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니어그램심리역동연구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Study
2014. Vol. 1, No. 1. pp.135-157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태도요소개발 및 학습코칭에의 활용
이양선*
Ⅰ. 서 론
Ⅱ. 학습태도 관련연구
1. 학습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학습에 관한 검사도구 종류
Ⅲ. 에니어그램과 학습
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련 연구
2.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태도모형

목

차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1차 에니어그램심리상담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3. 2차 청소년 상담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V. 연구결과
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선호 36 요인별 영역
2. 하위영역별 요인
Ⅵ. 결론 및 논의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과의 상호작용이다. 학습의 성과보다 학습자 자신에게 적합
한 학습태도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태도의 4가지요소를 학습유형, 선
호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으로 요약, 정의한다. 이에 따라 학습의 중요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선
호 및 흥미영역인 학습유형, 선호학습요소와 학습기술 영역인 학습방법, 학습갈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기질적 양식에 따라 학습태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니어그램은 학습자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게 함으로 학습과 결합된 요소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것
은 에니어그램기질에 따라 각 요소별 9가지 반응을 연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니어그램의 9가지 기질적
반응과 학습적 요소를 연결한 학습태도요소를 정의하였다. 학습태도 4요소별 9가지 기질적 반응을 통해 36
가지의 학습에 관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결정된 학습태도요소와 학습코칭프로그램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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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습이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훈련과 연습, 경험에 의한 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습이란 교육의 제도적 교육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평생학습으로
학생만이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의 목적, 목표 등 학습
을 하는 의도는 각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학습이라는 활동은 지속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습이나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사고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이게 할 수 있는 일련의 인지
적 기능들을 우리는 학습방법, 학습과 사고의 방법, 또는 학습사고의 방법이라 부르고 있다.
Weinstein & Mayer(1986)는 학습방법을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관여하여 학습자의 약호화
(encoding)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과 생각”이라고 정의한다. 학습이란 개념은 정보의
효율적인 학습과 전이에 필수적인 혹은 이를 도와주는 학습자의 여러 다양한 능력들을 지칭한
다. 또한 학습방법은 하나이상의 수업목표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특수기법 및 일반적 계획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보의 습득, 저장,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정들 또한 단계들의 집
합”(Dansereau, 1985), “개인이 특정 학습장면에서 지식이나 시술의 습득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용
하는 정신적 책략의 집합”(Derry & Murphy, 1986), 또는 개인이 학습과제를 다루기에 앞서 최선
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일반적인 계획 내지 학습과제에 직면하는 동안 사용하
는 특수한 기법(Snowman, 1986)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습이란 학습하는 주체로서의 학습자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학습이란
행위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과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자세는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습에 일반적 연구들은 학습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학습을 하는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기질 또는 성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기질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는 학습과 학습의 모습, 학습하는 방
법, 학습하면서 겪는 갈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둘째, 학습유형, 학습방법, 선호학습, 학습갈등 영역간의 상호 관련 및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
는가?
셋째, 각 영역별 요인들에 따라 일치하는 요인과 불일치하는 요인들 해석에 따라 어떠한 학습
코칭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요인으로서 학습자의 기질적인 성격인 에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이 학습의 영역에서 어떤 요소로 추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태도에 관한 요인들에
따라 학습검사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고, 학습자로서 개인이 학습의 다양성과 균형을 통해 학습
을 어떻게 가이드하고 코칭할 것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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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습태도 관련연구
학습에 관련된 연구들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연구들을 범주화하여 영역별로 연구한 학자들의 정의와 연구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학습태도, 학습유형, 선호학습, 학습갈등 등에 따라 각각 관점이 다르고 학습에
대한 정의와 요소들을 영역별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에 관한 통합적이고 조망적
인 연구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1. 학습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학습태도
학습태도란 학습자의 학교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경향성으
로 개인의 학습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여기서 학습이란 수업을 통해 자발적 학습경험뿐만
이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학습 환경 변인 모두를 학습경험으로 포함한다. 태도란 경험
을 통해서 조직된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이며 이는 관련된 모든 대상 및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권향순, 2007).
이러한 학습태도의 개념은 크게 학습과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습이란 경험과 훈련에
의한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 과정이며 서툴렀던 것이 익숙하게 되는 발전적인 행동 변화를 말하
며(김진규, 1994), 교과지도로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행동을 습득하고 보유하여 장차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 재체제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정우현, 1998). 태도란 이 3가지 요소
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들 간의 일관성
이 인정되고 있다(Martens, 1997).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3가지 요소를 태도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로 보고 개념 정의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인지적 요소는 신념이나 생각 또는 어떤 대상이나 상
황에 대한 실제적 지식으로 개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의적 요소는 좋음과 싫음의 감
정적인 반응, 선호하는 정도, 개인의 평가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행동적 요소는 대상
이나 사람에 대한 행동적인 의도로 구성되는 요소를 말한다(황정규, 2007).
한편 학습태도의 구성 요인을 자신감, 자율성, 인지도, 흥미도, 집중도로 구분하고 있다. 자신
감은 어떤 일에 임하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상태를 말하며 원하는 결과
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김구병, 2000).
자율성은 자기규율, 자기통제를 의미하며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이나 교과를 스스로 선택
하거나 실천하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즉 자율에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의식이 전
제된다고 하였다(정찬영, 1987). 인지도란 학습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중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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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현수, 2000). 흥미도는 학습 대상을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
나는가에 대한 태도의 정도이며(황정규, 2007) 집중도는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학습과제에 집
중한 시간의 양으로 학습자의 몰입정도 또는 학습시간의 질적인 개념을 말한다(조홍식, 1998).
따라서 학생이 일정한 과목에 대해 흥미를 느끼거나 담당교사 행동에 긍정적인 기대를 할 때
바람직한 학습태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강효숙, 1991).
학습유형
학습유형(Learning style)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집중하거나 그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Dunn & Dunn, 1994). 학습유형은 정보의 인식, 수정, 처리방
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스킬과 선호도이며 능력이 아닌 학습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한다
고 보았다(Clark, 1999). 즉 학습유형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으며(Brown, 1998) 광의적으로 정의하면 학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행동양식으
로 학습습관, 방법, 요령 등을 총괄하는 복합적인 학습자 특성이며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개인 나름대로 지식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임
창재, 1994).
따라서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학습과정에서 자신만의
학습유형을 가지며, 이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하였다(Glaser &
2)

Bassock, 1989).

한편 학자에 따라 학습유형의 다양한 정의를 학습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개인적 특성, 학습 맥락과 관계된 특정한 행동 및 태도, 학습자가 학습 환경에 반응하고 인식하
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침으로서 작용하는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요소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Brown, 1998).
일반적으로 학습유형은 성격과 인지적 특성이 결합한 바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지유형이
정의적, 심리적 요소와 함께 학습 환경에 연결되어 학습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유
형이란 인지적, 심리적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Brown(1994)은 평소의 성격이 심
사숙고하는 학습자라면 학습유형도 심사숙고형(reflective style)일 것이고, 평소의 감정상태가 충동
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동형(impulsive style)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자신감이 넘치고
경쟁적이며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학습유형도 장 독립적(field-independent)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회성이 많아 동료와 감정 교류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장 의존적(field-dependent)인 학습방
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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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학습
수업선호도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태도, 교사나 동료에 대한 시각, 수업절차에 대한 반응
등 자신이 속한 교육 환경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습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유정애 외 9인, 2007). Grasha와 Reichmann(1974)은 학습자의 학습유형을 참여형, 회피형, 협
력형, 경쟁형, 의존형, 독립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조건에 대한
아래와 같은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3)

협력형 학습자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 등을 소집단 활동, 자신이 설계한 활동, 그룹,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서
로 교환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느낀다.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선
호한다.
(1)

경쟁형 학습자
동료 학습자들과의 경쟁을 하여 더 좋은 성적을 얻거나 교수자의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직접
교수 전략, 수업에서 질문 기회 및 교사의 인정을 선호하며, 강연회나 세미나도 좋아한다.
(2)

참여형 학습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과나용을 습득하기를 원한다. 토의, 토론, 대안평가, 개별학습
활동 등을 좋아하며 과제분석과 통합에 능숙한 교수자를 좋아한다.
(3)

회피형 학습자
수업에 관심이 없어서 교수자나 동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거나, 필수 과제가 없거나 시험
이 없는 수업을 선호한다. 열정적인 교수자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강의를 싫어한다.
(4)

독립형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선호한다.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
지고 있어서 직접 설계한 활동 및 간접적 교수 전략을 선호한다.
(5)

의존형 학습자
의존형 학습자는 주도적인 학습의지가 없고, 교수자의 지시 및 요구에 의한 학습만을 진행한
다. 직접 교수 전략, 교사 주도 평가, 교사 중심의 수업을 선호한다.
(6)

학습선호는 정보를 처리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개인이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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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이며 학습자가 특정상황에서 집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관심을 반영하고 개
인적 유형(프로파일)과 상호 호환되는 학습 환경을 추구하려는 기질을 말한다(Cooper & Miller,
1991).

학습방법
학습방법이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이나 능력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나 능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Weinstein, Goetz & Alexander, 1988).
첫째, 인지적 정보처리방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 유입되는 정보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재조직하거나 정련화 시키는 학습기법을 말한다. 둘째는 능동적 학습방법이다. 이것은
공부시간을 계획하고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학습과제 해결 시 주의산
만에 대처하고 집중적인 주의력을 기울이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상위인지(Metacogntive)
방법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알지 못하는 것과의 간격을 인지해 내고 새
로운 정보를 획득, 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김주용, 2005).
학습방법은 크게 학습기법(Learning Technique), 탐구기술(Study Skill), 학습방법(Study Method), 학
습습관(Study Habit) 등과 같이 학습방법을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사용하는 학습방법”으로 학
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처리 관점에서 학습방법을 체계화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인지적 정보처리 입장에서 학습방법을 체계화한 사람들로는 Weinstein과 Mayer(1986), Weinstein과
Underwood(1985), Snowman(1986), Derry & Murphy(1986)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도출된 학습방법의 분류는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학습방법의 유형별 분
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져 오고 있다.
또한 비교적 일반성이 높은 정보처리기능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분류를 통합하여 학
습방법을 (1) 주의집중 방법(attentional strategy), (2) 시연 방법(rehearsal strategy), (3) 정공화 방법
(elaboration strategy), (4) 조직화 방법(organization strategy), (5) 정의적 방법(affective strategy), (6) 상
위인지 방법(metacogntive strategy)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보조방법으로 지원방법을 두어 (1)
시험 방법, (2) 시간관리 방법, (3) 학습보조물 활용 방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김주용, 2005).
4)

학습갈등
갈등(conflict)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 ‘컨플리게레(confligere)’로서 ‘서로(con) 충돌하다(fligere)’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갈등의 의미를 ‘모순이 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
는 동기, 태도, 가치, 목적 등이 동시에 유발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학습갈등에 대한 주제로 한 이슬기(2009)의 논문 연구에서는 학습갈등의 개념을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로의 동기, 태도, 가치, 목적 등이 모순이 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태’로 정
의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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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갈등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주로 학생들의 학습상황에서 일어나는 인지갈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정서

성격

기질
감정
기질의 특성 특정적인 감정
일반적이고 특별한 성격요소
가치
태도

동기․의지

지성

인지

동기
의지
절차상 지식 선언적 지식
성취순응
행동통제 일반적이고 특별한 정신 능력요소
영역 특징적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순응
기술
지식
경력순응 개인적 스타일 학습전략
흥미
신념

2. 학습에 관한 검사도구 종류

학습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학습에 관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 많은 도구가 있으
나, 학습에 관한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학습전략검사(MLST: Mui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 박동혁 저(2009, 한국가이던스)
본 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의 학습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하고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학습자로서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학습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전략은 학습
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좋은 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능
력, 즉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지게 된다.
1)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HOLLAND/RIASEC)
: 안찬규, 안현의 공저(2013, 한국가이던스)
Holland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는 한 사람의 일이나 활동 및 직업에 대한 흥미, 일이나 활동
에 대한 능력의 정도로서의 능력, 그리고 성격적 특성 등에서 나타나는 Holland의 RIASEC의 직
업적 성격유형을 찾아내는 검사이다. 즉 Holland의 6개의 직업적 성격유형을 두 자리로 조합시킨
RI, RA, SA 등과 같은 진로코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코드는 각 개인의 독특한 성격
유형으로서 그 특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격, 능력, 흥미 등에서의 직무, 대인관계의 방식,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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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특징, 여가활동 등에 있어서의 특징을 잘 예언해 준다.
학습동기유형검사(MST: Motivation Style Test Interpreter Course)
- 부모-자녀 상호평가를 위한 workshop
: 한근영(2013, 한국가이던스)
학습동기유형검사는
(1)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을 근거로 유형화(21가지 유형)한다.
(2) 청소년들의 학습동기향성을 증가시키는 가정 내 촉진적 훈육요소와 더불어 저해하는 부적
응적인 훈육 요소를 파악한다.
(3) 학습동기 촉진은 위한 가정 내 훈육방식 및 개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4) 학습자의 동기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학습자, 부모, 교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
를 수립한다.
3)

다면적진로탐색검사(MCI: Muitidimensional Career Inventory)
: 이동혁, 황매향 공저(2014, 한국가이던스)
다면적 진로탐색검사는 Holland 진로유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특히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1) 자
신에 대한 이해와 2) 직업에 대한 이해가 보다 종합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검
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다차원적인 개인 특성(흥미, 능력, 가치)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흥미, 능력,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3)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4) 학습방식, 과제수행방식, 여가사용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진로발달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기조절학습검사(SLT: Self-regulated Learning Test)
: 양명희 저(2013, 한국가이던스)
자기조절학습검사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기조절적 학습전략을 구사하
는 정도나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학습전략은 크게 인지조절 전략, 행동조절전략의 2가지 차
원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 개개인이 각 차원에서 자기조절적 전략들을 얼마
나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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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사고검사(CTI: Career Thoughts Inventory)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최정인 공저(2012, 한국가이던스)
진로사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과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인지
적 정보처리 이론은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시 정보를 어
떻게 이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을 진로발달에 적용시킨 것이다. 또한 인지치
료의 이론적 개념과 함께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적 배경은 CTI 개발에 기초가 되었다. 특히 역기
능적 사고과정, 역기능적 도식, 자동적인 체계적 사고오류의 영향,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진로미
결정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등에 대한 축적된 인지치료적 과정과 연구가 CTI 개발의 기초가 되
었다.
CTI에서 측정하는 ‘진로사고’란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태도, 행동, 신념, 감
정, 계획 혹은 전략에 대한 사고의 결과를 의미한다. CTI의 문항들은 이러한 진로의사결정과 관
련된 태도, 행동, 신념, 감정, 계획 혹은 전략에 대한 사고를 측정하는 것이다.
6)

Ⅲ. 에니어그램과 학습
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련 연구

학습태도에 관한 연구로는 양현숙(2001)은 첫째, 성격유형과 학습유형, 성취목표, 성적과의 관
계를 살펴보면, 성취형의 성격과 학업성취에 대한 열의가 높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완벽주의 학
습유형, 자신만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만족형의 학습유형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성적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성취형의 성격과 반
항형의 학습유형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완벽형의 성격은 잡념형의 학습유형,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성적과 정적인 관계를 나
타냈다. 완벽형이 공부 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공부하는 잡념형의 학습유형일 가능성이 높
고, 우수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를 동시에 지향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성취형과 완벽형은 수행-접근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성
취형은 숙달목표를, 완벽형은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유형과 성취목표, 능력가변성 신념, 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형의 학습
유형은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능력가변성 신념, 성적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선호하는 학습 환경에 대한 연구로, 이리경(2009)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로 시험기에 원하는
환경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로 얻어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
습동기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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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인 현명한 아동들의 면담에 나타난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게 해주
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스스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6유형의 충실한 아동들과의 면담에 나타난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
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격려와 적절한 규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도록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
요하다.
7유형인 즐거운 아동들과의 면담에 나타난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의 특성상 자신이 좋아
서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다. 이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과 아동
에 대한 이해와 용기를 주는 말에서 힘을 얻는다는 특징이 있다.
2유형인 베푸는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아낸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은 관계를 맺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일을 같이 도와주고 기특하다는 말과 정말 잘한다는 인정을 중요
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중요하다. 이들의 마음을 잘 살펴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3유형인 유능한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아 본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에게 항상 열심히
한다는 말과 대단하다는 칭찬,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점을 이야기 해주면 이들은 더 잘하기 위
해 애쓰게 된다. 또한 바른길로 지도해주는 것과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등이 자신을 움
직인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격려와 꼭 이
기는 것만이 유능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바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4유형인 특별한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해 본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의 특성 중 자신의 인
식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과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멋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못해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
음과 물질적 지지 등이 특별한 아동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8유형인 강인한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이 주변에 의지하거나 의
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경쟁심이나 본인의 능력이나 미래
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이끄는 모습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아가 강하여 주변인들
의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나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난 후에 격려나 위
로의 말을 잘 경청하는 편이다.
9유형인 평온한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이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과 더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자신을 움직이는 힘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응원과
실패를 겪어도 노력했으면 된다는 식의 인정을 듣고 싶어 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압박감이 가해
지는 시험상황과 주변인들과의 갈등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1유형인 올바른 아동들과의 면담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으로는 이들에게는 일관성 없는 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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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유 있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메시지와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들의 긴장감을 줄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던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Nieuwenhuize & Majewski(2001)은 성격 타입과 배움에 관하여 학습의 목표로 하는 것, 배우고
싶은 것, 좋은 학습 환경, 나쁜 학습 환경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머리중심 - 정신적: 생각, 구조, 정확한 정보, 안전, 객관성, 보이는 것, 살펴보는 것, 가치들을
중요시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제도나 이론의 맥락 같은 곳에서 문제를 떨어트리고 그
요소들을 나누어 그것들이 함께 맞아 떨어지는지 본다.
정신적인 그룹은 안전한 느낌과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한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
기 전에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표 Ⅲ-1> 힘의 중심별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환경(Nieuwenhuize & Majewski, 2001)
유형 학습목표
배우고 싶은 것
좋은 학습 환경
나쁜 학습 환경
- 흥미로운 정보 수집
- 자신만의 조사를 먼저하 - 독재적인 선생님, 사
- 정보를 사용해 새로운
고 다른 것을 다음에 람들의 하찮은 질문
5유형
정보수집 지식을 얻는 것
하는 것
- 생각 전에 답을 요구
- 배움의 경험
하는 것
정보 취득, 도 - 명확한 지침, 마감시간, - 그들의 질문에 방어
사소한 - 새로운
전
기대의 정도
적인 것
것까지
6유형
것을 익숙하게 - 탐구하고 질문할 수 있 - 준비되기 전에 행동
안전하게 - 새로운
보는 것
는 시간, 효력성을 찾는 하길 요구하는 것
알기
것
좋아하는 것, -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 싫어하는 걸 요구당
나를 - 그들이
호기심
만족
것
하는 것
7유형
즐겁게 - 그들이 한 일에 감사 - 있는
혼자서 찾을 때까지 내 - 학습은 관련되어 있
하는 것 받는 일
버려 두는 것
지 않다.

가슴중심 - 정서적: 느낌, 무조건적 사랑, 바른 조율, 주관성, 관계, 소통, 조직, 창의적인 공상
을 중요시하고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찾는다. 그들이 이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못할 때, 불확신
과 의심이 든다. 이 순간으로부터 소통의 부조화는 일어난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작과 감정에 집중하며 주로 운동 감각을 가지고 민감하게 상황을 파악하
고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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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표 Ⅲ-2> 힘의 중심별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환경(Nieuwenhuize & Majewski, 2001)
학습목표

배우고 싶은 것
-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
는 방법
- 어떤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
- 새로운 것
- 가능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

좋은 학습 환경
- 경쟁이 없고 협동할 때
- 동료들과 지식을 공유
할때

나쁜 학습 환경
- 선생님이 엄격하고 존
사람들을
중해주지 않을 때
2유형
돌봄
- 사람들과의 접촉의 기
회를 박탈당했을 때
- 흥미롭고 호감이 가는
- 선생님이 폄하하거나 무
우수한
환경
능할 때
3유형
성과
- 경험에 뛰어들 때
- 선생님의 답만을 원하
는것
- 감정의 표현을 통한
- 구조적인 환경
- 너무 많은 정보를 한
가상현실의 것
- 직접 참여하는 경험
번에 하는 것, 과부하
4유형
삶
- 어떤 새로운 것을 만
- 긍정적인 반응의 불충
드는 것, 공상
분

배중심 - 신체적: 행동, 훈련, 실제로 만드는 것, 바른 행동, 몸이 관련된 경험, 실현, 실용적,
체계 인지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신체적 중점은 행동으로 몸, 감정, 생각의 전환과 관련이 있
다. 그들의 중점적인 문제는 에너지와 정의이다.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지닌 에너지와 힘의 수준
에 의해 판단한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부정을 판단하는 감각이 있어서 불의한 환경, 말, 상황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소통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전장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일정한 힘겨루기를 한다.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를 당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
을 약하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통하는 대화가 안 될 수 있다.
유형
유형

8

유형

9

유형

1

<표 Ⅲ-3> 힘의 중심별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환경(Nieuwenhuize & Majewski, 2001)
학습목표

배우고 싶은 것
- 도전하고 발전하는 것
바로 충전 -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를 소유하는 것
- 주위에 있는 경험 모
그곳에
두
있는 것 - 새로운 것과 다른 것
의 탐구
- 맞게 하는 것, 좋은 점
정확하게 수를 받는 것
하기
-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
표를 달성하는 것

좋은 학습 환경
- 경험과 접목
-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
는것
- 선생님이
재촉하거나
격려할 때
- 명확한 방향과 시간표
제시
- 명확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과제
- 배움을 계획하고 합리
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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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학습 환경
- 이야기하는 기본 학습
방법
- 추상적인 학습 과정
- 혼자서 큰 과제를 완성
하는 것
- 많은 과제 중에서 하나
를 고르는 것
- 선생님의 혹평, 판단
-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
할 때: 목표에 도달 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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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태도모형

태도(attitude)란 정신적인 자세로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
짐이 드러난 자세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태도란 학습할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것이
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인 자세로서 학습을 살펴볼 때 심리적이고 기질적인 것과 관
련이 될 수 있다.
학습에 관한 요소를 마음가짐과 태도라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한 요소를 내재적 요소라 하고,
태도로 나타나는 부분을 외재적 요소라 정리한다. 학습에 대한 내재적 요소에는 학습유형과 선
호학습에 대한 기질적이고 심리적인 내적 동기가 있으며, 학습에 대한 외재적 요소에는 학습방
법과 학습갈등이 있다.
학습태도에 관한 내재적 요소
① 학습유형: 기질별로 학습하는 형태, 습관적인 특징을 의미한다.
② 선호학습: 기질별로 좋아하는 학습, 잘되는 학습 등을 의미한다.
1)

학습태도에 관한 외재적 요소
① 학습방법: 기질별로 학습하는 방법, 전략 등을 의미한다.
② 학습갈등: 기질별로 갈등 시 나타나는 행동, 표현, 태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태도에 관한 내재적 요소를 선호 및 흥미영역, 외재적 요소를 학습기술로 정리하
고자한다.
2)

[그림 1] 학습선호요소의 인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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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학습향상 워크샵에 의한 주요어 추출
1차적으로 S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1차년도, 2차년도에 걸쳐 실행하였고, 서울 S여고 2학년
및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자 에니어그램 유형과 학습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학
습유형, 선호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주요어,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나타난 학습태도방식을 이해한 것이 학습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1)

성별 유형
남
여
계

<표 Ⅳ-1> 참여자 유형별 분포

유형

1

2

3

4

5

6

7

8

9

1~9

90

132

80

52

57

88

167

69

77

812

72

188

101

104

61

100

122

53

77

878

162

320

181

156

118

188

289

122

154

1,690

총 1,690명이 참여하였고 남자는 812명, 여자는 878명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유형은 162
명, 2유형은 320명, 3유형은 181명, 4유형은 156명, 5유형은 118명, 6유형은 188명, 7유형은 289
명, 8유형은 122명, 9유형은 154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2유형, 다음은 7유형,
6유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발달 시기적으로 애정에 대한 욕구, 즐거움의 욕구, 그러면
서도 학교공부를 유지하는 경향성과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1차 에니어그램심리상담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학교상담, 교육 등의 임상경험이 6년 이상 된 에니어그램심리상담전문가 3인이 추출된 주요어
120개를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선호영역에 적
절치 않은 요소들을 제외하였다.
주요어 추출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불만, 불평요소, 평가절하형 단어, 특정인물지칭단어, 유형
인식이 불분명한 단어, 상황, 사건기술이 많은 단어, 표현 등의 단어들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제외된 주요어는 3인이 모두 동의한 40개였다. 따라서 1차 에니어그램심리상담전문
가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추출한 요소는 8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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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1차 에니어그램심리상담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추출요소
머리중심
가슴중심
배중심
영역

유형
학습유형
선호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
추출주요어
계
1차 내용
타당도 검증

5

6

7

2

3

4

8

9

1

3

3

3

3

4

3

3

3

3

4

4

3

4

3

3

3

2

3

3

3

3

3

4

3

4

3

3

3

4

3

4

4

3

4

3

4

13

14

12

14

15

12

14

11

13

9

8

10

9

8

9

9

9

9

3. 2차 청소년 상담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청소년에 관한 상담, 교육 등의 임상경험이 8년~10년차의 청소년상담전문가 2인이 1차 추출
된 요소 80개를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청소년상담영역에 적절한 요소들
을 추출하였다.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단어, 관계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 추상적인 단어, 변
별하기 어려운 단어 등이 순서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소는 2인이 모두 동의한 36요인이었다.
학습선호요소 각 4영역별로 학습유형 1, 선호학습 1, 학습방법 1, 학습갈등 1요인 선정하여 학습
선호요소에 관한 9요인 X 4영역별, 36요인을 결정하였다. 각각의 요소들은 학습선호요소들마다
의 특성을 기록한 학습유형, 선호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 등을 표현하고 있다.
유형 영역
학습유형
선호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
추출주요어
계
2차 내용
타당도 검증

<표 Ⅳ-3> 2차 청소년상담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추출요소
머리중심
가슴중심
배중심
5

6

7

2

3

4

8

9

1

중심
9유형

1

1

1

1

1

1

1

1

1

9

1

1

1

1

1

1

1

1

1

9

1

1

1

1

1

1

1

1

1

9

1

1

1

1

1

1

1

1

1

9

4

4

4

4

4

4

4

4

4

36

4

4

4

4

4

4

4

4

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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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통해 에니어그램을 통한 학습선호요소를 각 영역별로 주요단어들을 추출하여 요
인별로 구체적인 학습선호요소를 정의할 수 있었다. 학습유형별로 9요인, 선호학습별로 9요인,
학습방법별로 9요인, 학습갈등별로 9요인, 총 36요인을 정리할 수 있었다.

Ⅴ. 연구결과
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선호 36 요인별 영역

대분류
선호 및
흥미
학습
기술

하위영역
학습유형
선호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

<표 V-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선호 36요인
1

개혁
완전
객관
주도
강박

2

조력
나눔
간접
협력
상황

3

성취
성공
효율
주도
좌절

4

창조
의미
주관
독립
열등

5

관찰
원리
몰입
독립
관념

6

성실
규칙
점검
협력
불안

7

낙천
멀티
반응
협력
산만

8

도전
주도
확장
주도
고립

9

중재
통합
자각
독립
태만

학습태도 영역의 요소를 대분류로 선호 및 흥미영역, 하위영역으로 학습유형영역인 개혁, 조
력, 성취, 창조, 관찰, 성실, 낙천, 도전, 중재 등으로 나타났고, 선호학습영역인 완전, 나눔, 성공,
의미, 원리, 규칙, 멀티, 주도, 통합 등의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기술영역, 하위영역으로 학
습방법영역으로 객관주도, 간접협력, 효율주도, 주관독립, 몰입독립, 점검협력, 반응협력, 확장주
도, 자각독립 등으로 나타났고, 학습갈등영역인 강박, 상황, 좌절, 열등, 관념, 불안, 산만, 고립,
태만 등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정의된 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하위영역별 요인

학습에 관한 선호 및 흥미 영역
(1) 학습유형
① 1요인: 개혁형 - 틀린 문제를 고치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② 2요인: 조력형 - 공부할 때 누군가를 도우며 아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시 한다.
③ 3요인: 성취형 - 공부할 때 목표를 세우며 공부한 만큼의 결과물 얻는 것을 중요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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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요인: 창조형 -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공부를 창조적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긴다.
⑤ 5요인: 관찰형 - 이들은 탐구하고 관찰하는 공부와 공부의 과정, 단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⑥ 6요인: 성실형 -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확실하게 개념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⑦ 7요인: 낙천형 - 이들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즐기는 공부를 하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⑧ 8요인: 도전형 - 이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⑨ 9요인: 중재형 - 이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유 있게 공부하길 원한다.
선호학습
① 1요인: 완전 - 이들은 완전하게 학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② 2요인: 나눔 -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나누는 것을 선호한다.
③ 3요인: 성공 - 이들은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칭찬, 인정 등의 보상이 주어지면 힘이 난다.
④ 4요인: 의미 - 이들은 자신이 하는 공부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생각, 느낌이 집중되면
학습능률이 향상된다.
⑤ 5요인: 원리 - 이들은 기본적인 원리와 도식화 등을 통한 총체적인 이해를 중요시 한다.
⑥ 6요인: 규칙 - 이들은 규칙과 단계가 확실하고 공부범위가 정확할 때 능률이 향상된다.
⑦ 7요인: 멀티 - 이들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 경험 등을 나누는 학습
을 선호한다.
⑧ 8요인: 주도 - 이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답이 있는 문제를 선호하며 자기 식으로 해내길 좋
아한다.
⑨ 9요인: 통합 - 이들은 이해하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공부를 선호한다.
(2)

학습에 대한 학습기술 영역
(1) 학습방법
① 1요인: 객관주도 - 이들은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노트, 해답을 정리하며 만족할 만한 개념
을 만든다.
② 2요인: 간접협력 - 이들은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며 공부하며 또한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
터 배운다.
③ 3요인: 효율주도 - 이들은 단시간에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계획표가 바
뀔 수 있다.
④ 4요인: 주관독립- 이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
해 해나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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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요인: 몰입독립- 이들은 개념, 논리에 대해 혼자서 상상, 공상하며 공부한다.
⑥ 6요인: 점검협력 - 이들은 자신이 공부한 것을 선생님, 주위 어른에게 물어보고 점검하는
편이다.
⑦ 7요인: 반응협력 - 이들은 자신이 호기심을 갖는 부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정리하
는 것을 좋아한다.
⑧ 8요인: 확장주도- 이들은 모임, 팀을 만들어 가르치거나 주도하여 공부하며 자신이 인정받
기를 원한다.
⑨ 9요인: 자각독립 - 이들은 스스로 자각 했을 때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며 꾸준히 공부
하는 편이다.
학습갈등
① 1요인: 강박 - 꼼꼼하고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결점을 찾아 고치는 습관이
있다.
② 2요인: 상황 - 상황, 분위기에 따라 공부의욕이 좌우되기도 하며 집중이 떨어지기도 한다.
③ 3요인: 좌절 - 공부가 목표한 만큼이나 기한 만큼 되지 않으면 좌절한다.
④ 4요인: 열등(주관?) -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며 자신의 감정, 생각에 빠져
든다.
⑤ 5요인: 관념 - 자신의 생각으로 지나치게 몰두해서 생각 속에 갇힐 수 있다.
⑥ 6요인: 불안 - 노력하다가 불안해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불안으로 망설이며 고민할 수
있다.
⑦ 7요인: 산만 - 여러 가지 것을 하다가 산만해지며 금세 싫증이 날수 있다.
⑧ 8요인: 고립 - 공부를 하다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경향이 있다.
⑨ 9요인: 태만 - 느긋하며 해야 할 공부, 과제를 미루는 습관이 있다.
(2)

Ⅵ. 결론 및 논의
기존의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유형, 선호학습 등의 학습선호영역과 학습방법, 학
습갈등 등의 학습기술영역의 4가지 요인을 학습선호요소로 추출하였다. 에니어그램은 내면에 가
진 동기가 서로 9가지로 다르고 정보인식의 체계의 통로 또한 서로 다른 학습을 요구하는 체계
이다. 학습은 충분한 이해를 위한 내적상호작용이다. 에니어그램은 서로 다른 학습유형스타일,
선호하는 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동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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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0-2013년 12차에 걸쳐 에니어그램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한 학
습코칭워크샵에 참석한 16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자 에니어그램유형과 학교에서 자신의 학
습유형, 선호학습, 학습방법, 학습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주요어,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나타난 유형별 학습선호의 요소를 1차, 2차에 걸쳐 전
문가 내용타당 검증절차와 에니어그램의 기질적 9요인을 활용하여 학습선호의 18요인, 학습기술
의 18요인을 포함, 학습선호요인 36요인을 개발하였다.
학습태도는 내재적 학습선호에 대한 만족과 외재적 학습기술의 숙련이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질을 활용한 학습선호영역에 대한 이해와 균형은 자신이 오랫동안 해
야 할 학습선호영역에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학습선호영역에 대한 개인의 이해는
위의 36요인을 통해 학습선호 관련 패턴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표 VI-1>과 같이 그에
따른 학습코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형식
A

B

C

D

<표 Ⅵ-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선호패턴에 따른 학습코칭 가이드
학습상호작용패턴
학습가이드
선호 및 흥미영역 일치
균형학습상호작용
학습기술영역 일치
선호 및 흥미영역 다름,
적성, 진로코칭 필요
학습기술영역 일치
선호 및 흥미영역 일치,
학습기술전략 필요
학습기술영역 다름
선호 및 흥미영역 다름,
학습부적응, 상담
학습기술영역 다름

위의 36요인을 통해 학습선호패턴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학습코칭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A패턴은 내재적 선호 학습의 요인영역이 일치, 외재적 학습기술의 요인영역이 일치함으로 내
재적 학습 선호와 외재적 학습기술의 균형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습의 균형이 이루
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패턴이 생성될 때는 목표관리,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성과, 결
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B패턴은 내재적 학습 선호의 요인영역이 다름, 외재적 학습기술의 요인영역은 일치함으로 주
어진 과제, 공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수행은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
습과 적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성, 진로 관련한 가이드와 코칭이 필요해진다.
C패턴은 내재적 학습 선호의 요인영역이 일치, 외재적 학습기술의 요인영역은 다름으로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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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습에 대한 이해와 적성은 있으나 외재적 학습기술에 대한 훈련을 함으로써 학습방법에 대
한 이해와 학습갈등 등에 대처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기술전략이 요구되어진다.
D패턴은 내재적 학습 선호의 요인영역 다름, 외재적 학습기술의 요인영역 다름으로써 학습에
대한 내재적인 이해부족과 외재적 학습기술의 다름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부적응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학습상담들을 통해 건강한 학습선호영역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후속연구로는 첫째, 이러한 학습선호요소 개발을 바탕으로 한 학습선호검사척도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학습선호요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
게 맞는 직업적 적성, 선호학습 찾기,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 학습갈등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
지 인식할 수 있는 학습코칭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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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n Learning Attitude Elements Using Enneagram
and Application to Learning Coaching

Yang Seon Lee*
Learning i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earners and self-learning cont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 learning attitude style rather than the performance of the learning. Through
the previous domestic and abroad studies, the four elements of learning attitude have been summarized
and defined: learning style, preferred learning, learning method and learning conflict. Accordingly,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 on important elements in learning, it is shown that learning styles and
preferred learning elements are categorized in preference and interest area, and learning method and
learning conflict in learning skills area. Also, we can know that learning attitude might differ according to
the learner’s temperamental style. Enneagram can help define the elements combined with learning by
understanding learner’s temperamental attributes. It also can be connected to the nine kinds of
responses for each element based on enneagram temperaments. Therefore, elements of learning attitude
that connect the nine enneagram temperamental responses with learning factors were defined.
Through the nine kinds of temperamental responses in each four element of learning attitude, we
organized the 36 elements regarding learning. Defined learning attitude elements, the application of
learning coaching programs and such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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