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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오늘날 정신건강 련 문제는 개인 사회 반에 걸쳐 매우 범 하고 깊게 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 근을 사용하여 부정 정서를 지닌 여 생의 회복과정을 확인하고 그에 한 실체이론을

개발함으로써단계와 유형에따른독서치료 재 방향을제시하고자하 다. 본연구에 참여자들은 재 학에

재학 인21세에서 23세사이의정서 ,심리 어려움을겪고있는여 생4명이며,이들을 상으로독서치료활동에

서의심층면담과참여 찰 참여자의독후활동기록물을통해자료를수집하 다.부정 정서를지닌여 생의

회복과정은 ‘잠재 상처를인식함’, ‘자신에 한 열등감’, ‘ 계형성의어려움’이라는 인과 조건과 ‘이해하려는

태도’라는 맥락 조건에 향을 받아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함’이라는 심 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심 상은

‘친 한분 기’, ‘지원체제의유형’의 재 조건의 향을받으면서 ‘자기통찰’과 ‘ 처방안의 용’의 략을사용하는

‘밝고 정 인삶의태도찾아가기’의과정인것으로나타났다.그리고시간의흐름에따라회복과정은문제인식단계,

정서 반응단계, 문제해결단계, 자기 용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다.

ABSTRACT

Today, the mental health has a great deal of impact o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surrounding.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way of bibliotherapical intercession by stages and patterns

as to examine the recovery process of students with negative emotion by using the grounded theoretical

method. This research collected materials through focus-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and book

reports of 4 experiments involving female college students aged from 21 to 23, all having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e recovery process of female students with negative emotion involved
causal factors such as “recognition of hidden wound”, “Sense of inferiority”, and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 as well as contextual factors like “sympathetic attitude”, which altogether brought

about the core phenomenon, “pursuit for healthy ego”. This core phenomenon induced to recovering

the bright and positive attitude through using the strategies of ‘self insight’ and application of

‘management plan’, influence by such incoherent conditions as ‘intimate surroundings’ and \ ‘support

systempatterns’. And as time passed, the recovery process appeared tin four stages; ‘issues recognition’,
‘emotional responses’, ‘issue solution’ and ‘sel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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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발달단계 특히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학생은 신체 ․정서 그리고 사회 으로 많

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후

기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활의 응,

진로, 건강, 성격, 가정, 이성, 학업성 등에

련한 스트 스와 문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여러 해 부터 각 학의 학생생활

연구소를 심으로 진행된 학신입생들의 정

신건강실태조사(숙명여 학생지도연구 1984;

서울여 학생생활연구소 1995-1999; 서강 인

간이해 연구보 1986)에 따르면 신경증을 포함

한 정신장애 상의 증가가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이들 조사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입생들 정신건강상의 심각한문제를 가지

고 있는 학생들은 98년 2%미만에서 99년 14%

미만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9년도 학 신입생들의 정신건강에 한 연

구들에 따르면 당해년도 체 신입생 10명

체로 1명에서 4명 정도가 정신 인 문제를

앓고 있으며,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부분

심인성 두통 등의 신체증상, 우울증상, 불안감

과 긴장감, 공포불안, 인불안( 인공포), 분

노와 개심, 혹은 남을 의심하는 증상들로 나

타났다(이태연, 안권순, 나승규 1999). 한 여

생만을 상으로 한 정신건강에 한 연구

(박두균, 이승훈, 차 수 1999)에서는 체 심

도지수에서 상자 257명 2.7%에서 정신건

강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나타났으며, 증상

차원별로는 우울증, 강박증, 불안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여 생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분노,

슬픔, 우울, 외로움, 죄책감과 같은 부정 정서

는 단순한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여 생의건강한 자아는 장래의 모자보건과

연결될 가능성이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

건강의 본질에 한 심은 물론이지만, 심리

인 불안감을나타내는 부정 정서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 생

들의 삶에 한 심과 그들의 부정 정서의

회복과정에 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

자는바로이러한 에주목하여독서치료가여

생의 부정 정서회복과정에 어떻게 작용하

는지 경험에 근거한 통합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보고, 독서치료의효과성을 입증한기존

의 부분의 연구(김순화 2005, 김은엽 2005,

이희정 2001, Doll & Doll 1997, Cohen 1992

등)와는 달리 연구 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이끌어내어 이들이 회복과정에서 경험

하게 되는 정신건강 문제가 어떤 의미를 주는

지 확인하고자 하 다.

따라서본연구의목 은독서치료경험을통

해부정 정서를지닌여 생의회복과정을확

인하고,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처해나가는지에 한 과정

을 설명하는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데 있다.

1.2 연구문제와 연구범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독서치료활동 과정에서 부정 정서를



독서치료를 통한 여 생의 부정 정서 회복과정에 한 근거이론 연구 105

지닌 여 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둘째, 독

서치료활동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독서치료 활동과정에서의 어떤 경험이 여

생의 부정 정서를회복하는데도움을 주는지

에 한 연구는 정체된 한 순간이 아닌 변화하

는 회복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연구 상을

이해해나가는과정을 시하는질 연구가

하다고 단하여 기존의양 인연구방법

신 질 연구방법을 택하 으며, 특히 Blumer

의 상징 상호작용주의의 철학 기반을 가지

고 있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근

을 용하 다. 이 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은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다는 참여자가경험을 어

떻게 만들어가고 반응하는가에 더 심을 갖기

때문에(신수진 2005, 5) 독서치료활동 과정에

서 부정 정서를 지닌 여 생들이 어떤 경험

을 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과정에 한 연

구를 하여 근거이론 근이 합하다고

단하 다.

둘째, 근거이론방법의 목 이 면담, 찰, 기

록물, 필름 등의 실자료에 근거하여 개념을 도

출하고 이를 이론 으로 설명하는데 두는 것

(김소선 2003, 80)이라면 독서치료활동과정에

서의 면담, 찰, 기록물 등의 실자료를 근거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이론 으로설명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다고 단하 다.

2. 이론 배경

2.1 부정 정서의 회복 련 연구

‘정서’는 개인에 의해 느껴지는 주 인 경

험을말한다. 이에 ‘부정 정서’라 함은마음속

에서 경험하는 부 응 증상으로서 분노, 불

안, 우울, 외로움, 강박증, 상실감등을 들수있

다. 우울의 주요 증상으로 슬픔, 공허감, 좌 감,

망감, 죄책감, 무기력감 등의 정서 증상이

있는데(권석만 1996, 15), 이것은 진공상태에

서 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자극에

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

정서는 정신 으로 병 인 증세는 없지만

사회 환경에 응하지 못해 능력발휘를 제 로

못하거나 상황에 하게 처하지 못해 더

악화될 경우정신 장애로발 할수 있다. 이

에 부정 정서로부터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

며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한 해석이 매

우 요하다.

회복(remission)이라함은신체 , 정신 질

병의증상이 지 는경감되는것을의미한다

(Barker 1996). 한 회복에 해서 Harrison

(1984)은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고통이 사라지

거나 모든증상이 없어지고 기능 으로 완벽하

게 복원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삶이 바

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 다.

1990년 들어 구미 정신보건체계는 ‘회복

심의 정신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김희

정, 김경희 2002, 452). 한 회복에 한 연구

를보면 김지 (2003)은 정신분열병 환자의회

복경험을 ‘삶의 재구성’과정이라고 이해하 고,

Surgeon General Repor(1994)는 회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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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증상이 없어지는 것에일차 인 심을

두는 신 자존감, 정체성회복,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범 한

역에 을 두고 있다. 신수진(2006)은 회복

과정을 병리 측면에서가 아닌 삶 속에서 정

상을 찾아가는 과정인 인생의회복이라는 개념

으로 이해하 다. 이것은 질병 심이 아닌 질

병을 가진 사람의 삶을 심으로 이해한 것으

로 일상생활을 잘 해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본 것이다. 한 Sullivan(1994)은 회복

과정에 있어서 도와주는 지지집단이나 친구,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들을 회복 진 요소

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회복 기에는 물질

인 지지를 원하다가 회복이 진행되면서 상호

성이나 사회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Breier와

Strauss(1984)의 연구는 독서치료 활동에 있

어서 상호작용의 역동 원리를지지하는 것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밖에 회복지향 인 정

신건강 체계에 있어서 동료는동등한 계이고

상호 이기 때문에 동료지지(peer support)를

회복과정에 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Anthony

(1993)의 연구는 독서치료활동에서의 참여자

간 지지가 치료효과에 요한 요소가 될 수 있

음을 암시한 것이다.

2.2 부정 정서에 한 독서치료 연구

독서치료(bibliotherapy)의 어원은 책을 일

컫는 그리스어의 biblion(book)과 치료를 뜻하

는 Oepatteid(healing)에 있으며, ‘책읽기를 통

한 마음의 치료’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1916년

ꡔAtlantic Monthlyꡕ에기고한Samuel McChord

Crother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1949

년 Shrodes의 박사학 논문을 시작으로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효과성에

한 총체 근을 해 일부 제한 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질 연구들의 는 다음과 같다.

김순화(2005)는참여자를 상으로 로그램

참여 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독서치료는마음의병을치유하거나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김은엽(2005)은

20 여성인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마음

의 상처의 근원을 밝 내고 치유의 방법으로

독서치료를 경험한 후 연구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삶에 한 지식과 의식 그리고

의지를 주는 치유서 목록을 개발하 고, 박인

선(2005)은 독서치료가 학습 분 기를 정

으로 이끌어 교육 가치가 있음을 입증했다.

Cohen(1992)은 참여자들이 치유 책읽기를

하면서그들의감정과지식에 한자기인식을

끌어내는과정에 을둔독자와독서자료간

의상호작용에 한결과에 해심층인터뷰로

그 치료효과를 입증하 고, 최정미(2002)는 연

구 상의 심리변화를 구체 으로 살피기 하

여 참여 찰방법에 의하여 등 3, 4학년의 시

설아동 5명을 상으로 독서치료를 실시하

다. 그밖에 이희자(2006)는 참여 찰을 통한

문화기술법을 사용하여 공공도서 을 이용하

는 주부를 상으로 정해진 로그램의 목 에

따라 치유과정을 공유하는 집단치료를 실시하

다.

독서치료분야에 근거이론을 용한 연구로

는 Holman(1994)의 연구가 있다. 이것은 1969

년부터 재까지 에리토리코에서 쓰여 진 시

(poetry)를 분석해서 에리토리코 남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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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이해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의 내용 에 정체성을 표 한 부

분을 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용한 것임으

로 연구자가 연구 상을 이해하는과정에서 의

미를 이끌어내어 이해를 증진시키고자하는 과

정 그 자체를 요시하는 질 연구와는 거리

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선정 윤리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 에 따라 S여 재학

생을 상으로 학생지원자 6명 비 면담을

통해 부정 정서 유형을 나타내는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

에서 고려한 과 선발과정, 참여자와의 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개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

으면 이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것과 각 사람이

나 수 있는 시간 제약과 효과 인 반응이

일어날수 있는 최 의소요시간을 고려하 다.

둘째,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참여

자와의 신뢰 계형성이 매우 요하므로 선발

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구의 목 과

독서치료의 개념 진행방법에 한 설명을

통해 자발 인 신청자를 상으로 하 다.

셋째, 1차면담에서는 연구의 목 과 연구 방

법, 면담내용의녹음 등에 해충분히설명하

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한 녹음내용

은 연구목 으로만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

인 상황은비 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

는 과참여자가원하면이면담을마칠수있

음을 알리고 연구를 한 면담을 진행하 다.

넷째,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그날

그날그 로옮겨 어 컴퓨터에 장시켰으며,

참여자의 비언어 행동도 함께 찰하여 기록

하 다.

다섯째, 연구는 구조화된 집단독서 로그램

으로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한 실제면담에서

는연구참여자가자유로이이야기할수있도록

개방 이고 반구조 질문형식을 사용하 다.

여섯째, 질문의 형태는 일반 으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개방형 질문으로서 제한된

답을 유도하는 형태가 아닌 일정한 범 내에

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심사와 생각, 느낌을

표 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 으며, 구체

인 인터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 생에게 있어서 부정 정서란 무엇

을 의미합니까?

(2) 자신이 책을 통해경험한 내용이 무엇이

었습니까?

(3) 독서치료를 하는동안어떠한느낌과생

각이 듭니까?

(4) 독서치료활동 후에 자신에게일어난변

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2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을 해서는 심층면담과 참여 찰

참여자의 독후 활동 기록물 등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로 주 1회, 10주 동안 독서치료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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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 으며, 선정 자료가 실제로 참여자들에

게 호감을 주지 못하여 합하지 않다고 단

되면 면담을 단한 후 새로운 도서를 선정하

여 재 면담을 하기도 하 다. 독서치료활동 후

애매한 부분이나 참여자의 진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참여자의 편의와 비교분석시

간을 충분히 갖고 진행하기 해 2-3주 간격으

로 2차면담을 실시하 다. 충분치 못하다고

단되면 2차면담 후 3-4주 간격을 두고 개별

면담을 통해 보완하기도 하 다.

10회기 동안 진행된 독서치료활동은 1회기

는 비단계, 2회기는 도입단계, 3회기부터 8회

기까지는 치료단계, 마지막 9회기부터 10회기

까지는 종결단계로 설정하고 진행하 다. 구체

인 면담과정을 보면, 개방표본 추출방식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개념과 범주를 찾는 목

을 두고 진행하 으며, 연구자의 질문은 가

게 하 다. 독서치료활동을 포함한 면담

시간은 체로 80분-120분 정도로 제한하 으

며, 매 회기 독서치료 활동이 끝난 후에는 “자

신이 책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

까?”라는 개방식 면담으로 시작하는 심층면담

을 약 30분가량 진행하 다. 한 모든 사례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참여자의 허락을

받은 뒤 부 녹음하 고, 지속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론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에 이

를 때까지 면담 찰을 계속하 다. 본연구

에서는 면담한 내용을 한 씩 분석해 나가는

단 분석방법을 사용하 고, 이후 이론

민감성을 높이기 하여 독서치료에 한 문헌

을 읽고 실제 독서치료를 경험한 사람들과

하면서 그들의생각과 느낌에 경청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가 포화되지 않았다고 단되면

추가 인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을 하 다.

면담장소로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 의 도서

세미나실로 하여 최 한 안정감을 제공하여

생생한 표 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휴 용

녹음기와 장노트, 개인일지, 그리고 독서치유

서등이 도구로 사용되었다.

3.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동시에하 으

며, 분석의 차는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근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차에 따라 분석하 다.

개방코딩단계에서는 참여자와의 면담자료와

장노트 독후활동 등의 자료를 행간분석을

통하여 분류하고, 다른 자료와의 유사 과 차

이 을 비교하면서개념을 추출하며 비슷한 개

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 다.

축코딩단계에서는 개방코딩에서처럼 계속

비교분석법으로 차 으로 범주들 간의 련

성에 을 좁 가면서 패러다임 모형에 따

라각범주를연결하고, 각범주를속성 차원

으로 악하 다. 이때 심 상을 확인하고,

인과 조건들을 탐색하며, 략을 구체화하고,

맥락 조건과 재 조건들을 확인하며, 이

상의 결과를 밝히고자 하 다. 한 자료수

집 때부터 시작된 메모를 이용하여 분석된 자

료의 추상화와 이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하 으

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해 참여자에

게 면담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연구

자가 기술한내용과 분석결과가 참여자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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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다.

각 단계에서 나온 결과는 문헌정보학 공

교수, 독서치료 문가, 이론개발 질 연구

에 있어서 조언을 수 있는 공교수, 근거이

론 방법으로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자문을 받아 연구과정 반과연구결과에 해

평가를 받았고, 주제 범주화에 한 수정작업

을 거쳐 연구의 일 성을 높이고자 하 다.

특히 코딩의 타당성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 일련의 개념들에 한 범주화 작업 시에

는 처음 작업한 코딩내용과의일치도를 조사하

는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하 다.

한 개념들에 한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고 각

범주간의 유사한 계를 악하고 상 범주와

하 범주간의 련성을 통해 범주간의 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근거이론 근에 문성

을 지닌 특수치료 문 학원 소속 공교수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 다. 제 3자에 의한 코딩자

료의 비교방법은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있었던 비언어 메

시지들이 배제될 수 있음으로 용하지않았다.

범주를통합시키고이론을정교화하는선택

코딩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밝히고 개념을 통

합하기 해 ‘이야기윤곽 기' 기법을 사용하

다.

4. 연구 참여자와 독서치료
활동단계

연구자는 주1회씩 10주 동안 10회기의 독서

치료 활동을 비단계, 도입단계, 치료단계, 종

결단계의 4단계로 나 어진행하면서독서치료

활동 과정과토론내용을 면 하게 그리고 객

인 시선으로 찰하여 기록하고자 노력하

으며, 독서치료 활동의 경험과 함께 치유서를

읽고 갖게 된 심리 변화들을 언어 표 인

말과 을 통해 확인하는 재인식의 과정이 함

께 이루어지도록 하 다.

독서치료에 사용된 치유서는 ꡔ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ꡕ(한국도서

회 2004. 137)에 수록된 도서 선행연구에서

치료효과가 입증된 도서를 심으로 선정하

다. 이는 부분의 상담자들이 독서치료에 도

서를 선정하는데있어 치료 측면의 기 효과

를 심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통해 자료를

선정하거나 는 독서치료용 도서목록을 통해

내담자에게 가장 한 도서를 선정하 다는

상담자를 상으로 연구한 Starker(1988)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단 치유서는 그

책을읽을사람의 ‘상황’에 합한것이가장

요하며 나아가치유가 가능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치료활

동 선정도서가 실제로 참여자들의 반응이

어 합하지않다고 단되는 도서는 버리고

면담을 단한 후 새로운 도서를 선정하여 재

면담을 하기도 하 다.

4.1 비단계(1회기)

비단계는연구에 한설명과함께참여자

가 가진 문제를 구체 으로 악하기 해 면

담을 통해 개별 인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참여자가 가진 문

제가 무엇인가에 해서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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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범 와 성격을 명료화하 다. 이어 개

별 으로 작성된 ‘인구학 특성조사지’ <표 1>

을 심리 부 응 상태를 악하는 간 근거

자료로 활용하 으며, 참여자가 공통 으로 처

한 상황(주제)을 구체 으로 악하여 한

치유서를 선정하 다. 특히 참여자들이 살아오

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의 조사 시에는 ‘상실

그래 ’1)를 활용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함으로

써 구체 으로 드러나지 않은참여자의 상황에

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 다.

상실그래 를 통해 참여자들이 진술한 상처

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빠에게 혼남

16살 때 아빠에게 맞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던 상황도 이해하고, 아빠가 화가 날 수

있었던 상황도 이해되지만 혼난 정도가 이해하

기 힘들며, 충격 이었어요(참여자 1/通).

•아들에 한 편애

유치원에가기싫었던기억과, 할머니할아버

지의 아들에 한 욕망으로 딸 셋을 둔 엄마와

함께 받은 차별 우와 심한 편애로 상처받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슬펐지만,

엄마가 많이 우셨던일이의아했어요(참여자 2/

굵어 부스럼).

•엄마의 수술, 할아버지의 죽음, 학입시

실패

9살때어머니한테야단맞고밖으로쫒겨났다

가 아빠 퇴근하실 때함께 귀가했던 기억과 2

때 외할머니 죽음과 3 때 엄마와 함께 받은

수술, 고2 때 할아버지의죽음, 그리고 학입시

실패로 몹시 좌 했었던 기억, 그리고 얼마

어머니의재수술 사건이 몹시 나를 힘들게했어

요(참여자 3/어린 새싹).

•유치원선생님과의 헤어짐, 병아리가 차에

치어 죽음, 가족과 떨어져 삶

내가 몹시 따랐던 유치원선생님과의 헤어짐

과 등학교때키우던병아리가차에치어죽던

기억, 그리고 학 비 때 미래에 한 불안과

막막함으로 힘들었었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

는 자치생활도 고단하지만 이젠 차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참여자4/a one).

4.2 도입단계(2회기)

도입단계는 자기노출 상호신뢰 계를 형

성하는 단계로써연구자 참여자의 자기소개

를 시작으로집단 상호간의 친 한 계형성과

기의 불안감을해소하여 극 인 활동을 유

도하도록 했다. 한 연구내용에 한 구체

인 설명과 함께 독서치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련내용의 비디오자료(그것이 알

고 싶다: 책 안 읽는 사회, SBS. 2006. 9. 16.)

를 시청하여 ‘책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명제에 한 해답을 찾음으로서 본격 인

치료활동을 비했다. 특히 참여자간 호칭방식

은 독서치료과정에서 개인의 라이버시와

1) 상실 그래 를 그리는 주목 은 삶에서 벌어졌던 상실의 경험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로 생긴 행동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고, 상실 그래 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수 이 은 상실의 경험을 겪은 뒤 의존

해 온 일시 해소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제임스와 리드만의 ꡔ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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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매우 요한 문제라고 단하 기 때문

에 참여자를 각자 소개하는과정에서 김 규의

시 ‘나’를 함께 읽고 자신을 상으로 개작하여

내용을 소개하고, 자신을 가장 잘 표 한 단어

를연상하여지은별칭2)을연구기간내내사용

하 다. 이것은 기본 으로 개개인의 성격과

함께 그들이 놓여 있는 심리 상황에 해 공

유함으로서 친 감을 유도하고, 참여자 각자

불리어지고 싶은 별칭으로 서로를 호칭함으로

써 자신에 한 정 느낌을 갖게 하기 함

이며, 연구기간동안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한 윤리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참여자 1)

( 략)

나의 삶은 그 군가의 삶들과의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사람들과의 계로인해나는살고있다.

그 교집합

내 삶인 동시에 군가의 삶

소 하다.

잘 일궈야지.

•내 인생은 교집합 - 通

지 내가살고있는게나만의행복이아니라

거의 다른 사람들의 기 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삶을살고있는거같아요. 그런기 를충족시키

는게바로나의행복이니깐나의삶을한부분을

채워주려는 그런 바로 의 행복이니깐 바로 그

교집합을제인생이라고볼수있어요. 한마디

로표 하라고하면나쁜말로하면남의기 를

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거는 곧 나의 행복이

되니까요. 교집합을 한 자로 通이라고 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참여자 2)

( 략)

나는 미래가 불투명한 취업 비생이다.

나는 안정 이고 화목한 가정을꾸리고 싶어

한다.

나는 수 음이 많은 사람이며

나는 생각이 무 많은 사람이다.

큰딸로서, 큰언니로서나의역할은무엇이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꿈꿔왔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수 음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수 음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헤쳐 나갈 것인가.

• 어 부스럼

는 되게 잡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깐 뭐 한

가지 일 있으면 그것에 해 온갖 상상도 많이

하고, 만약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상 말이에요. 앞으로 더

넓은 세계가 있을 텐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날

테고, 직장도 얻을 테고, 배우자도 얻어서

결혼도할텐데, ‘그모든걸잘할수있을까’하고

한 번생각하게되면 골머리가 아 성격이에요.

그래서 는 어 부스럼입니다.

2) 별명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미지 하나에 을 두어 지어주는 것임에 비해 별칭은 스스로

자신을 해 짓는 것이다(김 희 200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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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

( 략)

나는 세상에서 내 가족이 가장 소 하다.

나는 인간 계에서 오는상처가 가장 무섭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

란다.

나는따뜻한차와맛있는과자와가을하늘을

좋아한다.

나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나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싫다.

•어린 새싹

는어렸을때부터사소한말한마디에제가

상처를많이받았거든요. 진짜별거아닌데 애들

끼리 장난하다가도 상처 받아요. 겉으로 웃지만

요. 어린 새싹이라는게조그마한바람에도 상처

를 받잖아요.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나 에는

튼튼한 나무로자라라고 해서, 그래서 ‘어린새싹’

으로 하면 어떨까 해요.

(참여자 4)

나는지구에사는수많은사람 에하나이고,

그 에 한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 에

하나이다.

우리 가족 다섯에 하나이고

아버지어머니의 딸이며, 언니의 동생이며 동

생의 나이다.

학생의 한사람이고

oo여 의 한사람이고

2학년의 한 사람이다.

동아리의 구성원이며 사단체의 구성원

이기도 하다.

언제나 나는 하나지만 하나가 아닌 것 같다.

•a one

어로더원(The one)에서원(one)은 ‘하나’

잖아요. 근데 원(one)은 다른 것을 지목할 때도

원(one)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원(The one)

에서 더(The)는 특정한 상을 가리키니깐 그

건 안될 것같고, 구 구 에하나라면 모든

것에 속해있는하나, 그것을 a one으로표 하면

될 거 같아요.

4.3 치료단계(3회기 -8회기)

치료단계는 체 6회기로 구성하여 정신건

강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처의 근원을 찾아

자신의 심리 정신 문제를 들여다 으로

써 재의 나를 발견하고 정 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 다.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이해하기 해 3회기

에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 게 어려웠나요

(이훈구)’를 읽고 주인공의 극단 인 행동에

해 각자의 의견들을 교환하 다. 그리고 부

정 정서(정신장애)와 련된 여 생들이 겪

는 일상 인 심리 고통에 해 경험을 나

고 ‘ 는 특별하단다(루카드, 맥스/비디오자

료)’를 본 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특별하

고 요한 존재임을 표 함으로서 자기표 과

인식을 경험하도록 하 다.

한마음의 상처에 한 이해를 해 4회기

에는 처음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칼슨, 리차드)’를 선정하여 읽도록 하 으나

참여자 다수가 책의 내용에 해 흥미를 갖

지 못하여 단하고, 3일 후 재모임을 가지고

다른 도서인 ‘마음속의 그림책(이희경)’을 선

정하여 읽고 책의 주제에 한 각자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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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나 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마음의 상

처에 한 근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에

게 마음의 상처를 상에게 편지를 으로

써 자신이 경험한 부정 정서문제에 해 찾

아 말하고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자신의심리 정신 문제를들여다보기

해 5회기에는 ‘슬픔’과 ‘화’를 주제로 ‘상실과

슬픔의 치유(앤더슨, 하버트)’와 ‘화(틱낫한)’

를 읽고 ‘슬픔’과 ‘화’라는 정서가 인간의 보편

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 다. 이때 ‘나

의 정서’라는 주제로 문장완성하기와 ‘슬픔’과

‘화’를 극복한 방법들을 정리하여 순 를 매겨

각각 ‘극복사례 베스트 5’를 선정하 다. 여기

서 ‘슬픔’을 극복한 사례 ‘베스트 5’에는 운다,

잠잔다, 외면한다, 화한다, 화(TV)본다 순

으로나타났고, ‘화’를극복한사례 ‘베스트 5’에

는 운다, 털어놓는다, 상 를 비하시킨다, 잊는

다, 더 열심히 산다 순으로 나타났다.

6회기에는 우울증을 주제로 한 ‘ 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그리 , 들리 트 버)’

와 ‘검정개 블래키의 우울증 탈출기(아이스베

트, 베 )’를 읽고 책 내용과 련된 자신의 느

낌을 나 었다. 한 자신의 우울증 경험과 자

신의 우울증 증상에 해 자신이 취한 행동에

한 이야기를 나 고 ‘우울증’과 련된 질문

지를 작성해 으로써 참여자 각자의 심리 ,

정신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7회기에는 ‘좌 감’을 주제로 ‘연어(안도 )’

라는책을 읽고, ‘은빛연어에게편지쓰기’를 통

해 책 내용에 한 느낌과 자신의 경험을 나

도록 하 다. 그리고 자신이 심한 좌 감에 빠

졌을 때 처한 행동에 해 이야기 해 으로

써 부정 정서에 한 처방안을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한 방법을 모색하 다.

8회기에는 ‘용서’라는 주제로 ‘용서(챈, 빅

터)’를 읽고, 달라이 라마의 ‘가장 큰수행은용

서’라는 의미에 해서 이야기를 나 면서 ‘진

정한 용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이어 자신

이 ‘용서할수 없는사건(사람)’에 해떠올리

고, 그상황에 해 이야기 해 으로써비로서

상 의 입장에 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통찰의 기회를 가져 보았다.

4.4 종결단계(9회기 -10회기)

독서치료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자신의 심리

문제, 자기 성찰, 집단의 정서 지지, 그리

고 자아에 한 인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자신

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종결단계를 진행하 다. 9회기에서는 자아존

과 자아실 을 목표로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그래드, 마샤)’를읽고, 책 내용에 한 느낌을

나 는 한편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성숙하

고 행복한 삶을 한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

습과 자아의정체성과 내 에 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10회기에서는 지 까지 진

행되었던 독서치료활동 과정동안의 경험

재의 자신의 변화에 해 정리해 보는 시간

을 가짐으로써깊은 자기성찰과 집단의 정서

지지를 확인하고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독

서치료의 경험을 최종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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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5.1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재 학에 재학

인 21세에서 23세사이의여 생 4명이며, 일

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5.2 개방코딩

본 연구는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

료를 근거로 개방코딩과정을 수행한 결과 148

개의 개념과 32개의 하 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 도출된 12개의 범주에 한 정

의와 련 하 범주 개념을 진술내용과 함

께 각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잠재 상처를 인식함

인과 조건의 첫 번째 범주인 ‘잠재 상처

를인식함’은그동안 마음 깊은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유형의 상처들을 발견하고 그로 인

해 고통을 겪었던 문제 상황들을 인식하는 것

이다. ‘상처’란 피해를 입은 흔 (국립국어연구

원 1999, 3,298)이란의미로 특히 그 흔 은 참

여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다.

참여자

(별칭)

학년

(나이)
가족구성

거주

형태
종교

개별 상황
부정 정서의

유형

비고

(특이사항)출신

지역
성장 배경

참여자 1

(通)

4

(23세)

친부모,

2녀 맏딸

가족

동거
무 서울

부모의 맞벌이로 어릴

때 낮동안 조모에게 맡

겨져 양육되었고, 유치

원까지방임 으로키워

짐. 등학교 학년까

지 동생도 시골에 맡겨

져 혼자 자랐음

강박증

자신의 콤 스를 감추

기 한 자기방어가 강함

( : 남자울 증. 천사증

후군 등)

참여자 2

(굵어 부스럼)

4

(23세)

친부모,

3녀 맏딸
자취 무 경기도

4남 둘째인 아버지는

조부모의큰 기 주 으

나 아들을낳지 못해조

부모로부터심한시달림

으로부모의 마음고생을

보고 자랐음

사회 제도와 습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피해의식)

불확실한 미래에 한 불

안감

참여자 3

(어린 새싹)

2

(21세)

친부모,

1남2녀

맏딸

가족

동거

천주

교
서울

자신의 외모에 한 자

격지심으로어릴때부터

심한스트 스를받아옴

외모

(주걱턱)

콤 스

인간 계의 어려움.

자신감이 없음

참여자 4

(a one)

2

(22세)

친부모,

1남2녀

둘째

자취 무 경북

등학교부터학교때문

에 부모와 떨어져 형제

들과같이살고있음.

간에서언니와동생에게

비교되는것이스트 스

이나 비교 양호함

인 기피증

외로움을 많이 타며, 남에

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한 약간의 강박증 증세

가 보여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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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 범주 범주 패러다임

아들에 한 집착, 가족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잠재

상처를 인식함

인과

조건

부모의 지나친 기 에 한 부담감,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움, 멍하니 있는
시간이아까움, 천사증후군, 할일이 무많음, 친구를왕따시킨일, 미래에

한 불안

강박증

도 모르게 물이 남, 혼자라는 생각이 듬, 사람을 피함 우울증

기 치에서오는괴리감, 비교당하는것이상처가 됨, 외모에 한콤 스,
주 의 무 심에 한 슬픔, 학입시 실패

좌 감

상 의 심을의심함, 주변사람을의식함, 자신에 한확신이부족함, 나약

한 존재로 비춰질까 염려함
낮은 자존감

자신에 한 열등감
아이를 낳지 않겠다 생각함, 자신을 자학함, 인생이 뭐 별거 없다 생각함,
바보라는 느낌이 듬

자기비난

일부러 덤벙됨, ‘ 도 모르는 것이 있네’ 그러면 기분 좋음, 상처를 받지

않기 해 방어막을 침
방어 행동

계형성의 어려움, 인간 계가 서툴음 계형성의 어려움 계형성의 어려움

원인을 규명함, 상 방의 보따리존재를 깨닫게 됨, 환경이 향을 끼침을

알게 됨, 어린 시 학 경험이 원인이라 생각함,
원인을 규명함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함

심
상

블래키를 통해 자신을 , 해피를 통해 나를 되돌아 , 돌이켜 반성함,

동생한테 죄책감이 듬
자신을 되돌아

스스로 헤쳐나감, 상처에 한 두려움 극복, 자퇴서 내고 다시 공부함 상황을 극복함

나를 찾아 나섬,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남 자아 찾기

멋진사람이되고자함, 세계사에획을그을존재가되고싶음, 완벽한인생을

추구함,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를 바람, 가치 있게 살고 싶음
자아 실 소망

최선을 다함,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함 새로운 각오

주인공이겪어온삶이측은함, 그림으로표 된숨이막히는내용이인상

임, 수감자가 변해가는 모습에 놀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함, 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함,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함, 인간 계의 요성을 앎, 도와 수 없어 안타까움, 방치에 한

염려, 해소할때가 없었던 것같음, 자살했을것 같음, 미쳐버렸을 것 같음,

잠재 상처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부모와의 계를 재정립함. 친구 같은
책임, 심리 상황을이해함, 처해진 상황을이해함, 문제의 원인인상황에

해 이해함

정 이해
이해하려는

태도

맥락

조건

책을 읽고 감상문 쓰라는 게 고통임, 책을 읽는데 무 많은 것을 요구함,

억지로 끌어냄, 이해가 안됨
거부감

편하게 나를 꺼낼 수 있음, 상 방이 마음을 여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열어짐
자기노출

친 한 분 기
재

조건

상 방에게동질감을느낌, 계가돈독해짐, 마음이편함, 상 방을이해하

게 됨, 신뢰하게 됨, 공감해 주는 것이 힘이 됨
친 한 계 경험

로받음, 주변의 고마운 사람을 기억함, 주변사람에게 털어 놓음 주변인의 지원
지원체제의 유형

마음의 얘기를 별로 안함, 혼자서 해결하려 함 혼자서 해결하려 함

나의 문제를 깨달음,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함, 나의 면모를 볼 수 있음,

나에 해 생각해 보게 됨, 자신을 빗 어 고민해 , 감정을 끄집어내
어

나에 한 자각
자기통찰

작용/상호

략

공감이 되곤 함,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음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앎

자신의잣 로바라 야겠다고생각함, 아이들을읽을 아는마음의 비가

필요함, 인생의시련과목표를폭포에비유해생각해 , 사람이취한행동을
구분하는일이 요함, 화는바로풀어야 한다고생각함, 처방안을생각함,

일을 즐김.

연합동아리에 가입함. 의식을 깸. 편견을 버림

안을 생각해
처방안의

용

<표 2> 근거자료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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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간의 갈등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 까지도 계속 우리

엄마한테아들 낳으라고 성화셨어요(아들에

한 집착, 참여자 2/ 어 부스럼).

(2) 강박증

부모님과는 일찍부터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

요. 가끔 집에 가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학업은 어떠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나’ 등등

을 물어 보시는데,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하는

생각도 들면서 맥이 빠져요(부모의 지나친 기

에 한 부담감, 참여자 4/a one).

(3) 우울증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나는 왜 이럴까”하

면서 물도 흘리고, 이불 뒤집어쓰고 자고 그

러기를 반복 으로 했어요. 불 끄고 생각하다

가 도 모르게 물이 나는 거 요( 도 모르

게 물이 남, 참여자 3/어린새싹).

몸이아 때, 주변에아무도없고, 학교는가

야되는데내가비참해지고, 괜히심술나고, 힘

이빠지고, 보잘것없다고생각되니그때참서

펐어요(혼자라는생각이듬, 참여자4/a one).

(4) 좌 감

주걱턱이라고 등학교부터 놀림을 받아 울

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따져서 엄마한테 상

처를 주기도 했어요(외모에 한 콤 스, 참

여자 3/어린새싹).

열 명안에서그 애는 붙고 는 결국 떨어지

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학입시 실패, 참여

자 2/ 어 부스럼).

2) 자신에 한 열등감

인과 조건의 두 번째 범주는 ‘자신에 한

열등감’이다. 열등감이라 함은 자기를 남보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입장 바꿔 생각하기

처방안의

용

작용/상호

략

상 방의 생각과 느낌을 나눔 교류하기

정 인 씨앗에 물을 , 멋진 상상을 해 , 행동의 원인인 보따리 풀기,

한 표 을 해야겠다 결심함
개입하기

하찮게 생각하니 용서가 됨, 용서는 가장 큰 수행, 이해하기 해 노력함,
콤 스를 인정함

품어주기

황폐했던 감정에 단비가 내림, 마음이 따뜻해 짐 감정의 정화

감정의 정화

결과

표출할수있어 좋음, 세월이가면서슬픔이무뎌짐, 울고 난후잊어버리게

됨, 속이 시원함, 섭섭함이 풀림, 분 가가 좋아짐, 기분이 좋아짐,
해소가 됨

주변사람들이 소 함, 주변사람들의 향이큼을 깨달음, 화나 용서는 돌고
돌아 내게 옴, 용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함, 작은 힘이라도 향을 미칠

수있음, 타인에 한용서가나의행복임, 행복한사람임을깨달음, 일상 인

행복의소 함을깨달음, 삶이정리됨, 용서는악한감정을갖지않는것이라
생각함, 마음도 넓어진 것 같고 생각의 폭도 커짐

새롭게 깨달음 새롭게 깨달음

배경이되는것도존재이유가 됨, 허황된 꿈도 소 하다고 생각함, 존재는

존재자체로아름다움, 책만읽고도고비가풀림, 여유를되찾음, 자기것으로

승화시킴, 더깊게생각하게됨, 마음이가볍고세상이아름답게보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움,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 골치 아 일이 아님을 앎.

아들이 아닌 것에 연연해하지 않음

자기인식의 변화
일상의 응기능회복

순응해 감, 그게 내 스타일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함 순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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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희승 2008, 2,641)으로 무의식 으로

고통 받아 온 자신의 잠재 상처가 열등감 형

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낮은 자존감

그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

을 보이고, 좋아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

요(상 의 심을 의심함, 참여자 3/어린새

싹). ꡔ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ꡕ

결국은 자신감이 없고, 뚜렷한 자신에

한 개념도 없고, 자신에 한 확신도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속의 왕자처럼요

(자신에 한확신이부족함, 참여자 4/a one).

ꡔ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ꡕ

(2) 자기비난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그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되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를 가두

려고 그래요(자신을 자학함, 참여자 1/通).

는 학에 실패해 재수도 했고 그러고 보

니 ‘인생 뭐 별거 없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젼도 안보이고,(인생이 뭐 별거 없다 생각함,

참여자 3/어린새싹)

(3) 방어 행동

상처를 받지 않기 해 는 미리 방어막을

쳐요. 친구한테 받은 상처에 해서도 물론 그

에 한 처행동은 아 들여놓지 않도록 방

어벽을쳐버린다는것이지요(상처를받지 않기

해 방어막을 침, 참여자 1/通).

3) 계형성의 어려움

인과 조건의 마지막 범주는 ‘ 계형성의

어려움’이다. 계라함은 둘이상의 사람, 사물,

상 따 가 서로 련을 맺거나 련이 있음

(국립국어연구원 1999, 566)을 의미하는 것으

로 여기에서 계형성의 어려움이란 일상생활

에서 사람들과의 련을 맺는데 어려움을 말하

는 것이다.

(1) 계형성의 어려움

그래서 그런지 특히 남자어른들하고의 계

에도 어려움을 느껴요. 친구나 엄마 같은 사람

들, 아이들과는 그 지 않아요. 그런데 아

씨들, 특히 은 남자들한테 그런 거 같아요

( 계형성의 어려움, 참여자 2/ 어 부스럼).

4)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함

‘건강한자아상을추구함’은부정 정서의회

복과정에 있어서 심 상이다. 여기서 자아란

자기 는자기자신을말하고,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실에 응시키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이희승 2006, 3,176), 인간이 의식

으로조정할수있는마음의부분(류경남, 최

수정, 2006, 411)으로보기도한다. 따라서건강

한 자아상이란 정 인 사고과정을 통하여 자

신과 실과의한계를조정하고자신의욕구, 즉

목표와이상을 실원리(reality principle)에따

르도록 하는 합리 이고 문제해결 인 측면을

지닌다.

(1) 원인을 규명함

그래서 왜그런지 그 원인을알게 되면 상

방을더많이이해할수 있으니까 그런원인같

은 것도 확실하게 규명했으면 해요(원인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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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참여자 1/通). ꡔ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ꡕ

다 한사람이만들어지기까지는환경이지

한 향을 끼치는 것같아요. 그아이들의경우

환경이 악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환경이 향을끼침을 알게 됨, 참여자 2/ 어

부스럼). ꡔ마음속의 그림책ꡕ

(2) 자신을 되돌아

그날 우리 집에 놀러왔던 친구는 블래키가

자기 자신과 같다고 하면서 걱정도 했어요(블

래키를 통해 자신을 , 참여자 3/어린새싹).

ꡔ검정개 블래키의 우울증 탈출기ꡕ

( 략). 그래서 악감정이 남아 있어서 화가

났던거 같은데... 그래도거기서욕설을안했으

면 제가 그런 상처받을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

각했어요(돌이켜 반성함, 참여자 3/어린새싹).

<역할놀이>

(3) 상황을 극복함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나에게...

꿈에 물에 빠졌을 때 군가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며 험에 그 로 있던 공주의 모습이

내 모습을 보는 듯해, 순간 충격으로 다가왔다.

왕자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것도못하는모습이 그랬다. 내문제를 내가 풀

고, 고민하고, 길을 떠나는 내가 되고 싶다(

략). (스스로 헤쳐나감, 참여자 4/a one) <나에

게 쓰는 편지>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나에게...

( 략)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수록 상처도 받

겠지만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자. 언제까지

엄마 품속에서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잖

아. 상처받는 만큼 강해지자. 이 (상처에

한 두려움 극복, 참여자 3/어린새싹). <나에게

쓰는 편지>

(4) 자아 찾기

지 의 제모습이 약간 그런감이 없지 않은

거 같은데, 내 스스로 주체 으로 찾아 나서야

겠다. 조바심내지 말고, 심 잃지 말고, 그런

생각을해 봤어요(나를 찾아 나섬, 참여자 2/

어 부스럼). ꡔ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ꡕ

(5) 자아 실 소망

사람들이 편안해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가 도 멋지다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사

람이 되고자 한다(멋진사람이 되고자함, 참여

자 4/a one). <사명서 쓰기>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찬스 캡쳐 通에게.

십년 후에도 이십년 후에도 삼십년, 사십년,

백년 후에도 ‘바쁘네’라고 비명 아닌 비명을 지

를 通아! 사랑한다. 완벽함. 완벽함에 한 불

안함을 가지지 마라. 의 인생자체가 완벽함

이고, 노력하는 삶이 완벽함이다(완벽한 인생

을 추구함, 참여자 1/通). <나에게 쓰는 편지>

( 략)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멋지게 폭포를 뛰어넘는 의모습을보면서

조 더 욕심내고, 조 더 열정 으로 목표

를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들

었어(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를 바람,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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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one). <연어에게 편지쓰기>

(6) 새로운 각오

나는삶자체를즐길것이다. 그리고 어부

스럼으로 만들지 말자. 나는 본능에 충실할 것

이다. 부스럼으로 만들지 말자. 나는 철 히

비하고 기회를 꼭 움켜질 것이다(최선을 다

함, 참여자 2/ 어 부스럼). <사명서 쓰기>

5) 이해하려는 태도

이해하려는 태도는 맥락 조건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이해(理解)란 사리(事理)를 분별하

여해석함, 혹은깨달아앎(이희승, 2006, 3,064)

이란 의미로 자신의 문제에 한 인식과정에서

사리를 분별하여 자신의 상황을해석하는 태도

를 말한다. 이때 자신의 상황에 해 정 으

로 해석하는 시각과 참여자에따라서 행 인

독서행 에 거부감이라는 부정 시각을 나타

내기도 하 다.

(1) 정 이해

주인공의죄는천벌을 받아야하지만주인공

이 겪어 온 삶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주

인공이겪어온삶이측은함, 참여자2/ 어부스

럼). ꡔ미안하다고말하기가그 게어려웠나요ꡕ

비디오 직 보고 나서 수감자가 변해가는

모습도 그 고, 그 노숙자의 경우도 그 고 무

척 놀랐어요. 어떻게 책한 권으로 그 게바뀔

수 있을까(수감자가 변해가는 모습에 놀람, 참

여자 2/ 어 부스럼). ꡔ그것이 알고 싶다: 책

안 읽는 사회/(SBS 비디오자료)ꡕ

(2) 거부감

어렸을 때 날마다 책 읽고 나면 독후감 쓰

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책차

라리 그 책을 읽고서 감상을 쓰라는 게, 머리

짜내는 게 한테는 큰 고통이었거든요(책을

읽고 감상문 쓰라는게 고통임, 참여자 3/어린

새싹). ꡔ그것이 알고 싶다: 책 안 읽는 사회

(SBS비디오 자료)ꡕ

책을 하나 읽으면서도 그냥 읽으라는 게 아

니라 무 많은걸 요구하는 거 같아요(책을 읽

는데 무 많은 것을 요구함, 참여자 4/a one).

ꡔ그것이 알고싶다: 책 안 읽는사회(SBS비디

오 자료)ꡕ

6) 친 한 분 기

친 한 분 기는 재 조건에해당하는 범

주로서 여기서친 함이란 지극히 사이가 좋거

나 단히친한 상태, 는 서로의 교제가 깊음

(이희승, 2006, 3,849)을 의미한다. 동일한

심을 가지고 모여 일 되고 획일 인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집합인 집단(류경남, 최수

정, 2006, 478)에서의 구성원간 응집력은 공동

심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역동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 자기노출

여기서 이 게 모여 서로의 마음을 열고 편

하게 나를 꺼내 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편하게

나를 꺼낼 수 있음, 참여자 1/通).

상 방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나도 자연스럽

게 마음이 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상 방이 마음을 여니 자

연스럽게 내 마음도 열어짐, 참여자 1/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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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 한 계경험

그런데 공통 인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한 뚜렷한 목표가 희미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동질감을 느껴요(상 방에게 동질감을 느낌,

참여자 3/어린새싹).

내가 말하는 순간에나 다른 사람이 얘기 할

때 서로 고개 끄덕여 주고, 조언해 주고, 같이

공감해 주었을 때 큰 힘이 어요(공감해 주는

것이 힘이 됨, 참여자 2/ 어 부스럼).

7) 지원체제의 유형

지원체제의 유형은 재 조건의 하나의

범주로서개인들에게정서 , 정보 , 물질 , 애

정 지지를제공하는사람, 자원, 단체들의상호

련집단의유형을말하며, 여기에친구, 가족성

원, 동료집단, 동료직원, 회원조직과 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류경남, 최수정, 2006, 472).

(1) 주변인의 지원

는 로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로 격

려해 주는 말들은 무척 고마운 로 어요(

로 받음, 참여자 3/어린새싹).

( 략).

은빛 연어야.

의 주변엔 항상 를 지켜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항상 기억하렴(주변의 고마운

사람을 기억함, 참여자 2/ 어 부스럼). <연어

에게 편지쓰기>

(2) 혼자서 해결하려 함

엄마가가깝지만 마음의 얘기는별로 안해요

(마음의 얘기를 별로 안함, 참여자 1/通).

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얘기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혼자 해결하려고도해

요(혼자 해결하려 함, 참여자 2/ 어 부스럼).

8) 자기통찰

자기통찰은 작용/상호작용 략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여기서 통찰이란 외 인 시행착오

가 아니라 정보의 정신 조작을 통해 문제의

해결에 근하는 것을 말한다(류경남, 최수정,

2006, 512). 따라서 자기통찰이란 스스로 자신

의 문제에 한 해결을 해 리한 찰력으

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자기 이해와 인식으로

새로운 사태를 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나에 한 자각

( 략) 내가 미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

지 못했었는데 ‘이게 문제 구나’ 하고 깨달았

던 것도 많았어요(나의 문제를 깨달음, 참여자

2/ 어 부스럼).

그냥 느 던 감정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쓰다보니, 내가 모르는나를발견할 수있어서

놀랐어요(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함, 참여자 3/

어린새싹).

(2)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앎

학교에서 그러다가 그 애가 문제를 일으킨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한 방면으로는 ‘나와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나와 비슷하다

고 생각함, 참여자 1/通). ꡔ마음속의 그림책ꡕ

9) 처방안의 용

처방안의 용은 작용/상호작용 략에

해당하는 두 번째 범주이다. 여기서 처(對

處)란 어떤 일에 응하는 조치(이희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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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를 말하며, 처방안이라 함은 상황을 평

가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해 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는 문제 상황을 규정하고, 다양한 안 해결

책을 만들어서 그 가장 한 해결책을 선

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며, 궁극 으로는

변화를 기 하는 략 행동으로서격려와 지

지라는 상징 활동을 수반하기도 한다.

(1) 안을 생각해

정말 자신의잣 로바라 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

고 채찍질을 할 게 아니라 있는 자체로도 완벽

하겠구나 라고 생각 했어요(자신의 잣 로

라 야겠다고 생각함, 참여자 1/通). ꡔ동화 밖

으로 나온 공주ꡕ

화가바로났을때바로이 게하는거는좋

지 않다고 생각하지만그래도 어딘가에는 풀어

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에 응어리져 한번 폭

발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화는 바로 풀

어야 한다고생각함, 참여자 3/어린새싹). ꡔ화ꡕ

(2) 입장 바꿔 생각하기

무척 보수 인분이신 희조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요. 특히 주변에

다그런 분들이모여사는시골 환경속에서그

럴수있다고충분히생각이되요(입장바꿔생

각하기, 참여자 2/ 어 부스럼).

(3) 교류하기

같은 책 읽고도 서로 상황이 다르니깐 나

는 얘기도 다르잖아요.( 략) 제가 느끼는 것

과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가면

서 상 방의 생각과 느낌을 나 수 있어서 좋

은거 같아요(상 방의생각과 느낌을나눔, 참

여자 4/a one).

(4) 개입하기

내 자신이편해지기 해서라도남에게 부정

인 씨앗을 보여주지 말고 정 인 씨앗에

물을 줘야겠다. 남을 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나를 해서라도 그 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요( 정 인 씨앗에 물을 , 참여자2/ 어 부

스럼). ꡔ화ꡕ

구나 우울할 수있지만거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요. 그럴때 일수록 는더 멋진상상을

해 요(멋진상상을 해 , 참여자 3/어린새싹).

ꡔ검정개 블래키의 우울증 탈출기ꡕ

(5) 품어주기

는그때무척화가났었죠. 하지만그런 사

고방식에 그런 행동은 결과가 나 에 나쁘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하찮게 생각

하고그러니까자연스럽게용서가 되요(하찮게

생각하니 용서가 됨, 참여자 1/通).

( 략) 그런데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삶속

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라 말해

인상에 남아요(용서는 가장 큰 수행, 참여자

4/a one). ꡔ용서ꡕ

10) 감정의 정화

감정의 정화는 결과에 해당하는범주로서 일

명 카타르시스(catharsis)라 하기도 한다. 카타

르시스는 다른 군가에게 자신의 어려움, 생

각, 두려움, 과거의 요한사건 등 련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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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표 함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키는 상으

로 내담자의 감정이 갑작스럽게분출시키고 효

과 으로 배출되어 증세가 완화되는동시에 새

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류경

남, 최수정, 501). 독서치료에서 카타르시스는

책속의 등장인물의감정, 사고, 성격, 태도에

한 감상을 문장이나 말로 표 하는 것이다(한

복희, 2004, 180).

(1) 감정의 정화

책을 읽고 나니 황폐해 있었던 감정에 단비

가 조 씩 내린 거 같아요. 이제빗방울이조

씩 조 씩 떨어져 메말랐던땅이 해졌어요

(황폐했던 감정에 단비가 내림, 참여자 1/通).

어떤 사람이 달라이 라마한테 ‘당신의 종교

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종교는 친 한 마음이다’라고 했었는

데 그 게 무 마음에 와 닿는 거 요. ‘아! 이

거구나’ 하면서 순간 으로 무척 마음이 따뜻

해졌어요(마음이 따뜻해 짐, 참여자 3/어린새

싹). ꡔ용서ꡕ

(2) 해소가 됨

그런데이 게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떠올려

밖으로 내놓으면서 문제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표출할 수 있어 좋음,

참여자 3/어린새싹).

우선 정말 시원했거든요. 정말 런 식으로

차게 말했으면 한 맞더라도 정말 속이 시

원했을 거 같아요(속이 시원함, 참여자 3/어린

새싹). <역할놀이>

11) 새롭게 깨달음

새롭게 깨달음은 결과에 해당하는 두 번째

범주이다. 여기서 ‘깨닫다’의 사 의미는 깨

치어 환하게 알아내다, 혹은 몰랐던 사정 따

를알아채다(이희승, 2006, 604)라는 뜻으로새

롭게 깨달음이란참여자들의 어린 시 부터 잠

재되어 온 상처의 존재들에 해 경험과 해석

과정을 통해 알아내고, 다양한 처방안의

용을 통해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게 됨으로

써 얻은 결과를 말한다.

(1) 새롭게 깨달음

주변에 연어들이무리를지어단체로몰려다

니니까 험이 감소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무척 요하다고 느껴요(주변사람들이 소

함, 참여자 4/a one). ꡔ연어ꡕ

( 략) 나비효과 있잖아요? 나비의 날개 짓

하나가 지구 반 쪽에 폭풍을 가지고 올 수 있

다고 하는..., 그런 작은 힘이라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은 힘이라도

향을 미칠수 있음, 참여자 3/어린새싹). ꡔ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ꡕ

12) 일상의 응기능 회복

일상의 응기능회복은결과에해당하는 최

종 범주이다. 응이란 신체 , 사회 환경과

조화 있는 계를 수립하는 것(김상인, 2000,

149)을 말하며, 회복이라 함은 삶이 바 어 가

는 과정, 즉 삶속에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의 응기능 회복은 개

인과 환경사이의상호과정 속에 활동 인 노력

( 처방안의 용)을 통해 나타나는, 일상의

삶속에서 정상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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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자기인식의 변화

도 휘황찬란하고 뭐 그런 것에 기 어 살

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깐 ‘배경이 되는 것

도 존재의 이유가 될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

요(배경이되는 것도존재이유가 됨, 참여자 1/

通). ꡔ연어ꡕ

( 략) 그런데 선생님 연어가 나와서 등 굽

은 연어를 보면서, 존재는 존재자체로 아름다

운거지 어떤 틀에 맞춰져서 아름다운 게 아니

라고 말했는데, 는 거기서 깨달음을 많이 얻

었어요(존재는 존재자체로 아름다움, 참여자

3/어린새싹). ꡔ연어ꡕ

(2) 순응함

는 쉬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

피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오른다 해도 다른 애

들도 생태계에 맞게 변해 갈 텐데. 그에 맞게

순응해서 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순응해 감,

참여자 2/ 어 부스럼). ꡔ연어ꡕ

욕심이 무 많아 이것 것 벌려 놓고, 그것

을 다 소화해 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여유가없고, 그래서늘쫒기 듯이 살죠.

그 지만 ‘그게 내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그래요(그게 내스타일이라고생각하고

살려고 함, 참여자 1/通).

5.3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구조분석(축코딩)

본 연구에서근거자료에 의해 도출된 범주들

간의 련성을 나타내는 패러다임 모형은 <그

림 1>과같으며 개방코딩과구조분석은 순환

과정이었다.

축 코딩은개방코딩 동안분해되었던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상에 하여 보다 정

확하고완벽에가까운설명을해내기 하여범

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키고, 범주를

속성과차원에따라하 범주로 연결시키며, 패

러다임 모형을이용하여범주들이 서로 교차되

고 연결되는 가를 보여 다(Strauss & Corbin

1998, 124).

5.4 선택코딩

1) 이야기 윤곽 기(Story line)

참여자들은 성장배경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

는 시간을가지면서 자신에게 잠재 으로 남아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희미하게나마 들여다

보기 시작하지만그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성

격형성에까지 요한 향을 끼쳤음을 미처 깨

닫지 못하 다. 그러나 상황들에 련된 책(치

유서)을읽고책의내용과 자신의 느낌에 해

화가 오가면서 어린 시 받은 마음속에 남

아 있던 다양한 상처의 유형들을 구체 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곧 이러한 상처들이 성

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불확실한 미래에

한 불안감과 함께 자신에 한 열등감을 형

성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심리 인 어려움

으로작용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참여자들로 하여 이제까지 살

아 온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문제 에 해 성

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 다.

건강한 자아상을추구하기 해서는먼 상

황에 한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단하고 나

름 로의 원인을 찾아 규명함으로써 그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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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상호작용 략

자기통찰

- 나에 한 자각

-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앎

처방안의 용

- 안을 생각해

- 입장바꿔 생각하기

- 교류하기

- 개입하기

- 품어주기

결 과

감정의 정화

새롭게 깨달음

일상의 응기능 회복

인과 조건

잠재 상처를 인식함

자신에 한 열등감

계형성의 어려움

맥락 조건

이해하려는 태도

심 상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함 재 조건

친 한 분 기

지원체제의 유형

<그림 1> 패러다임 모형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자신을 되돌아보

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자각과 반성을 유도하

고 삶의 소 한 의미에 새롭게 뜨게 하 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헤쳐 나가고자 하는

극 인 의지를 불러 일으켜 본래의 자기 자

신을 찾아 나서게 함으로써 완벽한 인생을 추

구하고자 하는 자아 실 소망을 꿈꾸게 하

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이때 상황에

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향을 끼치게 된다. 즉

참여자의 부정 정서들은 책 속의 인물에 자

신을 투 하거나 혹은 그의 행동과 감정 그리

고 이야기 속의 사건들을 자신과 자신의 기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 인

이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보편 정서로 환되게 된

다. 그러나 책을 읽거나 을 쓰라는데 거부감

을 갖든지, 책의 내용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

든지, 한 처방법을 찾지 못한다든지, 그

리고 정서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부정

정서의 이해과정에다소 냉소 인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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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그러나참여자들이 책과 참여자사이, 참여자

와 참여자 사이의 계속되는상호작용과정을 거

치면서 친 한 분 기가 형성되어 자기노출을

경험하기도 하고,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우

호 인 분 기속에서 상 방을 이해하게 되는

친 한 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이러한 친 한

분 기는 심리 , 정서 문제들(부정 정서)

에 한 통찰을 독려하게 하 다.

한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로를 받고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

에 해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을 비교 편안

하고 안정 으로 이끌기도 하 고참여자의 성

격에 따라서 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 다.

이 게자신에 한문제들을 극복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속에서 처방안의 용

이이루어졌으며어떻게하는게극복하는데도

움이 될 지 구체 인 방법에 해 여러 방향으

로고민하기시작하 다. 상 방의느낌과생각

을나 는감정의교류는시간이지나면서닫혔

던마음이조 씩열려져서로의상황을공감하

면서밝고 정 인시각으로바라보게하 다.

따라서 처방안에 한구체 인 략으로 자

신의 잣 로 바라 야겠다고 생각한다든가, 자

신의 일을 즐긴다거나, 편견을 버리고, 미래의

자신의모습에 해멋진상상을해보는등회

복하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 한 책

과참여자사이, 참여자와참여자사이의 계속되

는의사소통을통해자신이특별한존재라는자

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콤 스를 인정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

를 이해하기 해 노력하고 용서하는 것 등

자신의 상황을스스로 단하고 해석하며 자신

감과 확신을 가지고 처하고 있었다.

이러한 략을 통해 참여자들은자신들의 잠

재 상처를포함한 부정 정서들로부터 벗어

나는 과정에서결과 으로우선 황폐했던 감정

에단비가내리고마음이따뜻해지는감정의정

화(카타르시스)를 경험하 다. 이것은 곧 생각

이 바 게 되는 계기가 되어 그동안 하찮게 생

각했던 사소한존재들이모두가 소 한 존재들

로여겨지게되고, 진정한행복의실체등을 새

롭게 깨달으면서당당하게, 그리고 새롭게삶을

정리하게되면서세상이아름답게보이는등일

상의 응기능이회복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한

편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밝고 정 인 삶의

태도를 찾아가기 한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

정서 회복에만족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처해진상황을기꺼이 순응하려는자세로, 그

지않은참여자들인경우체념이라는소극 순

응의 자세로 회복과정을 지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밝고

정 인 삶의 태도 찾아가기’로 선택하 다.

2) 유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속 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근거자료를 통해도출된 범주의 구조와 과정을

통합하여 ‘밝고 정 인 삶의 태도 찾아가기’

라는 회복과정을 통해 <표 3>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하 다.

(1) 인지 반응형

이 유형의참여자들은 자신들이경험한 정신

, 심리 문제들에 해 다양한 형태로 인식

하지만 공통 으로는이 상황을 극복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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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패러다임

인지 반응형 찰 반응형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인과 조건
∙상처를 인식함(부정 )
∙열등감(많음)
∙ 계형성의 어려움(큼)

∙상처를 인식함(부정 )
∙열등감( 음)
∙ 계형성의 어려움(큼)

∙상처를 인식함(부정 )
∙열등감(많음)
∙ 계형성의 어려움(큼)

∙상처를 인식함( 정 )
∙열등감( 음)
∙ 계형성의 어려움(작음)

심 상
건강한 자아상 추구
(강함, 극 )

건강한 자아상 추구
(강함, 극 )

건강한 자아상 추구
(강함, 극 )

건강한 자아상 추구
(약함, 소극 )

맥락 조건
∙이해하려는 태도
( 극 , 부정 )

∙이해하려는 태도
( 극 , 정 )

∙이해하려는 태도
( 극 , 부정 )

∙이해하려는 태도
(소극 , 부정 )

재 조건
∙친 한 분 기(만족)
∙지원체제의 유형(독립 )

∙친 한 분 기(만족)
∙지원체제의 유형
( 인 계 )

∙친 한 분 기(만족)
∙지원체제의 유형
( 인 계 )

∙친 한 분 기(불만족)
∙지원체제의 유형
( 인 계 )

작용/
상호작용 략

∙자기통찰( 극 )
∙ 처방안의 용(소극 )

∙자기통찰( 극 )
∙ 처방안의 용( 극 )

∙자기통찰( 극 )
∙ 처방안의 용( 극 )

∙자기통찰(소극 )
∙ 처방안의 용(소극 )

결과

감정의 정화(지속 ) 감정의 정화(지속 ) 감정의 정화(지속 ) 감정의 정화(일시 )

새롭게 깨달음(많음) 새롭게 깨달음(많음) 새롭게 깨달음(많음) 새롭게 깨달음( 음)

일상의 응기능 회복
(뚜렷함)

일상의 응기능회복
(뚜렷함)

일상의 응기능 회복
(뚜렷함)

일상의 응기능 회복
(희미함)

<표 3> 유형분석

강한 동기유발을 경험한다. 즉 자신이 인식한

문제 상황에 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극 이어서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일어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

은 자신들이 인식한 문제 상황을 변화에 있어

정 인 계기로 인식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하기 한 자기통찰을 시도함에있어서

체로 극 이다. 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친 한 분 기가 만족스러운 경우로서 자신에

한 자각과 함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극 인 자기통찰을 통해 감정의정화를 지속

으로 경험하 다.

(2) 찰 반응형

이 유형의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열등감이나 계형성의 어려움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상처에 한 인식도 매우 정 이어서

상황을 극복하기 한 동기부여가약하게 나타

났다. 따라서 자신이 인식한 문제 상황에 해

이해하고자 하는태도도 매우 소극 인 양상을

보여 건강한자아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소극 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 유형

의 참여자는자기통찰이 매우 소극 으로 이루

어지고 처방안의 용 한 매우 소극 으로

진행된다. 한 참여자간 친 한 분 기에 있

어서도 그다지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경우여서

단지 마음이 편함을 느 을 뿐 그로 인해 자기

통찰은 소극 으로 이루어져 일시 인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 다.

3)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근거이론 방법의 본질 인 특성

으로 상에 한 반응, 처, 조 에 계하는

행 상호작용의 연속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즉 근거이론에서과정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개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들의 연결이

다(안경숙 2001, 117-118).

본 연구결과부정 정서를 지닌 여 생들이



독서치료를 통한 여 생의 부정 정서 회복과정에 한 근거이론 연구 127

독서치료 후 시간흐름에 따른회복과정은 문제

인식단계, 정서 반응단계, 문제해결단계, 자

기 용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각 단계는 <그림 2>와 같다.

(1) 문제인식단계

문제인식단계는 참여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들을 꺼내어 자신의 상처

가 어디에서오는 것인지, 그 상처로 인해무의

식 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받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2) 정서 반응단계

정서 반응단계는잠재 상처와열등감,

인 계의어려움등무의식 으로고통받아온

심리 인 문제들을 인식한후 실제로 정서 인

변화가일어나기시작하는단계이다. 다시말해

이때참여자는자신의무의식속의동기나어린

시 의 경험, 혹은 감추어진 부정 정서들이

의식화되면서 심리 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며

비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3) 문제해결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문제해결단계로 ‘밝고 정

인 삶의 태도를 찾아가기’ 한 구체 인 방

법을 찾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

여자들은 책을읽거나 참여자간 의사소통을 통

해자신이처해있는문제를극복할수있는구

체 제안이나 충고를 얻을 수 있었다.

(4) 자기 용단계

부정 정서를 지닌 여 생의 회복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자기 용단계로 참여자들은 그

동안 다루어진상황이나 문제들이 나에게 어떻

게 용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내 생활에 어

떻게 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자기통찰을 통

해 보편 정서로 인식된 심리 문제들을 통

합하기 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한

해답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

자들은 구체화된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삶의

질서나 그과정들이무엇인지를 찾고자 하 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근거이론 근을사용하여 부정

정서를지닌 여 생의 회복과정을 확인하고

그에 한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근거이론에서 제안하는

체 연구과정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그 과정을

문제인식단계 정서 반응단계 문제해결단계 자기 용단계

∙잠재 상처를 인식함

∙자신에 한 열등감

∙ 계형성의 어려움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함

자기통찰

-나에 한 자각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앎

처방안의 용

- 안을 생각해

-입장바꿔 생각하기

-교류하기

-개입하기

-품어주기

감정의 정화

새롭게 깨달음

일상의 응기능

회복

<그림 2> ‘밝고 정 인 삶의 태도 찾아가기’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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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기술하 다.

연구결과 개방코딩과정에서 148개의 개념과

32개의 하 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다.

부정 정서를지닌여 생의회복과정은 ‘잠

재 상처를 인식함’, ‘자신에 한 열등감’, ‘

계형성의 어려움’이라는 인과 조건과 이해하

려는태도 ‘라는맥락 조건에 향을 받아 나

타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추구함’이라는 심

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심 상은 ‘친 한 분

기’, ‘지원체제의 유형’과 같은 재 조건의

향을 받으면서 ‘자기통찰’과 ‘ 처방안의

용’의 략을 사용하는 ‘밝고 정 인 삶의 태

도 찾아가기’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간의흐름에따라회복과정은 문제인

식단계, 정서 반응단계, 문제해결단계, 자기

용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으며, ‘밝고 정

인 삶의 태도 찾아가기’의 유형은 인지 반응

형과 찰 반응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 부정 정서를지닌

여 생의 회복과정은 ‘밝고 정 인 삶의 태

도 찾아가기’의 과정으로서 부정 정서라는

정서 , 심리 문제들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해결하며 용해 나가는 일련의연속 인 과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이 과정은 맥락 요

인과 재 요인의 향을 받으며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분석을

통해 단계별로 작용하는 주요요인을 밝 냄으

로써 실질 인 독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이론 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연구에서는독서치료에서의 치

유효과(result)가 아닌 치유과정(process)

반에 걸친포 이고 총체 인 이해를 통하여

독서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치료자의 의식

의 흐름에 한 이론을 제시하 다. 즉, 부정

정서를 지닌여 생의 회복과 련한 독서치료

경험에 실제 근을 시도하여 참여자들의 치

유과정 반의 이해를 한 일련의 과정을 추

구하고 찾아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독서치료 이론과 독서치료 활동이라는 실무를

연계하는 병합형태의 연구기반을 제공하 다

고 보며, 아울러 독서치료 장에서 용할 수

있는 실제 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따라서본연구의궁극 인의의는다음의세

가지이다. 첫째, 독서치료분야에 질 연구방법

근거이론 방법을 실험 으로 용함으로써

표 인 장학문이라고 볼수 있는 문헌정보

학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변 을 꾀하 다고 본다. 둘째, 상에 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근하는연구방법을 통해 문

헌정보학 이론생성에새로운 과 방법을

제시하 다고 본다. 셋째, 독서치료가 학도서

의새로운서비스로개발되고 용될수있도

록 그 기 자료를 제공하 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후속연구를 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정 정서를 지닌 여

생의 회복과정의단계와 경험과정의 유형이 나

타났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회복과정

의 단계에 따른 구체 인 독서치료 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경험의 유형에 따른 개

별 인 재를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분의 학들이 학생생활연구소를

심으로 매년신입생에 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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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 해 도서

과 학생생활연구소가 연계하여 독서치료서

비스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

생활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며, 나아가 독서치료서비스를 학도서

의 공식 인 서비스로 발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따른 문제

은 은 수의참여자를 상으로 한 , 다양한

상황을 다루지 못한 , 다양한 계층을 다루지

못한 , 자가 치유과정을다루지못한 등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밝 진각 범주들과 회

복과정의 단계에 해 참여인원수를 다양화시

켜 각기 다른 상과 상황 계층을 상으로

한 후속연구를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이론

용이 가능하고일반화가 가능한지를 입증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학제 성격이 강한 독서치료는 다양

한 공자들(교육, 문헌, 상담등)이한 이되

어 연구할 수 있는 분야지만 독서치료는 내담

자와 텍스트(책)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독서와 독서 이후의 토론이다. 따라서 책(장서)

을 가운데 두고 이용자와 사서에 의해 발생되

는 상을연구 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 분야

가 주도 으로 독서치료 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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