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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심리  신체 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등학교 6학년 어린이를 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를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 을 두었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의 

심리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등학교 6학년의 품성  인성발달을 하여 필요한 심리요인들로서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을 본 실험연구의 검사도구로 채택하 다.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수업을 실행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2개 학 을 편의모집하여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치하 다. 실험집단은 남학생 14명, 여학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상으로 로그램을 실행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척도를 사용하여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발달정도를 

측정하 다.  실험집단에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를 실험 처치하여 결과를 공분산분석(Anova)

을 통하여 통제집단과 비교하 다. 결과 으로 실험집단에서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모두 향상되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reading guidance program that applied the 

Enneagram of Personality to a group of 6th ye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three variables with the highest correlation—self-encouragement, self-efficacy 

and sociality—were selected as the assessment tools for the present experimental study. Based on 

a group of 6th year elementary students as participants, the reading guidance instructions were 

given applying the Enneagram of Personality, an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ose instructions,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d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or a control group.

키워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독서지도,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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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등학교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가족을 벗어

나 새로운 인간 계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

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며, 이 시기의 

정서와 자아는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등학교 단계에서는 타인

과의 계를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자신의 역

할을 인식하고, 자아를 완성시켜 나가기 한 

본격 인 연습이 시작되므로 이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폭력 방재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한 심각성 인식은 2009년 32.8%, 2010년 

38.1%, 2011년 41.7%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시작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2011년 조사에서는 학

교폭력을 처음 당하는 시기로 등 1∼3학년이 

26.5%, 등 4∼6학년이 46.2%로 집계되어 

․고등학생 학교폭력 피해보다 등학생 학

교폭력 피해가 늘어나 학교폭력 연령화 

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KOSIS)의 청소년상담지원 황을 보면 청소

년의 상담건수에서 등학생이 차지하는 비

이 2007년 399,044건에서 2012년 재 748,319

로 격히 증가하 고, 등학생들의 상담 내

용이 주로 인 계의 어려움이나 학업․진로

련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은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하여 학교

장에서 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을 겪는 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상황에 한 처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한 꾸 과 징계 등

의 처벌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등학교 장의 여러 갈등과 폭력의 문제는 

몇몇 극소수가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

의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경험

하고 있으며, 한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

할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꾸

과 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생활

의 갈등과 마찰의 심각성은 한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신에 

해 잘 알고 스스로를 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

제  상황이 발생하기 에 방  차원의 교육

이 이루어진다면 등학생들의 인성발달은 물

론 건강한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선천  기질과 경향에 

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인간은 타고난 기질

과 환경  요소에 의하여 9가지 성격의 유형  

하나를 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성

격유형이론이다. 만약, 아동들이 타고난 자신의 

성향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타인의 고유한 기

질과 특성까지 수용하며 존 하는 가치 을 배

워 나간다면 건강한 학교생활은 물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

록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얻을 수는 없더라도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 독

서과정은 물론 독서 후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

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함으로써 상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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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할  아는 인격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의 심리학  가치는 인간의 인격발달에 

미치는 독서의 정 인 향을 말하는 것이

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향을 

미치는 독서의 가치는 환경에 한 개인의 

응능력을 무한히 확 시킬 수 있다. 실 으

로 제한되어 있는 역을 넓히고 념의 세계

에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환경 응 기술의 습득

과 세계 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어 거시

이면서 건 한 문제해결능력을 고취시킨다. 

이처럼 독서는 올바른 삶을 보여주고 인도해주

는 정신 , 정서 , 교양  체험으로서 청소년

기의 인격형성에 특히 강한 향력을 행사하는 

심리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

서교육은 심리  매개체로서의 독서의 요성

을 인식시켜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은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단  교과에서 독서와 연계하

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창의  체험활동 교육과

정에 포함시켜 운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단

교과와 연계한 독서수업이나 창의  체험활

동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 하는 독서교육이 

제 로 운 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간의 

독서진흥 운동에 힘입어 독자인 학생들의 연령

과 수 을 고려한 책의 선정, 상자의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읽기 태도  수 , 다양한 

상황을 연계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

직까지 학생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고려한 텍스

트 선정과 독서교육에는 소홀하다. 심리  발

달과 건강한 품성 개발을 통한 인성함양의 목

표를 달성해야 하는 독서지도가 개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 개인이 타고난 기질과 특성을 

용하여 이루어진다면 좀 더 그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격유형을 

고려한 독서지도 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것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어린이를 상으로 한 독서

지도의 방향과 방법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1. 에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도가 등

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격려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12. 에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도가 등

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향은 어떠한가?

13. 에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도가 등

학교 6학년 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의 연구문제 해결을 해 등학교 6학년

을 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

서수업을 실행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어 자기격려, 자기

효능감, 사회성 척도를 사용하여 발달정도를 측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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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에니어그램의 개념

에니어그램의 어원은 아홉이라는 뜻의 그리

스어 에니어(ennea)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라

모스(grammos)에 있으며, 아홉 가지로 이루

어진 인간의 성격유형과 그 유형들의 연 성을 

표시한 기하학  도형을 가리킨다. 에니어그램

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기질  성격을 이해하기 

하여 우선 갈등을 해소하기 하여 사용하는 

에 지의 근원을 보고, 다음으로 에 지의 바

탕을 두고 핵심 인 기질  욕구가 가장 강하

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 

2.1.1 세 가지 심 그룹

세 가지 심그룹은 서로 다른 지력을 소유

하고 있는 인간신체의 세 부  사용에 의해 감

정형(2, 3, 4번 유형), 사고형(5, 6, 7번 유형), 

본능형(8, 9, 1번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세 가

지의 심그림은 <그림 1>과 같다. 

3개 심 에 지별 자아를 살펴보면 <표 1>과 

<그림 1> 에니어그램 9가지 유형의 모형

구분 가슴 머리 장

의학
수질(limbicystem)

=감정

뇌피질(cerebral)

=사고

근뇌(root brain)

=본능

심사
거짓자아와

자아이미지 사랑
략과 신념 환경 항  통제

문제 정체성과 감 불안과 불안정 분노와 억압

추구 주의 안 독립성

감정 수치심 공포 분노

<표 1> 3개의 심에 지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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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가슴을 사용하는 감정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심을 쏟기 때문에 자신

의 진짜 감정과 하지 못할 수 있다. 에 지

의 심을 감정과 느낌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계하는 이미지에서 얻는다. 

머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고형은 에 지의 심

을 사고(분석, 생각)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

재감을 세상과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얻기 때문

에 이들의 주된 문제는 두려움이다. 장을 사용

하는 본능형은 본능과 습 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항함으로써 얻기 때

문에 이들의 주된 문제는 분노이다.

2.1.2 에니어그램으로 본 아동의 성격

에니어그램은 원칙 으로 남녀노소에 크게 

계없이 특성은 비슷하다. 성인과 크게 다르

지 않은 아동들의 에 지 심별 특성을 정리해

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2 자기격려감, 자기효능감, 사회성

자기격려감, 자기효능감, 사회성에 한 개념

과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심에 지 심 에 지별 성격특성

머리형

‣ 체로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며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수 어하고 숫기가 없어서 내성 이며 소극 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한 번 말해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상황에 한 이해가 빨라서 단념도 

빠른 편이다. 생각한 후 행동에 옮겨 실수가 고 머리 회 이 빠르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며 놀 때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주로 혼자 노는 편이며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공간을 요하게 생각하므로 내 것에 한 개념이 남달리 강하며, 어려서부터 

비 이 많아 부모와 가까운 어른들도 때로는 아동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한 표 을 잘하지 않는다.

가슴형

‣애교와 정이 많고, 감수성과 표 력도 풍부하며 여린 감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  친 한 어른들에게 의존 인 경향이 강하며 타인과의 계를 시한다.

‣어른이나 래들에게 늘 주목받고자하고 인기를 얻는데 심이 많고 주 에 보여 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시하여 착한 아동으로 보여 지기 해 노력을 많이 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투정을 부려서라도 가지려고 하며 래 친구들과 비교, 경쟁도 강한 편이라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을 방 흉내 내고 따라하려 한다.

장형

‣주  어른들에게 의젓하다는 칭찬과 어른 같다는 말을 종종 들으며, 어른들에게 의가 바르고 시키는 

것을 잘 따르는 행동을 보인다.

‣생각을 많이 하기 보다는 행동이 빠르고, 용기가 있으며 주도 인 태도가 강하다.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책임감 있는 아동으로 학습 비물도 부모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혼자서 잘 비하며 자존심이 무척 강해 힘든 일이라도 부모  주변의 가까운 성인에게 털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에 부모나 주변의 어른이 심을 기울이면 때론 반발하기도 

한다.

‣친구들 간에 앞에 나서서 행동하며 약한 아이를 도와주려는 정의감이 강하다.

<표 2> 에니어그램의 심 에 지별 아동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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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구 성 요 소

자기격려

- 용기를 북돋운다는 의미로 삶에 해 정  인 태도를 고양 

하여 행동  도 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심리  에 지

- 정 인 기 를 주입하여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힘

- 인지  자기격려

- 정서  자기격려

- 행동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한 개인이 과제에 하여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 자신감

- 자기조  효능감

- 과제난이 선호도

사회성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공인되고 있는 언어, 사고, 감정, 

행동의 양식을 학습하도록 하여 건 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과정인 사회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성

- 법성

- 동성

- 사교성

- 자주성

<표 3>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2.3 선행 연구 

그동안 성격유형과 독서에 해 수행된 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소미는 MMTIC 성격유형검사를 통하여 

성격유형별, 기질별, 기능별로 선호하는 도서 

유형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

다. 연구 결과, 아동의 성격 유형에 따라 선호하

는 도서 유형과 부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외향성(E)의 경우는 사

회과학 도서를, 내향성(I)의 경우는 문학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에 

이 있고 반추하며 상 으로 더 차분한 내향 

성향 집단이 에 지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고 활

동 인 일에 심이 있는 외향 성향 집단보다 

문학 도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악된다. 구체

인 사실을 선호하는 감각형(S) 집단이 역사도

서를, 육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상상, 공

상, 추리, 고안하는 작업을 선호하며 자신들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자기 방식 로 

하기를 좋아하는 직 형(N) 집단이 술도서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도서의 경우 

자신들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선호

하는 직 형(N) 집단에서의 선호 성향이 높았

고, 순수과학의 경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객

성과 논리성을 선호하는 사고(T) 성향을 가

지고 있는 집단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임성미는 인간의 심리 기능을 유형화한 MBTI 

성격유형과 독자의 심리  성향의 계를 고찰

함으로써 개별  읽기 지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MBTI 선호

성 지표에 따라 독자의 심리  성향에는 차이

가 있는가와 MBTI 기능 유형과 기질 유형에 

따라 독자의 심리  성향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 다. 이를 해 서울시 소재 남자 학

교 1학년과 2학년 148명과 여자 학교 1, 2학

년 학생 152명, 총 300명을 표집하여 MBTI 성

격유형 검사와 독자의 심리  성향 검사를 실

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MBTI 선호성 지표

(E-1, S-N, T-F, J-P)와 독자의 심리  성향

(읽기 흥미, 읽기 태도, 읽기 목 , 읽기 효능

감)의 계를 분석한 결과, 부분 으로 의미 있

는 차이를 보 다. 즉 읽기에 한 선호는 내향

형(I)이, 책을 읽는 빈도의 단형(J)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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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은 사고형(T), 신문은 단형(J), 만화는 

인식형(P), 잡지는 외향형(E)이 많이 읽고 있

으며, 즐겨 읽는 책 내용도 선호 지표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읽기 태도는 단형(J)이 

수가 높았으며, 읽기 목 은 사고형(T) , 

단형(J)이 높은 수를 나타냈다. 읽기 효능감

은 N, J 선호 지표에서 높은 수를 보 다. 둘

째, MBTI 기능 유형(ST-SF-NT-NF)과 기

질 유형(SJ, SP, NT, NF)은 읽기 흥미와 부분

인 의미 차이를 나타냈다. 기질 유형은 읽기 

빈도와 계가 있었으며, NT는 책과 신문에서, 

NF는 만화를 많이 읽고 있었다. 즐겨 읽는 책

에서도 기능, 기질 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기질 유형과 읽기 태도는 뚜렷한 

수 차이를 보 으며, 읽기 목 은 기능․기질 

유형 모두와 의미 있는 계가 있었다. 읽기 효

능감은 기질 유형인 NT, SJ, NF, SP 순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연구로 박계

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

의 비행동기를 탐색해 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비행동기는 에니어그램 각 성격유형과 심유

형에 따라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슴형

과 2번 유형의 비행청소년들은 비행 상황에서 

부분 혼자 비행을 지르기 보다는 그룹으로 

비행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상 방

에 한 심을 받고 싶거나 심을 받지 못할 

경우에 비행을 질 다. 머리형과 5번 유형의 

비행청소년들은 객 인 단력과 지 호기

심이 많아 정보와 지식을 얻고 배우려는 것에 

노력하며, 혼자서 상황을 분석하여 많은 생각

을 하여 비행을 질 다. 장형과 8번 유형의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권 나 자존심이 무시

당했을 경우 비행을 질 다. 자신의 감정을 

거부당하거나 배신당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

며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공격 이 되어 불

안을 해소하려고 했다. 

장경희는 에니어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가

정아동을 한 자기격려 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아동에게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 다. 다문화가정아동을 한 자기격려의 구

성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니어그램

의 심에 지별로 로그램의 활동내용을 구

성함으로써 새로운 근방법을 제시하 고 에

니어그램 심에 지별로 로그램을 실시함

으로써 보다 개별 인 근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성장을 진하도록 하 다.

한윤옥은 학생의 성격유형별로 독서성향

이나 행태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 으로써 

성격유형에 기반한 독서치료가 가능할지를 모

색하 다. 연구 결과, 책이 읽고 싶어지는 상황

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발달과업이 

감정형과 사고형, 본능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연구에 이어서 공공도서 의 주요 사

상자이며, 성격형성에 매우 요한 시기인 청

소년의 성격유형별 독서성향과 행태가 다른지

를 밝 내고자 하 다. 연구결과 개인  응, 

사회  응, 문화  응 역 모두 7∼9개 주

제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성격에 기반

한 방  차원의 독서지도가 가능함을 밝혔다. 

어린이의 성격유형과 선호도서의 상 성에 

한 연구에서는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책들

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 내기 하여 문헌연

구를 통하여 분석기 을 만들고, 이 기 에 따

라 등학교 도서  3개 을 상으로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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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출한 도서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의 양상

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성격유형별로 독서태도가 다

르고 선호도서가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독

서를 지도할 때 어떤 으로 하면 효과 일

지를 밝히고 있다. 는 에니어그램을 용한 

다양한 효과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교육의 효과를 구체

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

다. 이 연구에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

한 독서지도가 어린이의 인성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밝히고자 한다.

3.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검사도구이며 문항의 구성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신뢰도는 동일의 검

사 는 동형의 검사를 반복 시행했을 때 개인

의 수가 일 성 있게 나타나는 정도로, 측정

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 으로 일 성 있게 

측정하 느냐의 문제이며, 검사도구가 오차 없

이 정확하게 추정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신뢰도 측정방법은 내  신뢰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 으며 Cronbach alpha값

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인정된다.

3.1 에니어그램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성격유형을 별하

기 하여 윤운성(2013)이 개발한 한국형 에니

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아동용(KEPT-C)을 사

용하 다.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 아

동용(KEPT-C)은 총 81문항으로 제작되었으

며 등학생을 해 개발된 검사지이다.

3.2 자기격려심리측정도구

3.2.1 자기격려

본 연구에서는 기태 (2009)의 자기격려 척

도를 비조사를 통해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

거하고 행동  자기격려에서는 언어강화를 제외

시키고 총 74문항으로 척도를 수정 설계하 다. 

자기격려에 한 신뢰도분석결과 Cronbach's 

alpha계수가 모두 0.63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

부요인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3.2.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정은

주(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 으며 하 요인으로 자

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나

어진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  척도로 각 

문항마다 1 에서 5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

록 사회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에 한 신뢰도분석결과 Cronbach's alpha계수

가 자신감은 0.642, 자기조 효능감은 0.774, 과

제난이도선호는 0.652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

도는 신뢰도가 낮은 5번 문항을 삭제한 후 분석

하 다(<표 5> 참조).

3.2.3 사회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  척도는 기술 검사로 

서풍연(1991)의 연구에서 보완된 검사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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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인지

자기에 한 정 인 생각 1-8 8 0.736

우월에의 추구 9-17 9 0.829

내  보상에 한 기 18-23 6 0.768

사회  심(타인) 24-29 6 0.811

사회  심(부모) 30-34 5 0.849

불완 에 한 수용 35-39 5 0.791

행동

도 과 문제해결  시도 40-48 9 0.733

신체활동 49-52 4 0.635

이완활동 53-57 5 0.719

인활동 58-60 3 0.690

정서
자아고취감 61-67 7 0.813

존귀감 68-74 7 0.871

체 74 0.939

<표 4> 자기격려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역채 문항 문항수 신뢰도

자신감 1,3,7,8,12 5 0.642

자기조 효능감 2,4,6,10,11,13,15 7 0.774

과제난이도선호 14 9 2 0.652

체 14 0.742

<표 5> 자기효능감 신뢰도 

은정(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신

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 다. 검사는 법

성, 동성, 사교성, 자주성의 하 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  척도로 각 문항마다 1 에서 5 까지이

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기술이 높음을 의

미한다. 

사회성에 한 신뢰도분석결과 Cronbach's 

alpha계수가 법성은 0.803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가 낮은 6번 문항은 삭제한 후 분석하

다, 동성은 Cronbach's alpha계수 0.737로 

나타났으며 신뢰도가 낮은 9번, 10번, 12번, 13

번, 14번, 15번 문항은 삭제 후 분석하 다, 사

교성은 Cronbach's alpha계수가 0.748로 나타

났으며 신뢰도가 낮은 17번, 20번, 22번, 23번 

문항은 삭제한 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자

주성은 Cronbach's alpha계수가 0.650으로 나

타났다(<표 6> 참조).

3.2.4 비조사

등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심

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연구한 선행연구

에서 많이 활용한 척도와 독서지도 련 학

논문에서 사용한 심리측정도구를 추출하 다. 

그 에서 에니어그램 련 연구와 독서지도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인성 련 심리측

정 도구 6개(자기격려, 자아존 감, 자기효능

감, 인 계, 공감능력, 사회성)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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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역채 문항 문항수 신뢰도

법성 1,2,3,4,5,7 6 0.803

동성 8,11 2 0.737

사교성 16,18,19,21,24 5 0.748

자주성 25,26,28,30 27,29 6 0.650

체 19 0.792

<표 6> 사회성 신뢰도

구분 남 여 계

비조사집단 18 24 42

<표 7> 비조사 상 집단의 구성

이 6가지의 인성 련 측정 요소들은 등학생

을 상으로 연구한 독서지도와 에니어그램 분

야의 선행연구에서 요하다고 본 변인들이다.

6개 심리측정도구를 연구자가 재직 인 

등학교의 6학년 7개 학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제외한 5개 학  가운데 2개 학 을 

상으로 비조사 하 으며 비조사 상 학생

들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6개 척도 모두 신뢰도가 확인되었고 6개의 

심리측정척도를 종속변인으로 보았을 때 변인

간의 상 계가 높게 나온 자기격려, 자기효

능감, 사회성을 최종 인 측정도구로 선정하

다. 이 결과에서 특히 자기격려 검사는 근래에 

개발된 심리측정도구로써 독서지도 분야에서

는 아직 변인으로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2.5 사 ․사후 검사

로그램을 실행하기  아동용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별하고, 자기격려, 자기

효능감, 사회성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집단임을 

확인하 다. 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에 하여 사 검사와 같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4. 로그램의 개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의 

연구를 하여 연구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100

시간의 에니어그램 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에니어그램 문강사 자격을 취득하 다. 에니

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 로그램

에 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성격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지도 로그램을 개발하 다.

4.1 로그램개발의 목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의 

궁극 인 목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선천 인 

심에 지에만 고착되지 않고, 자신 안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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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되어 있는 머리, 가슴, 장의 에 지를 골고

루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타고난 품성 개발은 물

론 정서  인성 발달을 돕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

서지도 로그램에서는 수업의 역 안에서 머

리, 가슴, 장의 에 지를 균형 있게 쓸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 

로그램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기본 심에

지인 인지 , 정서 , 체험  요소가 로그

램마다 반 되도록 3개의 로그램으로 구안

하여 에니어그램의 3가지 심에 지(머리형, 

가슴형, 장형)를 로그램에서 균형 있게 용

하 다.

둘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

도 로그램은 학 을 상으로 힘의 심과 

사회  행동방식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집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집단 안에서의 활

동이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이 

형식 인 것에 머물지 않고 개별 인 활동을 

한 후에 그것을 소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

하고 공동작품을 만들고, 공동작품을 다시 

체를 상으로 소집단 구성원 체가 함께 발

표하는 순환 과정을 통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 다.

4.2 로그램의 설계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는 

크게 3개의 로그램으로 설계하 으며 3개의 

로그램(P-1, P-2, P-3)설계의 기 은 에니

어그램의 심 에 지별 특성에 맞도록 구안하

다. 로그램 구성은 심 에 지별 기본 특

성을 바탕으로 독서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설계하 으며, 실험집단을 심 에

지별로 독립 으로 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한 선

행연구1)를 검토하 다. 심 에 지별 표

인 특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머리형 학생들은 기

본 에 지가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들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논리 인 능력을 많이 활용한

다. 신체의 기능  시각 인 것을 선호하고 지

지능이 발달하 다. 가슴형 학생들은 기본에

지가 가슴에서 나오므로 사람과의 계를 매

우 요시 여기는 그룹이며, 정서 인 역의 

지능이 발달하 다. 장형 학생들을 실 응력

이 뛰어나고 청각과 후각이 발달하 으며 신체

지능이 발달하 다. 

이러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기본 특성들

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

인 경향을 강 으로 최 한 발휘하고 자신의 

기본 심에 지가 아닌 에 지까지 고르게 사

용할 수 있도록 균형감을 고려하여 성격유형 

독서지도 로그램을 3개로 분류하여 설계하

다.

로그램1(Program-1:P-1)은 정서  요소, 

로그램2(Program-2:P-2)는 인지  요소, 

로그램3(Program-3:P-3)은 체험  요소를 

심으로 구안하 다. 로그램마다 각 요소의 목

표를 설정하 으며 매 차시마다 해당 교보재를 

활용하여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로그램을 구안하 다. 

 1) 장경희. 201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격려 로그램 개발  효과 . 박사학 논문, 숙명여

자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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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에서는 정서  요소를 반 하여 타인과

의 계 맺기를 요하게 여기고 자아이미지를 

심으로 자신이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맞

추려고 하는 가슴형 학생들의 특성을 으

로 고려하여 정서 인 표 을 많이 할 수 있도

록 로그램을 구성하 다.  피험자들 상호

간에 는 책 속 주인공과의 정서  교감과 소

통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세부 활동을 구안하

다. 

P-2에서는 인지  요소를 반 하여 생각이 

많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머리형 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성격특성과 

재 상황을 논리 으로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

고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로그램 활동을 

구성하 다. 머리형 학생들의 강  에 지인 사

고력이 활발히 자극 받도록 논리 인 생각을 

진시키는 활동과 머리형 아동들의 신체강   

하나인 시각 인 특성이 반 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P-3에서는 체험  요소를 강조하고 생각과 

행동이 빠르고 행동력이 강한 본능형인 장형학

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  신체활동을 통하

여 경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독서수

업 내에서 최 한의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구

안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의하여 구성한 수업설계안

은 <표 8>과 같다.

로그램 차시 요소 소집단구성 사용자료

로그램1

(P-1)

1∼3

정서

요소

심 에 지의 

소집단

<일곱 마리 먼 생쥐>

4 스토리텔링 카드

5∼6 선택자료

7∼8 <행복한 왕자>

로그램2

(P-2)

1

인지  요소
호니비언의

소집단

<짧은 귀 토끼>

<사윗감 찾아 나선 두더지>

2∼4
<빈화분>

<루비의 소원> <용기>

5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6
<커다란 것을 좋아하는 임 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

7∼8 <암소 로자의 살빼기 작 >

로그램3

(P-3)

1∼3

체험

요소

하모닉의

소집단

<새가 되고 싶어>

<잃어버린 록색 강아지를 찾습니다> 

4 <행복한 청소부> <행복한 돼지>

5 <아주 오래 에>

6
<쿠키 한입의 인생 수업> 

<호랑이왕자>

7∼8 <가시내> <발명왕 메티>

9∼10 <겁쟁이 빌리>

<표 8> 수업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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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구단계 연구내용 수집자료

2012.3∼2013.2 기본이론학습 성격유형 학습 검사지, 교재

2012.2∼2013.5 로그램 개발을 한 비 문헌연구, 선행연구, 인성 측정도구 설문지, 문헌, 선행연구

2013.5∼6 교보재 선정 선행연구 분석  교보재 선정 그림책목록

2013.6∼7 로그램 개발
정서 ․인지 ․체험  요소를 고려한 성격유

형 독서지도 로그램 개발
수업지도안

2013.8∼9 로그램 용 로그램 실제 용 결과물

2013.9∼10 결과 분석  논문작성하기 수집한 자료를 토 로 분석  기술
양 연구자료

질 연구자료

<표 9> 성격유형 독서지도 로그램 개발  용 계획

힘의 심 성격유형 남학생 여학생 힘의 심 성격유형 남학생 여학생

머리형

5 1 0

장형

8 0 1

6 0 1 9 2 2

7 5 1 1 1 0

가슴형

2 2 1 합계(25)

남=14

여=11

머리형(8) 남=6 여=2

3 1 3 가슴형(11) 남=5 여=6

4 2 2 장형(6) 남=3 여=3

<표 10> 실험집단 학생들의 성격유형 분포

4.3 독서지도 로그램 실행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 

로그램의 개발과 용은 <표 9>와 같이 진행하

다.

4.4 실행 상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용 독서지도 로그

램을 설계하여 6학년 한 개 학 의 일반 인 학

생들을 상으로 정규교과 시간 에 본교 도

서 에서 진행하 다. 1차시의 시간은 40분이

며 3개의 로그램 총 26차시로 설계하 다. 차

시간의 연속성과 통합수업의 효과를 최 한 활

용하고자 2차시 는 3차시 통합수업으로 진행

하 다. 실험집단 학생들 25명의 성격유형을 

힘의 심인 머리형, 가슴형, 장형의 그룹으로 

보면 <표 10>과 같다.

 5.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의 심리  효과 분석

5.1 자료 수집과 가설설정

이 연구의 상인 등학교 6학년 2개 학

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 다. 실험

집단 25명의 학생들은 남학생 14명, 여학생 11

명으로, 통제집단24명은 남학생 13명 여학생11

명으로 2집단 총 49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에게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

성의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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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실험집단에는 사 검사 후 26차시에 걸

쳐 에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도를 실험처치 

하 다.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을 측정도

구로 하여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s alpha 검증을 실시하

다.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의 사 검사 결과의 동질성

을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으며, 에

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도 로그램이 자기

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

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기반으

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자기격

려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

이다.

가설2.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자기효

능감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

서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사회

성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

이다. 

5.2 자료분석

5.2.1 사 검사의 동질성 검사

독서지도 로그램을 실시하기  통제집단

과 실험집단의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의 

동질성 분석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

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5.2.2 가설 검증

이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

도 로그램이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

석(ANCOVA)을 실시하 다. 

(1) 가설1의 검증

가설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자기격려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인 집단 n 평균 표 편차 t p

자기격려
실험집단 25 262.64 25.48 

-1.397 0.169
통제집단 24 251.21 31.58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25 44.60 5.79 

-1.196 0.238
통제집단 24 42.88 4.13 

사회성
실험집단 25 62.88 7.42 

-0.103 0.918
통제집단 24 62.67 7.06 

<표 11> 사 검사의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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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을 검증하기 하여 사 검사를 공변

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실험집단은 사 수가 262.64에서 사후 수 

283.28로 약 20.6 이 증가하 으며 통제집단은 

사 수 251.21 에서 사후 수 256.46 으로 

약 5.2 이 증가하여 실험집단에서의 평균증가

량이 통제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공변인(사

수)의 효과를 제거한 사후검사의 교정된 평

균은 실험집단이 278.11, 통제집단이 261.84로 

나타나 실험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공분산분석(ANCOVA) 결과 사 검사가 사

후검사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F=74.868, P=0.000). 그리고 사

수의 향력을 제거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하

게 나타나(F=7.092, P=0.011), 성격유형 독

서지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

단에 비해 자기격려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자기격려에 유의미

한 효과를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었다(<표 

13> 참조). 

(2) 가설 2의 검증

가설2.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하여 사 검사를 공변

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실험집단은 사 수가 44.60에서 사후 수 

48.52로 약 3.9 이 증가하 으며 통제집단은 

사 수 42.88 에서 사후 수 43.79 으로 

약 0.9 이 증가하여 실험집단에서의 평균증

가량이 통제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공변인

(사 수)의 효과를 제거한 사후검사의 교정

된 평균은 실험집단이 48.23, 통제집단이 44.09

로 나타나 실험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구분 사 수(표 편차) 사후 수(표 편차) 조정된 사후 수

실험집단 262.64(25.48) 283.28(34.05) 278.11

통제집단 251.21(31.58) 256.46(33.10) 261.84

<표 12> 자기격려의 사 수, 사후 수, 조정된 사후 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 검사(공변량) 32843.456 1 32843.46 74.868 0.000 

집단  3110.951 1 3110.951 7.092 0.011 

오차 20179.542 46 438.6857

체 61832.000 48

<표 13> 실험집단-통제집단 자기격려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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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 수(표 편차) 사후 수(표 편차) 조정된 사후 수

실험집단 44.60(5.79) 48.52(5.71) 48.23

통제집단 42.88(4.13) 43.79(5.20) 44.09

<표 14> 자기효능감의 사 수, 사후 수, 조정된 사후 수

그리고 공분산분석(ANCOVA)결과 사 검

사가 사후검사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F=5.102, P=0.029). 그리고 사

수의 향력을 제거하고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사후검사 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

의하게 나타나(F=7.405, P=0.009), 성격유형 

독서지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

미한 효과를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었다

(<표 15> 참조).

(3) 가설 3의 검증

가설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사회성 발달에 유

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독서지도 로그램이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은 사 수가 62.88에서 사후 수 

71.72로 약 8.4 이 증가하 으며 통제집단은 

사 수 62.67 에서 사후 수 64.54 으로 약 

1.8 이 증가하여 실험집단에서의 평균증가량이 

통제집단보다 크게 나타났고, 공변인(사 수)

의 효과를 제거한 사후검사의 교정된 평균은 실

험집단이 71.64, 통제집단이 64.63로 나타나 실

험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6> 참조).

공분산분석(ANCOVA)결과 사 검사가 사

후검사에 미치는 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F=32.545, P=0.000). 그리고 사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 검사(공변량) 140.187 1 140.187 5.102 0.029

집단 203.465 1 203.465 7.405 0.009

오차 1264.011 46 27.478

체 1677.959 48

<표 15> 실험집단-통제집단 자기효능감 공분산분석

구분 사 수(표 편차) 사후 수(표 편차) 조정된 사후 수

실험집단 62.88(7.42) 71.72(9.32) 71.64

통제집단 62.67(7.06) 64.54(8.58) 64.63

<표 16> 사회성의 사 수, 사후 수, 조정된 사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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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 검사(공변량) 1564.994 1 1564.994 32.545 0.000

집단 601.302 1 601.302 12.504 0.001

오차 2212.004 46 48.087

체 4407.959 48

<표 17> 실험집단-통제집단 사회성 공분산분석

수의 향력을 제거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나(F=12.504, P=0.001), 성격유형 독서

지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에 비해 사회성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가 등학교 6학년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

미한 효과를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었다

(<표 17> 참조). 

5.3 요약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실험집단에 25

명, 통제집단에 24명을 배치하고 각각 집단에 

독서 로그램을 용하기 의 사  검사결과

와 실험집단에 독서 로그램을 용한 후의 사

후 검사결과를 측정하 다. 에니어그램 성격유

형을 용한 독서지도 로그램이 자기격려, 자

기효능감, 사회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연구가 수행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도 

로그램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수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나(F=7.092, P=0.011), 성격

유형을 용한 독서지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격려에 미치는 향

이 정 이었다.

둘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

도 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 결과 사 수의 향력을 제거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나(F=7.405, P=0.009), 성격유형 독

서지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

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

셋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

도 로그램이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 수의 향력을 제거하고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F=12.504, P=0.001), 성격유형 독서

지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에 비해 사회성이 향상 되었다.

결과 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

서지도는 어린이의 인성,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 졌다.

6. 결 론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발달단계에서 볼 

때 청소년기로 진입하기 직 의 과도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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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신체 으로나 정서 으로 갈등을 심하게 

겪는 때이다. 한 학교나 학원에서 학업을 

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오로지 진학을 

한 경쟁  환경에 떠 려 정서 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성발달을 돕는 

독서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시작된 이 연

구는 개인의 타고난 성격  성향을 고려하여 

독서지도를 실시하 을 때의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는 것에 목 을 두었다. 

연구문제에 한 효과 검증을 하여. 등

학생들의 인성발달을 측정하기 한 심리측정 

도구로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등을 사

용하 다. 

에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도의 심리  효

과를 검증하기 한 양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

도 로그램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 , 사후 평균의 변화  사 검사

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격려감이 향

상 되었다.

둘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

도 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 사후 평균의 변화  사 검

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향상 되었다.

셋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지

도 로그램이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 , 사후 평균의 변화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

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

성이 향상되었다. 

실험연구의 결과 실험집단의 변화가 로그

램 용  보다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모두 향상되었으며, 특히 사회성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그 효과가 성격유형별 심 

에 지별 그룹과 심리 척도 사이의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니어그램을 용한 독서지도의 효과를 알

기 하여 로그램에 사용할 교보재를 선정할 

때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작품분석 기 을 

용하 다.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를 사용하여 독

서지도 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가 입증

되었으므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효과 한 

부차 으로 증명되었다고 본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수업을 할 때 에니어그램 성격유

형을 고려한 도서의 선택과 심 에 지를 고

려한 소집단 구성을 효과 인 독서지도 방안으

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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