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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 제공이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 초등학교 4학년~6학년 22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행복감과 독서성향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검사하고 성격유형에 맞는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성격에 맞는 책을 처방해준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둘째,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하게 나온 친구들의 책을 함께 바꿔 읽기도 하면서 다양한 책에 접하는 노출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다. 셋째, 자신과 다른 성격유형의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책들을 모두 읽고 싶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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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roviding book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t match their personality type on their reading attitud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among 
the 22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t are enrolled in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classes at th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South Korea. The personality type of the students was 
determined by the Enneagram test. In this study, students were given with books that match their 
personality type and the effect of the provision was investigated.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books that match their 
own personality type made the children curious about the books, evoking their interest in reading. Second, 
the children exchanged their books with those who have similar personality type after they finish reading. 
As a result, the children could be exposed to more diverse books. Third, the students were curious 
about what kind of books were given to those with different personality type.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want to read all of the different types of book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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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비스 패러다임
이 다양화, 개인화의 영향으로 조직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경제적, 정신
적 행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이재호 2013). 그러나  최근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 국민
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3년 이후 OECD 국가 중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는 최근 8년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성동규 2017).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독서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
다. 독서자료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자연과 사회 및 인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해 
주며, 정서를 풍부하게 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변우열 2015). 그동안 어린이를 위한 독
서는 주로 학습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것 그 자
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을 평생 독자로 만들
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게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독서흥미를 유도할 적극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의 책 읽어주기, 독서 권장 등 주
변의 독서에 대한 관심 정도가 현재의 독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책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학교에 ‘좋은 책 소개와 정보 제공’, 
‘학급문고 확대’, ‘학교도서관 이용의 편리성’, ‘독서시간 확대’ 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매학기 학년별 필독도서와 권장도서목록을 제
공하면서 어린이 도서를 추천하고 안내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홈페
이지에서는 경기도내 학교도서관담당자와 교사로 구성된 서평단이 선정한 DLS독서서평단 
추천 도서 뿐만 아니라 테마도서, 진로도서, 교과연계도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경기평생교육
학습관 2018). 그런데 이러한 도서추천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화된 성향을 반영하
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에서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분류하고 관심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협업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도서분야에 특화한 
것이 북맥의 도서추천 서비스로 도서 카테고리, 작가, 출판사 등 도서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도서를 추천해 준다(Platu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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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업적인 기업들에 의해 개인화된 맞춤도서 추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인 학교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독서 성향과 취향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도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가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학교행복감과 
독서성향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린이들의 독서성향을 파악하여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도서를 
선별하여 제공한다면 독서에 대한 흥미가 증가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하여 성격 유형을 확인
한 후에 학교행복감과 독서성향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를 
제공한 후 이러한 활동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경기도 5개시의 10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를 선정․제공하고 독서를 하도록 한 후에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에 대한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10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독서성향과 학교행복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행복감, 독서성향 검사를 실
시하였다. 

셋째,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4～6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
이 대출하는 도서 중 만화와 전집을 제외한 상위 대출 도서 500권을 1차로 선별하고, 그 중에
서 학년별 상위 대출도서 150권을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넷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를 토대로 학생들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맞는 책 중에
서 원하는 책을 1권씩 고르게 하고 그 책을 구입해 선물하고 독서를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사서 및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받은 학생들이 본인에게 
처방된 책을 읽어 온 뒤 독서태도 변화에 대해 관찰하도록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성격이란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하는 생각, 판단, 감정 반응의 패턴으로, 오랫동안 반복적으
로 지속되며 어떤 환경에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
기 위해 외부 환경과 내적 시스템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한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가장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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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잘 흘러간다고 느끼게끔 생각하는 법이나 생리적 반응이 완성된다(하지현 2012, 29).

에니어그램(Enneagram)은 인간 존재의 9가지 길을 보여주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간
관계의 모델이다. 에니어그램의 어원은 아홉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ennea’는 9(아홉)을 뜻
하고, ‘gram’은 그래프 혹은 모형, 선, 점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즉, 에니어그램은 그리
스어로 ‘아홉 개의 점이 있는 점이 있는 그림’을 의미한다(윤운성 2001, 133, 돈 리처드 리
소, 러스 허드슨 2000, 21).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은 몸의 에너지가 어디를 중심으로 순환
하는지에 따라 가슴중심(2, 3, 4번), 머리 중심(5, 6, 7번), 장(배)중심(8, 9, 1번)으로 나뉜
다.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은 보통 1번에서 9번까지 유형을 말한다(윤운성, 이지영, 조주영, 

2015, 32)(<표 1 참조>). 

<표 1>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별 특성1)

유
형

힘 
중심 별칭 특징 근본적인

두려움 장점 단점
2

가
슴
형

협조자 매우 사교적이고 남을 도
와주기 좋아하는 유형

사랑받지 
못하는 것

정이 많고 마음이 넓다.
친절하고 세심하다

남을 돌보느라 자신의 문제
를 보지 못한다.

3 성취가 성공과 유능함을 추구하
며 야망이 있는 유형

가치없는 
사람 유능하고 자신감이 많음 남을 쉽게 믿지 않고 자만

과 잘난척이 심하다
4 예술가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예
술적이고 독특한 것을 추
구하는 유형

인정받지 
못하는 것

독창적이고 개성이 뚜렷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음

사소한 일에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짐

5

머
리
형

관찰가
분석력과 통찰력이 있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
아하는 유형

무능한 사람 분석적, 객관적,현명함
지적이고 사려깊음

오만하고 고집이 셈. 
지식을 나누기를 아까워함

6 충성가
폐쇄적이고 겁이 많으며 
짜여진 지침과 틀에 잘 적
응하는 유형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규범과 규칙에 충실함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안전하
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 절
대 하지 않음

7 낙천가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아
이디어가 넘치는 유형 고통받는 것 항상 남들을 즐겁게 해줌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음
지나치게 자기도취적이고 
충동적임,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지 못함

8

장
형

지도자 리더십이 강하고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유형 통제당하는 것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함

자신감이 넘치고 성실함
지나치게 반항적이고 오만
함, 고집이 셈

9 중재자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넓은 포용력을 가진 유형

혼자 
남겨지는 것

붙임성이 있고 온순함
인내심이 강하고 포용력이 
많음. 편견이 없음

현실적인 대처능력이 부족
함, 자신에게 무관심함, 둔
감하고 수동적임

1 완벽가 이성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유형

부도덕함
결함

매사에 완벽하고 끝맺음이 
정확, 공정하고 정직함

지나치게 비판적, 인간관계
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음

가슴 중심 유형의 화두는 ‘이미지’이다. 도와주는 사람인 2유형은 남을 돕고 싶어 하는 사
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며, 남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3유형은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로서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남에게 좋은 
1) 윤운성, 이지영, 조주영. 2015. 한국형에니어그램 코칭워크북. 서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32-36쪽의 

내용을 연구자가 요약하여 표로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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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한다. 4유형은 낭만적인 사람들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머리 중심 유형의 화두는 ‘두려움’이다. 관찰하는 사람인 5유형은 자신의 내적 자원에 의존
하며,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충성하는 사람인 6유형은 주변을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한다. 권위 있는 인물에게 인정받거나 
권위에 대항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낸다. 모험적인 사람인 7유형은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다. 

두려움 같은 불쾌한 감정은 피한다. 

장 중심 유형의 화두는 ‘분노’이다. 도전하는 사람인 8유형은 강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
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화적인 사람인 9유형은 수용하며 자신의 분노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 개혁하는 사람인 1유형은 분노를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억누르려고 노력한다(레니 
바론, 엘리자베스 와겔리 2006, 9-10).

2. 선행연구

초등학생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다. 그 중에서 주미희(2012)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힘의 중심별 따른 자기격려 
양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감정과 정서를 가장 중요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특성을 가진 유형인 가슴 중심(2, 3, 4번)은 정서적 자기격려를 많이 
사용하였다. 관찰, 분석, 대조의 사고과정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특성을 가진 유형인 머리 중심(5, 6, 7번)은 인지적 자기격려를 많이 사용하였다. 본능
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현실을 조정하는 특성을 가진 
유형인 장 중심(8, 9, 1번)은 인지적 자기격려를 다른 자기격려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선호도서에 관한 연구는 한윤옥(2012)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작품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어린이의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의 양상을 밝혔다. 연
구결과 성격유형별로 주제, 주인공의 연령, 성별, 시간적 대처, 캐릭터의 특성,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처한 상황, 갈등양상, 갈등대상, 반동인물 등 11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신지혜(2006)는 아동의 선호도서에 따른 독서 성향, 비판적 사고력 및 독해력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일반 도서를 선호하는 아동이 독서성향과 비판적 사고력, 독해력 모두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학습만화, 일반 만화를 선호하는 아동 순이었다. 

고학년 아동의 독서성향과 창의성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최미숙(2003)이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독서성향과 상관이 높은 변인은 아동의 독서흥미, 독서경험이며, 창의성향과 상관이 
높은 변인은 자발성, 독자성, 호기심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창의력 발달에 독서성향이 많은 영
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경미(2006)는 대구 지역 초등학생의 독서성향을 분석하였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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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학생 대부분이 높은 독서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
한 독서 자료의 선정 및 활용을 통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맞춤형 도서 제공은 이용자에게 알맞은 도서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권혁인
(2015)은 도서정보와 고객 성향 기반의 도서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의 개념과 사례, 서비스 
구현과정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안희정(2017)은 도서 정보 및 본문 
텍스트 통합 마이닝 기반 사용자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시스템에 관해 연구하였다. 도서 서지
정보, SNS 데이터, 도서 본문 텍스트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도서 주제 키워드, 등장인물
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도서를 추천해 주는 사용자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시스템
을 제안하고 각 모듈에 대한 기능 설명과 특정 모듈에 대한 설계 및 구현 내용을 작성하였다. 

정경숙(2017)은 분산되어 있는 독서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복합적인 빅데이터 기반의 도
서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관심분야, 사용자가 많이 대출하는 도서의 분야, 도서대
출 순위, 리뷰 점수, 감성어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도서 선택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수 있고 또한 개인별 맞춤형이 가능한 도서 추천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노영희(2012)는 도서관의 이용자맞춤형서비스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면서 ‘책 추천 서비스’의 위험을 지적하였다. 도서관 이용자의 최근 관심사가 도서관 이용기
록을 기반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특정 책을 대출, 예약, 검색 등을 하였을 경우 시
스템은 이용자의 ‘독서기록(reading history)’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관심 있을 만한 책들
을 추천해 주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독서정보를 포함한 개인적인 
정보들이 저장되고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
적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아직까지 독서성향과 학교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린이들에게 성
격에 맞는 맞춤형 도서를 선정․제공한 후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제공

성격유형별 맞춤형 추천도서 리스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선정하였다.  

첫째, 성격유형별 맞춤형 추천도서 리스트 작성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10개의 참여 
학교도서관에서 학년별 다대출도서 리스트와 권장도서 리스트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다대출
도서 리스트에 포함된 도서는 총 18,663권이었으며, 권장도서 리스트에 포함된 도서는 총 
1,609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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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격유형별 맞춤형 추천도서 리스트 제작 과정

둘째, 수집된 다대출도서 리스트과 권장도서 리스트를 통합하여 학년별로 각각 1개씩의 통
합 리스트를 구성하였으며, 통합된 리스트 내의 중복 도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중복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리스트에는 도서명 및 저자명을 MARC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동일 도서에 대한 도서명 및 저자명이 각 도서관 별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 도서 중복을 확인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도서명에서 권호 정보를 제거하고, 저자정보
에서 첫 번째 저자명만을 추출한 뒤 띄어쓰기를 제거하는 데이터 가공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중복 검사를 재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합된 도서 리스트 
내 도서 중복을 확인하고 리스트 내 중복도서 정보를 모두 제거하였다. 중복도서 제거 과정에
서는 다대출도서 리스트의 경우 동일 도서에 대한 각 학교별 대출 횟수를 통합하였으며, 권장
도서 리스트의 경우 각 도서를 권장한 수를 집계하여 표기하였다(<표 3> 참조).

가공 전 가공 후
예1

도서명 왜 왕따 시키면 안 되나요? v.14 왜왕따시키면안되나요?

저자명 채화영 지음;천필연 그림 채화영
예2

도서명 (어린이를 위한)청소부 밥 v.7 (어린이를위한)청소부밥
저자명 토드 홉킨스;레이 힐버트 

[공]원작;전지은 글;최수은 그림 토드홉킨스

<표 2> 중복 도서 제거를 위한 데이터 가공 예시 

셋째, 도서의 성격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통합 리스트를 기반으로 성격유형 분류대상 도
서 리스트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대출 도서 리스트를 기준으로 성격유형분류 및 독서
지도에 부적합한 도서를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읽었을 가능성이 높은 권장도서는 각 학교도서관 사서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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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도서명에서 한글이 포함되지 않는 원서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다대
출도서 리스트에서 대출횟수 순위가 상위인 500권의 도서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독서지도에 부적합한 만화, 전집 및 시리즈, 그림책 등을 <표 4>와 같이 제외하였다. 에니어
그램 일반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 사서로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표 5>의 성격유형별 도서 선별 기준을 적용하여 도서에 대한 성격유형에 대한 
분류를 실시하였다. 분류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5번 유형의 경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
는 내용과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성향에 부합하는 도서 선별기준과 유형
별 키워드인 ‘탐험, 추리, 탐정’을 반영하여 천문대 골목의 비밀을 배정하였다. 7번 유형의 
경우 놀기 좋아하고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과 ‘미지의 세계를 여행
하는 이야기를 선호’하는 도서선별기준 및 키워드 ‘여행’을 반영하여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배정하였다. 

학년 제외된 도서 수 부적합 도서 
제외 후 선정된 적합도서구분 도서 수

4학년
만화 53

156

전집 및 시리즈 122

그림책 22

기타 부적합도서 147

소계 344

5학년
만화 75

216

전집 및 시리즈 72

그림책 28

 기타 부적합도서 109

소계 106

6학년
만화 82

194

전집 및 시리즈 76

그림책 48

 기타 부적합도서 100

소계 306

<표 4> 성격유형 분류대상 도서리스트 구성을 위해 제외된 부적합 도서 정보  (단위 : 권)

중복도서 제외 전(A) 중복도서 수(B) 중복도서 제외 후(A-B)

다대출
도서

리스트

4학년 6,947 3,760 3,187

5학년 6,643 2,430 4,213

6학년 5,073 1,927 3,146

합계 18,663 8,117 10,546

권장
도서 리스트

4학년 448 36 412

5학년 533 110 423

6학년 548 156 392

합계 1,529 302 1,227

<표 3> 다대출도서 및 권장도서 리스트 통합  (단위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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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 성격유형별 도서 선별 기준 도서에서 추출한 키워드

가슴 
중심

2 

▪대인 관계가 좋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
▪등장인물이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인물
▪사랑과 우정을 소재로 한 책
▪헌신적인 인물이야기가 담긴 책 및 위인전

가족, 친구, 사랑, 우정, 왕따, 짝꿍, 선생님, 보살핌, 
감동, 장애, 용기, 평화, 도움, 배려, 효도

3

▪경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
▪자기계발과 연관된 책
▪시사, 교양, 상식 등의 실용적인 책
▪유능하고 성공한 인물이야기

자기계발, 능력, 성공, 정보, 효율, 유능, 과학, 경제, 
돈, 부자, 명예, 

4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예술 작품
▪외모나 능력이 뛰어난 주인공이 등장하는 책
▪독특한 심리가 잘 드러나는 책
▪개성이 강하고 특별한 인물이야기

아름다움, 우아함, 특별함, 외모, 능력, 개성, 예술, 자
기성찰, 내면심리 

머리
중심

5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내용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 추리, 탐정의 책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야기

상상, 호기심, 환상, 탐험, 추리, 탐정, 상식, 지혜, 교
양, 지식, 정보, 탐구, 논리, 분석, 사고, 비판

6
▪안전에 관한 이야기
▪환경을 주제로 하는 책
▪전통, 문화재, 역사를 주제로 하는 책

안전, 환경, 자연, 믿음, 칭찬, 성장, 책임감, 협력, 협
동, 

7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모험을 하거나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
▪행복한 결말의 책

모험, 판타지, 공상, 아이디어, 여행, 재미, 즐거움, 열
정, 흥미, 상상력, 환상, 신비로움, 호기심, 행복 

본능
중심

8

▪강인한 인물, 영웅이 주인공인 책 
▪전쟁 이야기, 인권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룬 책
▪의지, 투지, 역경 극복을 주제로 하는 책
▪영웅이나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야기

정의, 영웅, 리더십, 지도자, 도전, 의리, 고난, 역경, 
극복, 명예, 권력, 보호, 인권, 전쟁, 승리 

9
▪대인 관계가 좋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 
▪평화적인 성향의 인물이야기

평화, 이해, 공감, 고민, 상담, 개방, 도움, 양보, 중재,  
예의

1
▪권장도서, 추천도서, 필독도서
▪올바른 가치관, 윤리관을 주제로 하는 도서
▪사회 혁신을 주도한 인물이야기

예의, 지혜, 지식, 교양, 상식, 도덕, 양심, 비판, 윤리, 
가치관, 성실함, 질서, 정직, 개혁, 변화

<표 5> 성격유형별 도서 선별 기준

넷째, 작성된 성격유형 분류 대상 도서리스트를 대상으로 성격유형 분류를 수행하여 학년
별/성격유형별 맞춤형 추천 도서 리스트를 제작하였다. 성격유형 분류는 학년별 성격유형 분
류 대상 도서리스트 중 대출횟수 상위 150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류 과정에서 각각 
다른 줄거리가 서로 연결된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도서는 성격유형 분류가 어려우므
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성격유형별로 총 409권을 분류하였다(<표 6> 참조). 

다섯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류된 학년별 성격유형에 따른 맞춤형 추천 도서 리스트를 
각 학교로 전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년 및 성격유형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면 그 책을 구입
해서 학생들 개인에게 제공하고 독서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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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유형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1번 유형 23 17 17 57

2번 유형 23 24 19 66

3번 유형 21 18 21 60

4번 유형 11 11 9 31

5번 유형 13 12 11 36

6번 유형 7 4 10 21

7번 유형 18 18 17 53

8번 유형 8 8 16 32

9번 유형 17 18 18 53

합 계 141 130 138 409

<표 6>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도서 분류 결과 (단위: 권)

Ⅳ. 자료 분석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성격유형별 개인 맞춤형 도서 제공이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5

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 학생의 선정은 10개 초등학교 사서의 협조를 얻어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별 도서관
에서 독서동아리 학생 또는 학교별 1개 학급을 선정하여 그 반 학생을 모두 참여시키는 방법
으로 이루어졌다. 총 10개교 226명이 참여하여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하
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교별 참여 인원은 안화초등학교의 학생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당초가 16명으로 
가장 적었다. 학교별 평균 참여 인원은 22.6명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40.7%, 여학생이 
59.3%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46.0%, 5학년이 18.6%, 6학년이 
35.4%로 나타나 4학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학생들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조사한 결과, 2번 유형이 99명(43.8%)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는 7번 유형 35명(15.5%), 3번 유형 24명(10.6%), 9번 유형 22명(9.7%), 

5번 유형 21명(9.3%), 6번 유형 12명(5.3%) 순으로 나타났다. 8번 유형은 5명(2.2%), 1

번과 4번은 4명(1.8%)으로 나타나 해당 표본이 매우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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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구분 참여 학생 수
(명)

퍼센트

학교

곡정초 22 9.7%

능내초 28 12.4%

당동초 25 11.1%

대일초 19 8.4%

동백초 27 11.9%

명인초 19 8.4%

수영초 21 9.3%

안화초 29 12.8%

장안초 20 8.8%

초당초 16 7.1%

합계 226 100.0%

성별
남자 92 40.7%

여자 134 59.3%

합계 226 100.0%

구분 세구분 참여 학생 수
(명)

퍼센트

학년
4학년 104 46.0%

5학년 42 18.6%

6학년 80 35.4%

합계 226 100.0%

성격
유형

1번 유형 4 1.8%

2번 유형 99 43.8%

3번 유형 24 10.6

4번 유형 4 1.8%

5번 유형 21 9.3%

6번 유형 12 5.3%

7번 유형 35 15.5%

8번 유형 5 2.2%

9번 유형 22 9.7%

합계 226 100.0%

<표 7>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N=226)

2. 성격유형별 선호하는 도서의 종류

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읽는 책의 종류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고 즐겨 읽는 책의 종류를 다중 선택하게 하여 독서를 하도록 
한 후 성격 유형에 따른 다중선택 빈도분석을 하였다(<표 8> 참조). 동화․소설분야(71.6%)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역사․지리책(12.4%) 수학․과학책(11.1%), 위인전(10.7%), 동시․
시(5.3%), 백과사전(1.8%)순으로 나타났다. 

힘의 중심 가슴형 머리형 장형 전체성격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 1번 유형
응답수(명)
백분율(%)

111
(112.1) 

27
(112.5) 

4
(100.0) 

31
(147.6) 

12
(100.0) 

36
(105.9) 

5
(100.0) 

24
(109.1) 

4
(100.0) 

254
(112.9) 

동화․ 소설 73
(73.7) 

18
(75.0) 

4
(100.0) 

12
(57.1) 

9
(75.0) 

26
(76.5) 

4
(80.0) 

14
(63.6) 

1
(25.0) 

161
(71.6) 

역사․ 지리책 13
(13.1) 

2
(8.3) 

0
(0.0)

5
(23.8) 

1
(8.3) 

2
(5.9) 

0
(0.0)

4
(18.2) 

1
(25.0) 

28
(12.4) 

백과 사전 1
(1.0) 

0
(0.0)

0
(0.0)

2
(9.5) 

0
(0.0)

1
(2.9) 

0
(0.0)

0
(0.0)

0
(0.0)

4
(1.8) 

동시․ 시 3
(3.0) 

2
(8.3) 

0
(0.0)

3
(14.3) 

0
(0.0)

1
(2.9) 

0
(0.0)

3
(13.6) 

0
(0.0)

12
(5.3) 

위인전 12
(12.1) 

2
(8.3) 

0
(0.0)

3
(14.3) 

1
(8.3) 

3
(8.8) 

0
(0.0)

2
(9.1) 

1
(25.0) 

24
(10.7) 

수학․ 과학책 9
(9.1) 

3
(12.5) 

0
(0.0)

6
(28.6) 

1
(8.3) 

3
(8.8) 

1
(20.0) 

1
(4.5) 

1
(25.0) 

25
(11.1) 

<표 8> 가장 좋아하고 즐겨 읽는 책의 종류 (다중응답)  N=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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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유형별로 가장 좋아하고 즐겨 읽는 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슴형 중 협조자인 2번 유형은 동화․소설, 역사․지리책, 위인전, 수학․과학책 등 다양한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취가인 3번 유형은 다양한 책을 선호하였지만 선호하
는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예술가인 4번 유형은 모두 동화, 소설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머리형 중 관찰가인 5번 유형은 동화․소설, 수학․과학책, 역사․지리책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
으며 백과사전을 선호하는 학생이 다른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하고 지식을 탐
구하는 5번 유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충성가인 6번 유형은 동화․소설이외에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낙천가인 7번 유형은 동화․소설이외에 다양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의 경우 백과사전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없었다. 지도자인 8번 유형은 동화․
소설 이외에 수학․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명 뿐이었다. 중재자인 9번 유형의 경우 다양한 
책을 선호하고 있었다. 완벽가인 1번 유형은 선호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 성격유형별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

초등학생들에게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다중 선택하게 하여 프로젝트 수행 
후 성격 유형에 따른 다중선택 빈도분석을 하였다(<표 9> 참조). 친구․우정 분야가 75.7%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행복 분야가 58.0%, 지식 분야가 39.8% 순으로 나타났다. 

힘의 중심 가슴형 머리형 장형 전체성격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 1번 유형
응답수(명)
백분율(%)

393
(397.0)

83
(345.8)

10
(250.0)

86
(409.5)

51
(425.0)

117
(334.3)

16
(320.0)

84
(381.8)

15
(375.0)

855
(378.3)

도덕․양심 36
(36.4) 

8
(33.3) 

1
(25.0) 

11
(52.4) 

6
(50.0) 

6
(17.1) 

2
(40.0) 

8
(36.4) 

2
(50.0) 

80
(35.4) 

친구․우정 84
(84.8) 

16
(66.7) 

2
(50.0) 

13
(61.9) 

11
(91.7) 

23
(65.7) 

2
(40.0) 

18
(81.8) 

2
(50.0) 

171
(75.7) 

성공․돈 32
(32.3) 

6
(25.0) 

1
(25.0) 

11
(52.4) 

6
(50.0) 

14
(40.0) 

3
(60.0) 

7
(31.8) 

2
(50.0) 

82
(36.3) 

예술 34
(34.3) 

4
(16.7) 

2
(50.0) 

4
(19.0) 

2
(16.7) 

13
(37.1) 

1
(20.0) 

7
(31.8) 

1
(25.0) 

68
(30.1) 

지식 32
(32.3) 

7
(29.2) 

0
(0.0)

12
(57.1) 

6
(50.0) 

17
(48.6) 

5
(100.0)

8
(36.4) 

3
(75.0) 

90
(39.8) 

안전 33
(33.3) 

6
(25.0) 

1
(25.0) 

10
(47.6) 

3
(25.0) 

6
(17.1) 

0
(0.0)

8
(36.4) 

1
(25.0) 

68
(30.1) 

행복 64
(64.6) 

16
(66.7) 

0
(0.0)

11
(52.4) 

9
(75.0) 

16
(45.7) 

2
(40.0) 

11
(50.0) 

2
(50.0) 

131
(58.0) 

정의로움 36
(36.4) 

8
(33.3) 

1
(25.0) 

5
(23.8) 

4
(33.3) 

14
(40.0) 

1
(20.0) 

9
(40.9) 

1
(25.0) 

79
(35.0) 

평화 42
(42.4) 

12
(50.0) 

2
(50.0) 

9
(42.9) 

4
(33.3) 

8
(22.9) 

0
(0.0)

8
(36.4) 

1
(25.0) 

86
(38.1) 

<표 9> 성격유형별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 (다중응답)  N=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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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유형별로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가슴형 중 2번 유형은 사교적이고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성격의 특징을 가졌는데 조사결
과에서도 가장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를 친구․우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유형에 
비해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인 3번 유형은 친구․우정, 

행복, 평화에 대한 책, 예술가인 4번 유형은 예술, 평화를 가장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로 
응답하였다.

머리형인 5번, 6번, 7번 유형 모두 가장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는 친구․우정이라고 응답
하였다. 관찰가인 5번 유형은 친구․우정, 지식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6번 유형은 친구․우정, 

행복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선호하는 경향은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낙천가인 7번 유형은 친구․우정, 지식, 행복에 대한 주제를 선호하고 
있었다. 

장형 중 지도자인 8번 유형은 가장 관심 있고 읽고 싶은 주제는 지식, 성공․돈이라고 응답하
였다. 중재자인 9번 유형은 친구․우정, 행복, 정의로움, 평화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완벽가
인 1번 유형은 지식을 가장 선호하며 다양한 주제를 선호하고 있었으나 선호하는 경향은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성격유형별 학교행복감과 독서성향의 상관관계 분석

가. 측정 도구

 1) 학교행복감 척도

이 연구에서는 김종백과 김태은(2008)이 개발한 학교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 행
복감 척도는 친구관계, 교사관계, 환경만족, 자기효능감, 학습활동 즐거움, 심리적 안전의 6개 
하위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척도별 개념 정의와 각 문항의 특성은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친구관계 1,7,13,19’ 4 .774

교사관계 2, 8, 14, 20 4 .885

학습활동즐거움 5, 11, 17, 23 4 .833

자기효능감 4, 10, 16, 18 4 .821

환경만족 3, 9, 15, 21 4 .778

심리적 안전 6’,12’,22’,24’ 4 .763

※ ’ : 역채점 문항

<표 10> 학교행복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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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서성향 설문지

독서성향의 척도별 개념 정의와 각 문항의 특성은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
독서흥미 1, 2 2 .926

독서동기 3, 4, 5 3 .728

독서태도 6, 7, 8 3 .621

<표 11> 독서성향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나. 성격유형별 학교행복감과 독서성향의 관계 분석

 1) 학교행복감 하위요인 중 ‘친구관계’와 독서성향의 관계

학교행복감 요인 중 ‘친구관계’와 독서 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친구관계 문항은 ‘학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
를 나눌 수 있어서 학교 생활이 즐겁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밥 먹는 시간이 즐
겁다’, ‘학교에 아주 친한 친구가 없어서 학교생활이 재미없다’ 문항으로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 시간, 독서량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들은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친구관계

1번 유형 .167 .451 .252 .420 .485

2번 유형 .187 .348** .155 .147 .503**

3번 유형 .031 .053 .208 -.146 .436*

4번 유형 .369 .200 .175 .845 -.507

5번 유형 .643** .487* .397 .640** .682**,*

6번 유형 -.024 .489 .204 -.014 .671*

7번 유형 .054 .058 .004 .175 .554**

8번 유형 .746 .600 .839 .516 .969**

9번 유형 -.138 .182 .042 -.068 .529*

친구관계 문항 .183** .305** .175** .170* .537**

*p<.05 , **p<.01

<표 12> 친구관계와 독서성향과의 상관관계  N=226

성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행복감 요인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와 가장 많은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5번 유형으로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 시간, 독서량의 
3개 요인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이 2번 유형으로 학교행복감 요인 
중 친구관계와 독서동기, 독서량 3개 요인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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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6번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은 독서량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8번 유형은 독서량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 학교행복감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와 독서성향의 관계

학교행복감 요인 중 ‘교사관계’와 독서 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교사관계 문항은 ‘학교에는 나를 잘 알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좋다’, 
‘학교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기쁘다’, ‘담임선생님과의 대화가 즐겁다’, ‘담임선생
님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마움을 느낀다’ 문항으로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 시간, 독서량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들은 교사와 관계가 좋을수록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
간, 독서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교사관계

1번 유형 -.688 -.507 -.115 .577 -.302

2번 유형 .352** .349** .221* .217* .332**

3번 유형 -.073 -.095 .082 -.169 -.162

4번 유형 -.786 -.845 -.803 -.667 -.535

5번 유형 .460* .514* .232 .523* .600**

6번 유형 .030 .504 .127 -.143 .231

7번 유형 .028 .102 -.035 .135 .102

8번 유형 .751 .481 .859 .463 .733

9번 유형 .454* .710** .653** .360 .519*

교사관계 문항 .304** .348** .262** .225** .304**

*p<.05 , **p<.01

<표 13> 교사관계와 독서성향과의 상관관계  N=226

성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행복감 요인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에 가장 많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2번 유형으로‘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와 독서동기, 독
서태도, 독서시간 그리고 독서량 5가지 하위요인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이 5번 유형으로 학교행복감 요인 중 독서흥미와 독서동기 문항, 독서 시간 그리고 
독서량의 4개의 하위요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9번 유형은 독서흥미와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량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학교행복감 하위요인 중 ‘학습활동 즐거움’과 독서성향의 관계

학교행복감 요인 중 ‘학습활동 즐거움’과 독서 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학습활동 즐거움 문항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 ‘수업시간에 여러 과문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롭다’, ‘수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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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것들이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어
서 학교생활이 즐겁다’ 문항으로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 시간, 독서량과 모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학습활동이 즐거울수록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학습활동 즐거움

1번 유형 .132 .683 .867 .333 -.577

2번 유형 .526** .551** .334** .240* .591**

3번 유형 .210 .279 .542** .079 .630**

4번 유형 .369 .429 .361 .507 -.845

5번 유형 .537* .531* .269 .471* .799**

6번 유형 .015 .305 .505 .121 .475

7번 유형 .312 .423* .230 .251 .665**

8번 유형 .306 .760 .364 .326 .752

9번 유형 .400 .702** .497* .184 .641**

학습활동 즐거움 문항 .464** .554** .402** .262** .636**

*p<.05 , **p<.01

<표 14> 학습활동 즐거움과 독서성향과의 상관관계  N=226

성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행복감 요인의 하위요인인 ‘학습활동 즐거움’과 가장 많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2번 유형으로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와 독서동
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그리고 독서량 5가지 하위요인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이 5번 유형으로 학교행복감 요인 중 독서흥미와 독서동기 문항, 독서 시간 
그리고 독서량의 4개의 하위요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9번 유형은 독서
동기, 독서태도, 독서량의 3개의 하위요인, 7번 유형은 독서동기와 독서량의 2개 하위요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4) 학교행복감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독서성향의 관계

학교행복감 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독서 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5>와 
같다. ‘자기효능감’문항은 ‘학교에서 내게 주어지는 과제나 일을 정해진 시간에 잘 마치는 내
가 만족스럽다’, ‘공부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이 뿌듯하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하는 내 모습이 대견하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문항으로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 
시간, 독서량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을 느낄수록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
서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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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자기효능감

1번 유형 -.865 -.212 .547 .949 .677

2번 유형 .445** .565** .320** .333** .593**

3번 유형 .404 .416* .420* .065 .487*

4번 유형 .124 -.080 -.097 .707 -.236

5번 유형 .527* .505* .403 .341 .563**

6번 유형 .576 .472 .348 -.048 .399

7번 유형 .141 .322 .326 .020 .405*

8번 유형 .547 .520 .693 .281 .956*

9번 유형 .534* .849** .660** .459* .797**

자기효능감 문항 .436** .554** .435** .277** .583**

*p<.05 , **p<.01

<표 15> 자기효능감과 독서성향과의 상관관계  N=226

성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행복감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가장 많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2번과 9번 유형으로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와 독서
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그리고 독서량의 5개 하위요인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그 다음이 3번으로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그리고 독서량의 3개 하위요인
이, 5번 유형은 학교행복감 요인 중 독서흥미와 독서동기 문항, 독서량의 3개의 하위요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9번 유형은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량의 3개의 하위
요인, 7번과 8번 유형은 독서량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5) 학교행복감 하위요인 중 ‘환경만족’과 독서성향의 관계

학교행복감 요인 중‘환경만족’과 독서 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6>과 같
다. 환경만족 문항은 ‘학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좋
다’, ‘학교에는 운동장과 같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즐겁다’, ‘학교에는 친구
들과 앉아서 쉴 곳이 여기 저기 있어서 좋다’, ‘우리 학교는 곳곳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기
분이 좋다’ 문항으로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량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환경에 만족할수록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만족’과 ‘독서시간’과
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행복감 요인의 하위요인인 ‘환경만족’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2번과 9번 유형이다. 2번 유형은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
흥미와 독서동기, 독서량의 3개 하위요인, 9번 유형은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량의 3개 하
위요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이 3번 유형으로 독서태도, 독서량
의 2개 하위요인이, 5번 유형은 독서흥미와 독서량의 2개 하위요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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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환경만족

1번 유형 .609 .766 .271 .090 .000

2번 유형 .311** .380** .131 .109 .635**

3번 유형 .370 .287 .417* .078 .491*

4번 유형 .139 .200 .126 .367 -.692

5번 유형 .436* .389 .133 .256 .718**,*

6번 유형 -.253 .067 .264 -.173 .473

7번 유형 .092 .129 -.071 .122 .603**

8번 유형 -.321 .549 -.250 -.165 .261

9번 유형 .332 .614** .457* .151 .722**

환경만족 문항 .292** .366** .204** .124 .616**

*p<.05 , **p<.01

<표 16> 환경만족과 독서성향과의 상관관계  N=226

 

 6) 학교행복감 하위요인 중 심리적 안전과 독서성향의 상관관계

학교행복감 요인 중 심리적 안전 문항을 역채점한 결과와 독서 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심리적 안전 문항은 ‘학교에 있으면 신경 쓸 일이 많아 피곤함을 
느낀다’, ‘학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종종 우울할 때가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
르게 수업시간에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나를 자주 상상한다’, ‘학교에서 많은 일이나 
숙제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가 많다’ 문항으로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 시
간, 독서량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심리적으
로 안전하도록 느낄수록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
서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시간 독서량

심리적 안전
(역 채점)

1번 유형 -.513 -.076 .258 .775 .894

2번 유형 .414** .406** .183 .362** .380**

3번 유형 .287 .354 .262 -.023 .217

4번 유형 .327 .181 .147 .802 -.535

5번 유형 .653** .268 .182 .325 .484**

6번 유형 .168 -.058 .223 -.051 .036

7번 유형 .052 .112 .103 .016 .225

8번 유형 .384 .564 .476 .269 .590

9번 유형 .432* .429* .460* .306 .189

심리적 안전 문항 .365** .334** .233** .249** .330**

*p<.05 , **p<.01

<표 17> 심리적 안전과 독서성향과의 상관관계  N=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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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행복감 요인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안전’과 가장 많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2번으로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와 독서동기, 독서
시간, 독서량의 4개 하위요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9번 유형은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의 3개 하위요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이 5번 
유형으로 독서흥미, 독서량의 2개 하위요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초등학생의 독서태도 변화 분석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를 하고, 성격유형에 맞는 
도서를 제공한 후 학생들이 독서하는 태도를 보면서 교사와 사서가 관찰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가. 학생 독서지도에 대한 고민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그동안 책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수 있을 것인가와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 및 수준과 맞지 않은 독서를 하는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를 위해 학교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책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책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다는 점이다. 또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해 인지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 및 수준과 맞지 않은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힐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교사 A)

나.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반응

처음에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반응이 거의 없었는데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 결과 자
신에 해당하는 성격유형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자신과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
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성격유형 검사가 진로 지도와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성격유형 검사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검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
왔다. 또한 학생 개인별 성격유형에 맞는 도서를 추천․제공해 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반응에 가까웠다. 학습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가져서일까? 하지만 성격유형 검사 후 자신

의 유형에 대해 읽으며 자신과 맞는 부분이 많아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교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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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제일 신기했던 것은 유형검사를 하고 자신의 성격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은 

성격이 자신과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며 성격검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교사 C)

“성격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와서 신기했어요. 선택한 책은 사실 두꺼운 책을 기대했는데, 얇은 책이 

와서 좀 그랬지만, 그래도 무척 재미있었어요. 성격도 알고 책도 받고 선물도 받고 좋았어요.” (학생 A)

아이들이 평소 자신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없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몇 가지 유형에 

자신들이 속하는지 알 수 있어서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검사결과지를 사서 선생님께서 모두 

프린트해주셔서 교사가 생활 지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읽어볼 수도 

있어 좋았다.  (교사 D)

검사결과를 부모님에게 보내드렸는데, 방문하여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학부모, 전화로 문

의하는 학부모, 성격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다는 학부모 등 여러 학부모들이 에니어그램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교사 D)

다.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제공한 후 학생의 독서태도 변화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를 제공한 후 학생의 독서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첫째, 자신의 성격에 맞는 책을 처방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학생들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검사하고 자신에게 맞는 책을 처방해 준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책보다 훨씬 더 재미
있게 읽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평소에 독서를 즐기지 않거나 책 읽기를 싫어했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책을 능동적으로 읽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검사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나에게 맞는 책을 처방해 준다는 것도 호기심이 있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책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읽었어요.  (학생 B)

그냥 책이 아닌 제 성격에 맞는 책을 직접 골라서 독서에 대한 흥미가 생겼어요.  (학생 C)

이 학생은 성취하는 사람의 유형인 3번 유형이었다. 레모네이드 전쟁이라는 책을 처방받았는데 

평소 책 읽기를 싫어했던 아이였지만 제일 먼저 책을 읽고 와서 놀라게 한 아동이었다.  (사서 A)

자기 성향에 맞는 책을 처방해 준다는 사실이 호기심을 자극하여 좋았고, 평소 책 읽기 싫어하던 

아동들도 잘 따라와 주어 독서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서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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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책을 읽기 시작하니 책에 대한 호감도가 다시 높아지는 고학년을 보게 되어 도서 제공 방법

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교사 F) 

둘째,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하게 나온 친구들의 책을 함께 바꿔 읽기도 하면서 다양한 
책에 접하는 노출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다. 추천해 준 책의 주인공이 자신과 비슷한 생
각을 하고 있어서 신기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점심시간에 도서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애니어그램 2번) 학생은 무너진 교실을 이야기하며 

자신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주인공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신기했다고 말했다.  (사서 C)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하게 나온 친구들의 책을 함께 바꿔서 읽기도 하여 다양한 책에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교사 A)

빨리 읽은 아이들은 서로 책을 교환해 읽기도 하며 한층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교사 C)

처음에는 30분만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다음 이야기하고 결말이 보고 

싶어서 계속 끝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학생 E) 

셋째, 책을 평소에 즐겨 읽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과 다른 성격유형의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책들을 모두 읽고 싶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즐겨 하지 않은 학생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사전테스트에 임했으며 주어진 책을 

능동적으로 읽은 후, 다른 유형의 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심과 그 책들을 모두 읽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서 D)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 제공이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2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성향과 학교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검사하고 
성격유형에 맞는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였다. 

첫째, 독서성향과 학교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들은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습활동이 즐거울수록,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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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독서성향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
도, 독서시간, 독서량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환경에 만족할수록 독서성향
의 하위요인인 독서흥미,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만족’과 ‘독서시간’과는 관계가 없었다.  

둘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검사하고 성격유형에 맞는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여 그 효과
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책을 처방해준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호기
심을 자극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 유형과 비슷
하게 나온 친구들의 책을 함께 바꿔 읽기도 하면서 다양한 책에 접하는 노출되는 기회가 제공
될 수 있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성격유형의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책들을 모두 읽고 싶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제공했는데 앞으로 성격의 유형별 단점
을 보완할 수 있는 도서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성격유형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통합의 방향을 권장하고,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자신
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 제공이 많은 학교에 확대 실시되었으면 한다. 학교도서관
에서도 초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여 성격유형별로 서가에 배치하여 제공한
다면 어린이들의 독서흥미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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