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제 저자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1 ( ) : , kjy3363@hanmail.net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서 론서 론서 론서 론....ⅠⅠⅠⅠ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ⅡⅡⅡⅡ연구 대상연구 대상연구 대상연구 대상1.1.1.1.

연구 설계연구 설계연구 설계연구 설계2.2.2.2.

연구 절차연구 절차연구 절차연구 절차3.3.3.3.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연구 도구 독서토론활동연구 도구 독서토론활동연구 도구 독서토론활동연구 도구 독서토론활동4. :4. :4. :4. :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검사 도구 아동용 자아 존중감 검사검사 도구 아동용 자아 존중감 검사검사 도구 아동용 자아 존중감 검사검사 도구 아동용 자아 존중감 검사5. :5. :5. :5. :

자료 분석자료 분석자료 분석자료 분석6.6.6.6.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연구결과 및 해석연구결과 및 해석연구결과 및 해석연구결과 및 해석....ⅢⅢⅢⅢ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1. ·1. ·1. ·1. ·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남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남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남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남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2. ·2. ·2. ·2. ·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여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여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여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여학생 집단 내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차이 검증3. ·3. ·3. ·3. ·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논의 및 결론논의 및 결론논의 및 결론논의 및 결론....ⅣⅣⅣⅣ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참 고 문 헌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사회복지관 공부방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토론활동 효과 검증 연구‘ ’



보육지원학회지 권 회5 2 ,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ading anddiscussion activities on children's self-esteem in a social welfare centercalled 'Gongbubang.' A reading/discussion program was constructed toserve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suit the selected children by referringto earlier studies that found reading programs were effective at boostingthe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e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21 children in ‘HaedamGongbubang’, a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locatedin an urban regio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Out of them, 12 childrenwho involved four boys and eight girls were selected as an experimentalgroup, and nine who included five boys and four girls were grouped into acontrol group. The reading/discussion program was implemented in eightsessions during a four-week period of time from September 23 to October15, 2009, twice a week, 50 to 55 minutes each. The instrument used inthis study was Yoon Hyang-mi(2008)'s Self-Esteem Inventory, and the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PSS 12.0 program.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ading anddiscussion activities had an effect on bolstering the general self, social selfand academic self of the children in the Gongbubang, a social welfarecenter. Second, the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were effective atimproving the general self and academic self of the school boys in theGongbubang, a social welfare center. Third, the reading and discussionactivities had an effect on fostering the social self and academic self of theschool girls in the Gongbubang, a social welfare center. The findings of thestudy illustrated that the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had an effect onfurthering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in the Gongbubang, a socialwelfare center, and those activities are expected to be conducive to theself-esteem of children in Gongbubangs, which are social welfare centers.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children in a social welfare center called 'Gongbubang,'self-esteem,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투고 수정원고접수 최종게재결정2009. 10. 30. : 2009. 12. 04. : 2009.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