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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

어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으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문

화와 가치관 및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

면서 학교나 여러 단체에서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

게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돌

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건강전문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배정이, 2006).

개인의 성격특성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으로는 인간관계

훈련, 잠재력 계발훈련, MBTI 및 최근 여러 학문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에니

어그램이 있다(이경순, 이미경, 김경희, 2003).

에니어그램은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방과

자신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

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유용한 도구이

다(윤운성, 2002a). 또한 윤운성(2002b)은 에니어그

램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정체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에니어그램은 인간이 어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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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개인의 발전

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며(Baron &

Wagele, 1995), 자기계발을 도와주어 높은 수준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심각한 정체감

혼동에 부딪히게 된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이 누구

인지를 알아가고 자신을 독특한 의미를 지닌 존재

로서 인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상을 갖

는 것으로서(박아청, 1996), 더 나아가 자신의 잠

재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

면서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자아실

현으로 이끌어주어 충족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Shostrom, 1976). 박정선(2003)은 긍정적인 자아정

체감이 형성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

하게 되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타인을 수용하

여 공동체 의식이 생기며 원만한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진영(200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

램을 적용하여 자아정체감을 알아본 결과, 총 자

아정체감과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였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교육프로

그램을 적용한 홍순우(2003)의 연구에서도 자아정

체감 8개 하위척도 가운데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

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

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운성(2001)의 연구에서

는 에니어그램이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자

아정체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 확립과

함께,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과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

을 주며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려는 동기를 증가

시키는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며 현재의 행동뿐 아

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성애,

2005).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기효능감은 지적 수행

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적응

과도 관련이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

트레스에 잘 적응하여 그 수준을 낮추고, 여러 건

강 문제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Holahan &

Moos., 1996). 임유진(200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고 교우관계가 좋다고 하였다.

김종창(2006)은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고등학

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성인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에니어그

램 프로그램을 적용한 김순자(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전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기

조절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국 에니어그램은 자신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유형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하

는 것은 물론 다른 유형들의 긍정적인 특성들을

받아들여 자신감 향상과 자기조절을 통해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대인관

계가 요구되는 시기로,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

정적인 대인관계적 경험은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한금선 등, 2008). 에니어그램

은 다른 성격유형들을 분류하고 해석함으로써 현

재의 자신과 가족을 포함하여 삶 속에서 관계를

맺는 타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성격을 초월하여 인간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김종창,

2006). 김순자(2005)는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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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조성란(2005)

은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에니어그램 관련 연구 가운데 에니어그

램과 관련하여 측정된 주요변수로 대인관계에 관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실현, 자아수용 등 자아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으나(이광자, 손봉희, 2005), 많은 연

구에서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과 관

련하여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변화

를 알아보는 연구들(김진영, 2000; 김성남, 2003;

김순자, 2005; 강성덕, 2005; 김상구, 2006)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들 개념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다수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

인관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학생지도와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자아정체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정

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자

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 개 인

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

여에 동의한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응답하기 어

려운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응답내용을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렸다.

3. 연구도구

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윤운성(2001)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9가지 성격

유형으로 81문항으로 된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

형, 8유형, 9유형의 9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1

유형을 개혁가, 2유형을 조력가, 3유형을 성취가,

4유형을 예술가, 5유형을 사색가, 6유형을 충성가,

7유형을 낙천가, 8유형을 지도자, 9유형을 조정자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힘의 중심별로 구분

할 때 8, 9, 1유형을 장형, 2, 3, 4유형을 가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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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유형을 머리형이라고 한다. 5점 척도로 이

루어진 이 검사의 Cronbach's α = .90이었다.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지금까지 준비된 개인의 내재

적 불변성과 계속성이 타인에 대한 자기의미의 불

변성과 계속성과 일치한다는 축적된 자신감으로서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며 자신에 대한 현실

감이다. 즉,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

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ego-quality)이다

(Erikson, 1968).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자아정체

감 도구를 김성남(200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그리고 친밀성의 6개 하위영역으

로 구성된 총 48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4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1이었다.

3) 자기효능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서연옥(1994)이 번안

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의 5점 척도로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1이었다.

4) 대인관계

개인이 타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

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어떤 행위

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Heider, 1964)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lein과 Guerney가 개발한 대

인관계 변화척도를 문선모와 이형득(1980)이 번안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5문항의 5점

척도로서,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0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8년 1월 14일에서 18일까지 경기

도 소재 일개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교장선생님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

고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대상 학급 선정은 교무

부장과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에게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

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기록하게 한 후 회

수하였다. 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

나,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3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C-SPSS 12.0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에니어

그램 성격유형은 빈도와 백분율, 자아정체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도구의 신

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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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된 대상자 322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7.4%, 여학생

이 32.6%였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이 147명, 2학

년이 175명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7.5%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21.1%, 그 다음 천주교, 불교 순

이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는 ‘약간 권위적’이

31.1%로 가장 많았고, ‘매우 민주적’, ‘약간 민주

적’ 순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약간 민

주적’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민주적’이

37.0%, 그 다음 ‘약간 권위적’, ‘과잉보호’ 순이었

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양친에게 긍정적’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양친에게 양가적’

이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N=322)

특 성 구분 빈도 (%)

성 별
남 자

여 자

217 (67.4)

105 (32.6)

학 년
1학년

2학년

147 (45.7)

175 (54.3)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 교

68 (21.1)

73 (22.7)

28 ( 8.7)

153 (47.5)

아버지의 양육태도

매우 민주적

약간 민주적

약간 권위적

매우 권위적

과잉보호

99 (30.7)

94 (29.2)

100 (31.1)

24 ( 7.5)

5 ( 1.6)

어머니의 양육태도

매우 민주적

약간 민주적

약간 권위적

매우 권위적

과잉보호

119 (37.0)

143 (44.4)

38 (11.8)

7 ( 2.2)

15 ( 4.7)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에게 긍정적

아버지에게 부정적

아버지에게 양가적

어머니에게 긍정적

어머니에게 부정적

어머니에게 양가적

양친에게 긍정적

양친에게 부정적

양친에게 양가적

10 ( 3.1)

6 ( 1.9)

9 ( 2.8)

39 (12.1)

0 ( 0.0)

7 ( 2.2)

147 (45.7)

4 ( 1.2)

100 (31.1)

2. 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표 2><표

3><표 4><표 5><표 6>과 같다.

<표 2>에서 보면 9가지 성격유형 중 9유형이

38.8%로 현저하게 높았고, 7유형이 14.3%, 그 다

음이 2유형, 6유형으로 9.3%였다.

<표 3>에서 힘의 중심별로 성격유형을 살펴보

면 장중심이 50.0%로 가장 많았고 머리중심, 가슴

중심 순이었다.

<표 2>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N=322)

구 분 빈 도 (명) 백분율(%)

2유형 (조력가) 30 9.3

3유형 (성취가) 15 4.7

4유형 (예술가) 21 6.5

5유형 (사색가) 20 6.2

6유형 (충성가) 30 9.3

7유형 (낙천가) 46 14.3

8유형 (지도자) 14 4.3

9유형 (조정자) 125 38.8

1유형 (개혁가) 21 6.5

<표 3> 힘의 중심 (N=322)

구 분 빈 도 (명) 백분율(%)

가슴 중심 (2, 3, 4) 66 20.5

머리 중심 (5, 6, 7) 95 29.5

장 중 심 (8, 9, 1) 161 50.0

성격유형에서 날개를 보면 <표 4>에서처럼 9유

형의 1번 날개(9W1)가 31.1%로 가장 많았고 양쪽

날개가 같은 경우가 8.1%, 7유형의 6번 날개(7W6)

가 6.8%로 그 다음이었다.

성격유형의 분열과 통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분열 58.4%, 통합 35.1%, 분열과 통합이

6.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6>의 성격유형의 발달수준을

살펴보면 5수준이 59.0%로 가장 많았고 6수준이

24.8%, 그 다음이 4수준, 3수준, 7수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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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형별 날개 (N=322)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가슴형

2W1

2W3

21

5

6.5

1.6

3W2

3W4

9

6

2.8

1.9

4W3

4W5

7

12

2.2

3.7

머리형

5W4

5W6

7

12

2.2

3.7

6W5

6W7

13

14

4.0

4.3

7W6

7W8

22

20

6.8

6.2

장 형

8W7

8W9

7

4

2.2

1.2

9W8

9W1

18

100

5.6

31.1

1W9

1W2

12

7

3.7

2.2

양쪽 날개가 같음 26 8.1

<표 5> 분열과 통합 (N=322)

구 분 빈 도 (명) 백분율(%)

분 열 188 58.4

통 합 113 35.1

분열과 통합 21 6.5

<표 6> 발달수준 (N=322)

구 분 빈 도 (명) 백분율(%)

1수준 0 0.0

2수준 0 0.0

3수준 6 1.9

4수준 42 13.0

5수준 190 59.0

6수준 80 24.8

7수준 4 1.2

8수준 0 0.0

9수준 0 0.0

3.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정

도는 다음과 같다<표 7>. 자아정체감은 1-5까지의

범위 중 3.25였으며 자기효능감은 3.32, 대인관계

는 3.50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에서는 자기수용성이 3.70

으로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성이 2.97로 가장 낮았

다.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은 자신감 3.43, 자기조절

효능 3.20이였으며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는 이해

성이 3.68로 가장 높았고 만족감이 3.31로 가장 낮

았다.

<표 7>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N=322)

변 수 M±SD Range

자아정체감

주 체 성 3.46± .55 1-5

자기수용성 3.70± .77

미래확신성 3.07±1.01

목표지향성 2.97± .75

주 도 성 3.15± .71

친 밀 성 3.18± .77

전 체 3.25± .55

자기효능감

자 신 감 3.43± .57 1-5

자기조절효능 3.20± .57

전 체 3.32± .52

대 인 관 계

만 족 감 3.31± .75 1-5

의사소통 3.59± .73

신 뢰 감 3.42± .75

친 근 감 3.63± .75

민 감 성 3.53± .81

개 방 성 3.40± .67

이 해 성 3.68± .74

전 체 3.50± .50

4.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의 상관관

계는 다음과 같다<표 8>.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

감(r=.636, p=.000),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r=.511,

p=.000),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r=.421, p=.000)

모두에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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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N=322)

변 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자아정체감 1.00

자기효능감 .636(.000) 1.00

대인관계 .511(.000) .421(.000) 1.00

Ⅳ. 논 의

1. 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에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세 개의

그룹, 즉 장중심, 머리중심, 가슴중심으로 분류하

는데 이를 힘의 중심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대

상자의 힘의 중심은 장중심(50.0%), 머리중심

(29.5%), 가슴중심(20.5%)순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유형은 9유형(38.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유형(14.3%)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

그램 성격유형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

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

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분석한 조주영(2006)

의 연구에서 머리중심(38.9%), 장중심(33.7%), 가슴

중심(27.4%)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

며 성격유형에서도 4유형(20.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9유형(18.9%)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두 연구에서 성격유

형 전체적인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9유형이 많음

을 알 수 있다.

장중심은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의지와 힘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볼 때, 많은 고등학생에서 심사숙고하는 머리

중심이나 감정을 중시하는 가슴중심보다 에너지의

중심을 행동에 두고 있는 장중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유형에서 9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9유형은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평화롭

고 위안을 주는 반면 수동적이고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때, 9유형의 긍정적인 특성인

안정감은 유지하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

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격유형의 분열과 통합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

열(58.4%)이 통합(35.1%)보다 많았으나, 조주영

(2006)의 연구에서는 통합(48.4%)이 분열(47.4%)보

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에니어그램의 9개 성격유형은 정적인 것이 아

니고 건강해지거나 불건강해짐에 따라 기본 유형

에서 각각 통합(건강) 또는 분열(불건강)의 방향으

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본 연구에서 분열 방향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특성상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업성적과 관련한 스

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격유형의 발달수준에서는 본 연구에서 5수준

이 5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수준(24.8%)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수준(51.6%)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6수준(21.1%)으로 나타난 조주영

(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발달수준은 한 개

인의 성격이 건강한 범위, 평균 범위, 불건강한 범

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주며 그 사람의 성격

이 움직여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범위인 5, 6수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성격유형에 속해 있다고 해도 발

달수준에 따라 동기, 태도, 행동, 정서적 안정 정

도, 인간관계의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고등학생들의 발달수준을 보다 건강한 범위로 끌

어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2.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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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3.25(범위1～5)로 나

타났으며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에서 자기수용성이

3.70으로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성이 2.97로 가장

낮았다. 자아정체성 관련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

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거

의 없어 다양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최

성열(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3.32로 나

타났고 하위영역에서 자기수용성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목표지향성이 3.15였으며 주도성이 3.14

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에서, 자기수용성은 청소

년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박아청, 1996), 본 연구

에서는 높게 나왔다. 반면 목표지향성이 낮게 나

온 점을 볼 때 고등학생에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

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목표지향성

이 부족한 청소년이 구체적인 과제를 적절히 실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지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3.3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 자신감 3.43, 자기조절 효능 3.20이

었다. 김복진(2006)의 인문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남학생 3.26, 여학

생 3.22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으며, 실업

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윤화(2007)의 연구에

서는 자기효능감이 3.64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연구(김종

창, 2006; 문정덕, 2006)가 소수 있었으나 측정도구

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본 연구결과

를 볼 때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는 본 연구에서 3.5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해성이 3.68로 가

장 높았으며 만족감이 3.31로 가장 낮았다. 이영주

(2007)의 연구에서도 이해성이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전체점수는 3.57로 본 연구

와 유사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채임(2006)

의 연구에서도 이해성이 3.70으로 가장 높았다. 이

영주(2007)와 박채임(2006)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개방성으로 나타

났다. 이해성은 이성적으로 사회를 분별하여 해석

하며 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동료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흡족한 느낌의 정도인 만족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의 관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을 수용하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보고한

박정선(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대인관계와 유

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

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cia

(1980)는 자아정체감을 통합적인 자기상으로 보고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과 관련지었는데, 자아정체

감 발달은 청년기의 대인관계적 적응과 높은 상관

이 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결과는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

체감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황경옥

(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

한 이봉순(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서는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신감이 있고 성공경험이 풍부하여 자

기효능감이 잘 발달된 사람은 낯선 상황과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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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여 대

인관계 문제가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문정덕, 2006).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미옥(200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대인

관계 성향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자

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일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322

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측정도구로 에

니어그램 성격유형은 윤운성(2001)이 개발한 한국

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박아청(1996)이 개발한 자아정체감 도구를 김성남

(2004)이 수정, 보완한 자아정체감 도구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서연옥(1994)이 번안한 자기

효능감 도구 및 Schlein과 Guerney가 개발한 대인

관계 변화척도를 문선모와 이형득(1980)이 번안한

대인관계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SPSS 12.0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에니어

그램 성격유형은 빈도와 백분율, 자아정체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9가지 유형

중 9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힘의 중심에 있어 장중

심이 가장 많았고 9유형의 1번 날개가 가장 많았

다. 성격유형의 분열과 통합에서 분열이 58.4%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수준은 5수준이 59.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정

도에서 자아정체감은 1-5까지의 범위 중 3.25였으

며 자기효능감은 3.32, 대인관계는 3.50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간

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r=

.636, p=.000),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r=.511, p=

.000),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r=.421, p=.000) 모두

에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정

체감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대인관계

를 맺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에니어

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

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관

련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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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nneagram Personality Types,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Adolescents in High School

Lee, Mi Ryon* Chung, Bok Ya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s,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adolescents in high school.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22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demographic-environmental factors, Enneagram

personality types,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In the nine

Enneagram personality types, type 9 was highly

measured. In the triadic center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s, gut type was highly measured.

In the wing, 9W1 was highly measured and the

disruption rather than integration was highly

measured. The most development level was

level 5. The score of ego-identity was 3.25, the

score of self-efficacy was 3.32 and the score of

interpersonal ralations was 3.50. The correlation

of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Conclusion: There were correlating

relationships among ego-identity,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 in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neagram personality types and related

variables. Also, We need to develop program

that improve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Enneagram

personality typ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