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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을 상으로 용하여 학교생활 

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하 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P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학교생활 

부 응학생으로 악된 11명의 학생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학교생활 응능력의 하 요인인 교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effects of a bibliotheraphy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school adaptation of maladjusted high school students. The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of P High School that is located in Yongin city of Gyeonggi Do, bibliotherapy research using 

picture books has been carried out with 11 maladjusted students in school lif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The bibliotherapy program using picture books turned out 

to be effective in adaptation ability ane sub-domains of adaptation ability such as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school class and school regulation of maladjusted students in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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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최근 교육 최 화의 장으로 여겨지던 학교

장에서 교육 붕괴의 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폭행, 학생들 간의 집

단따돌림, 사교육으로 인한 학교수업 참여 불

량, 그리고 학력으로 을 세우는  입시제도

의 스트 스로 인한 자살 등의 상들은 학교

붕괴 는 교실해체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 국 ․ ․고등학교 학생  4

만 7,000여명이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 응 등의 요인으로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의 경우는 4,047명(22.6%)이었다. 이

는 학업부진이나 학업기피 등 학업 련 사유

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아시아

경제신문 2016). 이를 통하여 학교 부 응 요

인이 학업 단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인생 반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성, 인 계기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집

단생활과 같은 필수 인 다양한 사회  기술을 

배우는 곳이다(유성경 1998). 학교는 청소년들

에게 즐거움을  수 있는 장소이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터 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 고등

학교는 학입시 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생활에 응하

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 응 학생들을 많이 

양산해 내고 있다(김태희 2010).

이런 부 응 학생을 해서 교사는 단순히 

기술과 정보를 가르치기보다는 심과 사랑으

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교부 응으로 학교

를 떠나는 학생의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교

사는 극 이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에서도 실질 으로 부 응 학

생들의 부 응 요인을 악하고 극 으로 문

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 부 응 학생들에 한 연구는 

주로 심리상담학 분야에서 활발한 편이며 미술

치료, 이야기 치료 개발, 집단 술치료, 독서치

료, 집단 문학치료, 비행청소년을 한 로그

램 개발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은 주로 유

아나 등학생을 상으로 용되어 자아존

감, 공감능력, 사회성 발달, 자기조 력, 래 

상호작용, 토의활동 등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학교부 응으로 학교를 떠나

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극

이고 다양한 방법을 용할 필요가 있다. 그 

에서도 문제 학생의 부 응 요인을 악하

여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극 인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시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부 응 학

생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

그램을 실시하여 이 로그램이 부 응 학생의 

학교생활 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

자 한다. 

1.2 연구방법  차

본 연구는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이 학교생활

에 잘 응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을 설계, 용하여, 이 독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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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P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626명을 상

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실시하 다. 정서행동검

사 결과 자살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서행동

에 문제가 나타난 학생을 우선 으로 선정하

다. 이 학생들을 상으로 상담교사는 미술치료

와 상담을 수행하고, 담임교사는 상담을 수행한 

후에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할 학교 생활 부

응학생 11명을 최종 선정하 다. 

둘째, 학교 부 응 학생의 학교생활 응 능

력을 향상시키기 한 독서자료를 선정하 으

며, 진로교사와 상담교사의 감수를 받아 그림

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구성하 다. 

독서치료 로그램은 2016년 4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 하 다. 집단 독서치료 로그램

을 12차시 운 하 다. 학생들의 부 응 요인이 

다양하여 본 연구를 심층보완하기 하여 ‘친구

계’, ‘자아정체성’,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하

여 소그룹별 독서치료 로그램을 각 3차시씩 

총 9차시를 운 하 다. 

셋째, 독서치료 로그램을 진행하기 과 

사후의 통계  효과를 측정한 양  연구와 상

담교사와 사서가 실험집단 학생의 변화과정을 

찰․분석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차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체 

차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조사

필요성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  근거 마련

정서행동

검사 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원을 상으로 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함(총 626명)

상자
정서행동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난 학생을 상으로 상담교사와 담임교사의 

면담을 통해 학교부 응 학생 11명 최종 선정

⇓

분석

목표 진술
학교부 응 학생을 상으로 학교생활 응능력척도에 근거한 독서치료 

로그램의 목표 설정

독서치료 

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내용  자료 분석

로그램에 들어갈 학교생활 응력의 하  구성요소와 차수 결정(12차시)

학교부 응 학생에게 한 자료와 활동 방법 선정

하 목표 각 차시별 목표 선정

⇓

설계
로그램

제시 략
체 로그램과 소그룹별 로그램의 각 차시별 제시 방법 결정

⇓

용
로그램 

검증

집단독서치료 로그램 12차시 실시, 소그룹별 로그램 각 3차시 실시

로그램의 양  통계 검증  질  효과 분석

<그림 1> 연구의 방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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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학교 부적응 학생: 부 응은 응의 연속

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개인이 환경과의 

계에서 상호작용이 되지 않고 역동 인 

계를 맺지 못하며 불만족한 계를 맺어가

는 과정을 의미한다(남억우 1990). 본 연

구에서 부 응 학생은 정서행동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생  담임

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교에 부

응하다고 단된 학생을 의미한다. 이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자주 반하는 학생,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반항 인 태도의 

학생, 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

생, 기 학력이 부족한 특징을 갖는다. 

2. 이론  배경

2.1 그림책

그림책은 과 함께 그림이 제시되며, 그림

이 어도 한 개씩 펼친 면에 실려 있는, 주로 

어린이를 목 으로 한 도서이다( 은자, 김세

희 2005). 그림책에서 그림은 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신하기도 한다. 술형태로서의 그림

책의 고유한 성격은 언어와 시각이라는 두 가

지 수 의 의사소통의 결합에 기 하고 있다

(Nikolajeva 2006). 과 그림이 어울려서 이루

어지는 통합체로서의 그림책은 아동문학으로 

분류되기보다  연령 를 아우르는 술의 독

립 인 장르로 자리매김해 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도 새로운 읽기 방

식이 요구되고 있다( 은자 2004).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 있는 책이란 그림과 

이 같은 내용을 반복 으로 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 이미지 완성을 해서는 과 그

림이 각각 서로 다른 매체로서 독특한 표 을 

가지며 서로 통합해서 자신만의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Cullina 1992). 그림책

은 통 으로 아동문학에 속하지만 그림 심

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속성 때문에 시각언어

가 요한 수단이 된다. 더구나 아이들뿐 아니

라 남녀노소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때

로는 매우 깊이 있는 작품도 있다. 책의 쪽수가 

고 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책이 하고

자 하는 내용을 쉽게 달하고자 하는 장 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료의 의미를 악하고, 

동일시시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간단히 함께 읽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2 독서치료

독서치료(Bibliotherapy)의 어원은 biblion

(책, 문학)과 ‘therapeia(도움이 되다, 의학 으

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라는 그리스어의 두 단

어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근본 으로 독서치

료는 문학의 텍스트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개

선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Hynes, 

Hynes-Berry 1994). 즉, 문학이 치료 인 특성

을 가졌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

다(Gomiki 1981). 

독서치료가 하나의 임상학문으로 자리매김 하

는데는 심리학의 발달도 요한 기여를 했다. 독

서치료는 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인지치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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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이론 인 바탕에 두고 있다. 독서치료의 

3  심리역동  원리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의 원리는 내담자  참여자가 치료 으로 책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 으로써 상담사로 하여  치료 인 발

문을 통해 책과 내담자  참여자 사이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독서치료의 이론  기 를 세워  것

이다. 

이처럼 독서치료는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다. 

이는 치료의 매개가 되는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치료 으로 읽고 치료사와 만나는 극 인 상

호작용을 통해, 치료에 참여하는 내담자  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인격을 통합하

도록 도와주는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독서치

료의 진정한 가치는 독서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과 치료사와의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 즉 내담자  참여자들이 치료

를 해 처방된 문학작품을 읽고 문가인 치

료사와 만나 상호작용 과정을 갖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 인 행

가 되는 것이다(임성  2011). 

따라서 독서치료는 문학작품의 텍스트를 매

개로 내담자의 문제를 치유 으로 해결하고 치

료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책 속 상황에서 자신

이 갖고 있는 문제에 해 생각하고 통찰하게 

하여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

한 독서치료 로그램으로 반  인식, 동일

시, 카타르시스, 통찰, 자기 용의 발문으로 

용시켜 각자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부 응의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하 다.

2.3 학교생활 응의 개념

학교 응이란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생

활, 학교수업, 학교 내의 교사와의 계, 친구와

의 계, 학교환경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스트

스에 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

구를 제반 요구 내지 학교 상황에 균형 있게 조

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실 인 

가능성을 고려하고 학교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

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 처하려고 하는 학습자

의 시도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김용래 2008).

학교생활 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

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에 바람직하게 수

용하거나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다. 학교생활 응을 학습자가 학교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응하는 일련의 노

력을 함으로써 실  가능성에 맞추어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응하려고 하는 학

습자의 시도로 규정하 다. 응과 달리 부 응

은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화롭지 못

한 계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김은희 2009).

학생들은 그들이 성장하는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그들이 신체 ․지  발

달뿐만 아니라 정신  발달도 학교생활을 어떻

게 보내느냐에 따라 커다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곧 학생들의 자아형성, 인격형성에 결정 인 역

할을 한다(박아청 1999).

2.4 선행연구

지 까지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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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유아와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최근에 학생과 고등학생

을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유아를 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

료에 한 연구는 주로 유아교육, 사회복지학의 

에서 많이 수행되었다. 이지연(2010)은 그

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이 만 5세 유

아의 주의집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하 다. 연구 결과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주의집 이 통

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공격성 

감소에도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 원 순

(2014)은 만 5세 유아를 상으로 12회기의 독

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그림

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은 정서조  능

력의 하 요인에서 모두 정 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래 계에도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 (2012)은 만 5세 유아들  

자아존 감이 제일 낮은 유아 3명을 선별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언어자아, 신체자아, 친구 계, 

자아존 감은 3명의 유아 모두 정 인 향

을 보 으며, 부모 계 자아에서는 2명의 유아

만 정 인 결과가 나타났다. 김종순(2012)은 

5-6세 유아 70명을 상으로 각각 35명씩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유아들에게 그

림책 읽어주기를 심으로 독서치료 로그램

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에 비해 유아의 정서지능, 사회  유능감이 유

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을 상으로 한 그림책 독서치료에 

한 연구는 주로 상담교육, 상담심리학 분야

에서 많이 수행되었다. 신유진(2016)은 3학년 

학생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 

독서치료 로그램이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숙(2012)은 3학년 학생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자아존 감과 자

아존 감의 하 요인인 총체  자아존 감, 사

회  자아존 감, 가정  자아존 감, 가정  

자아존 감, 학교 자아존 감 등 모든 하 요

인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

우 계 증진과 하 요인에도 모두 효과 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정(2012)은 등학교 5학

년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

그램이 공감능력과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하 다. 연구 결과, 공감능력의 하 요인인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  각성, 공감  

심  공감  각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입

증되었다. 공격성의 하 요인인 폭행, 간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  공격성, 원한, 

의심, 죄의식 에서 간  공격성 감소에 유

의미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권선 (2012)은 

등학교 5학년 학생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

한 독서치료 로그램으로 등학생의 자기존

감과 공감능력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 그림책을 매개로 한 독서치

료 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하고, 정  자기개념을 형

성하여 자기존 감 향상에 정 인 효과가 나

타났다. 박남이(2012)는 5학년과 6학년 학생 

346명을 상으로 폭력 가해-피해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상  10%에 해당하는 아동을 선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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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 18명을 실

험집단 9명, 통제집단 9명으로 무선배정하여 그

림책을 활용한 문학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

하 다. 연구결과 이 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는 유의미하게 효과

으로 나타났으나 인 계 능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을 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독

서지도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김안희(2010)

는 학교 1학년 학생  상담교사와 담임교사

의 조를 얻어 학교 부 응 학생들을 추천받

아 32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16명, 통제집단 

16명으로 각각 나 어 연구 상으로 용하

다. 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

단에서 자기효능감과 학교 응에 정 인 효

과가 나타났다. 유명화(2012)는 학교 폭력에 

계된 가해자․피해자 학생들을 상으로 그림

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을 실행하여 

학교 응에 어떤 향이 있는지 양  분석과 

질  분석을 병행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 그림책 독서치료 수업에 참여한 후에 학

생들은 자기 수용 능력과 학습에 한 자기 이

해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수

업 태도가 진지하게 변화한 것을 찰할 수 있

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응에 정 인 변화가 나타났다. 

류지선(2014)은 정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1학년을 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종이조형을 활

용한 그림책 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하 는

데 연구 결과, 학생의 일상  스트 스 반응

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

서치료에 한 연구는 독서지도학과, 상담심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유민이(2017)는 인

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

생 6명을 상으로 총 8회에 걸친 고등학생의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집단상담하고 사례

를 제시하 다. 연구결과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집단 상담이 인 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

등학생에게 정 인 변화가 나타났다. 최연규

(2017)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2학년  모범생

인 여학생 8명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문

학치유 로그램을 운 하고 그 효과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이 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아

존 감과 행복감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교부 응 학생

을 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

램은 김안희(2010)의 연구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부 응 련 과학 인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상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해 부 응 학생을 선정하 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 인 방법과 상담

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선정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

료 로그램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 운

3.1 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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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통하여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목 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 다. 

첫째, 교사와의 계가 조화롭지 못한 부 응 

학생을 해 그림책 속의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

해 자신에 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를 도모하

여 부 응의 요인을 완화시키고 학교생활에 

응하는데 도움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우 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는 부 응 

학생의 래 계 향상을 해 학교생활 응능

력 검사지의 하  요인에 해당되는 책을 읽고 

생각나 기를 통해 래 계에서 겪는 부 응 

요인을 인식하고 자신의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교우 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규칙을 자주 어기는 부 응의 요인

을 해결하기 해 책 속 상황에 한 능동 인 

문제해결로 변화된 모습으로 학교규칙을 잘 지

키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교수업에 자주 빠지고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자고, 부분 기 학력 수 의 학생을 

해 학교수업과 련된 그림책을 읽고 발문을 통

해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극 인 수업태도와 

능동 인 수업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2 수업 참여자 선정

수업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첫

째, 경기도 용인시 소재 P고등학교 1, 2학년 학

생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학생

들을 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실시하 다. 둘

째, 정서행동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학생을 상으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상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상담을 한 결과 

학교부 응으로 선정된 학생 11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3.3 그림책 활용 독서치료 로그램의 독서

자료 선정

로그램에 사용될 독서치료 자료는 그림책 

조차 읽기 어려워하는 낮은 기 학력 수 , 수

업을 거부하는 학습 의욕 부진 학생, 래 계

를 하지 못하는 학생, 낮은 자존감과 사회성의 

결여 등을 나타내는 부 응 학생들이 쉽게 다

가갈 수 있는 책을 선정하여 공감  책읽기를 

통해 학교생활에 응할 수 있도록 의도하 다. 

자료 선정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자료는 한국도서 회의 

2007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증

보편 과 남산도서  2015 독서치료 자료집

을 참고로 부 응 학생들이 함께 읽고 서로 상

호작용 할 수 있는 그림책을 1차 선정하 다. 

둘째, 1차 선정된 그림책 에서 진로교사와 

상담교사의 감수를 받아 학교생활 응 능력에 

해당되는 그림책을 2차 선정하 다. 

셋째, 그림책 활용 독서치료 로그램에 용

된 독서자료는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자아탐색, 

교우 계, 교사 계, 학교규칙, 학교수업에 한 

내용의 도서 순으로 구성하 다. 

3.4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의 

구성  운

3.4.1 로그램의 개발 차

본 연구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

그램은 독서치료 발문을 통해 마음 속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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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동일시 할 수 있는 내용과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

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짧은 시간 내에 함께 

읽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림책을 활용하 다. 

그림책의 내용은 학교생활 응에 필요한 자신

의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

을 표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선정하 다. 발문의 효과를 

높이기 해 추후활동으로 게임, 상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고, 표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로그램은 책 읽기 단계, 집단 독서치료 단

계, 소그룹별 독서치료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

하 다. 

첫째, ‘책 읽기 단계’에서는 책 소개하기, 책 

이해하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책 소개하기에서 

참여자가 지닌 부 응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 속

의 상황이 참여자의 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된 책을 소개하 다. 

둘째, 책 읽기 단계 후 ‘집단 독서치료 단계’

로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로 책의 등장인물

들이 지닌 문제에 다가감으로써 독서치료의 원

리인 반  인식,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자

기 용을 돕는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 었다. 

이 단계에서는 발문을 통해 심리  안정감을 주

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자연

스럽게 표 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문

제로 더욱 깊게 내면화 할 수 있다. 

셋째, ‘소그룹 개별 독서치료 단계’로 첫 번째

의 책 읽기 단계와 두 번째의 집단 독서치료의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단계를 하고, 개별 

성격에 맞는 상황별 도서를 통해 느낀 을 이

야기하며 자신의 문제에 한 깨달음이 생기면

서 갖게 되는 새로운 이 자신의 태도변화와 

행동에 어떻게 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3.4.2 집단 독서 로그램 구성  운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 독서치료 로그램 내

용은 <표 1>과 같다. 

1차시는 로그램 소개와 학생들의 친 감을 

형성하는 단계로 운 하 다. 리즘 카드를 이

용하여 지 의 기분상태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고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별칭을 

짓고 별칭을 지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친교의 시

간을 가졌다. 

2차시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내 꼬

리 란 책을 읽고, 발문을 통해 이야기 나 기를 

하 다. 각자 장 나무에 장 을 써보는 활동을 

하 다.

3차시는 자아탐색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책을 읽고 발문을 통해 이야

기 나 기를 하 다. 독후 활동으로 콜라주로 표

하는 “나의 비 보드 만들기”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서로의 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4차시는 타인과의 계 맺기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아이 를 읽고 발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 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5차시는 좋은 친구 되기라는 주제로 행복한 

의자나무 를 읽고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를 

하 다. 추후활동으로 인간보물찾기를 하 다.

6차시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 나 기를 하 다. 추후활동으로 책 

속 장면  떠오르는 단어를 산가지에 쓰고 문장

을 만들어 발표를 하도록 하 다. 

7차시는 선생님은 몬스터 라는 책을 읽고 

발문을 통해 생각나 기를 하 다. 상황극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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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하

역

로

그램명
차시별 목표 독서자료 활동 내용

1
로그램 

소개

내 안의 

문제 을 

찾아보자

로그램의 목 과 성격

을 이해하고 집단의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다.

-

- 별칭 짓기  자기소개

- 로그램 소개

- 우리들의 약속

- 문장완성검사

- 학교생활 응능력 사 검사

2 자존감

내 안의 

걸림돌을 

찾아보기

자신의 장 을 찾아 자

존감을 향상시킴으로서 

학교생활에 잘 응할 

수 있다.

내 꼬리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장 나무에 나의 장  어보기

- 소감 쓰고, 나 기

3 자아탐색

숨겨진 

자아를 

찾기

특별한 나를 알고 나의 소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정말 나일까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콜라주로 표 한 나의 비 보드 만들고 

발표하기

- 소감 쓰고, 나 기

4

교우 계

타인과 

계 맺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계를 맺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아이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인간보물찾기

- 소감 쓰고, 나 기

5
좋은 

친구 되기

배려를 통해 좋은 친구

계를 맺을 수 있다.
행복한 의자나무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좋은 친구 10계명, 신문텔 시 배려게임

- 소감 쓰고, 나 기

6

교사 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갖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산가지 놀이

- 소감 쓰고, 나 기

7
선생님 

이해하기

선생님의 감정도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은 몬스터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상황극 표 하기

- 소감 쓰고, 나 기

8

학교규칙

학교규칙 

지키기

학교에서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각 장 존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지식채 e “ 물의 룰라” 시청하기

- 소감 쓰고, 나 기

9
학교규칙

이란?

학교에서 규칙을 왜 지

켜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학교는 왜 가야해?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무스토이 인형 색칠하기

- 소감 쓰고, 나 기

10

학교수업

학교수업 

참여

학교수업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틀려도 괜찮아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 상시청

- 소감 쓰고, 나 기

11
학교수업 

참여

학교수업은 바라고 노력

하면 이룰 수 있다. 스스

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노력과 끈기로 꿈을 이

룰 수 있다.

서당 개 삼년이

-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빙고게임

- 소감 쓰고, 나 기

12 사후검사
소감

나 기

새롭게 발견된 나의 모

습을 받아들이고 집단상

담에서 배운 것을 실천

할 수 있다.

-

- 사후검사

- 소감문 작성하기

- 로그램 평가지 작성하기

- 소감 쓰고, 나 기

<표 1> 차시별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집단 독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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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역할을 바꿔가며 표 을 하 다. 각자 역할

에 충실하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8차시는 지각 장 존 을 읽고 발문을 통해 

생각나 기를 하 다. 추후 활동으로 지식채  e 

“ 물의 룰라”를 시청하고 이야기 나 기를 하

다. 상을 통해 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를 다

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이야기

를 나 고, 그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의 불편함에 한 이야기를 나 었다(<표 2> 

참조).

9차시는 학교는 왜 가야해? 를 읽고 이야기

를 나 었다. 학교는 꼭 가야 하는지를 서로 이

야기하며 자신의 생각들을 발표하 다. 추후 활

동으로 무스토이 인형을 색칠하고 오른 팔, 왼 

팔에 각자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장래 직업에 

해 쓰고 발표를 하 다. 재 자신들이 생각

하는 가치를 말하고 자신들의 꿈을 생각해보며 

장래 갖고 싶은 직업을 써보고 발표하 다. 본

인이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10차시는 틀려도 괜찮아 를 읽고 발문을 

통해 생각나 기를 하 다. 학생들은 책의 내

용에 많은 공감을 하며 이야기를 나 었다. ‘학

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한 

상을 시청하며 학교는 꼭 다녀야 하는지에 

한 생각을 발표하 다. 

11차시는 서당 개 삼년이 를 읽고 발문을 

통해 생각나 기를 하 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써보고 빙고게임을 하며 다시 한

번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4차시
책제목: 보이지 않는 아이
목 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계를 맺을 수 있다.

역

교우 계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도입
책 소개: 책 제목, 지은이 소개

활동 주제: 교우 계
2분

개

발문
활동 

반  
인식

- 책 표지의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니?
- 보이지 않는 아이란 제목은 어떤 아이를 의미할까?

48분

동일시
- 라이언 같은 친구를 본 이 있니?
- 늘 혼자 생활하는 아이에게 스틴 처럼 심을 보인 이 있니?

카타르

시스

- 어떤 장면이 가장 후련했니? 왜 그 게 생각을 했니?

- 어떤 장면이 가장 안타까웠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통찰
- 라이언이 투명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 선생님이라면 라이언에게 어떤 도움을  수 있을까?

자기
용

- 외로움을 그림으로 극복한 라이언과 달리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 내 주변의 심 받지 못하는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수 있을까?

추후
활동

인간보물찾기

정리
활동 후 느낀  나 기
소감문 작성하기

10분

<표 2> 독서치료 수업지도안(4차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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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는 학교생활 응척도 사후검사를 하

고 모든 로그램을 마치며 로그램에 한 평

가를 해보고 소감문을 작성하며 소감 나 기를 

하 다. 

3.4.3 소그룹별 특성에 맞는 독서 로그램 

구성  운

집단 독서치료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

생활 응척도에 해당되는 체 인 하 요인

의 문제 을 해결하고 로그램의 효과를 증명

하기에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 응 문제가 

범 하 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로그램

이 필요하 다. 개별 로그램은 정서행동검사 

결과 드러난 문제 과 상담교사,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드러난 문제 을 종합하여 소그룹

을 편성하여 운 하 다. 

3.5 독서치료 참여 학생의 부 응 요인  환경 

특성

독서치료 참여 학생의 부 응 요인은 사회

성, 친구 계, 자존감, 기 학력, 낮은 지능 등 

다양하 다(<표 3> 참조). 독서치료 참여학생

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의 특징은 <표 4>에 제

시하 다. 

학생들의 부 응 요인이 다양하고 학생마다 

부 응 요인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서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집

단독서치료 로그램 운 과는 별도로 상담교

사의 자문을 받아 소그룹별 각 3차시씩 총 9차

시의 독서치료 로그램을 운 하 다. 소그룹별 

독서치료 로그램은 친구 계, 자아정체성, 자

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으로 구분하

다.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단되는 부

응 요인을 선정하여 소그룹별로 나 어 독서

치료 로그램을 운 하 다(<표 5> 참조). 소그

룹은 다음과 같은 기 으로 편성하 다. 

첫째, ‘친구 계’ 향상을 한 로그램의 참

여자는 이사로 학 후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학생 A, 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

이 있는 학생 C, 아버지 사고로 발화가 불가능

하여 친구가 없는 학생 E, 게임 독으로 친구

학생 학년 성별 부 응 요인 

A 1 남 친구 계, 사회성, 자존감, 기 학력

B 1 여 부모이혼(친척집 거주), 학교폭력, 기 학력 

C 1 여 친구 계(왕따), 자존감, 부모이혼, 기 학력, 잦은 지각

D 1 남 낮은 지능, 기 학력, 자존감

E 1 여 친구 계(발화불가능), 부모이혼, 자존감, 기 학력 

F 1 여 친구 계(게임 독), 자존감, 기 학력, 애착 계, 잦은 지각

G 2 남 낮은 지능, 왕따, 자존감, 기 학력, 사회성, 친구 계

H 2 여 다문화, 자존감, 사회성

I 2 여 다문화, 자존감, 친구 계

J 2 남 ADHD(주의력 결핍장애), 자존감, 잦은 지각, 잦은 결석

K 2 남 낮은 지능, 틱장애

<표 3> 학생들의 부 응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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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정  환경 학교생활 특징

A 부모와의 계는 좋은 편
이사로 학을 하여 아이들과 사귀지 못하고 혼자 지내
고 있음

B 부모가 이혼하여 큰집에서 지내고 있음
미용사가 되려는 뚜렷한 진로가 있어 학교는 불필요하

다고 생각함

C
부모 이혼으로 엄마와 살고 있고, 아버지와의 계는 
안 좋음

등학교 때 왕따 경험이 있고, 비행청소년과 어울림

D 부모와의 계는 좋은 편
지능지수가 경계선에 있어 특수반에서 있었음. 
쓰기, 읽기능력이 히 떨어짐

E 부와 사별 후 엄마와 살고 있음 학교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발화가 불가능

F 게임 독으로 부모와 계는 안 좋음
매우 내향 인 성격, 게임에만 독되어 친구가 없고 

기 학력이 부족함

G 가정형편은 괜찮은 편이나 바쁜 부모와의 계 두
지능지수가 경계선에 있어 학교까지 특수반에 속해 
있었음, 친구가 없음

H 부모와의 계는 좋은 편
필리핀 어머니를 둔 다문화학생으로 아이들과 계를 
잘 하지 못함

I 가정형편이 어려움
조선족으로 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말이 아직 

서툴고 친구들과 계를 잘하지 못함

J 외동이며, 바쁜 부모와의 계 두
ADHD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잦은 결석, 지각과 무단 
조퇴를 일삼음

K 부모와의 계는 좋은 편
지능지수가 경계선에 있음. 스트 스를 받으면 소리를 
지름, 친구와의 계를 잘 하지 못함

<표 4> 학생들의 가정  환경  학교생활 특징

역 차시 독서자료 회기별 목표 활동 내용 참여 학생

친구

계

1 내 친구 루이
자신의 단 을 극복하고 친구와 

계 맺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의 단 을 극복하고 타인

의 감정을 이해하는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소감 쓰고, 나 기

A, C, E, F2 두 사람
상 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계

를 잘 할 수 있다.

3 무지개 물고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계를 맺

을 수 있다.

자아

정체성

1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내가 구인지 자아를 찾아볼 수 

있다. 남과 다른 나 자신을 받아들

이고 내가 구인지 자아를 

탐색하는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소감 쓰고, 나 기

B, H, I2 알록달록 코끼리 엘머
다르다와 틀리다는 것에 해 이해

할 수 있다.

3 내 이름이 담긴 병
남들과 다른 자신을 그 로 받아들

일 수 있다.

자아

존 감

1 는 특별하단다
특별한 나를 알고 나의 소 함을 

깨달을 수 있다. 나의 소 함을 깨닫고 자신의 

장 을 찾아 자존감을 향상시

키는 발문을 통한 이야기 나

기

소감 쓰고, 나 기

D, G, J, K2 뛰어라 메뚜기

자신의 장 을 찾아 자존감을 향상

시킴으로서 학교생활에 잘 응할 

수 있다.

3 발 리나 벨린다
자신이 가진 단 을 극복하고 장

으로 만들어 극복할 수 있다.

<표 5>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소그룹별 독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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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학생 F를 선정하 다.

둘째, ‘자아정체성’ 향상을 한 로그램의 

참여자는 가정환경의 문제로 친척집에서 지내

는 학생 B, 필리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인 H, 조

선족으로 늦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I를 

선정하 다. 

셋째, ‘자아존 감’ 향상을 한 로그램의 

참여자는 지능지수가 경계선에 있고 자아존

감이 부족한 학생 D와 학생 G, 학생 K, ADHD

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지극히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는 학생 J 등 무기력한 상태인 학생들

을 선정하 다.

3.6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반응 

분석

3.6.1 학생들의 변화 찰

학교 부 응학생들의 행동의 변화를 상담교

사와 사서의 찰을 통해 분석하 다. 상담교사

는 정서행동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학생  상담을 통해 독서치료 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찰하 으며 사서는 독서치료 수

업이 시작된 4월 19일부터 12차시인 6월 15일

까지 찰하 다. 찰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서의 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 다. 

학생 로그램 실시  찰 내용 로그램 실시 후 찰 내용

A

쉬는 시간마다 1충 1학년 교실이 있는 복도 형 TV

에 우두커니 서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운동장으로 데리

고 나가서 이야기를 나눔. 그 자리가 편하다고 이야기 

함.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친구에게 한 심이 없어 

보임.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후 발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  때 많이 밝아지고 극 으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짐. 

가정에서 부모와의 계가 정상 이어서 더욱 효과가 

크고 쉽게 회복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극 으로 변함.

B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 으나 인문계 고등

학교에 진학을 하여 학교에 한 불만이 많음. 꼭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인 미용사 

일을 빨리 하고 싶어 함. 친구 계도 원만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큰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애착

계가 형성이 안되어 의지가 없음. 

독서치료 로그램 참여 후 학교에 한 필요성을 느끼

게 되어 학교 생활에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친구

계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3학년 때 탁교육에 가려고 

결석도 하지 않으려 하고, 학교규칙도 잘 지키려고 노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

학교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여 친구가 한 명도 

없이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함. 어머니와 둘이 살며 

어머니와의 계는 좋은 편임. 휴 폰 독으로 잦은 

지각을 일삼고 학습에 흥미가 없음. 

친구를 사귀면서 그 친구와 심시간마다 도서 에 찾

아와서 이야기를 나 고 교사들에게 말을 잘 하게 됨. 

진로상담부에 자주 찾아와 상담교사와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자주 이야기 함.

D

지능이 경계수 으로 읽고 쓰는 데 문제가 있으며 이해

력이 부족함. 자신의 지능이 낮은 게 친구들에게 알려질

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부모와의 계는 

좋음. 

독서치료 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었음. 시키

면 마지못해 하던 모습에서 ‘제가 먼  할께요’라는 극

인 태도로 변모함.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물놀이 

동아리에서도 극 으로 잘 지내고 있다. 

E
학교 때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 실어증에 

걸림.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혼자 지냄. 

로그램을 통해 조 씩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방과후 기 학력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학교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함.

<표 6> 독서치료 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변화 찰(상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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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로그램 실시 기 찰 내용 로그램 실시 후 찰 내용

A

친구가 거의 없음. 항상 시무룩하고 말이 없고, 어떠한 

발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음.

극 으로 아이들에게 먼  말을 걸며 다가가 친구들

과 잘 사귀게 되어 친구가 많아짐. 발문할 때 극 으로 

이야기에 참여하는 등 정 인 변화가 나타남.

B

로그램 발문에 한 반응의 거의 없고 핸드폰만 만지

작 거리고 있으며 수업내용에 한 심을 보이지 않음.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는데, 자기 의지와 상 없이 학교

에 마지못해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음.

‘학교는 왜 다녀야 하는지’에 한 상을 보여주고 난 

후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수업태도가 

좋아지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함.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이야기 함. 진로

련 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극 인 모습

으로 변하 고 표정도 많이 밝아짐.

C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

고 어떤 발문에도 답을 하지 않음.

발문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독서치료 로그

램에 참여했던 아이와 친구가 되어 함께 도서 을 자주 

찾아오고, 네일아트 학원에 가서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

서 극 으로 변화함.

D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아이로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

이 함.

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생각을 표 하기 

시작하 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함.

<표 7> 독서치료 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변화 찰(사서)

학생 로그램 실시  찰 내용 로그램 실시 후 찰 내용

F

극 내향 인 성격으로 부모와의 계도 좋지 않음. 게임

독으로 거의 밤새 게임을 하여 잦은 지각을 함. 친구가 

한 명도 없이 고립되어 생활함. 

독서치료 로그램에서 만난 친구와 계가 좋아져 학

기 보다 많이 밝아졌다. 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지

도 있고, 학교생활도 더 극 으로 하고 있다.

G

종교에 심취되어 있음. 모든 이야기를 종교와 련된 

이야기로 이끌어 감.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

성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음. 지능이 경계수 에 있어 

학습능력도 떨어짐. 

로그램 실시 후 선생님들과의 친 도가 높아지고, 

발표도 많이 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학교규칙도 

잘 지키고, 학  일에 극 동참하고 있다. 아이들과도 

조화롭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H

다문화 아이로 자존감이 낮고 친구와의 계도 잘 하지 

못함.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혼자 생활함.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여 미술시간은 좋아함.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잘 사귀어 

친하게 되었음. 선생님과의 계도 개선이 되었다. 자존

감도 높아지고 수업시간에도 극 으로 참여하기 시

작하 다. 

I

국국 을 가진 조선족으로 자존감이 낮고 사회성도 

결여됨. 한국어 능력이 조하여 학습에 한 능력이 

부족하고 수업에 한 심이 없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일이 많아 교사가 힘들어 함.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혼자 지냄.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친구에게 극 으로 다가가

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함.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에게 

극 인 수업태도를 보이게 됨. 가수가 꿈이라고 이야

기하며 한국국 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J

 학교생활에 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무단

조퇴를 수시로 하고, 학교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보건실

에 아 다고 하면서 워있는 일이 다반사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ADHD증후 특유의 충동 인 

행동이 자주 나타남. 

아직도 학교수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으나 부 응학생

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은 극 으로 참여하고 있

는 편이고, 이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무단조퇴나 지각하는 횟수가 감소하

고 있으며 학교생활 모습이 조 씩 개선되고 있다. 

K

지능이 경계선으로 틱 장애도 가지고 있음. 시험 등 

스트 스를 받으면 소리를 지르고, 시험을 교실이 아닌 

보건실에서 응시하고 있음. 친구가 없으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혼자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임.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후 스트 스 지수가 하락

하여 교실에서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됨. 성격도 많이 

밝아짐. 친구들에게도 먼  말을 걸며 다가가서 친해지

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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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가 수업 기에 학생들의 모습을 찰한 

결과, 학생들은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반응

이 거의 없었고, 고등학생이 수업하기에 그림책

은 수 이 낮다는 반응을 보 다. 학생들은 부

분 독서치료 수업에 한 참여 의지가 없었고, 어

떠한 발문에도 “몰라요”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

다.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데 서툴 으며 계

속 핸드폰을 만지는 등 수업에 집 하지 않았다. 

사서가 독서치료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모

습을 찰한 결과,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

으로 변하 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

고, 선생님과의 계가 극 으로 변하는 등 

표정이 밝아지면서 학교생활에 응하려고 노

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3.6.2 로그램 실시 후 소감문에 나타난 학

생들의 변화

1차시부터 11차시까지 독서치료 로그램 

후에 학생들에게 로그램에 한 소감문을 작

성하도록 하 다. 특히 마지막 수업인 12차시

에는 참여한 체 로그램에 한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 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분석한 

학생 로그램 실시 기 찰 내용 로그램 실시 후 찰 내용

E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친구들이 답답해했고, 고개로만 

의사표 을 함.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 고,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챙겨 . 표정이 많이 

밝아짐. 거의 매일 도서 에 들러서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자로 써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책을 출하고 있음.

F
극내향 인 아이로 자기소개를 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만 가로젓는 부정 인 태도를 보임.

독서치료 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와 친구가 되어 함께 

도서 을 자주 찾아오고, 표정이 밝아지고 한 두 마디씩 

의사표 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함.

G

게임 독으로 인해 친구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친구

를 사귀려고 시도하지도 않으며 인해 혼자 지내고 있음. 

발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혼자 떠듦.

친구와 사귀기 시작함. 독서치료 수업에 참여하면서 

책 속 상황이 자신과 같다며 놀라워함. 동일시가 이루

어진 것으로 단됨. 수업시간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로그램에 해 만족한다고 이야기함.

H 무척 소극 인 모습을 보이고 말이 없음.

친구들도 자신과 같은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로가 된다고 하는 등 말수가 증가함. 친구를 

사귀게 되어 좋다는 말을 함.

I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말을 안하고 거의 

지내는 아이임. 발문을 통한 생각나 기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잘 표 하지 못함.

짧은 그림책 속에 내용이 무 많아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말수가 증가함. 책속 상황에 해서도 

조용조용 잘 표 함. 도서 에 수업을 하러 왔다가도 

먼  인사를 하며 다가옴.

J

ADHD로 인하여 어떤 질문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아이임. 무단조퇴로 담임선

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 수업시간에 자주 빠지고 보건

실에서 자는 아이임.

여 히 수업에 잘 참여하는 못하지만 이제는 지각도 

안하고 무단조퇴도 안하려 하는 노력을 보임.

K

문장완성검사에서 자신감이 없는 표 이 많이 나타나

고, 발문을 했을 때 ‘모른다’는 답만 함. 틱장애와 

ADHD로 인하여 기분의 변화폭이 커서 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못함.

발문을 했을 때 책 속의 내용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

고 하면서 극 으로 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반응을 

보임.  자신감이 되찾는 모습으로 찰됨.  로

그램에 극 인 모습을 보이고 그림책 내용이 많고 

생각하기 힘들어서 놀랍다는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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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음과 같은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그림책으로 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

고 소개하 을 때 다수의 학생들은 그림책은 

어린아이나 읽는 책이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

다. 그러나 발문을 통해 생각나 기를 이어가

면서 그림책의 내용이 깊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한 그림책에 한 심과 흥미

가 생기고, 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의 

그림책 독서에 한 흥미가 증가하 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학생 A, B, D, E, F, H의 발언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책 표지에서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안고 웃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책 속 내용에 해 질문하

고 답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책에 해서 이야

기하고 나만의 가치사 을 써보는 활동도 의미 

있었다. 그리고 항상 애들과 함께 활동해서 재미

있었다. 애들한테 질문을 하고 애들이 나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았다. 활동  가장 

좋았던 것은 애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많은 얘기

를 한 것이다. (학생 A)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책을 읽고 활동하면

서 그림책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책 속 그림

의 내용도 좋았다. (학생 B)

그림책 에서 “내 꼬리”가 가장 좋았다. 나만 

단 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다 그런 단 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

고 동 상을 보고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 D)

그림책이 쁘고 좋았다. 각자 책 한 권을 읽고 

내용을 이야기 하는 활동도 재미있었다. 책 속 

장면  ‘고맙습니다, 선생님’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책을 읽 으면서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것 같았다. (학생 E)

책 속 장면  기억에 남는 것은 무지개 물고기한

테 란 꼬마 물고기가 반짝이는 비늘을 달라고 

하여 무지개 물고기가 싫다고 해서 란 꼬마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일러바쳐서 무지

개 물고기가 외톨이가 되는 부분이다. 책을 돌아

가며 읽었던 것도 좋았고, 어렸을 때 그림책을 

읽은 후로 읽지 않다가 읽게 되어 재미있었다. 

(학생 F)

 “서당개 삼년이”를 읽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게으

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깨달았다.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학고, 

그 속에서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나와 

공통 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학생 G)

 

책을 읽고 느낌 을 말하고 그림책의 그림을 

보는 게 좋았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느낀 을 다 같이 

이야기 나 고 내가 느낀 을 말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  때가 가장 좋았고, “빨간 나무”와 “틀

려도 괜찮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로그

램 참여 후 그림책에 한 생각이 바 었다. 그림

책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당

연히 내용은 단순하고 쉬울  알았다. 그런데 

내용은 꽤 진지하고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기했

다. (학생 H)

 



17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7

둘째, 친구 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친구와

의 계에 있어서도 고립되어 혼자 생활하다가 

먼  다가가는 등 정 인 계 맺기를 해 

노력하려는 모습으로 변모하 다. 이러한 사실

은 다음의 학생 C, G, I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 씩 아이들과 함께 책에 해 이야기하는 것

도 재미있어지고, 샘의 수고가 보 다. 무엇보다 

이 로그램에 참여하고서 친구가 생겼다는 것

이 좋았다. (학생 C)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학고, 그 속에서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나와 공통 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활동 후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 직  막아주고 외톨이처

럼 지내게 하지 않고 먼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

겠다. (학생 G)

“보이지 않는 아이”에서 라이언만 흑백이었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친구들이 심을 보이고 

말을 걸어주고 친해졌을 때, 색깔이 입 졌다. 나

도 아직은 한국 친구들이 많이 낯설고 어색하다. 

말이 서툴러서 더 그런 것 같다. 친구가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더 다가가야 겠다. (학생 I) 

셋째, 학교생활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단 조

퇴와 무단 결석을 하던 학생도 비록 지각은 하

더라도 학교에 나오게 되었고, 수업시간에도 

극 으로 참여하고 수행평가에 최선을 다하

려는 정 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

은 다음의 학생 B, E, J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를 가려고 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오게 되어 

학교수업이 무료했다. 아직 학교는 꼭 다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는 것은 싫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런 

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은 재미있다. 

(학생 B)

책 속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침 에 

워서 학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장면이다. 

책을 읽고 나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와 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배우고 알게 되서 좋았다. 

(학생 E)

1학년 때는 결석도 많이 하고, 몰래 학교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도 많았지만 지 은 말없이 없어

지진 않는다. 꼭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하고 싶다. 

(학생 J)

애들과 게임하고 책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 

좋았다. “보이지 않는 아이”에서 라이언과 

스틴이 같이 노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친구에

게 먼  말을 걸고 먼  다가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려해 주어야겠다. (학생 K)

넷째, 선생님과의 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선생님께 먼  다가가 조언을 구하는 등 극

인 계로 변화하 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학생 A, J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책 표지에서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책 속 내용에 해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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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책에 해서 이야

기하고 나만의 가치사 을 써보는 활동도 의미 

있었다. (학생 A)

선생님과 친하게 되어 좋았다. 수업시간이 지루

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수업시간에 참여

하기 싫었는데, 독서치료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좋았다. (학생 J)

 

4.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
그램이 고등학생의 학교 응 능력
에 미치는 향 

4.1 가설

학교생활 부 응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그

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이 학교생활 

응 능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1.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을 상으로 한 그

림책 활용 독서 치료 로그램은 학교생

활 응능력에 향을 미칠 것이다. 

 1.1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을 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

은 학교생활 응능력  교사 계에 

향을 미칠 것이다.

 1.2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을 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

은 학교생활 응능력  교우 계에 

향을 미칠 것이다.

 1.3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을 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

은 학교생활 응능력  학교규칙에 

향을 미칠 것이다.

 1.4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을 상으로 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은 

학교생활 응능력  학교수업에 향

을 미칠 것이다.

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 응 척도는 기

존의 다양한 학교생활 응 척도 검사지의 공통

인 역을 고려하여 개발된 송미원(1999)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사용하 다. 학교생활 

응척도는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 

하  역으로 분류되며 역별 문항 수와 내

용은 <표 8>과 같다.

4.3 학교생활 응능력 효과 분석

4.3.1 학교생활 응척도의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활용하여 요인 수를 산

출하 다. 실험 상이 11명이므로 산출된 요인

수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 다. 검정통계량으로 

Kolmogorov-Smirnov 검정통계량을 활용하 다. 

검정결과, 이 연구에서 상정된 학교생활 응척도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본이 지만 정규성을 만족하는 이유는 각 상/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을 통해 실험 

상자들의 다양한 사 -사후 수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 응척도의 사 -사후 수에 

한 정규성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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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역별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교사 계

∙학생과 교사와의 조화로운 계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 에 한 반응

∙ 정  감정의 표 의 성

8 1, 5, 9, 13, 17, 21*, 25*, 29

교우 계

∙친구와 조화로운 계 정도

∙학 생활의 극성의 여부

∙친구에 한 심 여부

8 2, 6, 10, 14, 18, 22, 26*, 30*

학교수업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여부

8 3, 7, 11, 15*, 19, 23, 27*, 31*

학교규칙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하는가의 여부
8 4, 8, 12, 16, 20, 29, 28*, 32

(*는 부정  문항임)

<표 8> 학교생활 응능력 척도의 하  요인 내용 구성 

요인
사 수 사후 수

K-S
a p K-Sa p

교사 계 .183 .200 .148 .200

교우 계 .243 .070 .178 .200

학교수업 .232 .100 .096 .200

학교규칙 .131 .200 .168 .200

학교생활 응척도 .147 .200 .240 .076

K-Sa: Kolmogorov-Smirnov 검정통계량(Lilliefors 유의확률 수정) 

**: p < .01, *: p < .05

<표 9> 학교생활 응척도의 사 -사후 수에 한 정규성 검증결과

4.3.2 학교생활 응척도 역별 각 문항에 

한 로그램 효과 검증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이 고등

학교 부 응 학생의 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학교생활 응척도 에서 

로그램 효과를 검증하 다. 학교생활 응척도 

역별 총 32개 문항에 해 사 검사 수 

비 사후검사 수의 변화에 해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교생활 응 척도 32개 문항  21개 문항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응 척도의 하  역별 분석결과를 보면 학교생활 

응 척도 ‘교사 계’ 역에 한 7개 문항이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 계’와 

‘학교수업’에 한 사  사후 차이 분석결과, 각각 

5개의 문항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에 한 사  사후 차이 분석결과 4개

의 문항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이 고

등학교 부 응 학생의 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21개 문항이 사  비 사후 수가 향상되어 정

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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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설문 내용 사 사후 t p

교사

계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화를 나  수 있다 2.64±1.00 3.82±1.22 -3.695** .001

5 내 마음속의 비 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2.09±0.81 3.27±0.98 -4.864** .000

9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2.73±0.63 3.45±1.01 -3.864** .001

13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2.73±0.98 3.64±1.26 -5.257** .000

17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생각

한다
3.09±0.81 4.00±0.98 -5.258** .000

(21) 선생님들이 무 명령 이고 딱딱하다 3.27±0.46 2.64±1.33 2.536* .019

(25)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82±0.39 2.45±1.26 1.359 .189

29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3.09±0.92 3.82±1.30 -3.167** .005

교우

계

2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 한다 2.36±0.90 3.45±0.80 -6.308** .000

6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2.27±1.08 3.18±0.96 -3.022** .006

10
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나의 집으로 

하기도 한다
2.09±1.02 2.91±1.60 -1.927 .068

14 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2.00±0.76 2.55±0.91 -3.196** .004

18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친구가 많다 2.45±0.80 3.27±1.24 -4.006** .001

22 학 에서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다 2.09±0.81 2.45±1.01 -1.891 .073

(26) 나는 다른 학교로 학 갔으면 좋겠다 3.00±1.23 2.36±0.90 1.952 .064

(30) 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2.82±0.96 1.91±1.02 3.846** .001

학교

수업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2.09±0.92 2.82±1.22 -2.935** .008

7 나는 학교생활  수업시간이 즐겁다 1.64±0.66 2.91±1.11 -6.062** .000

11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2.64±1.09 2.82±1.05 -1.000 .329

(15) 각 과목마다의 숙제가 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3.73±0.88 3.64±1.00 .358 .724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부분 이해한다 1.82±1.05 2.36±1.09 -2.806* .011

23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2.27±0.88 3.18±1.30 -5.256** .000

(27) 나는 수업시간  딴 생각을 많이 한다 4.09±0.92 3.73±0.98 1.891 .073

(31) 나는 수업  질문을 받을까  두렵다 3.82±0.96 2.55±1.18 5.137** .000

학교

규칙

4 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3.91±1.02 3.64±1.09 1.101 .283

8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우측통행을 한다 3.09±1.02 3.45±1.18 -1.283 .213

12 나는 주번 활동을 열심히 한다 3.09±1.11 3.45±1.01 -2.160* .042

16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스럽게 사용 한다 3.64±0.66 4.36±0.79 -3.464** .002

20 나는 휴지나 쓰 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3.82±1.22 4.18±1.22 -2.160* .042

24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3.73±1.08 3.91±1.11 -.658 .518

(28) 학교는 질서와 규율을 무 강조 한다 3.09±0.53 2.00±0.87 5.020** .000

※문항 (15), (21), (25), (26), (27), (28), (30), (31)은 역채  문항임 

**: p < .01, *: p < .05

<표 10> 학교생활 응척도 각 문항에 한 로그램 효과 검증결과

4.3.3 학교생활 응척도 각 요인에 한 

로그램 효과 검증

학교생활 응척도 체 요인과 하 요인 교

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해 

사 검사 수 비 사후검사 수의 변화에 

해 응표본 t-검정을 통해 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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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사 SD 사후SD t p

교사 계 2.81±0.31 3.39±0.39  -8.638** .000

교우 계 2.39±0.45 2.76±0.69 -2.396* .026

학교수업 2.76±0.23 3.00±0.41  -2.918** .008

학교규칙 3.36±0.48 3.59±0.50 -2.259* .035

학교생활 응척도 체 2.85±0.20 3.19±0.35  -4.024** .001

 **: p < .01, *: p < .05

<표 11> 학교생활 응척도 상/하 요인에 한 로그램 효과 검증결과

학교생활 응척도 체의 경우 사 수(M= 

2.85) 비 사후 수(M=3.19)가 약 0.34  향

상되었으며,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생활 응척도의 하

요인인 ‘교사 계’의 경우 사 수(M=2.81) 

비 사후 수(M=3.39)가 약 0.58  향상되

었으며,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교우 계’의 경우 사

수(M=2.39) 비 사후 수(M=2.76)가 약 

0.37  향상되었으며,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수업’의 경

우 사 수(M=2.76) 비 사후 수(M=3.00)

가 약 0.24  향상되었으며,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규

칙’의 경우 사 수(M=3.36) 비 사후 수

(M=3.59)가 약 0.23  향상되었으며,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

었다. 

학교생활 응척도 체와 학교생활 응척도

의 하  요인인 ‘교사 계’와 ‘교우 계’, ‘학교

수업’, ‘학교규칙’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로그램이 고등학교 부 응 학생의 응

능력에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

그램이 고등학교 부 응학생의 학교생활 응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P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학교생활 부

응학생으로 단된 11명을 실험집단으로 선

정하 다. 4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차시

의 집단 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하 다. 학

생들의 부 응요인이 다양하여 ‘친구 계’, ‘자

아개념성’, ‘자존감’의 소그룹으로 나 어 각 3차

시씩 총 9차시의 독서치료 로그램을 병행하

다. 

독서치료 로그램은 학교생활 응척도와 

련된 하 요인에 따른 상황별 주제와 이와 

련된 그림책을 활용하여 구성하 다. 차시별 

로그램은 책 읽기 단계, 발문을 통한 반  

인식,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자기 용의 원

리에 따른 활동으로 실시되었다. 그림책을 활

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학교생

활 응능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 활용 독서치료 로그램은 고

등학교 부 응 학생의 학교생활 응능력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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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림책 활용 독서치료 로그램이 고

등학교 부 응 학생의 학교생활 응능력의 하

역인 교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 학교

규칙 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연구를 한 질  분석에서 로그램

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찰․평가한 결과 

학생들의 로그램에 한 흥미가 높게 나타

났으며, 학교생활 응능력의 하 역에 속

하는 교사 계, 교우 계, 학교규칙, 학교수업

에 정 인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은 학교

생활 응능력의 하 요인의 교사 계, 교우

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에서 정 인 변화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소그룹별

로 용시킨 개별 로그램에서도 자존감이 높

아지고, 래 계에도 정 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그림책의 발문을 통한 생각나

기는 다른 사람과의 계를 유지하며 타인

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해석하는 능력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책 속 상

황 속에서 정서 인 반응을 진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완화시켜 학교생활 응

에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닌 

장 과 단 을 객  시각에서 바라보고, 책

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앞으로 학교생활 부 응 학생과 일반 학생

들까지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을 

확 ․ 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

다. 한 로그램의 장기 인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부 응 학생들의 변화를 지속 으로 

연구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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