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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래 괴롭힘 그림책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는 래 괴롭힘을 그리고 있는 그림책 71종을 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행하

다. 연구 결과는 첫째, 갈등 해결의 주체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본인과 다른 인물이 함께 해결하기와 다른 인물이 해결하기가 뒤를 이었다. 

둘째, 갈등 상황에 한 처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감을 증 하거나 정 인 심리를 획득하는 것, 

가해자 무리를 떠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자신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을 받는 것,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 히 하는 것 등 다양한 처방식이 비교  고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 으로 여겨지는 

처방식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를 바람직한 모델링의 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래 괴롭힘 문제의 해결에서 피해자 본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되 래 괴롭힘 문제를 개인이 혼자 

풀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 공동체  노력에 한 필요성, 그리고 그림책을 통한 언어 사용 

지도의 가능성을 논의하 다.

 
■ 중심어 :∣그림책∣또래 괴롭힘∣갈등 해결의 주체∣대처방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closely picture books regarding bullying and to analyze people directly 

involved in resolution to bullying problems and conflict-coping method in those picture books. 

71 picture books on bullying were examined in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As person 

directly involved in resolution to bullying problems, ‘victim by himself’ settles a conflict situation 

over half of the books, followed by ‘victim and other character’ and ‘other character alone’. (2) 

various types are described relatively evenly such as ‘getting positive mind or building 

confidence’, ‘distancing bullies group or making new friends’, ‘gaining recognition by showing 

one's competence off', ‘helping bullies or being nice to bullies’ for conflict-coping method to 

bullying problems.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community effort rather than an individual's 

own effort to solve bullying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teaching of language use in those book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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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래 괴롭힘은 어 ‘bullying'을 번역한 단어로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지속 이고 반복

으로 부정 인 행 에 노출되는 것'을 뜻한다[1]. 

래 괴롭힘은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용

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가해자나 피해자는 물론이고 주

변 사람들에게 악 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 피해자의 자

살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 되고 있다

[2]. 한 래 괴롭힘을 최 로 경험하는 연령도  

어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3] 청소년은 물론 

아동  유아 시기부터 래 괴롭힘 문제에 한 교육

과 재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래 괴롭힘 같은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며 타인과 

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나 는 과정에서 필연 으

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4] Freud와 Erikson은 

유아가 경험하는 래 사이의 갈등을 성격  자아발달

에서 요한 요소로 여겼으며 Piaget는 갈등이 유아의 

발달에 일조할 수 있는 정  측면을 강조하 다[5]. 

이 듯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발달의 요

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갈등에 

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갈등에 처할 수 있는 방법

을 교수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가 세상에 해 배우고 문제 상황에 한 바람직

한 처방식을 학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델링(modeling)을 하나의 로 들 수 있다. 아이

들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 혹은 주변의 래를 보

고 배울 수 있으며 그림책이나 TV 같은 매체 한 모

델링의 상이 될 수 있다[6][7]. 그림책은 아이들의 

반 인 생활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

한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8][9] 감정 이입  모델링

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특히 문제  

상황이나 갈등의 해결과 련한 교수 략으로서 그림

책을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

식을 찾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 상황에 합한 표

이나 방식을 달해  수 있다[10].

그림책이 지닌 교육 매체로서의 장 과 래 괴롭힘

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래 괴롭힘을 그린 

그림책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을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11][12] 래 괴롭힘이 

아닌 놀이 역의 침범이나 사물의 소유 등과 련된 

일반 인 갈등을 다루었고, 해외 선행연구[13-15]의 경

우 국내에 거의 번역되지 않은 도서를 다루었기 때문에 

국내에 번역된 그림책  한국 창작 그림책을 상으로 

한 래 괴롭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이 유아교육기 , 학교, 도서 , 

서  등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도서들을 상으로 

래 괴롭힘 문제의 해결 주체와 처하는 방식을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래 괴롭힘을 묘사한 그림책 안에서 갈등

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한 처 방식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주체는 

구인가?

2. 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 처하

는 방식은 어떠한가?

Ⅱ. 선행 연구

1.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연구

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감, 불안, 미움, 원

망 등의 감정을 겪게 되며 이러한 부정  정서가 스트

스와 좌 감으로 이어져 심리  건강에 부정  향

을 미치는 동시에 학교 부 응이나 학업 단 등의 문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래 괴롭힘이 뉴스를 

장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면서[2] 래 괴롭힘이 청소

년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래 괴롭힘의 피해 학생  등학생이 차지하는 비 이 

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17]가 있으며 래 괴롭힘

을 최 로 경험하는 연령이  어려지는 상을 보이

고 있다[3]. 실제로 만 5세 유아 92명을 상으로 래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 69.6%의 유아에게서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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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30.4%의 유아에게서 가해 경험

이 나타났으며 래 괴롭힘이 언어 , 물리 , 신체 , 

소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18].

이처럼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범 한 연령이 겪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래 괴롭힘 문

제의 해결을 해서는 가해자에 한 사후  처벌보다

는 사 에 방지할 수 있는 방  교육이 더 바람직하

게 여겨진다. 일단 래 괴롭힘으로 인해 부정  인

계나 공포심을 경험한 후에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사후  치료보다는 사 에 방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19].

2. 그림책의 교육적 기능 

래 괴롭힘 문제에 한 방 교육에는 다양한 매체

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이  그림책이 효과 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책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실 인 

문제에 해 효율 으로 처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

 수 있고, 그림책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과 그가 처

한 상황에 독자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실을 

악할 수 있는 통찰력도 습득할 수 있다[13]. 이 게 

재나 교육 인 목 으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 특히 

문제  상황이나 갈등 해결과 련하여 교수 략으로

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은 독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수 있고 

상황에 맞는 한 표   처 방식을 배우도록 할 

수 있다[10].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이 여러 사회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찰하고 모방함

으로써 여러 행동을 학습한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모델

링의 효과를 언 하 다[20]. 유아는 논리 인 사고력

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 기 때문에 주로 모방 

학습에 의존하며 그림책에 제시된 내용이 독자의 이해

를 넓히는 동시에 바람직한 모델링이 될 수 있다[21]. 

실제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이 독자들에게 

친사회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델링할 기회를 제공하

며 유아들의 친사회  행동에 정 인 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2].

한 그림책은 아동은 물론 부모, 교사, 사서 등의 성

인이 비교  짧은 시간에 쉽게 읽을 수 있고 비용 효율

이며, 학교  공공 도서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4]. 특히 그림책은 그것을 읽는 독자의 인

식에 변화를 주어 문제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래 괴롭힘에 한 아동문학 작품

을 읽어  후에 래 괴롭힘의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

들까지 정 인 변화를 보 다는 선행연구[23]를 통해 

문제 상황에 한 그림책의 정  향력이 입증되었다.

3. 그림책에 그려진 또래 괴롭힘 및 갈등

그림책에 나타난 래 괴롭힘을 살펴본 연구[13-15]

에서는 래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인종, 

래 괴롭힘의 유형, 주변인의 개입 여부, 해결의 방식 

등을 다루었으며 동하기, 친 하게 하기, 자신감 얻

기, 계략을 꾸미기, 무시하기 등의 해결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래 괴롭힘이 아닌 일반 인 갈등에 처하는 

방식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떼쓰기’, ‘요청’, ‘달래기

나 사과하기’, ‘언어    공격’, ‘ 상’, ‘무시하기,’ 

‘공격’, ‘ 안 제시’, ‘이유 설명하기’, ‘양보’,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11][12][24].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불가피한 갈등을 

정 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그것을 바람직

하게 해결하기 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결 과정

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독립 으로 시행할 수 있기보다

는 성인의 재나 개입, 바람직한 모델링을 통해 도움

을 받게 된다[25]. 갈등의 사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 계가 달라 서로 시하거나 충

돌함(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을 의미하나 본 연구

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래 괴롭힘 상황을 갈등으로 

규정하여 아이들에게 교육 매체와 모델링의 상이 되

는 그림책에서 래 괴롭힘이라는 갈등 상황을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지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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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은 서울특별시에 치한 형 서 들  도

서 들에서 수집한 그림책들 에서 아래의 기 에 맞

는 그림책들을 최종 연구 상으로 지정하 다.

첫째, 본 연구는 래 괴롭힘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을 보고

자 하 기 때문에 래에 의한 괴롭힘 혹은 래를 포

함하는 혼합 연령 단체에 의한 괴롭힘이  혹은 그림

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그림책을 선정하 다.

둘째, 의인화된 동물 등장인물이 자주 나오는 아동문

학의 특성[26]을 고려하여 동물 등장인물의 경우에도 

서사 속에서 래 괴롭힘을 보여  수 있다고 단되어 

연구 상 그림책으로 선정하 다.

셋째, 한국 그림책의 발 사에서 그림책이 질 인 발

달을 이루어 도약한 시기가 1990년 이후로 여겨지기 때

문에[27]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단행본으로 출 된 그

림책을 선정하 다.

넷째, 어떠한 서사나 갈등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정

보 그림책이나 만화, 그림이 부수 인 삽화로 들어간 

아동 도서는 과 그림에 이야기 요소가 없기 때문에

[28] 본 연구에 합하지 않다고 단되어 연구 상에

서 제외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71종의 

그림책이 선정되었다.

2. 연구 도구

2.1 갈등 해결의 주체 

래 괴롭힘 그림책에서 갈등 해결의 주체는 선행연

구[29]를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분류되었다.

갈등해결의 주체 내용

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생각과 힘을 통해 

본인이 갈등을 해결함

피해자와 다른 인물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조력해주는 
누군가가 등장하여 피해자와 함께 갈등을 

해결함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함

없음 갈등해결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음

표 1. 갈등 해결의 주체

2.2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은 선행연구[14][30]에서 나타난 유머 사용하기, 복

수하기, 공감하기, 피하기, 자신감 증 , 어른에게 말하

기, 맞서기, 도망치기 등에서 피하기와 도망치기 같은 

유사한 범주는 하나로 묶고 용어를 좀 더 가독성 있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하 으며 구체 인 내용

은 [표 2]와 같다.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

내용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피해자가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참지 않
고 언어 혹은 신체적으로 가해자에게 맞서
거나 대항하는 것

성인에게 털어놓기
교사나 부모님 등 주변 성인들에게 또래 괴
롭힘 상황에 대해 털어놓는 것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기

가해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해자
가 나서서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자신을 괴
롭히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며 
잘 대해주는 경우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

친구들에게 무시 받던 피해자가 학예회나 
공연 등을 통해 자신만의 능력을 멋지게 선
보여 또래들에게 감탄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긍정적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대

자신감의 부족이나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고통 받거나, 가해행위를 당하면서도 대처
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대시키거나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를 갖게 되는 경우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있
는 무리에서 떠남으로써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
나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우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

괴롭힘 행위를 참아오던 피해자가 울음 등
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함으
로써 또래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어떤 계략이나 기지를 발휘하여 가해자에
게 겁을 주어 쫒아버리거나 가해자를 골탕 
먹이는 것

유머를 사용하기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두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웃기는 유머러
스한 말을 하거나 우스운 흉내 내기 등을 
통해, 괴롭힘 상황을 가벼운 웃음으로 승화
시키는 경우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

예를 들어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래에게 놀림을 받던 피해자가 열심히 노력
하여 글씨를 읽게 되는 경우와 같이, 친구
들의 놀림이나 괴롭힘의 원인이 되었던 어
떤 요인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경우

기타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표 2.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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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3.1 예비 연구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비 연구를 실시하 다. 아동문학 공 교수 1인과 아

동문학 공 석사생 6인이 모여 분석 상 그림책을 함

께 분석하며 분석 범주  세부  거를 재구성하 으

며 기존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 다. 이후 아동문학 

공 박사 졸업생 1인  석사 수료생 1인과 함께 무작

로 선정한 연구 상 그림책 6종에 하여 갈등 해결

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한 처방식을 분석하 다. 

연구자간 갈등 해결의 주체에 한 평가 기 의 일치도

는 100%로 나왔으며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에 

한 평가 기 의 일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해서는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 으며 아동문학 공 교수 1인에게 검증을 거쳐 

해당 연구도구를 채택하 다.

3.2 본 연구

비 연구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된 연구 도구가 신

뢰할 수 있다고 단하여 이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2018

년 3월부터 5월까지 연구자가 연구 상 도서 71종을 

직  분석하 다.

4. 자료 분석 

연구 도구에 제시된 거를 기반으로 하여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수를 백분율로 산출하 다.

Ⅳ. 연구결과 

1. 갈등 해결의 주체 

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해결의 주체를 분

석한 결과, 분석 상 도서 71종 에서  53.52%에 해당

하는 38종의 책에서 ‘피해자’ 본인이 갈등을 해결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20종(28.17%)의 책에서 ‘피

해자와 다른 인물’이 같이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

났다.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인물’이 나서서 갈등을 해

결한 것으로 나타난 책이 11종(15.49%)으로 그 뒤를 이

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해결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2종(2.82%)으로 나타났다. 갈등 해결의 주체

에 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갈등해결의 주체 빈도(종) 백분율(%)

피해자 본인 38 53.52

피해자와 다른 인물 20 28.17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 11 15.49

없음 2 2.82

합계 71 100.00

표 3. 갈등 해결의 주체 분석 결과

분석 상 그림책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오는 작품이 가장 많

은 비 을 차지했다. 작품의 를 들면, 「티코와 황  

날개」( 오 리오니 , 그림)에서는 깃털이 검은 친구

들과 달리 황 색 깃털을 가져 래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 티코가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친구들처럼 검은 

깃털을 갖게 되면서 갈등 상황을 해소하게 된다.「겁쟁

이 리」(앤서니 라운 , 그림)에서는 왜소한 체격

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 리가 운동을 통해 몸집

을 크게 키우며,「내 웃음 돌려줘!」(티리 로베 흐트 

, 필리페 호센스 그림)에서는 래 괴롭힘 때문에 웃

음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직  가해자에게 가서 내 웃음

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본인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는 모

습이 분석 상 그림책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한 갈등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

와 다른 인물’로 피해자와 주변인이 함께 힘을 합쳐 갈

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작품의 를 들면「고

맙습니다 선생님」(패트리샤 폴라코 , 그림)에서는 

학교 교사가 래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을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보이지 않는 

아이」(트루디 루드 그 , 패트리스 바톤 그림)에서

는 같은 반 친구가 따돌림 받던 주인공에게 손을 내

어 도와주면서 결국 친구들과 다 함께 어울리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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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그리고 있다. 「  왕따가 아니야!」(도리스 

허 , 그림)에서도 래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이 친

구와 힘을 합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나서서 괴롭힘 

상황을 해결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작품의 를 들면

「리제트의 록 양말」(카타리나 발크스 , 그림)에

서는 한 쪽뿐인 양말로 놀림을 받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데 이때 엄마가 같은 양말 한 짝을 뜨개질로 만들어

주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나하

고 같이 놀래?」(실비아 세 리 , 그림)에서는 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모른 척 하던 같은 반 친구들

이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와 같이 놀아주면서 

래 괴롭힘 상황이 해결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해결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나

타났다. 를 들어 가해자들이 이야기의 화자로 등장하

여 ‘내 탓이 아니야’라는 말을 되풀이 하는 내용의 「내 

탓이 아니야」( 이  크리스티안손 , 딕 스텐베리 

그림)와 래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친구가 한 명 생겼

다가 나 에는 그 친구도 떠나버린다는 결말을 맺는

「삐비 이야기」(송진헌 , 그림)가 있었다.

2.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연구 상 그림책에 그려진 갈등 상황( 래 괴롭힘)

에 처하는 방식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분석 도서 71

종을 복 체크해서 나온 총 빈도 81( 체 분석도서 71

종 에서 1종의 책에서 3가지의 처 방식이, 8종의 책

에서 2가지의 처 방식이 복 체크 됨) 에서 15종

(18.52%)의 책에서 ‘ 정 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 ’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

구를 사귀기’가 13종(16.0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 하게 하기’가 12종

(14.81%)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에게 항하기’, ‘자신

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음’,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

하기’가 각각 8종(9.88%) 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

인에게 털어놓기’ 가 5종(6.17%)에서 나타났고 ‘가해자

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가 4종(4.94%)으로 나타났다.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와 ‘기타’

가 각각 3종(3.70%)씩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유

머를 사용하기’가 2종(2.47%)으로 나타났다. 갈등 상황

에 처하는 방식을 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 빈도(종) 백분율(%)

긍정적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대

15 18.52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13 16.05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기

12 14.81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

8 9.88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8 9.88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 8 9.88

성인에게 털어놓기 5 6.17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4 4.94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

3 3.70

기타 3 3.70

유머를 사용하기 2 2.47

합계 81 100.00

표 4.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분석 결과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빈

번하게 나온 방식은 ‘ 정 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

(15종, 18.52%)’ 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의 를 살

펴보면,「작은 아이」(제시카 미  , 그림) 에서는 

무서워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 울고 있는 가해자의 모

습을 보고, 피해자인 주인공이 자신은 무섭지 않다며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샤를의 기

」(알 스 쿠소 , 필리  알리 튀랭 그림)에서는 다

른 친구들처럼 날지 못한다고 놀림을 받던 주인공 꼬마 

용이 친구의 격려를 받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결국 

날아오르는 모습이 그려졌다.「난 내 이름이 참 좋아」

( 빈 헹크스 , 그림)에서는 이름이 남들보다 길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던 주인공이 멋진 이름이라는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서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

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를 들어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존 버닝햄 , 그림)에서는 친구들과 달리 깃

털이 없어 놀림을 받던 주인공 기러기가 친구들과 날아

가지 않고 홀로 무리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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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사귀는 모습이 그려졌다. 「귀 없는 토끼」

(클라우스 바움가르트 , 틸 슈바이거 그림)에서도 귀

가 없어 놀림 받던 주인공이 친구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모습이 나타났다.「개와 고양이

의 웅 릭스」(토미 웅게러 , 그림)에서는 친구들

과 다른 외모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이 그 나

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다음으로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 하게 하기’가 

나타났다. 를 들어 「조  다른 꽃 이」(윤 선 , 

그림)에서는 자신을 따돌리던 가해자 친구들이 기에 

처하자 주인공이 나서서 친구들을 무사히 구출해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학교 가기 싫어!」(크리스티네 뇌

스틀링거 , 그림)에서는 피해자인 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를 집으로 하여 친 하게 해주

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묘사되었다.「외로운 덩치」(앤

드루 클 멘츠 , 요시 그림)에서는 자신을 따돌리던 

물고기 친구들이 그물에 잡히자 주인공이 그들을 구해

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뒤이어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가 나타났

다.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래요」(토미 드 올라 , 

그림)에서 주인공 소년은 여자아이들의 놀이를 좋아하

고 반짝이는 탭 스 구두를 신어 놀림을 받는다. 하지

만 장기자랑 무 에서 멋진 탭 스 공연을 선보이면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까마귀 소년」(야시마 

타로 , 그림)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과 무시를 받던 

주인공 소년이 학 회 무 에서 멋지게 까마귀 소리를 

흉내 내면서 친구들의 감탄과 인정을 받았다. 「은빛 

까마귀」(마르쿠스 피스터 , 그림)에서는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던 주인공 까마귀가 멋지게 하늘 높이 날아오

름으로써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가해자에게 항하기’가 문제 상황에 처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가하는 가

해자에게 직  맞서는 모습을 살펴보면,「One 일」(캐

드린 오토시 , 그림)에서는 란색은 멋지지 않은 색

이라고 말하며 주인공 란색을 괴롭히는 빨강색에게 

항하여 “ 란색도 아주 멋져!”라고 맞서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졌다.「도와줘요 친구들이 괴롭 요!」(안

나 카살리스 , 마르코 캄 넬라 그림)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에게 “당장 그만 둬!”라고 항하는 주

인공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도 처하는 방식으

로 나타났다. 를 들어「고맙습니다 선생님」에서는 

을 제 로 읽지 못해 놀림을 당하던 주인공이 선생님

의 격려에 힘입어 을 읽게 되면서 놀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난 무서운 늑 라구!」(베키 블룸 , 그림)

에서도 을 읽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던 늑 가 열심히 

노력하여 을 읽게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 요」(나카노 히

로카주 , 그림)에서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우

스꽝스럽게 외모를 꾸민 사자의 모습에 친구들이 오히

려 도망갔다가, 나 에 사자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다음으로 ‘성인에게 털어놓기’가 래 괴롭힘에 한 

처 방식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빨간 볼」(얀 더 

킨더르 , 그림)에서는 선생님에게 괴롭힘 상황을 털

어놓고 나서 그 이후에 괴롭힘 행 가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있으며 「왕따, 남의 일이 아니야」(베키 이 맥

인 , 토드 오나르도 그림)에서도 역시 선생님에

게 괴롭힘 상황을 말한 뒤에 책 회의가 열리고 괴롭

힘 행 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어서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가 처 방식

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안녕, 외톨이」(신민재 , 

그림)에서는 피해자와 유령이 친구가 되고, 유령이 가

해자들을 겁주어 쫒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 

핀둘리」(자넬 캐  , 그림)에서는 주인공인 꼬마 하

이에나가 유령인 척 하면서 자신을 괴롭힌 다른 동물들

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작품의 를 들면 「삐비 이야기」

에서는 피해자가 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어떠한 반

응이나 행동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있는 모습이 그려졌

고 「내 탓이 아니야」에는 가해자들이 계속 변명을 늘

어놓는 가운데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만 그려

질 뿐 어떠한 처 방식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

기’가 나타났다.「내 짝꿍 최 」(채인선 , 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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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는 말없이 자신을 표 하지 않던 주인공이 마

지막에 울음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반 아이들

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놀리면 화나요」(아이앤비 편

집부 , 그림)에서는 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던 주

인공이 “ 희들이 나를 보고 웃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

어.”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함으로써 친구들의 공감을 

얻고 사과를 받아내는 내용이 그려졌다.

마지막으로는 ‘유머를 사용하기’ 방식이 나타났다. 

「내 귀는 짝짝이」(히도 반 헤네흐텐 , 그림)에서 귀 

모양이 짝짝이여서 놀림을 받던 주인공 토끼가 친구들

에게 자신의 흉내를 재미있게 내보도록 시킨다. 이 모

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어울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놀림을 이겨낸 원

숭이 무키」(헤더 론크작 , 마시 램지 그림)에서는 털

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놀림 받던 주인공 원숭이가 머

리 흉내를 재미있게 내고,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이 주인

공을 ‘재미있는 아이’라고 여기면서 함께 어울리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을 그린 그림책을 상으

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와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

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주체

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본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에 나타

난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인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선

행 연구[2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 갈등 상황

이 나타난 그림책에서 등장인물이 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28]와도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 상황이 생겼

을 때 피해자 본인이 주체 이고 능동 인 존재로서 문

제 상황에 처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정 인 측면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래 괴롭힘 문

제가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 인 문제’로 치부될 험성도 있다. 실제로 래 

괴롭힘 문제는 개인이 지닌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  요

인, 사회, 문화  요인, 그리고 가정  요인 등 여러 가

지 복잡한 요인이 맞물려서 표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1] 갈등 해결의 주체를 피해자 본인으로 지나치게 강

조하는 것은 사회가 아닌 한 개인에게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연구 상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 처

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처방식들이 다양

하게 나타났다. 그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 정 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 ’ 고 이어서 ‘가해자 무리를 떠

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 하게 하기’,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 

‘가해자에게 항하기’,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 ‘성

인에게 털어놓기’,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유머를 사용하기’ 등 다양한 방식들이 비교  고른 분

포로 나타났다. 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처 방

식을 살펴본 선행 연구[13]에서는 가해자를 돕거나 친

하게 하는 모습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처 방식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하

지만 갈등에 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에서 가해자

를 돕거나 친 하게 하는 등의 친사회 인 행 가 빈

번하게 나타난 반면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같

은 복수하기 식의 응이 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해

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처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상

세한 분석을 제공하 다. 특히 처 방식들 에서 바

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처방식들은 독자들에게 모델링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래 괴롭힘 문제

가 발생했을 때의 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

론이고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해서 그림책을 통

해 하고 함께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책은 독자인 아이들에게 정 인 것과 부정

인 것 그리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다양

하게 제시해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32]. 그 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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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래 괴롭힘에 노출된 아동들은 그림책 속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처 방식을 배워서 시도하고 용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 재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아동이라도 추후에 일

어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비할 수 있고 는 주 에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그림책에 제

시된 처 방식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그림책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을 한 주요한 매체  하나로 유아에게 언어를 

달하고 학습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33]. 연구 상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유아들

에게 구체 으로 가르침으로써 유아의 언어 사용을 지

도하고 학습시키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정은아의 석사학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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