마

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면서, 독자들

로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 을 참여 학생들과 함께 읽은 

뒤 동일시-카타르시스-통찰-내 삶 용에 이

르는 발문을 실시하 다. 구체 인 발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회기 자료 구분 서지사항

1 도서 ∙책임이 뭐 요? / 길해연  / 김 사

2
도서

∙책임감의 이름으로 인류에 헌신한 과학자 / 좋은 나무 성품 편지

∙두 친구의 새끼  / 조문   / 랑새

3 도서 ∙내게 지된 17가지 / 제니 오필  / 열린 어린이

4 도서 ∙나는 나의 주인 / 채인선  / 토토북

5 도서 ∙나 / 다니카와 슌타로 / 한림출 사

6 도서 ∙책임 시민으로서의 할 일 / 김원태 외 / 인물과 사상사

7
도서

상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  77 /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지음

∙나무 심는 여인 / 국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여인 ‘인 쩐’ 이야기

8
도서

도서

∙  / 다니카와 슌타로 / 한림출 사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 / 세상 모든 책

<표 8> 선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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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 발문: 이 을 읽고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왜 그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카타르시스 발문: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랑스 과학아

카데미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마

리 퀴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 그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통찰 발문: 개인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을 읽고 달라진 생각이 

있습니까?

내 삶 용 발문: 내 인생에 한 책임감을 얼마

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 활동 선정

독서치료 로그램에서의 활동은 언어  상

호작용이 어렵거나 통찰을 증진시킬 목 으로 

활용된다. 활동은 작문, 미술, 연극, 음악 등 다

양한 역의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으나, 자료 

선정과 마찬가지로 목표  참여자, 각 회기 별 

세부목표와 선정된 자료와의 연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로그램에서의 활동은 주로 

간단한 쓰기에 을 맞추었는데, 이유는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해서이다. 참여 학생들의 활동지 작성

이 끝나면 치료사는 자원자에 한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학생

들에게도 련된 경험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

도록 독려하 다. 이 과정들은 로그램이 모

두 끝난 뒤 치료사  보조치료사가 작성하는 

평가일지의 주 재료가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 증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 계획표

는 <표 9>와 같다. 

회기 세부목표 선정 자료 련 활동

1 마음 열기 도서: 책임이 뭐 요?

로그램 소개, 

집단 서약서 작성, 

자기소개하기, 

사  검사

2 책임의식 검
: 책임감의 이름으로 인류에 헌신한 과학자

도서: 두 친구의 새끼
책임 충실도 검

3 나의 욕구 검  충족 방안 모색 도서: 내게 지된 17가지 나의 욕구

4 역별 책임감 증진 1 - 나 도서: 나는 나의 주인 나를 한 책임의식

5 역별 책임감 증진 2 - 가족 도서: 나 를 한 책임의식

6 역별 책임감 증진 3 - 사회 도서: 책임 시민으로서의 할 일 책임 내용 분석하기

7 역별 책임감 증진 4 - 자연

도서: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  77

상: 나무 심는 여인

나와 환경을 동시에 지키

기 한 방법

8 책임감 다지기
도서: 

도서: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

책임 실천 서약서 쓰기, 

참여 소감 나 기, 

사후 검사

<표 9> 책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램 계획표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 증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 사례연구  101

3.1.5 실행 결과 분석

실행 결과 분석에서는 총 8회기 로그램 가

운데 2회기와 8회기 때 참여 청소년들이 작성

한 활동지 내용을 심으로 제시하고, 더불어 

사 과 사후에 실시했던 책임감 진단 검사 결

과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 다.

1) 2회기: 책임 충실도 검

2회기는 참여 청소년들의 책임의식을 검

하는데 세부목표가 있다. 따라서 자신에 한 

책임, 가족에 한 책임, 사회에 한 책임, 자

연에 학 책임의 측면에서 스스로 충실도를 

검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은 참여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의 내용이다.

2회기 때 청소년들에게 배부한 활동지는 ‘책

임 충실도 검’이다. 치료사는 활동지를 배부

한 뒤 작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다. 이어서 

작성이 끝난 뒤 발표를 통해 상호작용을 했는

데, 작성 내용을 살펴보면 ‘정**’ 학생은 자신에 

한 책임으로 ‘아침 매일 먹기’, ‘지각하지 않

기’, ‘스스로 내 일 하기’ 등을, 가족에 한 책임

에는 ‘막 하지 않기’, ‘약속 어기지 않기’ 등을, 

사회에 한 책임에는 ‘규칙 잘 지키기’, ‘물건 

훔치지 않기’ 등을, 마지막으로 자연에 한 책

임에는 ‘쓰 기 길 가에 버리지 않기’, ‘물 아껴 

쓰기’, ‘필요 없는 기 끄기’ 등을 었다. 이 

가운데 가족에 한 책임은 체 항목이 보통

이었고, 사회  자연에 한 책임 한 보통 

이하의 충실도를 보이는 항목이 많았다. 이어

서 ‘라**’ 학생은 자신에 한 책임에 ‘학교에 

지각한 이 없다’와 ‘운동을 열심히 한다’ 등을, 

가족에 한 책임에는 ‘엄마가 집안일을 맡겨 

놓았을 때’와 ‘아빠와 손톱 물어뜯지 않는다는 

약속’을, 사회에 한 책임에는 ‘학교에서 교칙

을 지킨다’와 ‘밤늦게 노래를 하지 않는다’를, 

마지막 자연에 한 책임에는 ‘쓰 기를 함부

로 버리지 않는다’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등을 었다. 이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 

한 책임은 비교  매우 충실하지만, 사회와 

자연에 한 책임은 보통 이하의 충실도를 보

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8회기: 책임감 다지기

8회기는 로그램 마지막 시간으로, 참여 청

소년들이 향후에도 책임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감을 다지는데 목표를 두었

다. 따라서 우선 책임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소리 내어 읽어 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

시키고자 하 다. <그림 4>는 참여 학생들이 작

성한 활동지의 내용이다.

책임감 실천 서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심**’ 학생은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를 한 

서약과 더불어 교회를 다니는 활동에 이르기까

지 상과 활동을 명확하게 작성한 특징이 있

다. 반면 ‘이**’ 학생은 상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도 있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의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항목들을 었다. 그럼에도 두 학

생 모두 일곱 가지 항목을 었고 다짐까지 했

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책임

감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측할 수 있다. 

3) 책임감 진단 검사 결과 분석

소외 청소년의 책임감 증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참여 학생들

을 상으로 1회기와 8회기에 사   사후 검

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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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학생 정** 라**

작성 내용

<그림 3> 책임 충실도 검 작성 내용

작성 학생 심** 이**

작성 내용

<그림 4> 책임감 실천 서약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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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 사 사후 증감

1 박** 17 23 +6

2 안** 20 26 +6

3 정** 28 30 +2

4 심** 23 28 +5

5 이** 23 27 +4

6 김** 25 31 +6

7 오** 25 30 +5

8 라** 18 24 +6

9 이** 23 25 +2

10 손** 21 23 +2

11 주** 27 30 +2

<표 10> 사   사후 검사 결과

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각 문항 별로 “  혹은 

아니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했으며, 답변

에 따라 부여된 수를 합산하여 로그램에 

참여하기 의 책임감과 이후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사   사후 검사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한 책임감 진단 검사 결과를 

보면 본 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수가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

과 ‘라**’는 가장 높은 6 의 상승을 보 고, 

‘이**’, ‘손**’, ‘주**’는 가장 높은 증가폭이지만 

그럼에도 2 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서치료 로그램은 소외 청소년들

의 책임감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

로 결론지을 수 있다.

4. 결 론

Matula(2004)는 2003년도에 미국  지역

의 고등학생 8,600명을 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행한 잘못된 행동들을 알아보기 한 

‘청소년 비행과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 조

사(teenagers misbehaviors democracy survey)’

를 실시했다. 그 결과 71%가 시험에서 부정행

를 질 고, 92%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으

며, 40%의 남학생과 30%의 여학생이 물건을 

훔쳐본 이 있고, 16%는 학교에서 음주를 했

으며, 68%는 단지 화가 나서 다른 학생을 폭행

해 본 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 선

거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때까지 몇 해 남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유

지하기 해 요구되는 학식과 배려 있는 시민이 

되는 길을 제 로 걸을 수 있도록 재 받고 있

는 것보다 더욱 많은 사회 , 감성 , 그리고 도

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는 소외 청소년들의 책임감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독서치료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이

를 해 독서치료  소외 청소년, 책임감의 단

계별 목표와 하  항목에 해 이론 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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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고,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라 

정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어서 수원청소

년문화센터에서 모집된 소외 청소년 11명을 

상으로 총 8회기에 걸쳐 로그램을 용하고 

그 과정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소외 

청소년들을 한 책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

램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외 청소년을 한 책임감 증진 독서치료 

로그램이 학교  공공도서 ,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 련 기 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이론

 근거와 시사 을 제공하며, 이를 토 로 다

양한 방법을 심도 있게 확 시켜 나갈 필요성

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느 발달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이든 하나의 덕목을 갖추는 데에는 많은 단계

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책임감 증진

에도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책임감 확립에 어려움이 더

욱 클 수밖에 없는 소외 청소년들을 상으로 

했다. 하지만 책임감은  발달 단계에 거쳐 체

계 으로 확립되어야 할 덕목이다. 따라서 유

아에서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 단계

에 필요한 책임감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

과 장 목을 통한 효과 검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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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책임감 진단 검사

이 검사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책임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보다 명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리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검사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한 내용이면 “ "에 표시를 하고, 그 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나이: 

 1. 책임이 무거운 일을 맡기가 두렵다. ( , 아니오 )

 2. 남의 말을 아무 게나 듣고 넘겨버린다. ( , 아니오 )

 3.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종종 있다. ( , 아니오 )

 4. 귀찮은 일이 생기면 꾀병을 부리는 일이 있다. ( , 아니오 )

 5. 친구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많다. ( , 아니오 )

 6. 구구 한 변명이나 구실을 곧잘 늘어놓는다. ( , 아니오 )

 7. 일을 거들기보다는 에서 구경하는 편이다. ( , 아니오 )

 8.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로소 일을 시작한다. ( , 아니오 )

 9. 남의 도움에 보답하지 못하고 안타까워 할 때가 많다. ( , 아니오 )

10. 좋지 못한 습 인 것을 알면서도 잘 고칠 수 없다. ( , 아니오 )

11. 일을 벌여 놓고 감당을 못할 때가 있다. ( , 아니오 )

12. 남의 부탁이라면 무작정 맡아 놓고 본다. ( , 아니오 )

13. 일  일어날 일이 있어도 잘 일어나지 못한다. ( , 아니오 )

14. 힘든 일을 맡아 놓고는 흐지부지해 버리기 일쑤다. ( , 아니오 ) 

15. 가끔 약속을 어길 때가 있다. ( , 아니오 )

16.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을 무시하고 행동한다. ( , 아니오 )

17. 계획만 세워놓고 도 에 그만두는 일이 많다. ( , 아니오 )

18. 기나 난 에 부딪히면 꽁무니를 빼기 일쑤다. ( , 아니오 )

19. 한 가지 일에 꾸 히 몰두하지 못한다. ( , 아니오 )

20. 일이 뜻 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할 때가 많다. ( , 아니오 )

21.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론이고 잃어버린 사람도 비난하고 싶다. ( , 아니오 )

22.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 , 아니오 )

23.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 만다.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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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운 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 , 아니오 )

25. 낼 돈이 있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내는 편이다. ( , 아니오 )

26. 자식으로서 부모에 한 책임을 느낀다. ( , 아니오 )

27.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한다. ( , 아니오 )

28. 빌린 물건은 반드시 제 때에 돌려 다. ( , 아니오 )

29.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맡은 일은 반드시 한다. ( , 아니오 )

30. 재미있게 놀다가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시작한다. ( , 아니오 )

31. 일하는 도 에 독 을 받는 일이 별로 없다. ( , 아니오 )

32. 해야 할 일은 항상 제 때에 하는 편이다. ( , 아니오 )

33. 남들이 비교  나를 믿어주는 편이다. ( , 아니오 ) 

34. 일이 조  어려워도 참고 견딘다. ( , 아니오 )

35. 한 가지 일을 끝낼 때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 , 아니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