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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설문지와 자유만다라 그리기를 이
용하여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충남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version을 이용하여 χ2 test, t-test, ANOVA 및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만다라는 Fincher(1991), Kellogg(1977), 정여주(2001)의 만다라 분석방식과 
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였고 분석기준 구성체계의 적절성과 명확성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인이 평가기준 항목 
및 그림을 보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압도색의 경우 사고형에서, 명암의 경우 본능형에서, 일원
상의 만다라 형태의 경우 사고형과 감정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입생 시기부터 
간호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보완해 갈 수 있는 과정을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에니어그램∣만다라∣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using 
an Enneagram questionnaire and drawing a free mandala. The subjects were 127 students from a 
nursing university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6 to 
November 13, 2020 and analyzed using χ2 test, t-test, ANOVA, and Scheffé test with SPSS ver.25.0. 
Mandala analysis method and evaluation criteria of Mandala referred to the Fincher(1991), Kellogg(1977), 
and Jeong Yeo-ju(2001), and a total of three people discussed the adequacy and clarity of the analysis 
criteria composition syst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inking type in the case of overwhelming 
color, the instinct type in the case of light and dark, and the thinking type and emotion type in the 
case of the Great mandala.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ne's 
personality type in the nursing education process from the freshman year, identify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provide a process that can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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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높은 취업률 때문에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비율
이 증가하고 있다[1]. 간호대학생은 청소년기 후기와 초
기 청년기의 과도기적 단계이며, 전공 이론 습득 뿐만 
아니라 국가고시에 대한 압박감[2], 실제 병원이라는 낯
선 임상 실습현장에의 노출 및 환자와 직접 대면 등 높
은 스트레스[3]로 인해 학업과정에서의 부적응을 경험
하며 이는 중도 탈락이나 졸업 후 전공 포기[4], 취업 
후 잦은 이직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간호학 전공 
탈락률은 전체 재적 학생 대비 2018년 2.66%에 비해 
2020년 2.8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5].

대학 생활에서의 성공 여부가 향후 전문 직업인으로
서의 자기 주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며, 임상실습에서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간
호대학생의 자신감과 자존감 등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성장과 함께 대상자의 건강, 삶의 질, 만족감 및 빠른 
회복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6-8]. 또한 간호대
학생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환자와 긍정적 관계를 맺
으며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고, 간호의 예술적 측면과 
돌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9].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중요한 치료
적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이해가 가장 필수적이
고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이해를 통해 자기인식을 높임
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에니어그램은 이러한 과정
을 돕는 방법 중 하나이다[10].

에니어그램(Enneagram)은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설명하는 심리학적 유형론으로 의식의 균형과 조화로
운 자기발견을 위한 도구로써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돕
고[10-11],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자기성찰 및 원만
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12]. 이미 여러 연구에서 에니어그램을 통한 간호
대학생의 자기탐색 및 자기이해가 자아정체감과 대인
관계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1-15]. 국내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으로 
9번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다수 보고되었으며[15-20], 
평화주의자 9번 유형은 갈등을 회피하고 강한 인내심
을 보이며 수용적인 태도로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성격으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강한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 간호사 업무적 특징과 부합된다[17].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건강증진
행위[16], 간호전문직관, 창의적 리더십, 간호진로분야 
선호도[17], 취업불안, 외모 만족도 및 자기표현성[18],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기술[19], 자아존중감과 대인
관계[11], 정서지능, 방어기제와 대인돌봄행위[20], 의
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21] 및 에
니어그램 활용 자기이해 기반 돌봄역량 강화 프로그램 
효과[13]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만다라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동그라미 안의 
색칠하기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식적인 억
제를 줄이고 내적 정신의 깊이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22][23],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여 자기정체성 형성
과 자기인식을 돕는다[24]. 또한 만다라 상징은 무의식
의 리비도를 변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25]. 

이러한 만다라 작업을 통해 인간 성격의 특성 확인이 
가능하고[24-26], 자기이해(상징과 시각적 표현을 통한 
자기이해와 창조성), 자기본질(만다라의 고유성), 타인
이해(긍정적 관계경험과 상호작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
를 가진다[27]. 또한 자기실현, 독특한 정체감 등을 생
성하여 총체적인 인격을 지향하게 하고[28], 스트레스 
감소, 자아상 및 희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9][30], 사회적 불안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도모한다[24][31][32]. 

Kellogg는 만다라 그림을 통해 스스로 치유를 경험
한 후, 임상현장에서 만다라의 상징을 연구하여 융의 
관점에 따라 전체 인생주기에서 만다라가 의식적 자아
와 자기의 역동적 관계를 반영하는 패턴을 가진다고 보
았다[33]. 따라서 자아구조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을 때 
만다라에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다.

일반대학생 대상으로 5요인 성격특성과 만다라의 상
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34], 간호대학생 대상으
로 교류분석의 성격특성인 에고그램과 만다라를 통한 
청년기 여대생의 자아의식 분석[35],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36] 등이 보고되었으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과 만다라 특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전문적인 
간호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특성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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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해하여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적 
문제가 학과 탈락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심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각, 감정 
및 행동에 대해 언어화된 설문지로 성격유형을 측정하
는 에니어그램과 비언어적 활동으로 색칠하기를 통해 
무의식적 메시지가 담긴 만다라의 상징적 관계를 분석
하는 일은 실증적인 의미와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심리
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만다라의 
치유적인 힘은 부조화 속 삶과 개인 내면에 생기는 스
트레스와 병리적 사고를 완화시켜주고, 심리적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정신세계의 표현이다. 궁
극적으로 만다라를 그리게 되면 자기성장이나 정신적․
신체적 이완과 치료를 위한 것이든 교육적 차원이든 균
형잡힌 만다라의 구조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
끼게 되어 간호대학생이 자기중심을 찾는 과정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과 만다라의 특성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
한 대학생활과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설문지와 

자유만다라 그리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만다라에 나타난 자아의 상징적 의미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IRB DKU 2020-09-017) 충남 일개 간호대
학 재학생 중 본인이 참여를 동의한 간호대학생 총 12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계산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90명으로 제시된 것에 근거하였다. 

3. 연구도구 
3.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이던스의 EPDI(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Indicator Profile)[37]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9
가지 유형으로 각 유형 간의 균형있는 발달 여부를 원
의 모양을 통해 가시화하여 볼 수 있으며, 힘의 중심에 
따라 사고중심, 감정중심, 본능중심의 3유형으로 분류
한다. 또한 욕구 충족방식에 따라 호니비언 그룹의 공격
형, 순응형, 위축형으로, 갈등 대처방식에 따라 하모닉 그
룹으로 긍정형, 능력형, 반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성인용 EPDI의 각 성격유형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702 ~ .795 사이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02 ~ .816 으로 나타났다. 

3.2 만다라 
만다라는 Fincher(1998)의 만다라 제작 방법을 기준

으로 원(170mm)이 그려진 A4 용지(210X297mm)와 
12색(빨강, 주황, 노랑, 연주황, 분홍, 밝은 파랑, 파랑, 
연두, 녹색, 갈색, 보라, 검정) 색연필을 이용하여 명상
을 통해 떠오르는 색, 이미지, 내용 등을 자유롭게 그리
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
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일반적 특성과 에니어
그램 성격유형 설문지를 제공하고, 이후 원(170mm)이 
그려진 A4 용지(210X294mm)와 12색 색연필을 제공
하여 명상 후 자유롭게 색칠하도록 하였다. 색칠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만다
라 그리기를 완성한 후 제목을 붙이도록 하고, 느낌 나
누기를 한 후 설문지와 함께 직접 수거하였다. 총 배부
된 설문지는 127부로 회수율 100%였으며, 이 중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14부를 제외한 113부(88.9%)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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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 석사를 전공하
여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관련 학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수련과정 
및 활동을 하였고 일개 대학상담센터를 통해 일반대학
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일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에서 자원봉사로 2
년간 미술요법을 담당하였다. 현재 한국에니어그램협회 
소속 2급 강사(자격번호 2020-2급 강사 031)로 관련 
학회를 통해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만다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χ2 
test, t-test, ANOVA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만다라의 분석기준은 Fincher(1991), Kellogg(1977), 
정여주(2001)의 만다라 분석방식과 평가 기준 등을 참
고하였고, 분석기준 구성체계의 적절성 및 명확성을 논
의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미술치료 전공의 석사학위 소
지자 2인을 평정자로 하여 총 3인이 평가기준 항목 및 
그림을 보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분석자간 일치
도는 r=0.631~0.755 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만다라의 특성은 색채(중심부 색, 압도색, 색의 명암, 
색의 수), 내용(소재, 주제), 공간 및 형태(원외 사용, 공
간의 강조영역, 주로 사용한 선, 일원상의 만다라)로 구
성 및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기준은 [표 1]과 같다.

분석지표 분석준거

색
채

중심색 ① 청색 ② 적색 ③ 황색 ④ 백색(여백) ⑤ 흑색
압도색 ① 청색 ② 적색 ③ 황색 ④ 백색(여백) ⑤ 흑색
명암 ① 진하게 ② 흐리게 ③ 혼합 ④ 칠하지 않음 

색의 수 ① 1-3개 ② 4-6개 ③ 7-9개 ④ 10개 이상

내
용

소재 ① 자연 ② 인공물 ③ 나 ④ 사람 ⑤ 동물 
⑥ 기하도형

주제 ① 감성 ② 공상 ③ 경험 ④ 자연 ⑤ 계절, 날씨 
⑥ 인공물 ⑦ 동물 ⑧ 식물

공
간

및
 
형
태

원외사용 ① 유 ② 무

강조영역 ① 왼쪽아래 ② 왼쪽위 ③ 오른쪽 아래 ④ 오른쪽 위 
⑤ 중앙 ⑥ 복합

주요선 ① 직선 ② 곡선 ③ 복합

일원상

① 공백 ② 낙원 ③ 미로 혹은 나선형 ④ 시작 ⑤ 과녁 
⑥ 이율배반적 분리/용과의 투쟁 ⑦ 원 속의 사각형 
⑧ 기능하는 자아 ⑨ 투명화 단계 ⑩ 죽음의 문 ⑪ 분열 
⑫ 신성력적인 무아지경

표 1. 만다라 분석기준

Ⅲ. 연구결과

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2유형 40명(35.4%)으로 가

장 높게 분포하였고, 다음으로 6유형 21명(18.6%), 3유
형 19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힘의 중심에 따라 감
정형 66명(58.4%), 사고형 36명(31.9%), 본능형 11명
(9.7%) 순으로 나타났다[표 2].

구분 n(%)

에니어그램
기본유형

2 유형 40(35.4)
3 유형 19(16.8)
4 유형  7( 6.2)
5 유형 12(10.6)
6 유형 21(18.6)
7 유형  3( 2.7)
8 유형  1( 0.9)
9 유형  9( 8.0)
1 유형  1( 0.9)

힘 중심 유형
사고형(5,6,7유형) 36(31.9)
감정형(2,3,4유형) 66(58.4)
본능형(8,9,1유형) 11( 9.7)

호비니언그룹
주장형(3,7,8 유형) 23(20.4)
순응형(1,2,6 유형) 62(54.9)
위축형(4,5,9 유형) 28(24.8)

하모닉그룹
긍정형(9,2,7 유형) 52(46.0)
능력형(8,1,5 유형) 32(28.3)
반응형(6,4,8 유형) 29(25.7)

표 2.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n=113)

2. 만다라 특성 
색채 특성에서 중심부 색은 ‘청색’ 35명(31.0%), ‘황

색’ 24명(21.2%), ‘적색’ 22명(19.5%) 순으로 나타났고, 
압도색은 ‘청색’ 40명(35.4%), ‘적색’ 28명(24.8%), ‘황
색’ 26명(23.0%) 순으로 나타났다. 색의 명암은 ‘연하
게’ 76명(67.3%)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사용한 
색의 수는 평균 5.59개를 사용하였으며 범주로는 ‘4~6개’ 
38명(33.6%), ‘1~3개’ 37명(32.7%)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 특성에서 소재는 ‘자연’ 41명(36.3%), ‘인공물’ 
32명(28.3%), ‘기하도형’ 24명(21.2%) 순으로 나타났
으며, 주제는 ‘경험’ 36명(31.9%), ‘자연’ 23명(20.4%), 
‘감성’ 19명(16.9%) 순으로 분포하였다. 

공간 및 형태 특성에서 ‘원외 사용’은 8명(7.1%)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간은 ‘중앙’ 43명(38.1%)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은 ‘복합’ 사용이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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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상의 만다라는 
‘분열’ 30명(26.5%)이 가장 높게 분포하였고, ‘공백’과 
‘이율배반적 분리/용과의 투쟁’이 각 14명(12.4%), 낙
원 11명(9.7%) 순으로 나타났다[표 3]. 

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만다라 특성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만다라 

특성은 색채, 내용, 공간 및 형태로 구성하여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만다라의 색채 특성에서 대상자가 만다라를 그
릴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심색
과 관심의 정점을 나타내는 압도색의 경우 청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에니어그램 사고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3.716, p=.007),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현재나 과거의 상태를 의미하
는 명암의 경우 본능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3.945, p=.010), 혼합과 여백의 N수가 
각각 1로 최소기준 2에 미달하여 사후검증이 실시되지 
않았다. 

둘째, 만다라의 내용 특성에서 소재의 경우 사고형은 
자연, 감정형은 나, 본능형은 기하도형이 가장 높게 분
포하였고, 주제의 경우 사고형은 자연과 감성, 감정형은 
공상, 본능형은 감성이 높게 분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만다라의 공간 및 형태 특성에서 사고형과 감
정형은 원외 사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능형은 
원외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강조영역의 
경우 사고형은 오른쪽 아래, 감정형은 왼쪽 아래, 본능
형은 오른쪽 아래와 복합적 표현이 높게 분포하였고, 
선의 경우 사고형은 복합적인 선, 감정형은 직선, 본능
형은 곡선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일원상의 만다라 형태의 경우 사고형(F=1.903, 
p=.047), 감정형(F=2.527, p=.007)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n(%) 비고

색채

중심색

청색 35(31.0)
적색 22(19.5)
황색 24(21.2)
백색(여백) 14(12.4)
흑색 18(15.9)

압도색

청색 40(35.4)
적색 28(24.8)
황색 26(23.0)
백색(여백) 7( 6.2)
흑색 12(10.6)

명암

진하게 35(31.0)
연하게 76(67.3)
혼합 1(  .9)
여백 1(  .9)

색의 수

1-3 37(32.7)
Mean ± SD
5.59 ± 3.29

4-6 38(33.6)
7-9 21(18.6)
10개 이상 17(15.0)

내용

소재

자연 41(36.3)
인공물 32(28.3)
나 5( 4.4)
사람 3( 2.7)
동물 8( 7.1)
기하도형 24(21.2)

주제

감성 19(16.9)
공상 16(14.2)
경험 36(31.9)
자연 23(20.4)
계절, 날씨 2( 1.8)
인공물 8( 7.1)
동물 5( 4.4)
식물 4( 3.5)

공간
 및
형태

원외사용 유 8( 7.1)
무 105(92.9)

강조영역

왼쪽 아래 8( 7.1)
왼쪽 위 8( 7.1)
오른쪽 아래 15(13.3)
오른쪽 위 10( 8.8)
중앙 43(38.1)
복합 29(25.7)

주요선
직선 14(12.4)
곡선 30(26.5)
복합 69(61.1)

일원상
만다라

공백 14(12.4)
낙원 11( 9.7)
미로 혹은 나선형 3( 2.7)
시작 10( 8.8)
과녁 5( 4.4)
이율배반적 분리/
용과의 투쟁 14(12.4)

표 3. 간호대학생의 만다라 특성                       (n=113) 

원 속의 사각형  7( 6.2)
기능하는 자아  4( 3.5)
투명화 단계  6( 5.3)
죽음의 문  3( 2.7)
분열 30(26.5)
신성력적인 무아지경  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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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사고형 감정형 본능형
M±SD t/F(p) M±SD t/F(p) M±SD t/F(p)

색
채

중
심
색

청색 35(31.0) 5.62±0.49 .361(.836) 5.40±0.49 .256(.906) 5.97±0.16 2.240(.069)
적색 22(19.5) 5.77±0.42 5.45±0.50 5.77±0.42
황색 24(21.2) 5.70±0.46 5.37±0.49 5.91±0.28
백색 14(12.4) 5.64±0.49 5.35±0.49 6.00±0.00
흑색 18(15.9) 5.66±0.48 5.50±0.51 5.83±0.38

압
도
색

청색a 35(31.0) 5.75±0.43 3.716(.007)* 5.35±0.48 2.160(.078) 5.90±0.30 .418(.795)
적색b 22(19.5) 5.50±0.50 5.57±0.50 5.92±0.26
황색c 24(21.2) 5.84±0.36 5.26±0.45 5.88±0.32
백색d 14(12.4) 5.28±0.48 5.71±0.48 6.00±0.00
흑색e 18(15.9) 5.75±0.45 5.41±0.51 5.83±0.38

명
암

진하게a 35(31.0) 5.77±0.42 1.029(.383) 5.37±0.49 .824(.483) 5.85±0.35 3.945(.010)*

연하게b 76(67.3) 5.63±0.48 5.43±0.49 5.93±0.24
혼합c  1( 0.9) 6.00 5.00 6.00
여백d  1( 0.9) 6.00 6.00 5.00

색
의
수

1-3 37(32.7) 5.75±0.43 1.548(.206) 5.32±0.47 1.118(.345) 5.91±0.27 .294(.830)
4-6 38(33.6) 5.71±0.45 5.42±0.50 5.86±0.34
7-9 21(18.6) 5.66±0.48 5.42±0.50 5.90±0.30
10개 이상 17(15.0) 5.47±0.51 5.58±0.50 5.94±0.24

내
용

소
재

자연 41(36.3) 5.73±0.44 1.090(.370) 5.36±0.48 .756(.583) 5.90±0.30 1.102(.364)
인공물 32(28.3) 5.71±0.45 5.46±0.50 5.81±0.39
나  5( 4.4) 5.40±0.24 5.60±0.54 6.00±0.00
사람  3( 2.7) 6.00±0.00 5.00±0.00 6.00±0.00
동물  8( 7.1) 5.50±0.53 5.50±0.53 6.00±0.00
기하도형 24(21.2) 5.62±0.49 5.41±0.50 5.95±0.20

주
제

감성 19(16.9) 5.78±0.41 1.757(.104) 5.26±0.45 1.409(.210) 5.94±0.22 .496(.836)
공상 16(14.2) 5.43±0.51 5.68±0.47 5.87±0.34
경험 36(31.9) 5.75±0.43 5.38±0.49 5.86±0.35
자연 23(20.4) 5.78±0.42 5.34±0.48 5.86±0.34
계절, 날씨  2( 1.8) 6.00±0.00 5.00±0.00 6.00±0.00
인공물  8( 7.1) 5.50±0.53 5.50±0.53 6.00±0.00
동물  5( 4.4) 5.40±0.54 5.60±0.54 6.00±0.00
식물  4( 3.5) 5.50±0.57 5.50±0.57 6.00±0.00

공
간

및

형
태

원외
사용

유  8( 7.1) 5.50±0.53 -1.005(.345) 5.50±0.53 .464(.655) 6.00±0.00 .959(.340)
무 105(92.9) 5.69±0.46 5.40±0.49 5.89±0.30

강
조
영
역

왼쪽 아래a  8( 7.1) 5.25±0.46 2.295(.050) 5.75±0.46 1.601(.166) 6.00±0.00 .894(.488)
왼쪽 위b  8( 7.1) 6.00±0.00 5.12±0.35 5.87±0.35
오른쪽 아래c 15(13.3) 5.73±0.45 5.33±0.48 5.93±0.25
오른쪽 위d 10( 8.8) 5.70±0.48 5.30±0.48 6.00±0.00
중앙e 43(38.1) 5.69±0.46 5.46±0.50 5.83±0.37
복합f 29(25.7) 5.65±0.48 5.41±0.50 5.93±0.25

주
요
선

직선 14(12.4) 5.50±0.51 1.758(.177) 5.64±0.49 1.925(.151) 5.85±0.36 .325(.723)
곡선 30(26.5) 5.63±0.49 5.43±0.50 5.93±0.25
복합 69(61.1) 5.73±0.44 5.36±0.48 5.89±0.30

일
원
상

만
다
라

공백a 14(12.4) 5.85±0.36 1.903(.047)* 5.28±0.46 2.527(.007)* 5.85±0.36 1.514(.138)
낙원b 11( 9.7) 5.72±0.46 5.36±0.50 5.90±0.30
미로 혹은 나선형c  3( 2.7) 5.33±0.57 5.66±0.57 6.00±0.00
시작d 10( 8.8) 5.80±0.42 5.30±0.48 5.90±0.31
과녁e  5( 4.4) 6.00±0.00 5.20±0.44 5.80±0.44
이율배반적 분리/
용과의 투쟁f 14(12.4) 5.71±0.46 5.28±0.46 6.00±0.00

원 속의 사각형g  7( 6.2) 6.00±0.00 5.00±0.00 6.00±0.00
기능하는 자아h  4( 3.5) 5.50±0.57 5.50±0.57 6.00±0.00
투명화 단계i  6( 5.3) 5.50±0.54 6.00±0.00 5.50±0.54
죽음의 문j  3( 2.7) 6.00±0.00 5.00±0.00 6.00±0.00
분열k 30(26.5) 5.53±0.50 5.56±0.50 5.90±0.30
신성력적인 무아지경l  6( 5.3) 5.33±0.50 5.66±0.51 6.00±0.00

*p<.05 

표 4.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만다라 특성                                                            (n=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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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만다라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2유형 
40명(35.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힘의 중
심에 따라 감정형 66명(58.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유형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선
행연구[2][11][16][17][19][20]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2
유형(47.66%)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38]와 일치하였
으며, 힘의 중심에 따라 본능형, 감정형, 사고형 순으로 
나타난 기존의 선행연구[19][20]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감정형 64.84%, 사고형 31.25%, 본능형 3.91% 순으로 
나타난 최근의 선행연구[21][38]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17, 19]의 경우 2유형이 각각 
21.8%, 22%로 나타난 것을 비교할 때 2유형 학생들이 
20여 년 동안 점차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유형
은 봉사자로서 공감을 잘하고, 연민이 많으며 사람들을 
보살피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유형으로 타인과의 감정
적인 교류가 유연하며 마음이 따뜻한 성격특성을 갖고 
있어[17] 타인을 돕는 간호직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
하여 간호직무 분야에서 단순반복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환자와의 공감,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정서, 
감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해결,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이 요구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감정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취업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18], 입학 시점부터 자신의 성격
유형 파악을 통해 강점 및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위
한 일련의 과정들을 제시한다면 학과의 부적응이나 취
업 후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전문
직 발전을 위해 개인적이고도 간호 조직적인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간호사로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전문직 간호수행에 앞서 감정형 
66명(58.4%)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변화의 경로와 관련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만다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색채 

특성의 경우 그림을 그릴 당시 대상자에게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중심부과 대상자의 관심의 정점을 나타내는 
압도색은 청색이 높게 나타났다. 색의 명암은 연한 색
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색은 평균 5.59개를 사용
하였고, 4~6개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중심색으로 검정색이 가장 
높게 분포하였던 선행연구[34][35]와 대상은 다르지만 
중심색으로 적색이 많이 나타난 선행연구[23]의 결과와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다라 그림에서 색
채는 그리는 사람의 개성과 심리상태 즉 당시의 기분상
태나 정신상태를 밝혀주며, 현재나 과거의 문제와 연관
된 감정을 나타낸다[35]. 본 연구에서 중심색과 압도색
으로 가장 많이 표현된 청색은 한국의 오방색 중 하나
로 음의 색으로서 오행사상에서 봄을 상징함에 따라 창
조, 불멸, 신생, 초월, 지양을 상징하고 주술적 의미와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다. 평화, 평온, 용기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예로부터 하늘의 색으로도 쓰여 부활과 탄생
을 의미하고 빨강과 함께 벽사의 색으로 옛 여성들이 
선호하던 색으로 성장, 발육하려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
며[39], 만다라에서의 파란색은 돌봄의 의미와 연관되
어[33],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간호대학생의 기본적 
욕구를 이해하는 단서로 볼 때 심리적인 재탄생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다라의 색이 연하게 칠해진 
것은 일시적인 과로로 인한 피로감이 그 원인이 될 수
도 있지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뭔가 슬퍼하고 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33] 간호학 전공의 학업과정에서
의 육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표현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만다라에 사용된 색의 수는 평균 5.59개, 
범주로는 4-6개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34]와 일치하였으며, 간호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5]에서 평균 6.9개의 색을 사용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사용된 색의 수가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34], 향후 대상자를 확대 적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만다라의 내용 특성의 경우, 소재는 자연, 인공물, 기
하도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는 경험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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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현실적 사고내용과 개방성
이 높음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만다라의 공간 및 형태 특성의 경우, 원외 사용
이 7.1%에서 나타났고, 중앙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복합적이 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상의 만다라는 분열, 다음으로 공백과 이
율배반적 분리/용과의 투쟁의 형태가 높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외 사용이 5.3%에서 있었다는 선행
연구[35]와 일치하며, 원외 확장이 52%에서 나타난 정
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의 결과와는 차이
가 있었다. 만다라의 바깥쪽에 있는 원상이 개인의 심
리적인 경계를 나타낸다고 볼 때[30] 이는 일반인과 정
신질환자의 만다라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며, 원
의 외부를 대상자의 환경으로 보았을 때 정신질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선은 인간이 세상에 가지는 방향감각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 수단으로, 그림에 나타나는 선들은 인간의 
신체구조, 대지에서의 인간의 위치, 운동성과 관련 있다
고 해석이 가능하며[33] 곡선이 많은 경우 비이성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황을 감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
는 것을 반영하는 여성성을 나타내는 반면, 직선은 대
부분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남성성적인 요소를 
대변하는 것으로 본 연구대상자가 대부분 복합적인 선
을 사용한 것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성을 
표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원상의 만다라는 일반 대학
생의 만다라에서 시작, 낙원, 이율배반적 분리/용과의 
투쟁의 형태 순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4] 및 화상환자
의 만다라에서 용과의 투쟁의 형태가 50%로 나타난 선
행연구[40]와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본 연구
에서 높게 분포한 분열 형태는 일원상의 만다라의 제
11단계로 삶의 의미상실과 혼동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단계로써 이 단계에 있을 때 스스로 조절할 수 없
는 냉혹한 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을 경험
하게 되어 세상사가 부질없어 보이게 되며, 이 단계에
서는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고,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대면하고, 지난날의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해체의 시간
은 동시에 정화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다시 새로운 형
태를 만들기 위한 필수단계이다[33]. 공백의 형태는 일

원상의 만다라의 제1단계로 연금술사들이 그들의 작업
을 시작하는 <제1의 물질>과 비교할 수 있으며, 
Kellogg와 DeLeo는 어둠의 공백이라고 하였다. 공백 
단계는 성장을 향한 주기의 원초적인 시작이며, 이 단
계에 있는 개인은 이 과정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율배반적 분리/용과의 투쟁 
형태는 일원상의 만다라의 제6단계로 용의 투쟁의 단
계라 부르며, 이 단계를 통해 자기 정체감을 가지게 되
고, 내면의 대극적인 요소들이 가져다주는 갈등을 인내
해야 한다는 측면과 그들의 대면을 강요당하는 측면 사
이에서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제6단계는 갈등
의 시기로 에너지, 열정, 그리고 변화로 가득 찬 자극적
인 시기로서[33], 이러한 견해는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
하여 격동하는 청소년기로부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융합되기 위한 초기 청년기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대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론적 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반
영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만다라를 
분석한 결과 색채 특성에서 대상자가 만다라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부 색의 경우, 사고형과 
감정형은 청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능형은 적색
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의 주요 관점의 상징인 압도색의 
경우 사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F=3.716, p<.05), 사후검증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
암은 사고형과 감정형은 연한 색, 본능형은 진한 색과 
연한 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사용한 색의 수는 힘의 중심 유형에 따라 평
균 사고형 6.69개, 감정형 5.09개, 본능형 5.00개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힘의 중심 중 사고형은 근심유형으로 생활의 위험에 대
한 불안이 높고, 행동전에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 두려움, 
공포가 주된 정서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8]. 이러한 
결과는 사고형의 경우 공포와 두려움은 지원과 안내가 
부족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만다라 분석 653

일을 하려고 하며 겉으로는 확실하고 설득력 있고 현명
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고립되고 혼돈스럽고 무의
미함을 느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감
정형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면에 
많은 근심, 걱정,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
에서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사람위주로 일처리
를 하며 겉으로는 자기확신이 강하고 쾌활하고 조화롭
게 보이나 내면은 공허감, 무력감, 슬픔, 수치심을 느끼
는 특성이 있다. 반면 본능형의 경우 현실에 대한 저항
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공격이나 억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고 있으며, 원동력, 생명력 중심과 습관에 
따라 기능하며 생존에 관심이 많고 진지한 성격으로 냉
혹한 현실을 조정하고 질서 회복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대응하며 단도직입적이고, 공격적이며 겉으로는 자기확
신이 강해 보이나 속으로는 도덕적인 자기의심으로 괴
로워하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만다라 내용 특성 중 소재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중 
사고형과 감정형은 ‘자연’, 본능형은 ‘인공물’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분포되어, 사고형과 감정형은 ‘자연’을, 본능
형은 ‘인공물’을 주소재로 표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
다. 주제는 사고형은 공상과 경험, 감정형과 본능형은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다라의 공간 및 형태 특성의 경우 사고형과 감정형
은 대상자의 외부 세계를 나타나는 원외 사용이 있는 
반면, 본능형은 원외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본능형의 경우 현 상황과 자신의 존
재에 대해 온통 마음을 쏟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1]. 사고형, 감정형, 본능형 3유형 모두 ‘중앙’영역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복합적인 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 비교
는 어렵지만 선행연구[34][35][40]와 비교해 볼 때 대
상자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원상의 만다라의 경우 감정형은 분열, 본
능형의 경우 투명화 형태와 분열이 높게 나타났고, 사
고형과 감정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나 사후검증 결과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만다라의 분열 형
태는 삶의 의미상실과 혼동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단계로서 전공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임상 현장에서의 
이질감이 표현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해 학과 과
정 내에서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활용도
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구조화된 에니
어그램 설문지와 비구조적인 만다라 특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심리특성을 파악하고, 심리적 문제를 조
기에 발견하여 학과 과정의 적응을 통해 나아가 간호전
문직으로의 발전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심리 파악을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는 표현의 제
한을 받을 수 있고 언어의 의식화 과정에서 이성의 검
열을 받아 심층까지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림을 
통해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심리특성을 이해하고 평가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34]. 그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층적 심리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만다라를 통해 중심으로 가는 행위 안에서 생각
지도 못한 창의적 원천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22] 중
요한 것은 작업을 마친 후에 바로 여기, 지금을 느끼는 
것으로, 청소년기 후기와 초기 청년기의 과도기적 단계
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만다라 작업을 통해 남들과 구
별되는 고유한 자기를 찾고, 에니어그램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돌봄의 과정 안에서 주체자로서 임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입
학시부터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보완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호교육 과정
에 연계하여 졸업시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
문직 간호사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
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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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다라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부 밝혀졌으나 본 연구
와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어 객관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폭
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유만다라로 진행하여 대상자
들이 일부 혼란을 경험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원상의 만다라 단계에 따른 문양만
다라를 적용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만다라 작업을 집단으로 실시하
여 피검자의 주관적인 표현이 제한되었으며, 만다라의 
주관적인 상징적 해설을 배제한 상태이므로 그 해석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별적인 검사를 통한 질
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이
해와 해석이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건강한 간호전문가로서 개
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조직차원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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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

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장 상담, 스트레스 반응, 원예치료, 정서지

능, 사람돌봄, 만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