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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torytelling lessons using picture books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family unit of 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 For this purpose, I selected 

picture books of five themes on family type, family relationship, family conflict,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loss, and developed a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Family class with picture book' using storytelling elements and techniques.

The teaching-learning plan was applied to 194 middle school studen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classes, and the learning

effet was evaluated by comparing pre- and post-tests. As a result, the resilience level perceived by adolescent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class, but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on self-expansion, which is a sub-factor of sociality.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dolescents, the effect of instruction was shown in all areas, and the affectional bonds felt in the relationship with mother 

than with father showed higher increase. In the family unit of home economics, storytelling lesson through picture book seem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dolescents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by bringing up the potential power in them

to stand against the adversities they may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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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 청

소년은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적으로

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오늘날 청소년이 직면한 도전에

는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발달 단계상 도전들도 있지만, 이전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

한 새롭고 심각한 도전들도 많이 있다. 현재 상당수의 청소년

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적에 대한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대한 욕구로 SNS를 관리하며 인터넷 

중독이나 부정적인 또래 압력 등의 위험 상황을 겪기도 한다

(Chu, 2014).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고유한 발달상의 문제와 

오늘날의 복합적인 관계 문제는 청소년의 강한 충동성에 의해 

심각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스스

로 자신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청소년이 위기를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에게서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자

신의 삶에서 겪는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

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강인한 힘을 말한다(Kim, 2011).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인 통제성, 대인관계능력과 관련

한 사회성,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긍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모여 가족의 회

복탄력성으로 연계되고 이는 가족 문제를 그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내며 더욱 소속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개인이 가진 결함과 약점보다는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K. Kim, 2014).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Werner & Smith, 1982)는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태어난 부모의 양육 환경이 특히 열악한 아이들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 이

유를 분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람마다 역

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다르게 지니고 있고 그것을 회복탄력성

이라고 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해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인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것. 즉,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소

는 결국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였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Kim, 2011). 이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기에 삶에서의 도전과 역경

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더욱 회복탄력적이

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문제와 관련한 회복탄력성은 중등 교과 중에서도 가

정과에서 유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 교과 가정생활 분야 중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과 고등학교의 ‘가족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내

용 요소가 신설되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단원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사회⋅구조

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대처와 

지원 방안을 탐색하며, ‘가족의 치유와 회복’ 단원에서는 예상

하지 못한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한 가족

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inistry of Education[MOE], 2015). 이러한 교과의 내용 요소

와 목표는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한 능력과 건강한 가족의 

회복과 관련한 가족 치유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구체적

으로 가족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

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단원에서 다뤄야 할 가족 문제로 가족의 죽음, 가족원

의 우울증, 가족 해체,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상 후 장애 

등이 언급되고 있다(MOE, 2015). 이러한 가족 문제들은 감정

조절이 불안한 청소년기에 자신과 가족 이야기를 드러내어 

사례 중심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주제이다. 또한 ‘가정생활

과 안전’ 영역에 해당하는 가족 단원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

으로 사례 탐구, 시뮬레이션, 훈련이 수업 중에 함께 이루어지

도록 지도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나, 수업에서 예민한 가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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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당 지도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 단

원 수업의 성취기준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가족과 이웃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실

제 사례보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

고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를 중심으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수업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비판적 능력을 키워주

며 감성적 성장 등을 돕는 광범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야기를 통해 감성적⋅사회적 공유를 하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J. Kim, 2014). 또한 이야기의 

행동과 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가진 인지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교수⋅학습 기법이라 할 수 있다(Kang, 2012). 그리고 이 중 

그림으로 접할 수 있는 동화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이며, 그림책을 읽는 동안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에 동화되어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언어능력 및 심미적 감상력을 길러주며 그 느낌이나 판단에 

공감하면서 삶을 배우고 경험을 확대해 나가게 한다(Jung & 

Chi, 2015). 이는 그림책을 통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추측해 보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증진되

는 것이다(Lee, Kang, & Nam, 2010; Seo, Seon, & Park, 2014).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가족 단원 수업에 그림책을 적용하여 

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다면,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증진

시키고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에도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 단

원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와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가족 관련 그림책을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한 교

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림책을 활용한 가족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관계’와 ‘안전’의 핵심개

념을 중심으로 가족 단원에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

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둘째, 수업 적용 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은 주로 유아와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수업을 통한 개인 

수준의 자아존중감(Kim, 2011; Song, 2005), 자아탄력성(Gu, 

2010; Park, 2014; Yu, 2014), 학교적응유연성(Yu, 2016) 등의 

향상 효과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림책을 활용한 연구는 Kim(2017)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

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학교생활 적응능력 중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학교규칙,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

만 Park(2013)도 학교 부적응 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

텔링 수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는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재나 치료를 하려는 목적의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인지

적 사고, 태도, 가치관 형성의 긍정적인 향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사후 해결

이나 치료의 성격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어렵거나 취약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역량을 키우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밀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가족에 관한 이해와 

소통을 다루고자 한다면 스토리텔링 기법의 그림책 사용이 매

우 유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 자신의 가족에만 한정된 경험에

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가족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여



17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2, No. 1

겨지는 그림책을 활용함으로써 상상력과 간접 경험을 통한 공

감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회복탄력성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 초등 시기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교과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회복탄력성(Yoon, 

2018),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청소년의 공감 능력과 회복탄

력성이 폭력 태도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Kim(2015)

의 연구와 같은 체육 활동과 개인의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이

거나,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Park & Moon, 2016)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

복탄력성에 음악치료 활동이 미치는 효과(Yeu, 2012), 미술치

료 프로그램이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Choi & Park, 2017)와 같은 치료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과와 관련하지 않은 해결중심자기성찰 집단상담이 청

소년의 자기성찰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h, 2015),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요인에 관한 연구(Shin, Choi, & Kim, 2009), 청

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웰빙, 행복감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의 역할을 알아본 Seo(2016)의 연구, 청소년의 자살 생

각에 관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본 

Yeo와 Park(2013)의 연구 등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

년의 내적 요인과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중등 교과 관련 연구

는 영어 교과에서 중⋅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감소의 극

복과정을 회복탄력성 관점으로 살펴본 Lee와 Kim(2014)의 연

구와 도덕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

진을 위한 지도방법을 제안한 Chu(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Chu(2014)는 회복탄력성의 역할모델 활용하기, 강점과 약점 확

인하기, ABCDE 접근법 등 다양한 도덕과 지도방법을 제안했다.

기술⋅가정 교과에서 회복탄력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으로 교과와 관련한 회복탄력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치유 교육에 대한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

그램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Yoon(2018)의 연구가 유

일하다. Yoon(2018)는 교육과정상의 ‘안전’을 치유의 상위 개

념으로 보고 치유를 통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

다. 또한 치유를 개념으로 다루기보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생활에서 다루어야 할 항구적 본질의 실천적 문

제로 보고 중학교 1~3학년을 학습대상자로 설정하여 총 12차

시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이에 가족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가정과교육 교과 차

원에서의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개인 수준뿐 아니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 중에서 회복탄력성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 수준에 초점을 두어 교수⋅학습 과

정안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뿐 아니라 가정과교육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

된다.

3.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발달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개인⋅가족⋅사회의 연결

고리 중추에 있는 가정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청소

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가정은 가장 근접 환경으로, 특히 가족

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근본적인 

사회적 환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Lee, 2005). 또한 가정

은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외부

에서 겪는 스트레스로부터 가족이 함께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이루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Yoon, 2018).

가정 환경에서 부모자녀관계는 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

의 관계이면서 개인이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호관계의 

질은 자녀의 성격발달과 지적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 여부와도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Lee, 2014).

이러한 여러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청소년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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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생태학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정규 교육과정인 기

술⋅가정 수업시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수

업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청소년 가정의 부모

자녀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족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

된다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있어서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있어서 가족 단원 수업의 당위

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의 수업 설계

는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단계로 이루어진 ADDIE 

모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1. 분석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학습 

내용을 정의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가족 수업을 

위하여 그림책과 스토리텔링,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

녀관계와 관련된 문헌 조사, 선행연구 고찰과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의 학습 주제

를 선정하고, 학습주제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으

며 이에 따른 학습 내용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 설계

설계 단계는 분석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교수⋅

학습 과정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직하고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을 위해 수업 방법

으로 스토리텔링과 교수 매체로 그림책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선정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가정과 교사

를 대상으로 가족 단원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가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에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가. 그림책 선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은 다음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 가족갈등, 

가족 상실 주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 891권의 

목록을 확보하였다(Kim, 2003; Kim, 2013; Lee, 2008; Park, 

2012; Park, 2010; Rho & Kim, 2013; Shin & Cho, 2009; Shin, 

2007). 2단계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삼은 가

족 형태인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이혼가족, 비동거

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장애가족, 고아 등으

로 나누어 공통적으로 선정된 31권의 그림책을 추출하였고, 

이 중 절판된 4권의 책은 제외하여 27권을 선정하였다. 3단계

에서는 가족 그림책 관련 최신 선행연구가 2013년이므로, 이

후 발간된 가족 주제 관련 그림책을 대표적인 아동도서 인터

넷 서점(오픈키드;www.openkid.co.kr)과 어린이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검색하여 추가하였다. 그림책의 기피 주제인 성, 

폭력,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은 아동 대상 그림책으로 권수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관련 선행연구도 전무하여 어린이 도

서관과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여 가족 상실, 성폭력, 가정폭

력 주제 관련 그림책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앞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그림책 목록과 함께 수업에 활용할 총 41

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학습 주제별로 그림

책을 분류하였다. 가족 형태에는 재혼가족, 노인가족, 장애가

족, 입양가족, 다문화가족에 관한 그림책을 포함하고, 가족갈

등 주제에는 이혼가족과 맞벌이가족에 관한 그림책을 분류하

였다. 가족 상실 주제에는 조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고아에 

관한 그림책으로 구성하여 가족 형태, 가족갈등, 가족 상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가정교육과 

교수 1명, 가정교육전공 박사과정 가정과교사 2인,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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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학습

주제
그림책 명

저자
출판사

초판 

년도글 그림

1 관계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가족관계

가족 형태,

가족관계

특별한 가족 안나레나 맥아피 앤서니 브라운 베틀북 2017

새로운 가족 전이수 전이수 엘리 2017

위를 봐요 정진호 정진호 현암주니어 2014

리디아의 정원 데이비드 스몰 사라 스튜어트 시공주니어 1998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 수사나 로페스 울리세스 웬셀 도미솔 2016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선현경 비룡소 2004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이혜란 보림 2005

2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가족갈등 따로따로 행복하게 배빗 콜 배빗 콜 보림 1999

3 안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성폭력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에요

아너미 

베르브룩스

아너미 

베르브룩스

뜨인돌

어린이
2012

4 안전 가정폭력 앵그리맨 그로 달레 스베인 니후스 내인생의 책 2014

5 안전
가족의 

치유와 회복
가족 상실 무릎딱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올리비에 

칼레크

한울림

어린이
2004

Table 1. Picture book list by unit

가정과교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통해 그림책 선정

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각 41권의 그림책을 평가하

여 학습주제별 그림책 분류와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 단원 

수업의 예비 조사에 활용할 총 30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그림책 선정을 위한 학생 대상 예비조사는 2018년 7월 12

일부터 1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 자

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한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

술⋅가정 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선택된 그림책의 

심사 평가표를 합산하여 순위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대상 예

비조사는 2018년 8월 10일 가정교육과 교수 1명, 가정과교사 

가정교육전공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2인이 모여 수업 방법, 

주제별 그림책 분류, 그림책 선정 평가 기준에 관해 협의 후 

학습주제별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학생과 전문가에게 실시

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순위가 가장 높게 나온 

그림책을 2~5차시 주제별로 한 권씩 선정하고, 1차시에 해당

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담은 그림책은 학생 대상으로 선택

된 그림책과 연구자가 가족 유형이 겹치지 않게 선행연구와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7권으로 구성하였다. 차시

별로 최종 선정된 그림책은 <Table 1>과 같고, ‘그림책과 만나

는 가족’ 수업에서 교수⋅학습 매체로 활용될 그림책은 총 

11권이다.

나.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활용한 수업전략 설계

이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맥락에서 스토리텔링의 요소

(페르소나, 감정이입, 비유, 플롯, 심미적 경험, 시간성)를 도출

하여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한 Park(2012)의 개념모형을 활용

하였다.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활용한 교수설계 모형에서 스토

리텔링 층위(storytelling layer)의 교수설계 원리 및 전략을 활

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내용 층위(content layer)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가정 가족 단원의 그림책을 활용한 스

토리텔링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은 Kang(2012)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사용된 이야기의 흐름

에 따른 도입-전개-집중-확장-정리의 5단계 수업 과정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흐름 중 이야기 후(後)에 해당

하는 수업 과정에서 교과서와 관련한 그림책 내용정리 후 이

야기 활동 결과물에 해당하는 과제와 실천하고 적용하는 활동

을 연결할 수 있게 순서를 바꾸어 도입-전개-집중-정리-확장

의 5단계 수업 과정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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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개발 단계에서는 수업의 흐름에 따라 설계된 매체와 교수⋅

학습 자료를 순서대로 조직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차시별 교

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 조사를 토대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 준거를 마련하여 5차

시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차시별 평가도구, 사전⋅사후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경력 10년차 이상의 석⋅박사 과정

에 재학 중인 가정과교사 1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수⋅학

습 과정안과 학습자료 1차 타당성 검토 후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K중학교 2학년 전체 1학급 남녀학생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5차시 수업 적용하는 예

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교수자 반응

평가와 학습자 반응평가를 분석하여 수정⋅보완하고,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습자료를 지도교수를 통해 2차 타당성 검토

를 실시하여 최종 교수⋅학습 과정안을 완성하였다.

4. 실행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세종특별자

치시 소재의 두 학교에서 실행하였다. A중학교 2학년 전체 

5학급 남녀학생 72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정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경력 3개월

의 신규교사가 수업을 실행하였고, B중학교 3학년 전체 5학급 

남녀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

지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실행하였다.

5. 평가

평가 단계는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학습활

동지와 차시별 수업 일기, 교수자의 수업 성찰일지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사후 검사

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수업 효과를 분석

하였다. 회복탄력성은 Shin, Kim과 Kim(2009)이 청소년을 대

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 YKRQ-27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각 3가지 요인과 

요인별로 각각 3문항씩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7문항이다. 응

답방식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

지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회복

탄력성 척도는 .92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

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Roberts와 Bengtson(1993)이 개

발한 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 정도가 ‘아주 조금’ 1점에서

부터 ‘매우 많이’ 6점까지 체크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애정적 결속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93, 

어머니와의 관계는 .89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가족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주제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학습주제별 학습 목표를 선

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중 ‘관계’와 ‘안전’

에 해당하는 가족 단원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반영하였

다. 그리고 기존의 2009 교육과정 가족 관련 단원의 내용인 

가족 형태와 가족갈등의 학습 주제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추가하고,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학습 주

제에 해당하는 가족 상실을 추가하여 총 5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해당 차시에서 다루는 가족 내용을 선

명하게 드러내는 가족 문제에 관한 학습 주제 대신에 그림책 

제목을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수업의 시작부터 어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 주제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 결과 무지갯빛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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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내용 가족 형태 가족관계

학습주제 무지개 가족

학습목표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지도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우리는 모두 가족’ 그림 탐색 비유 ⋅그림을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다양한 가족 형태 이해하기

⋅그림책 속 가족원의 특징과 애정지도 

그리기

○ 그림책 속의 주인공 가족이 되어

⋅가족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소개하기

페르소나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행동하기

플롯
⋅그림책 가족원의 문제, 갈등 등을 가족원 특징과 관계

도로 제시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전환하기

심미적경험
⋅학습내용을 도표로 표현하기

⋅학습내용을 패러디로 제시하기

정리

확장
○ 나의 가족 가계도, 애정지도 그리기

감정이입 ⋅그림책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자신의 상황 적용해보기

심미적경험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쓰기

Table 2. Teaching-learning plan #1

계를 담고 있는 7개의 그림책을 다루는 1차시 ‘무지개 가족’을 

제외하고, 2차시 가족갈등에 관한 ‘따로따로 행복하게’, 3차시 

성폭력에 관한 ‘나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할 거에요’, 4차시 

가정폭력에 관한 ‘앵그리맨’, 5차시 가족 상실에 관한 ‘무릎 

딱지’의 그림책 제목을 하위 주제로 하여 총 5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였다.

1차시 ‘무지개 가족’은 재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손님’과 입양 가족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내용을 담은 ‘우리 가족입니다’와 사고로 장애를 갖

게 된 가족원의 이야기인 ‘위를 봐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족’, 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표현

한 ‘이모의 결혼식’,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의 내용을 담은 ‘리

디아의 정원’의 7가지 그림책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내용은 

다양한 가족 형태이나 애정과 사랑이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구성하고 가족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연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형태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

여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를 함께 다루는 내용으로 차시를 구

성하였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전이수 작가의 그림에 

비유하여 오늘 배울 가족 관련 이야기를 추측해 보고, 가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생각의 폭을 넓혀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재혼 가족, 입양 가족, 장애 가족, 다문화가족, 분거가족, 3세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페르소나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활용하

여 그림책 속 가족원의 관점과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을 이

해하고,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하고 행동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 속의 주인공 가족이 되어’ 활동을 

통해 가족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모둠별로 인터뷰, 역할극, 뉴

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 방법을 선택하여 소개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내 가족의 가계도, 애정 지도 작성은 

그림책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자신의 상황을 적용해보는 감정

이입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요소와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을 

써보는 수업 일기 작성은 심미적 경험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은 <Table 2>와 같다.

2차시는 <Table 3>과 같이 가족갈등 주제에 해당하는 ‘따

로따로 행복하게’ 그림책으로 부부갈등에 대해 자녀들이 해

결 방안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이혼가정의 이야기이다. 가족갈

등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

하는 것을 강조하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배

경과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

하였다. 모둠 활동으로 1단계 갈등상황 수용하기, 2단계 의사

소통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3단계 최선의 방법 선택하여 

실천하기로 구성된 가족갈등 해결과정 3단계를 거치며 이야

기 속 가족의 내용을 정리하고, 플롯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하여 그림책과 관련된 가족갈등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 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목표와 이해가 서로 달라 관계가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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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내용 가족갈등

학습주제 따로따로 행복하게

학습목표
1.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할 수 있다.

2.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할 수 있다.

지도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책 표지를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나누기

○ 가족 갈등 해결과정 3단계로 이야기 속 

가족의 내용 정리하기

○ 드미트리어스(또는 폴라)의 새 케이크

⋅가족 갈등 해결과정 3단계에서 작성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림책의 표지와 제목 

구성하기

페르소나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감정이입

⋅그림책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자신의 상황 적용해보기

⋅가족 갈등을 자신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담은 사례로 

연결하기

플롯
⋅그림책과 관련된 가족 갈등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주어진 갈등 과제를 탐색하여 결과 공유하기

심미적 경험 ⋅학습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정리

확장

○ 강아지를 찾아라

⋅강아지가 그림책 본문에서 등장하는 

횟수와 모습을 살펴보고, 의미하는 바를 

작성하기

페르소나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행동하기

비유 ⋅상상이나 연상의 단초 제공하기

Table 3. Teaching-learning plan #2

은 상태인 가족갈등의 정의를 내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플롯의 요소를 적용한 주어진 가족갈등 과제

를 탐색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기법에 해당하는 모둠 활동 결

과물로서 ‘드미트리어스(또는 폴라)의 새 케이크’란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는 표지에서 제시된 주인공의 잘라진 케이크가 

아닌 가족갈등 해결과정 3단계에서 모둠별로 이끌어낸 최선

의 방법으로 그림책의 표지와 제목을 새롭게 구성하는 활동으

로, 이때 그림책에 나와 있는 끝혼식 방법 외에 가족갈등의 

다른 해결방법들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아

지를 찾아라’라는 활동은 두 마리로 시작하여 본문에서는 각

각 한 마리로 등장하다 마지막에 음식쓰레기를 먹고 있는 끝 

그림을 통해 강아지가 의미하는 바가 가족원이며, 가족갈등은 

당사자의 갈등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게

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족원 모두 함께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할 거에요’는 <Table 

4>와 같이 성폭력 주제에 해당하는 그림책이다. 까마귀와 어

린 새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아동 성폭력 내용을 담고 있어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직접 탐

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내용은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원인과 영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하였다. 책의 표지

와 제목을 탐색하며 성폭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어린 

새에 비유한 것으로 그림책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의 특성을 

파악해보며 그림책을 읽도록 하였다. ‘만약 어린 새가 이렇게 

했다면’ 활동으로 플롯과 심미적 경험, 시간성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하여 성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미래 

시점의 결과를 추론하여 새로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으로 

표현해보는 모둠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

서는 자신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결정을 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명확하게 이해하

고, 어린 새의 성적 의사결정이 드러난 대목을 찾아볼 수 있도

록 하였다. ‘까마귀는 어린 새에게 엄청난 비밀을 남기고 떠났

어요’ 문장 이후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드러나게 뒷이야기를 

4컷 그림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공유한 후 모둠별

로 발표한 결과가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서 적합한

지 평가해보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의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의 대처 방안은 자신만의 해결이 

아닌, 어린 새의 엄마, 아빠, 고양이와 같은 등장인물과 관련하

여 가족원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 새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라는 

과제를 제시하며 페르소나와 심미적 경험의 스토리텔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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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내용 성폭력

학습주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할 거에요

학습목표
1.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지도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책 표지를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 ‘만약 어린새가 이렇게 했다면’

⋅그림책의 결말 바꾸어 나만의 그림책으로 

구성하기

페르소나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감정이입 ⋅갈등, 공포 등을 활용, 위기감을 제시하여 몰입 유도

플롯 ⋅성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심미적경험 ⋅나만의 그림책으로 표현하기

시간성 ⋅미래 시점의 결과를 추론하기

정리

확장

○ 어린 새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어린 새 주변인물로 가정하고 어린 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쪽지로 보내기

페르소나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심미적경험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쓰기

Table 4. Teaching-learning plan #3

가족내용 가정폭력

학습주제 앵그리맨

학습목표
1. 가정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2.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지도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책 표지를 보고 가족 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나누기

○ 내가 보이라면?!

⋅그림책의 가상인물 임금님을 현실 인

물로 설정하여 이후 이어질 뒷이야기 

작성하기

페르소나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감정이입 ⋅등장인물의 서스펜스, 위기 의식, 감정 등을 투사하기

플롯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심미적경험
⋅학습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상관관계에 있는 두 조건을 조작하여 그 결과 탐색하기

시간성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연결하여 맥락을 가정하기

정리

확장

○ 내가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면

⋅보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할 말과 행동을 작성하기

페르소나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행동하기

심미적경험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쓰기

Table 5. Teaching-learning plan #4

를 적용하여 어린 새의 주변 인물을 가정하여 어린 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쪽지로 작성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

쓰기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는 <Table 5>와 같이 가정폭력 주제에 해당하는 ‘앵

그리맨’ 그림책으로, 가정폭력의 원인과 영향, 가정폭력 대처 

및 지원 방안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학습자 관

점에서 가정폭력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지원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의 주인공인 보이와 엄마, 아빠가 느꼈을 다양한 감정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이의 뇌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여 가족에

게 느낄 수 있는 양가감정을 이해하여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

니라 다양한 감정들을 탐색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보이라면?!’ 활동에서 플롯과 시간성, 심미적 경험의 스

토리텔링 요소로, 그림책 속 임금님 대신 현실의 인물을 설정

하여 뒷이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둠별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키워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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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내용 가족 상실

학습주제 무릎딱지

학습목표
1.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2.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지도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책 표지를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나누기

○ 나의 무릎딱지

⋅그림책 속의 ‘나’의 상황을 분석하

고 나의 가족문제를 무릎딱지 경험

에 비유하여 작성하기

페르소나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감정이입 ⋅등장인물의 서스펜스, 위기 의식, 감정 등을 투사하기

플롯 ⋅가족상실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심미적 경험 ⋅학습내용이 제공하는 환경요소를 학습자 맥락에서 재창출하기

비유
⋅주요 학습 내용의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는 대상이 연상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기

감정이입 ⋅주요 내용을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담은 사례로 연결하기

정리

확장

○ ‘나의 가족, 사랑할까요?’란 주제에 관

한 성찰과 학습내용 가정에서 실천하기
심미적경험 ⋅학습내용이 제공하는 환경요소를 학습자 맥락에서 재창출하기

Table 6. Teaching-learning plan #5

가지를 먼저 선정하고, 키워드가 드러나도록 4컷 그림을 그려

보며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그림책 속 아이의 자책, 아내의 

참는 행동, 아빠의 후회가 아닌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지원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면’ 활동을 통

해 페르소나와 심미적 경험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하여 

자신이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 중 보이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

면, 보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할 말 또는 표현할 

행동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대처 

및 지원 방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관심, 공감, 위로와 같은 

역할의 중요성과 그림책 속 보이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

이 옆집 아줌마와 같은 주변인의 관심임을 깨닫도록 하였다.

5차시 ‘무릎 딱지’는 <Table 6>과 같이 가족 상실을 주제로 

남은 가족원의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있는 그림책이다. 이 

차시에서는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

하기 위한 치유방안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여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영향과 무릎딱지에 비유한 회복과 치유과정

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

기 위한 치유방안으로 건강가정과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자 그림책을 탐독한 후 페르

소나와 감정이입의 스토리텔링 요소로 그림책 속 주인공 ‘나’

의 감정 변화를 글자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나’ 외 가족원

들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글귀를 찾아 써보며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감정 등을 투사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모둠 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나누며 

가족에게 느끼는 ‘나’의 양가감정을 중심으로 가족원에게 미

치는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주제는 가족 상실이나 죽음과 같은 영원한 상실

과 함께 일시적인 상실(가족원의 가출, 독립 등), 모호한 상실

(실종 등) 등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의 무릎딱지’라는 활동은 예기치 못

한 가족 문제의 발생을 무릎에 상처가 나는 1단계, 딱지가 

앉고 떼어내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치유과정 2단계, 딱지가 

사라지는 것을 회복의 3단계로 설정하여 그림책 속의 ‘나’의 

상황을 모둠별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족 문제

의 유형과 가족이 느끼는 감정, 가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가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

처 방법과 주변의 도움에 집중해보며 3단계에서는 가족 문제

가 언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특히 2단

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나’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주변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

여 그림책 속 아빠와 할머니의 역할을 집중해서 다시 보고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가족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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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적

용 결과

가.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A중학교 남

녀학생 72명과 B중학교 남녀학생 122명으로 총 194명이다. 

이 중 부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60명, 여학생 

59명인 총 191명을 통계분석하였다1). 부모와의 관계는 아버

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아버지가 있는 경우 188

명, 어머니가 있는 경우 189명이었다. 다만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아버지처럼 느끼는 남성 어른, 어

머니처럼 느끼는 여성 어른으로 가족의 의미를 확대하여 응답

하도록 하여 실제 부모의 수와는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와의 

애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190명, 어머니와의 애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188명이 응답을 하였다. 또 가족구성원 중 같이 사는 

가족원과 주로 대화하는 상대,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

는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 배경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이들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187명(98.0%), 부모 모두 

없는 경우는 1명(0.5%),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1명(0.5%), 어머

니만 있는 경우는 2명(1.0%)이었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간 

정도라도 생각하는 학생이 8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중

상 67명(35.1%), 상 28명(14.6%), 중하 11명(5.8%) 순으로 나타

났다.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0

명으로 가장 많았고(52.4%), 매우 화목하다 49명(25.7%), 보통

이다 31명(16.2%), 대체로 화목하지 않다 9명(4.7%), 전혀 화

목하지 않다 2명(1.0%)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6~50세

에 82명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43.6%), 다음으로는 41~45세 

68명(36.7%), 51~55세 28명(14.9%), 36~40세 5명(2.7%), 56~60

세 4명(2.1%) 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52.4%), 다음으로는 46~50세 63명(33.3%), 36~40

세 14명(7.4%), 51~55세 8명(4.2%), 31~35세 3명(1.6%), 56~60

세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으로 조사하였던 현

재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94.7%), 아버지(90.0%)가 

가장 많았고, 가족 유형은 핵가족 분포가 대부분이었고, 확대

가족은 소수에 해당하였다. 가족 구성원 중 주로 대화하는 

상대는 어머니(85.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버지

와 주로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38.2%),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는 어머니(69.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버지로 나타났다(26.5%).

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차이 분석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 적용 후 청소년의 회복탄력

성 정도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 전 3.70에서 

수업 후 3.86으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자

아확장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그림책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족 단원을 수업한 것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가

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7>과 같이 회복탄력성의 3가지 하위영역별 향상을 

살펴보면, 통제성은 3.58에서 3.78로 증가하였고(t=4.40, 

p<.001), 사회성은 3.78에서 3.89로 상승하여(t=3.33, p<.01) 수

업 후 효과를 보였다. 긍정성은 3.73에서 3.97로 증가하여 3가

지 하위 영역 중 수업 전후 통계적으로 가장 큰 유의미한 변화

를 보였다(t=4.99, p<.001).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통제성 영역에서는 충동억제

력이 수업 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t=4.38, p<.001), 원인분석

력(t=3.24, p<.01)과 감정통제력(t=3.21, p<.01)도 유의미한 증

가를 보였다. 긍정성 영역에서는 자아낙관성(t=5.00, p<.001)

과 생활만족도(t=4.36, p<.001), 감사하기(t=2.18, p<.05)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사회성 영역에서는 

소통능력(t=3.60, p<.001)과 공감능력(t=2.16 p<.05)에서 수업 

후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지만, 자아확장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탄력성 중 통제성 영역에서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은 수업 전후로 상승하였다. 스토리텔링으로 진행

1) A중학교와 B중학교는 같은 통학군으로 인접해 있는 학교로서 수업실행 시기의 차이는 있었어도 가족 단원을 배우는 시기와 순서는 유사했다. 집단 

간 동질성 검사 결과 A중학교와 B중학교 학생은 일반적 특성의 모든 하위 항목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전검사의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두 중학교의 연구대상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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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pre-test post-test

paired-t
M SD M SD

Controll

ability

(A)

Cause Analysis(A1) 3.77 .73 3.95 .68 3.24**

Emotional Control(A2) 3.73 .69 3.91 .73 3.21**

Impulse suppression(A3) 3.24 .68 3.48 .79 4.38***

sub total(A) 3.58 .58 3.78 .65 4.40***

Positive

(B)

Thank you(B1) 3.93 .78 4.06 .81 2.18*

Life satisfaction(B2) 3.57 .89 3.87 .84 4.36***

Self-optimism(B3) 3.69 .80 4.00 .71 5.00***

sub total(B) 3.73 .68 3.97 .65 4.99***

Sociability

(C)

Self-expansion(C1) 4.01 .88 4.09 .92 1.54

Communication(C2) 3.53 .80 3.75 .75 3.60***

Empathy(C3) 3.79 .72 3.91 .77 2.16*

sub total(C) 3.78 .63 3.89 .62 3.33**

total 3.70 .53 3.86 .53 4.83***

*p<.05 **p<.01 ***p<.001

Table 7. Pre-and post-test comparisons by resilience (N=191)

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족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방

안을 모색하며 가정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활동의 반복으

로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

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

이 모두 향상되어 통제성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 긍정성에서는 감사

하기, 생활만족도, 자아낙관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수업 전후

로 상승하였다. 이는 그림책을 통한 가족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고, 가족들이 겪는 크고 작은 일상

적인 문제들을 경험해보는 활동들이 긍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하려고 하는 자아낙관성과 자신의 이상적 삶의 모습과 

현재 삶이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하는 생활 태도인 생활만족

도, 삶에 감사하는 태도가 모두 향상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서

는 잠재적인 힘인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 중 사회성 영역에서는 3가지 하위요인 중 소통

능력과 공감능력에서 수업 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자아

확장력에서는 수업 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업을 통해 그림책의 가족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며 타인의 

심리와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 유지하는 소통능력의 향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성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 문항이 

친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어 다른 사람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자아확장력까지 생각이 미치기에는 한

계가 있었고, 그림책을 통한 수업에서 가족에 관한 생각이 

친구 관계까지 직접적으로 확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 부모자녀관계 사전⋅사후 차이 분석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 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

는 애정적 결속의 정도를 측정하고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하

여 수업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Table 8>과 <Table 9>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 정도는 6점 척도에서 수업 전 4.64에서 수업 

후 5.08로(t=6.62, p<.001), 아버지와의 애정적 결속 정도는 수

업 전 4.22에서 4.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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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pre-test post-test

paired-t
M SD M SD

1. Considering everything, how close do you feel to your mother at this point in life? 5.00  .97 5.40  .81 5.97***

2. Overall, how well do you think your relationship with your mother is at this point in life? 4.92 1.04 5.28  .85 4.95***

3. How well do you feel your mother understands you? 4.34 1.32 4.93 1.16 6.17***

4. How well do students understand mother? 4.32 1.16 4.70 1.20 4.49***

total 4.64  .97 5.08  .88 6.62***

***p<.001

Table 8. Pre-and post-test means by mother-child relationships (N=188)

Question
pre-test post-test

paired-t
M SD M SD

1. Considering everything, how close do you feel to your father at this point in life? 4.47 1.11 4.85 1.16 4.90***

2. Overall, how well do you think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ather is at this point in life? 4.49 1.15 4.87 1.13 5.02***

3. How well do you feel your father understands you? 4.01 1.37 4.40 1.38 4.20***

4. How well do students understand father? 3.89 1.26 4.38 1.30 5.65***

total 4.22 1.07 4.63 1.13 5.95***

***p<.001

Table 9. Pre-and post-test means by father-child relationships (N=190)

(t=5.95, p<.001). 모든 하위 문항에서 수업 후 점수가 수업 전

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가족 

수업이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문항별로 보면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학

생을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낍니까?’의 문항에서(t=6.17, 

p<.001),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학생은 아버지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의 문항에서 사전⋅사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t=5.65, p<.001). 이는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 후 

가족에 관한 생각과 이해가 커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

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증진되어 청소년 자신이 느끼는 부모

와의 애정적 결속의 정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모두 수업의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관계향상 

효과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대화하는 상대가 어머니였

고,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에 대한 응답 또한 어머니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보다

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결속이 더 높고 더 가깝게 느끼는 만큼 

그림책을 통한 가족 수업의 효과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관련 단원에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 관련 단원에서 가족 형태

와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상실에 관한 

5가지 주제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요소와 기법을 

적용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A중학교와 B중

학교 남녀학생 194명으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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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관계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은 중⋅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관계와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

심으로 가족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주제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에 관한 ‘무지개 가족’, 가

족갈등에 관한 ‘따로따로 행복하게’, 성폭력에 관한 ‘나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할 거에요’, 가정폭력에 관한 ‘앵그리맨’, 

가족 상실에 관한 ‘무릎 딱지’의 하위 주제로 총 5차시를 개발

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을 위해 스토리텔링

의 지식 차원의 가족 주제와 연결되는 그림책 11권을 선정하

여 이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반영하고, 스토리텔링의 방법 

차원으로 페르소나, 감정이입, 비유, 플롯, 심미적 경험, 시간

성의 여섯 가지 스토리텔링 요소를 기법으로 활용하여 도입-

전개-집중-정리-확장의 차시별 스토리텔링 수업 과정으로 전

개하였다.

둘째, 교수⋅학습 과정안을 수업에 적용하고 청소년의 회

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다. 청소년

의 회복탄력성에서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회복탄력성 정도는 수업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회복탄력성의 거의 모든 하위 영역에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

다. 특히 긍정성 영역에서 수업 후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하위요인 중 생활만족도와 자아낙관성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성 영역의 하위요인 중 

자아확장력에서는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사전⋅사후 차이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과정안에 제시된 그림책은 교과의 가족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고, 스토리텔링 요소를 교수⋅학습 과

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을 활동별로 제시하여 

가족 단원 수업에서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5차시의 

가족 주제 중 3차시와 4차시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이제 수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기술⋅가정2 교과서 내용상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안의 시기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차시에 

해당하는 가족 상실 주제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가족 내용으

로 중학교 수준에서 포함시켜 예방과 치유의 내용이 함께 다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자리매김이 부족한 상황

에서 예방 교육으로만 끝날 수 있는 가족 내용을 중학교 수준

에서 예방과 치유의 내용을 연계하여 함께 다룸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는 교과 목표를 효과

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 가족, 사회로 확대되

어 가면서 ‘관계’와 ‘안전’ 핵심개념이 나선형적 구조를 이루

는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가족 문제와 관련한 교과 내용에서 

추구하는 실제 예방 교육이 실현되려면 예방과 치유의 개념을 

함께 다루어 중학교 수준에서 선제적이면서 보편적인 교육으

로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 적용 결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증가하여 수

업의 효과가 나타났다. 스토리텔링의 요소 중 매 차시 적용되

었던 스토리에 관련된 요소인 플롯은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의 

이해와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극적 

효과를 가미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이나 어려운 학습 내용

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친근함을 형성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기법이 적용된 가족 수업이 어렵

고 힘든 수업 주제가 아니라 그림책 속 가족 내용으로 접하면

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여 공유하며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청소년 자신의 회복탄력성에서 통제성과 긍정

성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 전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사회성 영역 하위요소 중 자아확

장력은 사전, 사후검사에서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된 측

정 문항을 사용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자아확장력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 가족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문항으로 바꾸어 측정한다면 수업 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긍정

성의 향상은 통제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로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이 긍정성의 

강화를 통해 사회성의 향상을 이끌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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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적 결속 정

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수

업의 효과도 부모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기존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높은 상대가 어머니로, 가족에 관한 생각으로 이끌

어가는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상대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이

해로 관계향상을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 단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용 체계 중 교사의 요구도가 높은 주제 다섯 가지를 선택하다 

보니, 교육과정 내용 체계상 연속되지 않은 수업으로 진행되

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현장에서 연속된 

수업으로 적극 활용되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

생활 모든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책 선정이 필요하며, 

교사가 가족 주제별로 선택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교재교구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수가 적고 한 지역에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림책 수업의 대상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교과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내용 체계와 연계

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무선할당표

집을 통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수업의 효과

를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세종

특별자치시의 특정 중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한 후 그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본 단일집단 전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따른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가 가지는 제한점으

로 인하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향상 

정도가 수업의 순수 효과만은 아닐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를 

통한 공분산분석(ANCOVA) 및 추후검사를 통해 반복분산분

석(rANOVA) 등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족 단원에 적합한 교

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이를 현

장에 적용하여 청소년 개인수준과 가족수준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

는 시기에 많은 교사가 활용하여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수

업이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즐거운 수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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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

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족 형태,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상실에 

관한 5가지 주제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요소와 기법을 적용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

였다. 남녀 중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적용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회복탄력성 정도는 수업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사회성 영역의 하위요인 중 자아확장력에서는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증가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향상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통한 스토리텔링 수업은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잠재적인 힘을 청소년 스스로 길러주게 하여 

청소년 가정의 가족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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