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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학문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및 공감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독서요법은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

강점, 정서인식 및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조군 전·후 설계를 사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4년 경기도 S시 3년제 간호학과의 1학년 학생들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41명이었다. 대상자들은 난수표를 이용하여 실험군 21명과

대조군 20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은 10-11명으로 구성된 두 그룹으

로 나누어 4주 동안 주 2회, 1회기당 90분 소요되는 독서요법을 제공하였다.

독서요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

도를, 성격 강점은 48 문항의 성격 강점 척도를, 정서인식은 기질적 메타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중 정서에 대한 주의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16

문항을, 공감은 대인간 반응성 지수 검사를 사용하였다. 실험군의 자료는 첫

회기 독서요법을 제공하기 전과 마지막 회기가 끝난 후에 수집하였으며, 대조

군의 자료도 실험군 자료 수집과 같은 시기에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활용하여 그룹의 동질성은 χ²-test, Fisher’s exact

test, Fisher Freeman Halton test, t-test로 분석하였고, 독서 요법의 효과성

검정은 t-test와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요법을 4주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t=2.108, p=.041)과 정서인식(t=4.767, p<.001)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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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강점별로 분석한 결과 독서요법 제공 후 실험군의 사랑(F=11.546, p=.002),

진실성(t=3.190, p=.003), 용서(t=2.277, p=.028), 신중함(t=3.481, p=.001)의 점수

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감의 하부 영역인 공감적 관심도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F=9.970, p=.003) 독서요법이 성격 강점과

공감 향상에 부분적으로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독서요법 통해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여

기며,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서 인식 향상에 효과적이며 성격강점

과 공감 향상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간호 교육에 독서요법

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간호대학생, 독서요법,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 공감

학 번: 2010-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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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우선 자신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타인을 이

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간호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과

학적 간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풍부한 인간이해를 돕는 인문학적

교육이 필수적이다(Curtis & Jensen, 2010; Moyle et al., 1995; 박명희, 2011).

독서요법은 인문학적 접근 방법의 하나로서, 다양한 자료를 읽고, 글쓰기와

이야기하기 등의 독후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Pardeck, 1994). 읽기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문학 작품은 여러 상황에 처한 다양한 성

격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게 되고,

카타르시스를 느껴 감정을 발산하며, 작품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들의 이야

기를 재구성해 나가는지 살펴보며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다(김현희 등, 2004; 원동연 등, 2005; Lanza, 1996; Shrodes, 1950).

또한 독서요법을 대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기자, 2012; 오진령, 2009;

Salimi et al, 201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성미혜, 2012; 정명실,

2009), 환자 간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Randle, 2001;

Ryles, 1999). 한편, 자아존중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

되며 특히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므로

(Meeres & Grant, 1999)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교수와 동료

학생들이 독서요법과 같은 집단요법을 통해 상호 지지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2 -

성격 강점은 개인의 긍정적 특질로서(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자

신의 강점을 인식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준다(김지영과 권석만, 2013; 박진희, 2014). Seligman (2002)은 개인당 보통

4-5개의 대표 성격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특정한 방법들을 통해 성격 강

점을 계발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독서요법

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강점을 인식하거나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풍부한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김희정, 2011; 송은정, 2011). 특히 문

학 작품은 어떤 특정한 정서가 유발되도록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정서에 대

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정서를 언어로써 포착하여 탐구하게 함으로써

(김성룡, 2010) 다양한 정서를 간접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는다.

공감은 개인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전문가적

특성이기도 하며(Diane & Joanne, 2001) 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이므로(Kunyk

& Olson, 2001) 간호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Doyle et al., 2014). 독서요법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정서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상대방의

정서에도 민감하게 되어 공감할 수 있게 돕는다(김현주, 2005; 이지연 등,

2009; 장정주, 2012; Curtis & Jensen, 2010).

간호대학생에게 독서요법을 적용한 국외 연구들에서 자기 이해 및 공감

(Curtis & Jensen, 2010), 정서지능과 공감(Roberts, 2010), 의사소통과 비판적

사고(Butell et al., 2004), 환자 중심의 관점의 향상(Cagle et al., 2006) 등 간

호대학생의 자기 성찰을 도모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에 효과적이었음

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독서요법 연구는 심리학이나 교육학, 문헌 정

보학 분야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간호학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

서요법을 활용한 연구는 정신질환극복 수기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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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킨 민소영(2009)의 연구가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위

한 독서요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자기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독서요법

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제공한 독서요법이 이들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 인식과 이해 향상을 위한 독서요법의 간호교육 적용을

위한 실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독서요법

독서요법이란 다양한 자료를 읽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독후 활동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개

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Pardeck, 1994).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자기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집단에서 주어진 자료를 읽

고 글을 쓰고 이야기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

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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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 강점

성격 강점이란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개인의 번영과 최적의 기능

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한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본 연구에서는 Seligman (2002)의 48 문항짜리 성격강점 질문지를 김

인자(2006)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4) 정서인식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신

이 경험하는 감정을 명확하게 범주화하고 명명하는 것을 의미한다(Swinkels

& Guiliano, 1995). 본 연구에서 정서 인식은 이현아(2011)의 연구와 같이 기

질적 메타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의 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과 정

서인식의 명확성 11문항을 합하여 총 16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이다.

5) 공감

공감이란 타인의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상태에 대해

파악하여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질을 의미한다(Davis, 1980). 본 연구

에서는 Davis (1983)가 제작하고 박성희(1994)가 번안한 대인간 반응성 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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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독서요법

독서요법(bilbiotherapy)은 책을 뜻하는 biblion과 치료를 뜻하는 therapeia라

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1916년 Samuel Crothers가 처음으로 사용하

였다(Hynes & Hynes-Berry, 1994). 독서요법이란 다양한 자료를 읽고 다양한

활동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

도록 돕거나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Pardeck, 1994).

독서요법은 책을 매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방어를 적게 하면서 책

에 대한 반응을 통해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Hynes

와 Hynes-Berry (1994)는 책을 읽는 것 자체보다는 상호 지지와 긍정적인 피

드백을 주고받는 독후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책을 읽고 쓰고 이야기하는

활동은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일으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서 순화, 인간 관계 증진, 일상적 문제 해결 및 예방책 등을 제공하여 건전

한 자아상을 갖게 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한다(송부옥, 2005). 즉 책을 통하여 다양한 삶을 접하고 인간이 직면할 수 있

는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독서요법의 기전은 동일시, 카타르시스, 그리고 통찰의 3단계이다(Afolayan,

1992; He´bert & Kent, 2000, Shrodes, 1950). 동일시는 책을 읽으면서 독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감정을 지금 주인공을 통해 떠올리며 자신과 책 속의 인

물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다. 카타르시스란 자신의 내면에 쌓여 있는 욕구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을 언어나 글, 행동으로 표출시켜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다.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를 거쳐 통찰의 단계에 오게 되면 비로

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바뀌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게 된다(김현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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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원동연 등, 2005). Cohen (1994)도 독서의 경험을 Colaizzi 방법으로 분

석한 결과, 자기를 인식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자기의 위기가 수용가능해

지며 희망이 생기고, 통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화하여 분명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Shrodes (1950)의 독서요법의 기전인 동일시-

카타르시스-통찰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독서요법의 종류로는 임상적 독서요법과 발달적 독서요법이 있으며 또한 개

별독서요법과 집단독서요법이 있다(McCulliss, 2012). 발달적 독서요법은 일반

인이 당면한 발달 과제를 잘 수행하고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돕는 것을 말한

다. 임상적 독서요법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를 돕기 위한 치

료적 개입을 말한다. 또한 개별적 독서요법과 집단 독서요법이 있는데 집단

독서요법의 상호작용 효과가 알려지면서 집단 독서요법이 선호되고 있다. 또

다른 종류인 자가 독서요법은 인지행동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자기조력도

서(self-help book)를 활용하는 것으로 경증도나 중등도의 우울(Gregory et

al., 2004, Liu, Chen, Li, Wang, Mok, & Huang, 2009),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

(Apodaca & Miller, 2003), 불안(Haug et al., 2012)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이

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 기반 인지요법에 독서요법을 병행하였을 때 대

학생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이 감소되었고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

다(Lever Taylor et al., 2014). 독서요법을 노인에게 적용한 결과 노인들의 자

가관리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rieswijk,

Steverink, Buunk, & Slaets, 2005).   
Salimi 등(2012)은 집단 독서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이 낮

은 이란의 한 의과대학 여학생들에게 8주간의 집단 독서요법을 제공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Killick 등(2014)은 정신 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정신요법(psychotherapy)은 지나치게 사적이고 공식적인 데 비해 독서요

법은 덜 부담스러운 방법이며 이들의 안녕(well-being)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하였다. Amer (1999)는 키가 작거나 당뇨병이 있어 소아 내분비과를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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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독서요법을 적용하여 소그룹내에서 자신들의 감

정과 자아존중감 관련 생각들을 충분히 표현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훌륭한 간

호중재라고 하였다. 김수경(2008)은 대학생들이 독서요법을 통하여 자신의 상

처를 인식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독서요법은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며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김수

경, 2008; 오진령, 2009)과 자아존중감(서기자, 2012; 오진령, 2009), 우울과 생

활 스트레스 (김춘경 등, 2006), 자아형성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구연배,

2007), 행복(이승채, 2013)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국내 독서요법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집단 독서요법 제공시 자아정체성의 효과 크기가 가

장 컸으며,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고용남과 이명우,

2011).

Moyle 등(1995)은 간호대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이용한 독서요법을 통해 인

생 경험을 이해하며 특히, 건강과 질병 경험, 입원의 신체적, 심리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민감성을 키우므로 간호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같은 인문학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다. Curtis와 Jensen(2010)도 문학을 활용한 수업에서 자기 이해

및 공감이 향상되었으며 간호 교육에 인문학적 요소를 더할 것을 강조하였다.

Roberts (2010)는 정신 건강 간호학 수업에서 시를 활용한 것은 다양한 정서

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정서지능과 공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Crawley 등(2009)은 문학 작품 중에서도 그림책을 간호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주장하였는데 그림책은 짧고, 재미있고, 색채가 아름다우며 읽

기에 쉬워 특히 매력적인 교육 자료이며 공감을 증진시키고 인간 경험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검증하고 재구성하게 하는 특별한 형태의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고 하였다. 이들은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McDrury와 Alterio (2002)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성찰 학습 도구(reflective learning tool for nursing

students)’ 모델을 활용하여 상실, 슬픔, 죽음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와 연관된 개념을 가르칠 때 교과서 외에 부가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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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책의 활용을 권장하였다. Butell 등(2004)은 도서관 사서와 함께 학생들이

주도하는 독서 그룹을 만들어 4-6명의 소그룹 토의를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

이 책을 직접 고르고, 읽고, 토의할 질문을 만들어 토론한 후 성찰 저널

(reflective journal)을 내도록 하였다. 성찰 저널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

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통찰을 얻었으며 의사소통과 비판적 사고 능력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요법이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교육 방법이라

고 하였다. Cagle 등(2006)은 간호대학생들이 소설을 읽고 성찰 일지를 쓴 것

을 분석한 결과 환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으며 환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환자의 가치와 개인의 역사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모든 인생 경험을 해 볼 수 없으므로 독서를 통해 돌봄 대

상자의 고통, 상실, 죽음, 행복, 질병 경험 등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인간에 대

한 이해를 확장하여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교과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질환

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갖도록 한다(Butell et al., 2004). 생의학적 모델을 강

조하는 의학 교육에서도 최근 인성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과

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관련 과목의 수와 학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인

증 평가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맹광호, 2007). 이상과

같은 시대적 변화와 간호의 본질을 생각할 때, 간호 교육에서도 과학적 지식

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독서요법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성찰을 도

모해야 할 것이다(박명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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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

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며(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강화하고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며 비난에 대해 민감하다(Rawlins et al.,

199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년제 간호대학생은 평균 3.69점(양혜주, 2013)이었으며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김명숙, 2011). 이규은 등(2007)의 연

구에서 4년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90점, 3년제 간호대학생은 3.80점

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년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된다(Begley &

White, 2003; 오세영과 박선남, 2010), 낮아진다(장은영, 2001; Randle, 2003),

별 차이가 없다(Sasar et al., 2002)로 일관적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이 환자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주며(Randle, 2001; Ryles, 1999),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이규은 등, 2007) 이들의 자아존중

감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입학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학업, 실습 적응도,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았으며(장

은영, 2001),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

다(김순례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진로 동기(강영숙과

황선경, 2013) 및 전공 만족도(강영숙과 황선경, 2013), 직업정체감(조희와 이

규영, 2006),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이월숙 등, 2014), 자기효능감 및 문제 해

결 능력(양혜주, 2013), 리더십(오세영과 박선남, 2010), 임상 실습 만족도(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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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2012; 정명실, 2009)와 임상실습수행도(정명실, 2009)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합리적 정서치료

(rational emotive therapy)(안황란과 배행자, 1994), 해결중심의 집단상담(김현

미, 2002),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기반한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강은실 등,

2002), 긍정 심리학에 기반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조금이, 2011)이 있었

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많은 요인들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4-8주 동안 계획된 6-12 회기 정도의 집단 프로

그램에서 지지적 상호 작용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격 강점

성격 강점은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로서 개인의

번영과 최적의 기능을 유발할 수 있고 행복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Peterson과 Seligman (2004)은 긍정적 특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에서 연구되어 온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분류체계인 Values in Action(VIA)을 만들었다. VIA 분

류 체계는 6개의 상위 미덕과 24개의 하위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대, 사회, 문화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미덕과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미덕이란 오랜 기간 현인들에 의해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 핵심

특성을 의미하며, 지혜, 사랑, 용기, 절제, 정의, 초월성이 속하며 강점이란 미

덕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과정을 뜻한다. 강

점에는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찰,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사

랑, 친절, 사회성,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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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 감사, 희망, 유머, 영성이 포함된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함으로서 자신의 강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고(안선영,

2010)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이 학업 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

을 주므로(문원정, 2010) 성격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성격 강점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진실된 자아를

알아가는 진정성과도 연결된다(Harter, 1988).

임영진(201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격강

점은 사랑, 낙관성, 친절성, 감사였으며 성격 강점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

을 보여주었다. 안선영(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하는 성

격 강점은 사랑, 희망, 감사, 유머였으며 영성, 희망, 통찰, 용서는 가장 적게

보고하는 것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성격 강점을 더 정확하게 인

식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Peterson 등(2004)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공통

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강점은 친절성이고, 공정성, 진실성, 감사, 개방

성 순서였으며 가장 드물게 보고된 강점은 신중성, 겸손, 자기조절이었다. 이

와 같이 문화권에 따라, 성별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많이 나타나는 강점이 달

랐다.

이러한 개인의 성격 강점에 기반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게

하는 중재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Seligman, 2002). 성격 강점을 활용한 중재

연구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강점의 인식 및 활용에 초점을 둔 프

로그램이 대학생의 행복 증진에 유용하였다는 연구(임영진, 2010), 성격 강점

에 기반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중재 집단은 처치

전에 비해 처지 후에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도와 대인 관계가 증진되었다는

연구(이문희와 이영순, 2013) 등이 있다. 김지영과 권석만(2013)은 대학생을 대

상으로 개인의 강점 인식 및 활용 처치와 약점 인식 및 보완 처치를 비교한

결과,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 정서의 변화량이 강점 인식 및 활용 처치 집단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강점을 인식하는 활동을 한 집단과 강점을 활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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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은 모든 종속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인식만 하더라도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 정서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박진희(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강점 인식과 활

용을 한 중재를 제공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3) 정서인식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신

이 경험하는 감정을 명확하게 명명하는 것’으로(Swinkels와 Guiliano, 1995) 지

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 반응을 언어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서 상태를 확인해

가는 심리적 과정이다(Salovey et al., 1995).

정서인식의 하위 요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문제해결 능력이 높고(Extremera &

Ferand'ez-Berroca, 2005)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높았다(Gohm & Clore,

2002). 그러나 지나치게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상실감,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Ciarrochi, Deane, &

Anderson, 2002)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하나(2006)는 정서에 대한 주의

가 적응적인 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명명화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서인식의 다른 하부 요인인 정서 인식의 명확성은 외향성, 높은 자존감과

관련되며, 부정적인 정서에서 좀 더 적응적인 조절양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

며(Swinkels & Guiliano,1995)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낮으면 높은 수준의 신

체화와 스트레스, 대인불안, 스트레스를 통제하려는 반응에만 집중하여 우울을

보이며(박지선 등, 2008), 정서 조절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은정과

홍주현, 2013).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할수록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하며, 평상시

에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유도된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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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잘 회복되었다(Salovey et al., 1995). 또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이한우, 이미희,

2013)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더 적응적이었고(최요원과 이수

정, 2004),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Swinkles & Guiliano, 199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인식과 대학 생활 적응을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

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근면, 차선경, 2013; 박승미, 김철규, 차선경, 2014). 최근 의료 기관 경쟁의 경

쟁이 심해지면서 고객 만족을 위해 간호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특정

한 감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

으로 조절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정서에 주

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책을 읽는 것은 다양한 정

서 반응을 불러일으켜 간접적으로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므로 독서요법을

통해 개인의 정서인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감

공감은 개인의 특성이면서도 돌봄과 의사소통, 치료적 관계를 위한 전문가

적 특성으로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다(Diane & Joanne, 2001).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리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Catlett & Lovan,

2011; Hoffman, 2000; Kunyk & Olson, 2001). 많은 간호학자들은 간호 교육을

통해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Alligood, 2005; Ozcan et al., 2010;

Ozcan et al., 2012). 또한 간호 교육자와 간호사들이 공감적 행위의 본보기가

될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Evans et al., 1998), 간호 교육자들은 점차 기술을

강조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돌봄 측면의 학습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Curtis & Jens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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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공감 수준을 보면 정명실(2014)의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의 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점이었으며 자기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기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공감이 높았다. 이지영(2012)의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인생 태도가 자기긍정-타인 긍정은

낮고 자기 부정-타인 부정은 높아 간호대학생의 인생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이 높

은 학생들의 공감이 자기 부정과 타인 부정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따라서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양선이 등(201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5

점 만점에 3.5점이었고 공감과 문화적 역량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여

주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대한 국외 연구를 보면, McKenna (2012)의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용 Jefferson 공감 척도를 사용하여 공감을 측정한 결과 140점 만

점에서 평균 107.34점이었다. 그리스에서 수행된 Ouzouni와 Nakakis (2012)의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로 측정한 결과 평균 88.63으로 나타났으며, 6학기 간호

대학생이 1학기 간호대학생보다 공감이 좋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

게 높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돌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상 지도자가 환자에게 접근하여 정서적 이해를 보여준 경우에 공감이 유의

하게 높았다. 반면 McKenna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별이나

나이, 학년에 따른 공감 능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의 연

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공감의 차이는 없었다(Lauder, Reynolds,

Smith, & Sharkey, 2002). Lovan과 Wilson (2012)은 4년제 간호학생들을 대상

으로 첫 학기 초에 공감을 측정하고 학기말에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학기말

에 증가하긴 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ojat (2009)은 의과대학생들과 간

호대학생들의 공감을 학년 초와 학년 말에 측정한 결과, 임상 실습에서 환자

를 많이 대면할수록 공감이 낮아졌으며 간호대학생이 전에 보건의료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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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경험이 있을 때 공감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공감 향상을 위한 중재로 Curtis와 Jensen (2010)은 성찰적 글쓰기, 현대 문

학을 읽고 토론하기를 추천하였다. Webster (2010)는 정신 간호학 실습을 마

친 간호대학생들이 4주 동안 정신 질환자의 삶에 대한 창의적 성찰적 교육 활

동을 통하여 정신 질환에 대한 낙인을 감소되고 공감이 증가하였다. 간호대학

생들에게 위트(wit)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공감을 측정한 결과 영화 감상 전에

도 공감은 118.3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영화를 보고 난 직후와 7주후에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iggs, Fox, Abell, 2012). 중학생에게 독서요법

을 제공한 후 공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이지연 등, 2009), 다문화 프로그

램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공감이 향상되었다(픽은희와 박재순, 2013). 이상에서

공감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으로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특히 문학

작품을 이용하여 공감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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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및 가설

1. 개념적 기틀

간호대학생을 위한 독서요법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

틀은 독서요법에 대한 문헌고찰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Figure

1). 간호대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서 자료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감정을 작품 속의 주인공을 통해 떠올리며 자신과 책 속의 인물을 하

나로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독후 활동인 글쓰기를 통해 자기 내부에 집중하

여 자신의 내적 감정, 인지, 경험 등을 성찰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 등을 나누는 이야기하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각과 총체적 경험

을 개방하는 과정(Chinn & Kramer, 2011)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

신의 정서나 감정을 발산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집단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는 새로운 의미를 지각

하는 통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과는 다르게 재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독서 자료를 읽고 글쓰기와 이야기하기의 독후 활동을 통해 동일시, 카타르시

스, 통찰의 과정을 겪으며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자기를 개방함으로써 자기

인식과 이해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간호대학생에게 읽기, 쓰기, 이야기하기 활동으로 구성된 독서요

법을 제공할 경우 독서요법을 통해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Shrodes, 1950)

의 심리과정을 거치며, 진정한 자기를 알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수립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자신의 성격 강점을 인식하며, 문학 작품의 다양한 정

서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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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격강점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 인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공감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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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독서요법을 독립변수로 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 공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설계를 적용한 연

구이다(Table 1).

Table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X : Bibliotherapy (4 weeks, 90 min, 2 times/week)

E1, E2, C1, C2 :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Empathy

2.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S시에 있는 S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로 정신

건강의학과에서 정신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하였다. 정신 질환이나 상담, 약물 요법을 제외 요건으로 선정한 이

유는 상기 조건들이 본 연구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대상자 선정과 제외 조건을 명시

하였으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연락을 해오면 충족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적절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Cohen(1988)의 공식을

활용한 표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0.8(이명우와 고영남, 2011), 유의수준 .05, 검

정력 .80일 경우 총 표본 수는 40명이었다. 상기 요건을 만족하며 독서요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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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들은 모두 41명이었다.

3. 간호대학생을 위한 독서요법

1) 요구도 조사

연구 대상자가 평소에 읽는 책의 종류, 독서량,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읽고 싶은 책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간호학과 1학

년 학생들에게 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였다(Table 2).

평소에 읽는 책의 종류는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 79.3%로 가장 많았고

주당 독서시간은 87.4%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다.

독서요법에 참여한다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로는 자아존중감, 나

자신 파악하기, 책을 통한 나의 가치 발견, 상처 치유, 인간 심리, 자아성찰 등

으로 적었으며 이것을 자기에 대한 이해라고 분류하였고 57.4%를 차지하였다.

독서요법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의 29.8%는 의사소통, 남녀 심리 차이, 인간관

계, 부적응적 인간 관계 등을 적었으며 이를 타인에 대한 이해(관계)라고 분류

하였고, 자기관리, 동기 찾기, 진로 탐색 등은 진로문제 분류하였으며 12.8%이

었다. 결론적으로 독서요법을 통해 얻고 싶은 주제는 자기이해와 타인이해가

주를 이루었다. 타과에 비해 취업이 용이하고 진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로문

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구연배(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자아형성 과정의 스트레스 중에서 자기 문제가 가장 높았고, 대인

관계 어려움이 두 번째였다는 결과와 차선경과 이은미(2014)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던 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읽고 싶은 책의 종류나 제목 등을 적도록 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소설과

수필 등이 35.6%로 가장 많았고 심리서적은 27.4%이었다. 심리서적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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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적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 심리서적, 자아성찰,

심리학책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독서

요법 구성과 책 선정에 참고하였다.

Table 2. Needs Assessment of Nursing Students on Bibliotherapy

(N=230)

Variables Category n(%)

Books that you prefer

to read*

Novel, poetry, essay 163(69.7)

Self development 78(33.3)

Magazines, cartoons, newspapers 42(17.9)

Philosophy, history, religion 10(4.3)

Reading time per

week (hour)

<1 195(87.4)

≥1 28(12.6)

Themes you want to

deal with in the

bibliotherapy†(n=36)

Understanding self 27(57.4)

Understanding other 14(29.8)

Developing career 6(12.8)

Books you want to

read†(n=64)

Novel, essay 26(35.6)

Books related to psychology 20(27.4)

Self-development 15(20.5)

Other 12(16.5)

* Students can choose more than one item

†A student can write more than one theme or one type of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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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목표와 구성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선행 연구와 독서요법에 대한 문헌 고찰 및 요구도 조

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를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으로 설정하고 독서요법의 단계인 관계 형성 단계(1회기), 탐색 단계(2-4회기),

통찰 단계(5-7회기), 새 방향 설정 단계(8회기)(김춘경, 2006)로 구성하였다

(Table 3). 첫 회기는 관계 형성 단계로 집단원의 응집력을 높이고 신뢰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년으로 구성된 비교적

동질한 집단이라 쉽게 친해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어 1회기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로써 총 3회기이며 이 단계에서는 자신

의 정서, 정체성, 관계를 탐색하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통찰 단계로

써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 참된 관계에 대해 좀 더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3회기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새 방향 설정 단

계로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세우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세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독서요법을 비롯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은 일반적으

로 총 8-12회가 가장 많았고, 주 1-2회, 일회 제공 시간은 90-120분이 다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독서요법은 4주 동안 주 2회, 90분씩 진행하였으

며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는 설문 조사 참여 등으로 인해 120분을 진행하였

다. 이 프로그램을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의학 교수 1인, 그리고 사회심

리 간호학 전공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

인지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3) 독서자료 선정 기준

독서 자료의 선정은 독서요법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원동연 외, 2005). Doll과 Doll (1997)은 내담자의 흥미와 독해력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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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성격에 적합하며 내담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Hynes와

Hynes-Berry (1994)는 보편적인 주제, 감동적이고 이해 가능한 주제, 긍정적

인 주제가 좋다고 하였으며 리듬감 있는 문체, 구체적인 심상을 주며 짧고 너

무 복잡하지 않은 문체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Rubin(1978)은 독서자료 선택의

기준으로 독서요법을 이끄는 사람에게 친숙한 자료가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독서 자료의 선정 기준과 한국독서치료학회(http://www.bibliotherapy.or.kr/),

이영식 목사의 독서치료용 도서목록(http://www.bibliotherapy.pe.kr/), 선행 독

서요법 연구와 요구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요구도 조사에서 대

부분의 학생들의 주당 독서 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적었고 문학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부담이 적은 그림책을 주로 선정하였다. 그림

책은 아동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독서 자료로 훌륭하므로(김유경, 부정민,

2011) 회기 중에 함께 읽고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글뿐만 아니라 그

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어 글의 함축성과 그림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이영화, 2011). 특히 어려운 주제에 입문할 때 그림책을 읽으

면 내용의 실마리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rawley 등,

2009). 또한 요구도 조사에서 소설과 심리서적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어린 왕

자와 정신분석의사가 쓴 심리서적 한 권을 선정하였다. 독서요법의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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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S* Goal Books Activity

Relation-

ship

building

phase

1

Building

trusting

relationship

'Christmas

cactus'

-Informed consent & survey

-Introduction (program, member)

-Signing on the group pledge

-Reading together

-Drawing a flower representing me

Exploration

phase

2

Exploring

emotion
'The red

tree'

-Reading together

-Sharing experiences from the

book

-Picking 3 to 5 emotion cards

-Homework: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about my emotion

3

Exploring

identity

'The bear

who wanted

to be a bear'

-Sharing the journal

-Reading together

-Explaining Johari's window

-10 things for ‘hidden self’ and for

‘blind self’ respectively

-Praising a friend next to me

-Imitative writing

4

Exploring

relationship
'The wall'

'2 persons'

-Reading '2 persons' together

-Reading 'the wall'

-Creating the ending part of 'the

wall'

-Writing a letter to a person in

difficult relationship

-Homework: reading 'Self-esteem

which makes me love myself' and

write a journal

Insight

phase

5

Knowing my

value

'You are

special'

'Self-esteem

which makes

me love

myself'

-Sharing the journal

-Reading ‘You are special’ together

-Writing down my strengths

-Bragging myself using my favorite

strength and others give big applaud

and cheers

6
Understanding

other's

'I’m

Tyranosaurus

-Reading together

-Writing a letter to a character from

Table 3. Structure and Contents of 8-Session Bibl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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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

other perspective

-Homework: writing impressive

expressions from 'Little prince'

7

Understanding

true

relationship
'Little prince'

-Sharing impressive expressions

-Discussing about true relationship

-Writing a letter to a person who is

important to me

-Homework: writing a journal about

'Jisun, I love you'

Ending

phase
8

Having a

dream

'I am going

to lay golden

eggs'

'Jisun, I love

you'

-Sharing the journal

-Reading 'I am going to lay the

golden eggs'

-Writing a letter to myself

-Writing a brief report on the

program

-Writing a rolling paper

-Survey

*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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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서요법 프로그램의 진행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독서요법을 제공하기 위해 McDrury와 Alterio

(2002)의 이야기하기를 통한 성찰 학습 모델(reflective learning through

storytelling’s model) 5단계인 이야기 찾기-이야기하기-이야기 확장하기-이

야기 처리하기-이야기 재구성하기를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그림책을 활용하

여 독서치료를 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1단계는 이야기 찾기(story

finding)로 회기 목표에 적합한 내용의 책을 고르는 단계이다. 2단계는 이야기

하기(storytelling)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읽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재미있는 방

법을 사용하며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확실히 그림을 보도록

하고 정서적 반응을 모델링하며 읽는다.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도록 한다. 3단계는 이야기 확장하기(story expanding) 단계로

토론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주고 자신의 가정과 신념들 탐색하도록 한다. 등

장인물의 관점을 탐색하고 책 속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4단계는 이

야기 처리하기(story processing) 과정이다. 자신들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질문과 대안적 관점을 찾는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토론에 참

여하도록 한다. 마지막 5단계는 이야기 재구성하기(story reconstructing)로 무

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고 새로 알게 된 것을 확인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

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탐색하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연구자가 책을 선정했기 때문에 1단계는 생략하고 2단계

이후로 적용하였다.

‘지선아, 사랑해’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도록 하였으며, 읽을 분량이 많은

다른 책들은 미리 나눠주어 읽어오도록 하였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와

닿은 메시지,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

(김정근 등, 2006) 등을 써 오게 하였다. 회기 중에는 준비해 온 글을 나누며

자신을 개방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것도 들으며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1 회

기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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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Activity 
Time

(min) 
Other

Opening

-Greetings & motivation

-Summary of last session and introduction

to current session(from 2nd session)

-Sharing any events, feelings and thoughts

since last meeting (from 2nd session)

10

Storytelling

l Reading

-Modeling an emotion while reading a

book together (giving one book per two

persons)

-Give some time to review the book

10

book,

worksheet,

pencils,

coloring

pens
Story Expanding

Story Processing

Story Reconstructing

l Journaling

l Storytelling

-Which part is the most impressive?

-Who is your favorite character and why?

-If you were in that situation, how would

you feel and what would you do?

-How would the story go on afterward?

-What do you get from the story?

60

Ending
-Summary & feedback from the

participants

-Giving information about next session to

motivate participation

-Explaining homework

10

worksheet

for

homework,

books

Table 4. Structure of One Session of Bibliotherap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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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독서요법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2013년 2월 말부터 8월 말까

지 한 독서치료학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치유사 자격증 과정 72시간을 이수하고

독서치유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교회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독

서요법의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였고, 유방암 여성들에게 독서요법을 제공한

바 있으며, 간호대학생 면담시 독서요법을 활용한 경험을 통해 집단 역동 촉

진자의 역할을 훈련한 바 있다. 또한 6년째 간호대학생의 상담 및 지도를 해

오고 있어 간호대학생에게 독서요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

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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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종교, 전공만족도, 간호학 선택 동기,

주당 독서시간, 읽는 책의 종류, 독서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독서선호

도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정신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독서선호도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4문항이다.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서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0문항이며 부정문항인 3, 5, 8, 9, 10번은 역환산하여 자아존중감을 계산하였

다. 각 항목 당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도구

번안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전병재, 197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85이었다.

3) 성격 강점

본 연구에서 성격 강점은 Seligman(2002)이 만든 48문항 성격 강점 척도를

김인자(2006)가 번역한 것을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핵

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의 각 성격 강점 당 한

개의 긍정 문항과 한 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25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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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48번까지이며 역환산하여 성격 강점을 계산하였다. 각 항목은 ‘나와 전혀

다르다’ 1점에서 ‘나와 매우 비슷하다’ 5점인 Likert 척도이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백옥경과 김청자(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0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6이었다.

4) 정서인식

정서인식은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기질적 메타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인식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인식의 명확성(11문항),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21문항이다(이수정과 이훈구, 1997). 이현아(2011)의

연구에서 정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과 정서인식의

명확성 11문항의 두 하위 영역을 합하여 16문항으로 측정한 것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총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 문항인 1, 2, 4, 7, 13,

15, 16번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이현아(2011)의 연구에서 두 요인 16문항의

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5) 공감

공감은 Davis (1983)가 제작하고 박성희(1994)가 번안한 대인간 반응성 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도구를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8문항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인지적 공감은 다시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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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고통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려는 능력이며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에 대해 촉발되는 정서적 각

성 상태로 상대의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관점 취하

기는 타인의 관점에서 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이며, 상상하기는 자신을 소설

이나 영화 등 가상 상황의 인물에 몰입하는 경향을 말한다. 공감적 관심은 불

행한 타인에 대한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들을 경

험하는 정도를 말하며,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았을 때 마

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경향이다(Davis, 1983). 각 문항은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28-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 문항인 2,

5, 10, 13, 16, 19, 20, 25, 28번 문항은 역환산하여 공감을 계산하였다. 이 도구

를 사용한 이지연(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5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76이었다.  

5. 자료 수집 절차

독서요법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중재 제공 및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4주간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 윤리 승인을 득한 후 연

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간호학부장의 허락을 구두로 받았다. 연구자가 속한 대

학교 간호학과 인터넷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 및 연구 대상자 모

집을 설명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41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들에게 임의로 1부터 41까지의 번호를 부여하고 간호연구개론

(이혜경 등, 2009)에 있는 두 자리 수 난수표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눈을 감고

난수표에 한 점을 찍은 후 그 숫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나온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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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사이의 숫자 중에서 먼저 나온 21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실험군으

로, 남아있는 대상자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실험군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10명과 11명을 배정하였다. 김창대 등(2011)에 따르면 집단 상담에서 적

합한 집단의 크기는 청소년의 경우 6-8명, 성인의 경우 12-15명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속하는 일반 대학생들

은 한 그룹당 10-11명의 학생을 배정하였다.

실험군은 첫 회기 시작 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고 사전 조사를 한 후 1회기를 시작하였다. 첫 회기에 실험군 대상

자들에게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 읽은 책이나 활동에 대해 학과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방학 중이라 학생들의 교류가 없었고 개강 후에

는 수업 종료 후 저녁에 따로 모여 중재를 제공하였기에 대조군 학생들에게

중재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집단 독서요법은 집단에서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집단에 참여하

지 않으면 중재의 효과가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험군은 4주간 독서요

법을 1주일에 두 번, 한 번에 90분씩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방학 중에는 월요

일과 목요일 오후에 두 그룹을 진행하였으며, 개강 후에는 한 그룹은 월요일

과 목요일 수업 종료 후, 다른 한 그룹은 화요일과 금요일 수업 종료 후에 모

여 90분씩 진행하였다. 자신이 처음 소속된 집단이 바뀌면 자기 개방이 어려

워지기 때문에 처음 정해진 대로 같은 집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개인 사정

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연구의 탈락률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모든 실험군 대상자가 8회기의 프로그

램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 회기 후 실험군은 연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조군도 실험군의 중재를 시작한 주의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에 연구에 대

한 설명을 연구자로부터 듣고 동의서와 사전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4주 후 실

험군의 중재가 종료되는 금요일에 사후 설문을 작성하였다. 대조군은 설문 참

여를 먼저하고 추후에 실험군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독서요법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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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약속하였다. 사전 설문시 대조군에게 연구 참여 기간 동안 평상시와 같

은 정도의 독서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로써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으로부

터 얻은 41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 program (IBM Corp.,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군의 모든 자료가 정규 분포를 하

여 모수검정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t-test, χ² test, Fisher’s exact test,

Fisher freeman Halton test로 분석하였다.

3) 독서요법의 효과성 검정은 t-test와 ANCOVA로 분석하였다.

4)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5)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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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63세였으며 23명(56.1%)의 대상자는 종교

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23명(56.1%)은 전공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간호학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라는 답변이 19명(46.3%)으로 가장 높았

다. 평소에 책을 읽는 시간은 주당 1시간 이내가 32명(78.1%)이었으며 주로

읽는 책은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9명(70.7%)이었

다. 독서 선호도는 9-20점의 범위로 20점 만점에서 평균 16점이었다.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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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Exp

(n=21)

Cont

(n=20)
Total

t or

χ²
p

n(%) or

M±SD

n(%) or

M±SD

n(%) or

M±SD

Age 19.14±1.32 20.15±4.82 19.63±3.48 -.924 .361

Religion
Yes 11(52.4) 7(35.0) 18(43.9)

1.257 .262
No 10(47.6) 13(65.0) 23(56.1)

Satisfaction

of nursing

Low 6(14.6) 1(2.4) 7(17.1)

3.906 .089†Medium 5(12.2) 6(14.6) 11(26.8)

High 10(24.4) 13(31.7) 23(56.1)

Reason for

choosing

nursing

Employment 9(22.0) 6(14.6) 15(36.6)

1.237 .645†Aptitude 8(19.5) 11(26.8) 19(46.3)

Others 4(9.8) 3(7.3) 7(17.1)

Reading

time

(min/wk)

Less than 60 18(43.9) 14(34.1) 32(78.1)

1.476 .277*

more than 60 3(7.4) 6(14.6) 9(22.0)

Kinds of

books read

Fiction 13(31.7) 16(39.0) 29(70.7)

1.620 .306*
Non-fiction 8(19.5) 4(9.8) 12(29.3)

Reading

preference
Mean±SD 15.38±2.73 16.65±2.68 16.00±2.75 -1.501 .141

Table 5.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41)

* Fisher exact test

†Fisher-Freeman-Halton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35 -

2) 종속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Homogeneity Test for Dependent Variables (N=41)

Variables

Exp

(n=21)

Cont

(n=20)
Total

t p

M±SD M±SD M±SD

Self-esteem 27.24±4.55 28.55±4.78 27.88±4.65 -.900 .374

Character

strengths
164.00±15.01 169.65±13.01 166.76±14.19 -1.285 .206

Emotional

awareness
57.85±7.73 55.45±7.06 56.68±7.42 1.039 .305

Empathy 99.43±10.00 102.35±6.90 100.85±8.65 -1.093 .28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36 -

2. 독서요법의 효과

1) 자아존중감

가설 1.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

이다.

독서 요법 제공 후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은 31.14점이고, 대조군은 28.35점으

로 중재 후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t=2.108,

p=.04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Self-esteem between Two groups (N=41)

Variable
Exp(n=21) Cont(n=20)

t p
M±SD M±SD

Self-esteem 31.14±4.23 28.35±4.25 2.108 .04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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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강점

가설 2.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격강점 점수가 높을

것이다.

독서 요법 제공 후 실험군의 성격강점은 175.38점이고, 대조군은 170.05점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983, p=.332) 가설 2는 기각되었다(Table 8).

그러나 24개의 하부 성격 강점별로 분석을 하였을 때, 중재 제공 후 실험군

의 사랑(F=11.546, p=.002), 진실성(t=3.190, p=.003), 용서(t=2.227, p=.028), 신

중함(t=3.481, p=.001)의 성격 강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6개의

미덕별로 분석하였을 때 실험군의 인간애(F=8.920, p=.005)와 절제(t=3.371,

p=.002)의 미덕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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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Category
Exp(n=21) Cont(n=20)

F/t p
M±SD M±SD

Wisdom &

Knowledge

Creativity 6.33±1.59 7.20±1.24 -1.938 .060

Curiosity 6.38±1.43 7.05±1.15 -1.380 .175

Open-mindedness 7.62±1.66 7.40±1.14 .490 .627

Love of learning 8.57±1.03 8.65±0.88 -.263 .794

Perspective 6.67±1.15 6.20±1.28 1.226 .227

Subtotal 35.57±4.23 36.40±4.20 -.630 .533

Justice

Citizenship 5.29±1.19 5.70±0.80 -1.301 .201

Fairness 6.95±1.47 6.75±1.16 .488 .628

Leadership 7.10±1.45 7.30±1.49 -.447 .658

Subtotal 19.33±2.94 19.75±2.36 -.499 .620

Humanity

Love 8.43±1.50 7.60±1.57 11.546* .002

Kindness 7.86±1.11 7.90±1.12 -.123 .903

Social intelligence 8.19±1.37 7.65±1.18 1.353 .184

Subtotal 24.48±3.03 23.15±3.20 8.920* .005

Courage

Bravery 6.43±1.57 6.70±1.45 -.574 .569

Perseverance 7.00±1.79 6.80±1.47 .390 .699

Authenticity 8.62±0.97 7.70±0.86 3.190 .003

Playfulness 6.95±1.36 7.25±1.25 -.728 .471

Subtotal 29.00±4.70 28.45±3.99 .404 .688

Temperance

Forgiveness 7.19±1.69 6.00±1.65 2.277 .028

Modesty 6.81±1.57 6.55±1.32 2.236* .143

Prudence 7.38±1.69 5.70±1.38 3.481 .001

Self-regulation 6.57±1.72 5.80±1.44 1.555 .128

Subtotal 27.57±3.57 24.05±3.09 3.371 .002

Table 8. Comparison of Character Strengths between Two Groups

(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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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ence

Appreciation of beauty 8.10±1.09 7.55±1.32 1.447 .156

Gratitude 8.48±1.17 8.45±1.10 .074 .941

Optimism 7.52±1.66 7.25±1.45 .562 .578

Humor 7.62±1.32 7.60±1.47 .044 .965

Spirituality 7.71±1.68 7.40±1.23 3.796 .059

Subtotal 39.43±4.46 38.25±4.71 .823 .415

Total 175.38±17.58 170.05±17.12 .983 .332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F(ANCOVA using pre-test value as a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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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Exp(n=21) Cont(n=20)

t p
M±SD M±SD

Emotional

awareness

Attention 21.95±2.42 19.95±2.54 2.584 .014

Clarity 43.52±4.82 36.80±5.59 4.131 <.001

Total 65.47±5.91 56.75±5.80 4.767 <.001

3) 정서 인식

가설 3.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 인식이 높을 것

이다.

독서 요법 제공 후 실험군의 정서인식은 65.47점이고, 대조군은 56.75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t=4.767,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Table 9).

정서 인식의 하부 영역인 정서에 대한 주의(t=2.584, p=.014)와 정서 인식의

명확성(t=4.131, p<.001)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9. Comparison of Emotional Awareness between Two Groups

(N=4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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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

가설 4. 독서요법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공감이 높을 것이다.

독서 요법 제공 후 실험군의 공감은 104.67점이고, 대조군은 100.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540, p=.134) 가설 4는 기각되었다(Table 10).

그러나 공감의 하부 영역 중 공감적 관심은 실험군이 27.62점, 대조군이

26.45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F=9.970, p=.003) 독서요

법이 공감적 관심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Comparison of Empathy between Two Groups (N=41)

Domain Category
Exp(n=21) Cont(n=20)

F/t p
Mean±SD Mean±SD

Cognitive

empathy

Perspective

taking
26.05±4.34 25.35±3.01 .595 .555

Fantasy 28.52±4.48 26.95±3.17 1.293 .204

Subtotal 54.57±6.82 52.30±4.64 1.241 .222

Emotional

empathy

Empathic

concern
27.62±3.91 26.45±3.24 9.970* .003

Personal

distress
22.47±3.06 21.65±2.41 .957 .344

Subtotal 50.10±3.51 48.10±3.18 1.395 .171

Total 104.67±11.30 100.40±5.65 1.540 .13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ANCOVA using pre-test value as a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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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독서요

법을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결과 독서요법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

감과 정서인식에 효과적이었으며, 성격 강점과 공감 향상에도 일부 효과적이

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독서요법의 효과와 운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독서요법의 효과

1) 자아존중감

본 연구는 4주 동안에 걸쳐 8회기로 진행된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들의 자

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2주간 12회기에

걸친 독서요법을 대학생에게 적용한 서기자(2012)의 연구와 유사할 뿐 아니라

4주간 8회기(오진령, 2009)나 8주간 8회기로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연구(Salimi

등, 2014)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2회기의 독서요법

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이현림 등, 2005)와도 유사하

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결과는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독서요

법 중에 나타난 정서 및 인지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참여

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변화에 대한 의지

가 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매체가 되는 독서 자료가 중요한 치료적 요인임

을 감안할 때(김수경, 2008; 박명희, 2015),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

해 선정한 독서 자료들이 적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집단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기를 개방함으로써 감정의 정화 및 수

용과 공감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정서적 경험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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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즉 집단 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

들로 인해 기존의 자기 사고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며(김수경, 2008) 생각과 감

정,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참여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열등감에 직면하고 이를 집단에서 나누면서 이런 열등감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으며, 열등감이 생긴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

의 마음을 이해하고, 책의 사례에서 자신과 비슷한 등장인물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 살펴보며 통찰을 얻는 과정인 인지적 노력을 통해 자아존중감

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요법에서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독서자료 읽기나 상호작용만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고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

찰 등을 통해 집단원과 상담자가 치료적 상호 작용을 촉진시킬 때 효과적이라

고 보고한 이현림 등(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들의 자

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므로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

2) 성격강점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격강점 합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4개의 성격 강점별로 세부 분석을 하였을 때, 사랑, 진실성,

용서, 신중함의 성격 강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성격

강점은 문화마다 대표 강점이 다르게 인식되며(Park et al., 2006) 성별이나 발

달 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손보영, 2011) 중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

별 성격 강점의 변화를 보는 것이 성격강점의 총합을 비교하는 것보다 적합하

다고 생각한다. 성격 강점을 중재의 효과로 측정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가

곤란하나 성격 강점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도 성격 강점의 합계 점수보다는 개별 성격 강점과 삶의 만족도(백옥경 등,

2014), 정신적 웰빙(임영진, 2012)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별 성격 강점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독서요법을

통해, 사랑, 진실성, 용서, 신중함의 성격 강점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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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을 통해 자기 내부에의 집중과

자기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며 자신을 진정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집단원들과 친밀해지면서 진실성과 사랑의 성격

강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자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증가되었으며 차분히 독서

하고 생각을 글로 표현한 후 말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신중성의 성격 강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 강점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양육, 교

육, 사회화 등의 경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으므로(Steen, Kachorek, &

Peterson, 2003), 성격 강점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Seligman 등(2005)은 대표강점 5가지를 일주일간 활용한 사람들은 대조군에

비해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이 감소했다고 하였으며 김지영과 권석만의 연구

(2013)에서도 성격 강점의 인식과 활용을 통해 대학생의 정신 건강(삶의 만족

도, 행복, 긍정정서)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개인의 성격 강점을 계발하여 생

활에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므로(Seligman, 2002) 성격 강점

의 인식과 계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독서요법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부 성격 강점들이 공통적으로 향상되는지 알아보는 것

이 필요하다.

3) 정서인식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은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기질적 메타 기분 척도를 타당화한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감정

부전이 없는 정상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평균 점수는 58.83점이었다. 본 연구에

서 실험군의 정서 인식은 사전에는 57.85점으로 이수정 등(1997)의 연구에서의

일반대학생 수준이었으나 독서요법 후 65.47점으로 증가한 것은 독서요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권희경과 장재홍(2011)이 집단 상담을 신청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서인식과 정서 표현을 돕는 집단 상담을 4주간 12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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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 후 실험군의 정서인식은 5점 만점에 3.95점이었으

며 권희경 등(2011)의 연구에서는 3.88점이었는데 본 연구는 권희경 등(2011)

의 연구보다 집단원의 수가 많고 프로그램 제공 시간이 짧았으나 정서인식 점

수가 더 높았다. 권희경 등(2011)의 연구 대상자는 회사원, 교사, 주부 등으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나이가 많았다. 정서인식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감수

성이 풍부한 대학생에게서 쉽게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허예슬과 손정락

(2013)이 여고생 16명을 대상으로 수용전념치료를 제공한 후 정서인식의 명확

성이 37점으로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들의 43.52보다 낮았다. 고등학생들은 대

학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대학생들보다 감수성이 낮아 정서인식의 효과

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입시 부담에서 벗어난 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을 통해 정서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서표현향상과

적응적 정서조절 및 대인 관계 능력 증진(신아영 등, 2010)으로 대학 생활 적

응(김근면 등, 2013; 박승미 등, 2014)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서표현에 있어 억제적인 대학생들에게 정서 자각에 기초한 정서표현

훈련을 제공한 장정주 등(2009)의 연구에서 정서자각이 사전 3.33에서 사후

3.88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권희경 등

(2011)의 연구나 장정주 등(2009)의 연구에서와 같은 정서 중심 프로그램이 아

니었음에도 정서인식의 점수가 두 연구보다 높게 나왔다. 이것은 문학작품이

어떤 정서가 유발될 것 같은 상황을 형상화해냄으로써 정서에 대한 깊은 성찰

을 가능하게 하며 정서를 언어로써 포착하여 정서를 탐구하게 하기 때문이다

(김성룡, 2010). 양성욱(2005)은 책을 읽으며 인물들을 통해 많은 감정을 경험

하게 하며,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특정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Cohen(1994)은 책에서 자신과 같은 문

제를 가진 등장 인물을 보며 자신만이 그러한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고립감이 덜해지고, 위로, 희망,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과 같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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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화 등의 정서적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Mayer와 Salovey(1997)는 문

학 감상을 통해 정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독서가 감정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책을 읽는 경험은 등장인물의 정

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저항 없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활동 중에 신아영 등(2010)의 연구에서처럼 자신의 일상

에서 정서 성찰 일지를 작성해보도록 한 것과 집단에서 자신의 솔직한 경험과

그 당시 감정을 나누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서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인식을 잘 할수록 자아존중감과(Aradilla-Herrero et al.,

2013) 공감(장정주, 2012)이 높으며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고(김근면 등, 2013;

박승미 등, 2014), 정서 인식이 정서 표현 및 적응적 정서 조절과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준다(신아영 등, 2010)는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독서요법은 자신의

정서 인식과 자아존중감 및 공감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대학 생활 적응과

정서조절 및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독서

요법은 간호대학생이 대상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

함으로써 정서를 잘 조절하고 대상자의 정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4) 공감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향상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요법이 공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

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Curtis & Jensen, 2010; Shapiro et al., 2004;

Webster, 2010; 이지연 등, 2009). 그러나 공감의 하부 영역 중 공감적 관심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공감적 관심이란 불행한 타인에 대한 동정을 느끼고

온정, 자비, 관심 등을 경험하는 정도로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이다(Davis,

1983). 본 연구의 독서요법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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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되거나 집단원의 이야기를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공감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서인식의 향상을 통해 인지적 공감보다는 정서적 공

감의 공감적 관심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이 공감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본 연구의 독서요법의 일차적 목표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였으며 이차적으

로 자기와 타인 이해를 통해 공감이 향상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지연 등

(2009)의 연구나 이복순 등(2010)의 연구는 공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구성한

프로그램인데 비해 본 연구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는 목표였다.

따라서 독서요법을 통해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감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서요법이 공감 향상에 효과가 없었던 두

번째 이유로는 선정한 독서 자료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윤은정과 박찬부

(2010)는 독서요법 참여자간의 공감은 독서요법 전 과정에 걸쳐 일정하게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텍스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따라

서 공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독서자료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요구도 조사에서 학생들의 독서시간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독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로 그림책을 활용하였고 체험 수기나 소설은 각각 한

권씩 활용하였다. 그러나 독서요법 후 공감이 유의하게 상승한 이지연 등

(2009)의 연구와 이복순 등(2010)의 연구에서 독서 자료는 소설과 수필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독서요법이 공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선행 연구들(Shapiro et

al., 2004; Webster, 2010)에서는 환자들의 질병 체험 수기나 환자들의 고통,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독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러한 수기나 소설 등이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보다 공감 향상에는 효과적일 것

으로 생각된다. Bal과 Veltkamp(2013)는 문학 작품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읽으면서 감정의 전이(emotionally transported)가 일어나야만 공감이 향상

된다고 하였는데 그림책보다는 소설이나 수기가 감정의 전이가 잘 일어날 것

으로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서 환자의 질병 체험 수기나 간호사의 돌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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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은 글이나 소설 등을 자료로 선정하여 공감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추후 연구로 제언한다.

2. 독서요법의 운영

독서요법의 운영은 크게 도서 선정 및 도서의 종류, 집단의 크기 및 회기,

독서요법 진행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독서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도서

선택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Butell 등(2004)의 연구에서는 전문 사서

의 도움으로 간호대학생 4-6명을 한 그룹으로 하고 학생들이 직접 책을 선정

하고 전문가의 서평을 읽고 각자 질문을 만들어 토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에서처럼 독서요법 진행자가 책을 미리 선정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동기

화가 될 것이다. 또한 Butell (2004)의 연구에서처럼 도서 선정시 학교 도서관

사서의 도움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

그림책을 사용한 것은 간호대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책을 접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그림책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

게 하였으며 그림책에도 충분한 교훈과 깨달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

다. 이렇듯 그림책은 내용이 짧고 함축적이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

작하기에 좋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 그림책 활용은 긍정적으로 제고해

볼 만하다. 그림책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질병 체험 수기는 간호 교육 매체로

활용한다면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치료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시각에서 질병 경험의 의미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독서 자료로 유용할 것이

다. McAllister 등(2014)은 섭식 장애를 회복한 사람들이 쓴 수기는 학생에게

는 교육 자료이며 같은 섭식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는 이미 회복된 다른 사람

의 수기를 읽으며 회복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수기를 집단 독서요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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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선아, 사랑해’를 읽으며 화상

(burn)에 대해 과학적 지식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상을 직접 경험한

작가가 자세히 투병 경험을 쓴 글을 읽으며 환자들의 심리, 간호사로서 환자

를 대하는 태도, 자신은 이후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등 여러 이야기를 나

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봤을 때 간호사가 쓴 수기나 환자의 질병 체

험기, 보호자들의 돌봄 수기 등은 좋은 내러티브 도구로 간호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은 일주일에 두 번, 1회에 90씩 4주간 총 8회 진행하

였다. 하지만 학기 중에는 과다한 수업과 과제 및 시험이 있으며 여러 반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1주일에 한

번, 1회기를 60분으로 단축하여 8주간 진행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크기가 10-11명이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학

생은 자기 개방이 쉽지 않았다. 정기 모임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경

우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기를 진행하였는데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기 개방을 더 쉽게 하였다. 따라서 한 집단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

에서 적절하다고 권장되는 6-8인으로 하는 것이 집단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

고 한 회기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기 개방을 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

된다.

또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므로

(Meeres et al., 1999)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요법 진행시 간호대학

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존재인 간호학과 교수가 진행하

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되며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한국간호교

육평가원이 제시한 간호학 학습 성과 중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다’를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

다. 또한 간호대학 신입생들에게 자기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

는 독서요법을 진행한다면 자아존중감과 정서인식의 향상은 물론 대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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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학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독서요법을 통해 인문

학적 소양을 쌓고 궁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여 간호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한 유사 실험 연구이므로 일반화의 제한점

이 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

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심리 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치료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치료자 변인이 큰 것

또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다. 셋째,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의 학교 학생들이

므로 라포 형성이 쉬웠고 이러한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넷째, 심리적 중재의 효과에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이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4.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독서요법이 자아존중감 및 정서인식의 향

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어 간호 교육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학적

지식과 술기가 강조되는 현대 간호교육에서 보건 의료계의 비인간화에 대비하

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독서요법 적용을 위한 실

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림책이나 질병 체험 수기

등을 간호 교육에서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간호학과 1학년 신입생들에게 적용한다면 자아존중감과 정서인

식의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인간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줄 것

이라 여겨지며 간호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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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독서요법을 적용하고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 및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대조

군 전·후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독서요법의 목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독서요법의 단계인 관계 형성 단계(1

회기), 탐색 단계(2-4회기), 통찰 단계(5-7회기), 새 방향 설정 단계(8회기)로

구성하였다. 첫 회기는 관계 형성 단계로 집단원의 응집력을 높이고 신뢰관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로써 총 3회기이며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서, 정체성, 관계를 탐색하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통찰 단계로써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이해, 참된 관계에

대해 좀 더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3회기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새

방향 설정 단계로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세우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세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한 회기는 도입, 이야기 읽기, 이야기 펼치기,

이야기 처리하기 및 재구성하기, 마무리로 구성하였다. 한 그룹에 10-11명을

배정하여 90분씩 주 2회, 총 4주간 8회기의 독서요법을 간호대학생에게 제공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S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로 정신 질환이 없으며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41명이었으며 난수표를 이용하여 실험군에 21

명 대조군에 20명을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의 모든 대상자들이 8회기의

독서요법을 마쳤으며 41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서요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서인식은 기질적 메타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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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강점은 Seligman(2002)의 약식 성격 강점 척도를,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공감은 대인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8월 11일부터 2014년 9월 5일까지이며 첫 독서요법

프로그램 시작 전과 마지막 회기가 끝난 후에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자료 분

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항

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정규성 검정으로 모든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함을 확인한 후 동질성은 χ2-test와 Fisher’s exact test, Fisher’s

Freeman Halton 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독서요법의 효과는 t-test와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결과 연령, 종교, 전

공만족도, 간호학 선택이유, 주당 독서시간, 읽는 책의 종류, 독서선호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종속 변수도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모

든 변수에서 두 그룹이 동질하였다.

2. 독서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t=2.108, p<.041).

3. 독서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격 강점 세부 항목 중에서

사랑(F=11.546, p=.002), 진실성(t=3.190, p=.003), 용서(t=2.227, p=.028), 신중함

(t=3.481, p=.001)의 성격 강점과 인간애(F=8.920, p=.005)와 절제(t=3.371,

p=.002)의 미덕이 유의하게 높았다.

4. 독서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정서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t=4.767, p<.001).

5. 독서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지 않았다(t=1.540, p<.134). 그러나 공감의 하부 영역에서 공감적 관심은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9.970, p=.003).

이상과 같이 독서요법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인식 및 일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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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과 공감 향상에 효과적인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간호대학생의 치료적 의

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

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반

복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이 때 한 집단의 인원수를 적게 하고 지속 효과

를 볼 수 있는 설계를 제언한다.

둘째, 공감 향상을 위해 환자의 질병 체험 수기 또는 보호자의 간병 수기,

간호사나 의료인이 쓴 돌봄 수기를 독서 자료로 선정하여 독서요법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대한 국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Jefferson 공감

척도(간호대학생용)는 국내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이 도구는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측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이 도구를

사용하여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사정하고 독서요법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인식 및 일

부 성격 강점과 공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대학생 시기에

독서요법을 적용하는 것은 성인기보다 더 효과적이며 인생의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주므로 간호대학생에게 널리 활용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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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1.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본 연구는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대상자 요건

- 본교 1학년 학생

2. 대상자 제외요건

-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자

-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자

3. 연구진행 일정

일시 : 2014년 8월 11일 ∼ 2014년 9월 5일, 2015년 1월 1일 ~ 2015년 1

월 31일 주 2회 (총 8회)(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어느 그룹에 속할지는

연구자가 추후 알려드립니다)

시간 : 1회 90분 (1회기와 8회기는 2시간)

장소 : 한울관 세미나실

4. 프로그램 구성

주차 주제 주차 주제

1 신뢰감 형성하기 5 자신의 소중함 알기

2 정서 탐색하기 6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하기

3 정체성 탐색하기 7 참된 인간 관계 알기

4 관계 탐색하기 8 새로운 내 모습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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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본 연구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본 연구 참여와 교과목 성적은 무관합니다.

.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피해는 없으며 방학중에는 교통비, 학기중에는

식비에 해당하는 참여비(5000원)를 드립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명: 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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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책임자명 : 유영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이 연구는 독서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강점, 정서인식과 공감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S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

는서울대학교 소속의 유영미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수행 될 것

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

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음 내용

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

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 인식과 이해를 돕는 독서요법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46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 71 -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한 그룹은 8월 11일부터 4주 동안 1주일에 2회, 1회 90분씩(1, 8회기는

두 시간) 연구자가 이끄는 독서요법에 총 8회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한 그룹

은 겨울 방학 동안 1주일에 2회씩, 8회기 독서요법을 하게 됩니다.

2) 매 회기마다 모이면 먼저 독서 자료를 읽고 그것에 대해 느낀 점이나 떠

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글로 씁니다. 독서 자료는 그림책을 스

캔해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함께 보며 연구자가 생동감 있게 읽어줍니다.

3) 보조 자료인 두꺼운 책은 5, 8회기에 있으며 미리 읽어오도록 합니다.

4) 1주차와 8주차 모임에서는 각각 30분, 15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지를 작성

하게 되어 두 시간을 진행합니다.

5) 모든 과정은 한울관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8월 11일부터 한 달간 1주일에 2회, 한 번에 90분씩 총 8회 참여하도록 요

청받을 것입니다. 1회기와 8회기는 설문 작성으로 인해 두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겨울 방학에 하는 그룹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자기 성찰과정에서 고통스런 감정이 올라와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것은 치유의 과정으로 연구자와 집단원이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할 것이며,

필요시 연구자가 개인 상담을 제공하거나 교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전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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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나이, 종교, 독서 선호도 등의 질문이며 수집된 설문

지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혼자 쓰는 방의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넣어 놓겠습니다. 자료는 암호화하여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컴

퓨터에 입력하여 다른 사람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출판된 이후에는 설문 자료를 분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격 강점, 정서 인식, 공감

에 독서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향

후 간호대학생의 상담 및 지도에 있어 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유영미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

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

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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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

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본 연구 참여자에게는 방학 동안에는 교통비, 학기 중에는 식비로 5000원이

제공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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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

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

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

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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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1. 현재 나이를 표시해 주세요. 만 ( )세

2.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무교 5) 기타( )

3. 전공 만족도에 표시해 주세요.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4. 간호학 선택 동기에 표시해 주세요.

1) 성적 때문에 2) 졸업 후 취직이 잘 되어서

3) 남에게 봉사할 수 있어서 4)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

5)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4. 평소에 책은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1) 1주일에 30분 이내 2) 1주일에 30분이상 1시간 이내

3) 1주일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4) 1주일에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5) 1주일에 3시간 이상

5. 주로 읽는 책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1) 소설, 시, 수필 등의 문학 작품 2) 만화, 신문, 생활 잡지

3) 철학과 사상, 역사서 4) 종교 서적, 스트레스 관리법

5) 여행관련 서적 6) 외국어 및 자기계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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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선호도 체크 리스트

15. 독서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

요?

1) 전혀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6. 독서를 통해 가치 있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7. 나는 책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안 좋아함 2) 약간 안 좋아함 3) 보통이다

4) 약간 좋아함 5) 매우 좋아함

18. 나는 평소에 책을 읽고 싶은가요?

1) 전혀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77 -

문항 1 2 3 4

1. 나는 남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남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을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자아존중감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맞는 것에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 역환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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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1. 언제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2.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전율을 느낀다.

3. 판단력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면, 아주 이성적으

로 사고한다.
4.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을 좋아한다.

5.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

6. 항상 꼼꼼히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볼 줄 안다.

7.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내 주장을 고수할 때가

많다.

8.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9.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10.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와준다.

11. 본인의 기분과 행복 못지 않게 내 기분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12.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최선을 다한다.

13.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대한다.

14.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단합해 일하도

록 이끌어준다.

15. 내 정서를 다스릴 줄 안다.

16. 다칠 위험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면 슬그머니 화제

를 돌린다.

18.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스포츠, 과학, 수학의 아

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고 전율한 적이 있다.

19.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항상 고맙다고 말한다.

20.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본다.

21.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2) 성격 강점

다음은 귀하의 성격 강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

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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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23. 되도록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한다.

24. 무슨 일을 하든 전력투구한다.

25*. 쉽게 싫증을 낸다.

26*. 박물관이나 다른 교육적 장소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27*.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28*.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29*.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아주 둔하다.

30*.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31*.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힐 때가 많다.

32*. 일을 할 때면 딴전을 피운다.

33*. 친구들은 내게 솔직히 말하는 법이 없다.

34*.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내 일처럼 좋아한 적이

거의 없다.
35*.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

지 못한다.
36*.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다.

37*.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정히 대하기가 힘들다.

38*. 단체 활동을 조직하는데 소질이 없다.

39*. 다이어트를 오래하지 못한다.

40*.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경우

가 있다.

41*. 스스로 한 일을 추켜세우는 편이다.

42*. 평소에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낸다.

43*.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44*.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

한 적이 거의 없다.

45*. 사명감이 없다.

46*. 기어코 복수하려고 애쓴다.

47*. 우스갯소리를 거의 할 줄 모른다.

48*. 의기소침할 때가 많다.

* 역환산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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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1*.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2*.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다.

3.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없다.
4*. 때때로 나는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5.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

6.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7*.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8.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

9.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10. 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

11. 나의 신념과 의견들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늘

변한다.

12.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해 생각한다.

13*. 나는 별로 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14.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

울인다.

15*. 나는 보통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

16*.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시간낭비이다.

3) 정서 인식

다음 질문을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부분에 √표시하세요.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 역환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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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1.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노

력한다.
2*.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일단 내가 옳다고 확실

히 믿으면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3. 때때로 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인

가를 상상해봄으로써 그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4. 나는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고

두 측면 모두를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5*. 나는 때때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 것

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입장에서도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7.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서 보려고 노력한다.
8.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

기 속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 상상해본

다.

9. 나는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의 느낌에 정말로 깊

이 빠져든다.
10*. 영화나 연극을 볼 때 나는 대개 객관적인 입장

에서 보기 때문에 영화나 연극에 사로잡히는 때는

거의 없다.
11.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

인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12. 나는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하여 비

4) 공감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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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규칙적으로 백일몽을 꾸거나 상상을 한다.

13*. 나는 좋은 책이나 영화에 깊이 빠져 드는 일이

드물다.
14. 좋은 영화를 볼 때 나는 쉽게 중요인물이 놓인

입장에 선다.

15.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16*. 나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보아

도 그들에게 동정심이 별로 일지 않는 때가 더러 있

다.
17.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염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자주 일어난다.
18. 나는 스스로를 매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

에 대해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2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는 적은 별로 없다.
21.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깊이

감동한다.
22. 나는 긴급 상황에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사람 일에

빠져버린다.

23. 나는 가끔 감정적으로 흔들림을 심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

24. 긴급 상황에 놓이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25*. 나는 대개 위급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행동한다.

26. 나는 긴장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두렵다.

27. 나는 누가 부상당하는 것을 봐도 차분한 마음으

로 있을 수 있다.

28*. 나는 비상시에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편이다.

* 역환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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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 보호심의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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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 요구도 조사 설문지

1. 평소에 관심있고 좋아하는 책은 어떤 부류인가요?

1) 소설, 시, 수필 등의 문학 작품 2) 만화, 신문, 생활 잡지

3) 철학과 사상, 역사서, 종교서 4) 자기계발서

2. 평소에 책을 얼마나 자주 읽나요?

1) 1주일에 1시간 이내 2) 1주일에 1-2시간

3) 1주일에 2-3시간 4) 1주일에 3시간 이상

3. 독서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써

주세요.

( )

4.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의 종류나 내용 또는 제목 등을 적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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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구 사용 허가

1)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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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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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질적 메타기분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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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인간 반응성 지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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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연구 목적과 절차 설명, 동의서 작성, 설문지 작성

l 독서요법 소개

l 독서요법 프로그램 일정 소개

l 자신의 별칭을 종이에 적어 꾸미고 자기 별칭 소개

하기(참여 동기 및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바도

함께 나누기)

l 집단 서약서 작성

30

동의서, 설

문지, 집단

서약서

책 읽기
l 2인 1조로 한 권씩 나눠주고 그림책 읽기

l 책을 읽고 난 후 다시 보도록 시간 주기
10

크리스마스

선인장 그

림책, 그림

그릴 A4

용지, 필기

도구, 싸인

펜, 색연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어디인가?

l 선인장은 어떤 상황에서 꽃을 피우는가?

l 선인장이 마침내 꽃을 피웠을 때 기뻐하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인가?

l 만약 선인장이 자신은 다른 꽃들과 달리 겨울에 꽃

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인장의 봄, 여름, 가을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

l 자신의 이름과 자신은 크리스마스 즈음 꽃을　피운

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인장의 내년 생활은 어떠할까?

l 내가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l 자신을 꽃에 비유하여 그리기

40

마무리

l 첫 회기 참여 소감 나누기

l 다음 회기 주제 소개
10

7. 프로그램

1회기

주제: 신뢰감 형성

도서명: 크리스마스 선인장(강다민,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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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독서요법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

합니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2. 나는 집단 구성원의 사적인 정보는 외부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3. 나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4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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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지난 회기 요약

l 이번 회기 주제 소개

l 최근 경험한 정서 나누기

10

책 읽기
l 2인 1조로 빨간 나무 읽기

l 책을 읽고 난 후 다시 보도록 시간 주기
10

빨간 나

무, 필기

도구, 싸

인펜, 색

연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떠한가?

l 이 책에서처럼 자신의 삶에서 한꺼번에 일이 터진다

거나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운명이라고 느끼거나 아름다

운 것들이 나를 지나쳐간다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

진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가? 그 때의 기분은 어떠했는

가?

l 마지막 장에서 갑자기 빨간 나무가 나타나고 불쑥 자

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l 각 그림마다에서 빨간 나뭇잎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

인가?

l 힘들었던 상황을 지금 다시 바라보니 어떤 생각이 드

는가?

l 나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 카드 3-5개 고르기

60

마무리

l 2회기 참여 소감 나누기

l 다음 회기 주제 소개

l 정서성찰 일지 작성해오기(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철,

185p)

l 5회기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나눠주기

10

정서성찰

일지, 나

를 사랑하

게 하는

자존감

2회기

주제: 정서탐색하기

도서명: 빨간 나무 (숀 탠, 그림책)



- 92 -

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지난 회기 요약 및 이번 회기 주제 소개

l 정서 성찰 일지 나누기
10

책 읽기
l 2인 1조로 ‘난 곰인채로 있고 싶은데’ 읽기

l 책 읽고 난 후 다시 보도록 시간 주기
10

난 곰인채로

있고 싶은데,

필기도구, 화

이트 보드, 활

동지(내가 생

각하는 나, 남

이 아는 나),

마커, 싸인펜,

색연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곰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라고 주장할 때 곰의 마음은 어떠할까?

l 사람들이 곰에게 곰임을 증명하라고 할 때 곰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l 곰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l Johari의 창 설명하기

l 남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작성하기 (이것을

알기 위해 5명의 가족 친구 등에게 나는 어떤 사람

인지 문자 보내어 답변을 참고해도 좋음)

l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작성하기

l 옆 사람 보고 칭찬하기, 칭찬받은 사람은 ‘당연하

지’로 받기

l ‘나답게 살다’ 모방글 쓰고 나누기

60

마무리

l 3회기 참여 소감 나누기

l 다음 회기 주제 소개

l 5회기를 위한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읽도록

격려

10

3회기

주제: 정체성 탐색

도서명: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J. 슈타이너,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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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살다(성인을 위한 독서치료 1, 임성관)

-김용규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것이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돈이나 출세 때문에 비굴해짐이 없는, 자존과 자립으로 가득한 삶,

나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타인의 이익을 빼앗지 않는, 죄짓지 않는 삶, 숨 막히

는 도심에 갇힌,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놓고 채울 수 있는 고삐 풀린 삶,

모색하고 싶으면 싶은 대로, 그만두고 싶으면 싶은 대로, 그렇게 가슴이 시키

는 대로 창조의 자유를 벅차게 누리는 삶, 그리하여, 마침내 마음이 두어 뼘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 삶, 이 모든 것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

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삶,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숲에게 길을 묻다 중에서(김용규)

모방 글쓰기

나답게 살다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것이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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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안부 나누기

l 지난 회기 요약 및 이번 회기 주제 소개
10

책 읽기

l 2인 1조로 ‘두 사람’ 읽

기

l 책 읽고 난 후 다시 보

도록 시간 주기

l ‘담’ 읽기

l 책 읽고 난 후 다시 보

도록 시간 주기

10 담, 두 사람

필 기 도 구 ,

활 동 지 ( 담

이야기 결말

쓰기, 나의

담 알아보는

활동지, 부

치지 않을

편지), 싸인

펜, 색연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

한 책의 그림을 보며 이

야기 나누기

l 34쪽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쓰

는 담 이야기 결말 적어보

기

l 나는 어떤 담을 쌓고

있는가? 활동지 작성하기

l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치지 않을 편
지쓰기

60

마무리
l 4회기 참여 소감 나누기

l 다음 회기 주제 소개

l 과제: 5회기를 위한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읽

고 journal 써 오도록 격려

10
활 동 지

(journaling)

4회기

주제: 관계탐색하기

도서명: 담(글로리아 에반스, 그림책), 두 사람(이 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

림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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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

19층

18층

17층

16층

15층

14층

13층

12층

11층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담의

이름

담을

쌓은

이유

나는 어떤 담을 쌓고 있는가? (성인을 위한 독서치료 1, 임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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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안부나누기

l 지난 회기 요약 및 이번 회기 주제 소개
10

책 읽기
l 2인 1조로 ‘너는 특별하단다’ 읽기

l 책 읽고 난 후 다시 보도록 시간 주기
10

너는 특별

하 단 다 ,

필기도구 ,

활동지(나

의 장점 20

가지 적어

보기), 싸

인펜, 색연

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디인가?

l 엘리 아저씨와의 만남 이후에 펀치넬로의 삶은 어떠

할까?

l 나는 나라는 존재만으로 특별함을 설명하기 위해 오

만원권 화폐로 설명하기(돈이 구겨지거나 더러워져도 오

만원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음)

l 나의 장점 20가지 써보기

l 장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나는 대단해.

왜냐면 ~하니까’ 하고 자기 자랑하기, 주위 사람들이 환

호와 함께 박수 쳐 주기

l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읽고 써 온 저널 나누기

60

마무리 l 5회기 참여 소감 나누고 다음 회기 주제 소개

l 7회기를 위한 ‘어린왕자’ 읽도록 나눠주기

l 8회기 위한 ‘지선아, 사랑해’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서관 활용해 보도록 하기 위함)

10 어린왕자

5회기

주제: 나의 소중함 알기

도서명: 너는 특별하단다(맥스 루카도, 그림책),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이무석, 심리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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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안부나누기

l 지난 회기 요약 및 이번 회기 주제 소개

l 둘씩 짝지어 교대로 눈감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

라 달팽이 집 찾아가기 활동하고 소감 나누기

10
달팽이집 찾아

가기 활동지

책 읽기
l 2인 1조로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 읽기

l 책 읽고 난 후 다시 보도록 시간 주기
10

나는 티라노사

우루스다, 필

기도구, 활동

지(상대방의 관

점에서 편지쓰

기), 싸인펜, 색

연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티라노사우루스는 울고 있는 프테라노돈에게 프

테라노돈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묘사되는 ‘크앙

크앙’ 소리를 내면서 왔으며 프테라노돈이 떠나갈

때도 ‘크앙’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의 의미는 무엇

일까?

l 프테라노돈이 자신을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말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l 이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l 티라노사우르스나 프테라노돈 중 공감이 되는 인

물을 선택하고 상대편 입장에서 편지쓰고 나누기

60

마무리
l 6회기 참여 소감 나누기

l 다음 회기 주제 소개

l 과제: ‘어린왕자’ 읽어오고 감명 깊은 구절 적어

오기

l 8회기 위한 ‘지선아, 사랑해’ 도서관에서 빌려 읽

기

10

어린왕자 읽

고 마음에 드

는 글귀 적어

오기 활동지

6회기

주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도서명: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 (미야니시 타츠야,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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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안부나누기

l 지난 회기 요약 및 이번 회기 주제 소개
10

책 읽기
l 어린 왕자 읽고 적어온 글귀 다시 보도록 시간 주

기
10

어린왕자, 필

기도구, 활동

지(나에게 소

중한 사람에

게 편지쓰기),

싸인펜, 색연

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적어 온 글귀 나누기

l 어린 왕자를 어려서 읽었을 때와 이번에 읽었을 때

어떻게 다른가?

l 지구에 오기 전에 여섯 행성에서 만난 인물들의 특

성은 어떠한가?

l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l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쓰기

60

마무리 l 7회기 참여 소감 나누기

l 다음 회기 주제 소개

l 과제: 지선아 사랑해 읽고 journal 써 오기

10
활 동 지

(journaling)

7회기

주제: 참된 인간 관계

도서명: 어린왕자 (생떽쥐베리,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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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시간 

(분)
준비물 

도입
l 안부나누기

l 지난 회기 요약 및 이번 회기 주제 소개
10

책 읽기
l 2인 1조로 ‘나는 황금알을 낳을거야’ 읽기

l 책 읽고 난 후 다시 보도록 시간 주기
10

난황금알을 낳

을 거야, 지선

아, 사랑해,

필기도구, 활

동지, 싸인펜,

색연필

이야기 확장

하기

이야기 처리

하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l 다른 닭들이 꼬마 닭을 비웃을 때 꼬마 닭은 어

떤 느낌이었을까? 꼬마 닭의 반응은 나와 어떻

게 다른가?

l 내게 꼬마 닭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l 나의 황금알은 무엇인가?

l ‘지선아, 사랑해’ 읽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

디인가? journal 써 온 것 나누기

l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

l 10년 후 오늘 내 모습 상상하여 활동지 작성하

기

l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나에게 편지쓰

기

40

마무리
l 친구에게 롤링페이퍼 작성하기

l 전체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작성하기

l 연구 설문지 작성하기

30

롤링페이퍼, 소

감문, 연구 설

문지

8회기

주제: 새롭게 나를 세우기

도서명: 난 황금알을 낳을 거야(한나 요한센, 그림책), 지선아, 사랑해(이지

선,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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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디에 있는

가?

무엇을 하고 있는

가?

누구와 함께 있는

가?

오늘의 가장 중요

한 목표는 무엇인

가?

같은 날 정오에 나

는 누구와 점심 식

사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과 무슨 이

야기를 나누고 있

는가?

미래의 나의 모습 상상하기(내 아이의 자존감 멘토링, 경기도 평택교육지원

청)

지금은 10년 후 (내 나이: ___살) ________ 년 ______월 ______일입니다.

그날 오전 10시의 내 모습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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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감 문

애칭: _________________

1.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생각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4.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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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주제 책(저자, 종류) 내용

1
신뢰감

형성

크리스마스 선인장(강다민,

그림책)

이름이 없는 줄 알았던 크리스마스 선인장은

온실의 다른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꽃

을 피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속상해한다. 추운

겨울에 선인장은 찬바람을 맞으며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혼자 남겨진 것에 절망한다. 자신

을 성찰할 때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

며 마침내 꽃을 피우고 자신에게도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란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아이가 겨울에 꽃을 피운 선인장을 보고 좋아하

며 사 간다. 이름이 없는 줄 알았던 선인장이 자

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가

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2

나 의

정 서

탐색하

기

빨간 나무(숀 탠, 그림책)

절망적이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다

양한 그림으로 묘사하여 감정 탐색을 하는데 유

용하다고 생각되었다. 부정적인 감정 탐색과 표

현에서 그치지 않고 빨간 나뭇잎 찾기 활동을 통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딘가에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선택하였다.

3

나 의

정체성

탐색하

기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J. 슈타이너, 그림책)

어느 날 겨울잠에서 깬 곰이 밖으로 나와 보

니, 겨울잠을 자는 동안 자신이 살던 곳이 공장

이 된 것을 알고 당황해한다. 공장 감독을 비롯

한 사람들은 곰을 보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한다.

이에 곰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곰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자 사람들이 시

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곰임을 점차 잊어

간다. 겨울이 다가오자 잠이 밀려오고 곰은 게으

르다고 해고당한다. 공장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

히 자신이 곰이었음을 잊은 채 잘 곳을 찾아 들

어간 여관에서 곰에겐 방을 줄 수 없다는 주인의

8. 선정된 독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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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곰임을 알게 되

고 겨울잠을 자러 동굴에 들어간다. 정체성 탐색

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4

타인과

관계탐

색하기

담(글로리아 에반스 , 그림

책)

화자는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

기 위해 어려서부터 담을 쌓기 시작했다. 자신의

담을 완벽하게 잘 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신

의 담이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균열이 있는 것

을 알게 되고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워한다. 누군

가가 바깥에서 던져준 꽃으로 인해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담을 허물며 밖으로 나오게 되

는 과정을 그린 책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34쪽

(자신의 담 안에 갇혀 외로워하고 자신의 담이

불완전함을 깨닫는 상태)까지만 사용하였다. 이

책은 관계를 탐색하고 자신은 어떤 벽을 쌓고 있

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두 사람(이 보나 흐미엘레

프스카, 그림책 )

한 집안에 사는 가까운 두 사람 혹은 한 집안

에 살지 않더라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디지

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침엽수와 활엽수, 자전

거의 두 바퀴, 책의 앞뒤 표지, 집의 지붕을 받히

고 서 있는 양쪽 벽 등 다양한 사물들을 이용하

여 창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림을 보며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는 책이다. 자신과 가까

운 사람을 생각하며 그림책의 그림 중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그림에 비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

록 하였다.

5

나 의

소중함

알기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

카도, 그림책)

나무 사람 펀치넬로는 다른 웸믹들이 붙여준

잿빛 점표만 많이 받고 금빛 별표는 못 받아 우

울해 하는데 이때 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루시아를 만나 엘리 아저씨에 대해 듣게 된다.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다른 웸믹들이 펀치

넬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

신은 펀치넬로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이야

기한다. 점표나 별표가 붙어 있는 이유는 펀치넬

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엘리 아

저씨 집을 나오는데 펀치넬로의 몸에 붙은 점표

하나가 떨어진다. 이 이야기 이후 펀치넬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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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되었을까, 나에게 감동적인 부분은 어디인

가 나누었으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선정하였다.

보조 자료: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이무석)

정신 분석의인 저자는 자존감과 열등감은 객관

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임을 말하

고 있다. 환자 상담 사례를 제시하며 열등감이

생기게 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점을 바꾸

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완

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서

로 다른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다.

낮은 자존감은 긍정적 경험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있으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자신의 열등감을 알고 왜 그런

열등감을 가졌는지 마음을 이해하고 열등감에 대

한 관점을 바꾸는 시도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

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6

다 른

사 람

이해하

기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

(미야니시 타츠야, 그림책)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진 프테라노돈은

산꼭대기 둥지에서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부르

며 울고 있다. 그 때 티라노사우루스는 프테라노

돈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며 프테라노돈이

있는 곳에 올라가다가 화산이 폭발하여 많이 다

치게 된다. 프테라노돈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섭

지만 나을 때까지 정성껏 돌봐준다. 너는 누구냐

고 묻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프테라노돈은 자신

을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소개한다. 어느 날, 티라

노사우루스가 나아서 입에 물고기 두 마리를 물

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프테라노돈은 두려운 맘에

티라노사우루스를 떠난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떠

나는 프테라노돈을 부르나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묘사된다.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는 프테라

노돈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을 돌봐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

로 프테라노돈이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아와 같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

지 않음으로써 오해가 생기는 과정을 잘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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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계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7

소 중

한 인

간 관

계

어린왕자(생떽쥐베리, 소

설)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여 내가 혼자

있을 때 만난 어린 왕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가시가 네 개 달린 장미와 다툼을 하고 장미를

홀로 남겨두고 자기의 별을 떠나왔다. 지구에 오

면서 여러 소행성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났고 세상에 하나뿐인 줄 알았던 장미가 지구

에 오천송이나 있는 것을 보고 놀랍고 슬펐으나

여우가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말해줘서 다시

자기 장미를 찾아 자기 별로 돌아간다. 여우는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돌아간다고 하자 슬퍼하나

자신은 누런 밀밭을 보면 이젠 어린 왕자가 생각

날 것이라고 한다. 지구에 남은 나는 별을 바라

보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한다. 감동적인 표현들

을 나누며 장미와 어린 왕자, 어린 왕자와 여우,

작중 화자인 나와 어린 왕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선

택하였다.

8

새로운

나 의

모 습

세우기

난 황금알을 낳을 거야(한

나 요한센, 그림책)

황금알을 낳겠다고 이야기하는 꼬마 닭은 다른

닭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알을 낳기 위해

노래나 수영, 날기와 같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자신이 만족할 정도로 시도해 본다. 다른 닭들은

꼬마 닭 덕분에 바깥 세상 구경도 하고 아주 넓

은 닭장에서 모든 닭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생활하게 된다. 이 꼬마 닭이 마침내 처음으로

알을 낳을 때가 되자 다른 닭들은 꼬마 닭이 정

말 황금알을 낳는지 궁금하여 모여든다. 꼬마 닭

이 황금알이 아닌 갈색 알을 낳자 다른 닭들이

황금알을 못 낳았다고 비웃는다. 그러나 꼬마 닭

은 그걸 정말 믿었느냐고 반문한다. 간호대학생

이 미래의 삶에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

는지 보다는 꼬마 닭처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

며 나의 황금알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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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아, 사랑해(이지선, 수

기)
여대생이던 이지선 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몸

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많은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

을 극복해 나간 체험을 적은 수기이다. 화상의

흉터로 인해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으나 변화된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며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한다. 자신

들과 같은 여대생의 이야기라서 참여 학생들이

공감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지선씨의 사

례를 통해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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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서치유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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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p

공변량(사전 인간애) 129.829 1 129.829 19.896 .000

집단 58.205 1 58.205 8.920 .005

오차 247.959 38 6.525

합계 23677.000 4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p

공변량(사전 사랑) 31.626 1 31.626 19.924 .000

집단 18.326 1 18.326 11.546 .002

오차 60.317 38 1.587

합계 2739.000 4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p

공변량(사전 겸손) 20.829 1 20.829 14.322 .001

집단 3.252 1 3.252 2.236 .143

오차 55.264 38 1.454

합계 1802.000 41

10. ANCOVA 표

인간애

사랑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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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p

공변량

(사전 공감적 관심)
235.517 1 235.517 33.346 .000

집단 70.414 1 70.414 9.970 .003

오차 268.386 38 7.063

합계 30515.000 41

공감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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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Ryu Young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i Myungsun, RN, DNS

Nursing is a human caring sc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nursing

students to understand about themselves well enough to build therapeutic

relationships with their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 Bibliotherapy is one of

the methods to promote holistic understanding of human through reading,

journaling, and sharing their stories in a group. But not enough studi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bibliograp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used a randomized controlled pre-post test design.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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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were freshman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voluntarily. Exclusion criteria were those who were diagnosed with mental

illness or on any treatment to treat mental disorder. Forty one students

were recruited and 21 students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20 to control group using random number table. The reading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eeds assessment of

bibliotherapy from 230 nursing students before the program began. The

program was provided from August 11 to September 5, 90 minutes at a

time, two times a week at a nursing school in S city. The program was

consisted of relationship building phase, exploratory phase, insight phase,

and ending phase. Each session was composed of introduction, storytelling,

story expanding, story processing, story reconstructing, and ending.

Participants read books, and they were encouraged to write a journal after

reading and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thoughts in a group.

Rosenberg Self-esteem for self-esteem, brief form of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 for character strengths, Trait Meta-mood Scale for

emotional 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empathy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1 students using thos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before the program

started and after it finished. Then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1.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χ²-test, Fisher’s exact test, Fisher Freeman Halton test,

and t-test were used for homogeneity of two groups. T-test and

ANCOVA were performed to test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each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the level of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t=2.108, p=.041). The level of

character strength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t=.983, p=.332). But in the sub-analysis, love, authenticity,

forgiveness, and prudenc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level of emotional aware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4.767, p<.001). The level of empath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t=1.540, p=.134). But among four categories of

empathy, empathic concer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bibliotherapy was effective on self-esteem and emotional

awareness in nursing students. It was also partially effective on character

strengths and empathy. Thus, it would be helpful utilizing bibliotherapy for

nursing students to build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their patients by

promoting their self-esteem and self-understanding.

Key words: Nursing students, Bibliotherapy, Self 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Empathy

Student Number: 2010-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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