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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의 목 은 인성과 련된 다 지능을 증진시키기 한 독서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

에 용한 뒤 인성 련 다 지능 발달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충남지역의 2개 학교, 

18개 반 학생 500명을 상으로 교육과정에 용한 뒤 인성과 련된 다 지능 3개 역지능(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자연 찰 지능)발달의 효과성 여부를 비교․분석하 다. 인성과 련된 다 지능의 신장에 을 

둔 독서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타당성 있는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ading instruction program which could help 

improve multiple intelligences related to personality, and then show its effectiveness. We 

conducted a survey of one junior high school in Chung-Nam province, consisting of 500 students 

in 18 classes to analyze what develops the three areas of multiple intelligences(intrapers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naturalist intelligence). We then want to proceed 

by developing reading instruction programs focusing on the growth of multiple intellig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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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성교육 기

본방안'을 발표하 다.1)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 ‘창의․인성교육 기

본방안'을 확정하고 제시하 다. 교과부의 기본

방안은 외형 인 교육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

이 지향하는 이념, 나아가 세계 과 같은 내면

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 공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과부의 이런 기

본방안에 따라 실제 학교 장에서 모든 교사

들이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

과지식을 가르치느라 따로 시간을 내서 인성교

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

로 인성교육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인간 발달을 다루고 있기 때

문에 단시간 내에 가시 인 효과를 내기 보다

는 장기 인 계획과 안목이 필요한데 학교교육

과정의 특성상 실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성교육은 개인  이해와 타인에 한 공감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생태학  차원을 고

려한 공동체를 구 하기 해 인간으로서 지녀

야 할 바람직한 성향을 육성하기 한 교육이

라 말할 수 있다. 미국의 문명비평가 제러미 리

킨(펜실베니아  워튼 경 학원 교수)은 

｢공감의 시 ｣를 통해 인간은 공감능력이 있으

며 공감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1차  특성이라

고 역설하고 있다.2) 그는 인간은 공감하는 존

재, 곧 ‘호모엠 티쿠스’(공감인)라고 하 다. 

미래의 사회는 상 를 배려하는 창의 인 인재

를 필요로 한다.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도록 하

기 해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지식  내

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강조하는 것도 물론 

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한 독서교

육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1세기는 ‘뇌'의 시 라고 한다. 사람의 뇌 구

조를 ‘보는' 장치는 20세기에 비해 훨씬 진보되

었다. PET(양 자 방출 단층촬 장치)와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상장치) 등 새로운 장치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과학 으로 뇌 활용을 모

색할 수 있는 새로운 뇌 과학의 시 를 열게 되

었다. 이러한 장치들이 인간 뇌에 최 의 학습을 

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뇌에 한 연구 정

보를 근거로 하여 독서교육과 련지어 학생들

에게 어떻게 용할 것인지에 한 연구가 필

요한 시 이다. 기존의 독서 로그램의 효과

성을 입증한 연구와는 달리 다 지능을 용한 

독서교육 로그램이 청소년 인성 계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확인이 가

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을 상으로 

인성과 련된 다 지능의 신장에 을 둔 

독서교육 로그램의 개발이다. 본 연구는 독

서교육 로그램 실행에 타당성 있는 안내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1.2 용어의 정의

1.2.1 다 지능 이론

가드 (Gardner)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서, 

 1) <http://www.mest.go.kr>. [cited 2010.6.1].

 2) <http://nadri.hankooki.com>. [cited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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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 가 제시한 9가지 지능은 언어  지능, 논

리․수학  지능, 공간  지능, 신체․운동  지

능, 음악  지능, 인 계 지능, 개인이해 지능, 

자연 찰 지능, 실존 지능이다. 특히, 가드 는 

9가지 지능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을 

인성과 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3)

인성과 련된 의 2개 역지능과 자연

찰 지능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련된 지능으로 본 연구의 목 에 타당한 연

성이 있다. 따라서 이 3개 역지능4)을 상

으로 독서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1.2.2 인성교육

‘인성'은 여러 가지 말로 표 될 수 있으나 

주로 ‘성격', ‘인격', ‘마음', ‘본성' 는 ‘기질'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인성'의 개념에 한 

논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생태학  

에서 인성교육은 계성 교육, 상생의 교

육, 생명존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개인  이해와 타인에 한 공감  이

해를 통한 생태학  차원을 고려한 공동체를 

구 하기 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성향으로 인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2. 다 지능 이론과 독서교육

다 지능 이론과 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연

구방법을 채택하여 진행되어져왔다. 다 지능 

이론과 교과목을 연계한 연구들이 등장하 고 

다 지능을 활용한 독서교육에 한 연구도 최

원경(2004)의 다 지능 독서 로그램이 독서 

활동에 미치는 효과 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

가 진행되었다. 한기 (2006)은 다 지능 이론

을 활용한 독서 로그램을 구안하여 학생들의 

어휘력과 독해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

하 다. 

송유선(2007)은 다 지능 이론을 활용한 독

서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독서부진 학생

의 독서태도와 국어과 학업 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논증하 다.

오미선(2010)은 다 지능을 용한 독서

략을 개발하여 등학생을 상으로 독서 자료

의 주제와 내용을 심으로 8가지 다 지능과

의 목을 시도하 다. 그 결과 다 지능 이론

을 용한 독서 략이 학생들의 다 지능 계발

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축 되

어 있다. 본 논문은 에서 언 된 다 지능과 

독서태도와 련된 연구방법이 아닌 인성과 

련된 다 지능 이론과 론펜 르 의 생태학

 발달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생태학  발달모델은 론펜 르 에 

의해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청소년이 발달하는 

동안 향을 다고 하는 이론으로 즉 생태학

 발달모델에 따르면 청소년이 발달하는 동안

에 만나게 되는 공간이 미시체계, 간체계, 외

체계, 거시체계로 차 확장되면서 청소년 발

달에 향을 다는 것이다. 

다 지능을 활용한 독서교육이 일반 으로 

학습자들에게 높은 흥미와 동기유발을 가져왔

다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 

 3) 하워드 가드 . 2007. 다 지능.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34-38.

 4) 앞으로 이 3개 역지능은 특성상 ‘공존지능’이라는 포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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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거기에서 나아가 생태학  발달모델을 

근간으로 독서 주제를 구분하고 다 지능을 활

용한 독서교육이 인성계발을 이끌어낸다면 청

소년들의 독서교육을 통한 건 한 인격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

2.1 다 지능 이론의 개념과 특성 

가드 (Gardner 1983)는 마음의 틀(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 

nces) 에서 내린 정의 이후에 지능을 ‘문화 으

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

하는데에,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심리학 인 잠재력'이

라고 정의하 다.

다 지능 이론의 9가지 지능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첫째, 언어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은 말과 이라는 상징체계에 한 소견과 

성이 뛰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둘째, 논리․수학  지능(Logical Mathemat- 

ical Intelligence)은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

징체계를 잘 익히고 창조하며 그와 련된 문

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능력이다. 수학이나 사

회 상 등 여러 상에 심을 가지고 논리

으로 추론하여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거나 체

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음악  지능(Musical Intelligence)은 

가락, 리듬, 소리 등 음악  상징체계에 민감하

고 그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루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고 감상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이에 해당

한다.

넷째,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도

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 공간  상징체계에 

소질과 성을 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

력이다. 물건을 보기 좋게 배치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는데 필요

한 능력이다. 

다섯째, 신체․운동  지능(Body․ Kinesthetic 

Intelligence)은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 지능이 발달

한 사람은 신체 활동에 쉽게 몰입하고 무용이

나 연극 등 신체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 하

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여섯째, 인 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 

gence)은 다른 사람의 기분, 의도, 동기, 느낌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에 하게 반응할 수 있

는 능력과 계된다. 특정 행 에 따르도록 집

단의 사람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일곱째, 개인이해 지능(Intrapersonal Intelli- 

gence)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감정의 범

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

이고 자신과 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데 필

요한 능력이다. 이 지능은 자신에 한 정확한 

모습, 즉 장 과 제한 을 알아내고, 내  기분, 

의도, 동기, 기질, 욕구를 인식하고 자아 훈련, 

자아 이해, 자존심을 한 능력을 포함한다. 

여덟째, 자연 찰 지능(Naturalistic Intelli- 

gence)은 식물이나 동물 는 주변 환경에 

심이 있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문 지식과 

 5) 상게서,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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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지능

은 사물을 분별하고 그 사물과 인간과의 계

를 설정하는 분별․ 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실존 지능(Existentiallist Intelli- 

gence)은 처음에는  지능(Spiritual Intelli- 

gence)으로 불 던 것이다. 인간의 존재 이유, 

생과 사의 문제, 희로애락, 인간의 본성, 가치 등 

철학 인,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종교 인 사

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능은 뇌에 해당 

부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는 이 지능

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드 는 다른 

8가지 지능과 달리 반쪽 지능으로 간주하 다.

가드 는 교육을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것과 

구별짓는 특이한 지능을 이끌어내고 발 시키

기 한, 특히 이런 지능들을 통해 아동의 잠재

력을 최 한 발휘하기 해 요한 필수품으로 

보았다.

2.2 인성교육의 개

1990년  반부터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인

성교육에 한 심이 고조되기 시작하 지만 

인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인성교육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21세기에 필요한 인성을 정의할 필요

가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성은 

일상 인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공동체 속

에서 더불어 살고, 앎과 실천이 융화된 그런 성

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6) 21세기형 인성

은 성인이 되는 것과 같은 완벽한 인간의 

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일상 인 생활 속에

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실천인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내

재된 본성이든 인격이나 품성이든지 간에, 인

성교육은 구체 인 상황 속에서 노력을 통해 인

성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보통 사람됨의 교육, 품성과 인

격의 도야, 도덕성의 고양, 가치 의 확립, 덕의 

함양 등의 의미를 고루 지니는 포 인 의미

를 가리킨다. 인성교육을 최근 두되는 홀리

스틱 에서 본다면 조화로운 인간 발달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기계

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즉, 유기 으로 악한다는 것이다. 

완 히 조화된 인격자를 기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인교육이란 지 ․정의 ․체동  학습

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  

련 하에 상호작용한다는 제에서 출발한다. 

홀리스틱 교육의 특성은 특히 ‘ 계성’을 강

조하고 있다. 홀리스틱한 입장에서 인간성은 

개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그

들이 엮어가는 계성에 실재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계론  에서 인간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학   역시 인성을 인간의 계 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생태  에서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세계 내 

모든 존재자는 상호 연 되어 있고, 상호 의존

인 존재로 악하고 있다.7)

따라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인간사회  세계 속의 

계성에 해 뜨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상게서, 280-281.

 7) 노상우. 2005. 생태민주주의. 서울: 교육과학사, 4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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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 지능 이론과 독서교육의 활용

가드 는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은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 인 변

연계와 련되어 있다. 변연계(limbic system)

는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감정 인 행동(af- 

fective behavior)을 담당한다고 보았다(홍인

택 2003). 가드 는  3 역의 지능이 인간의 

정서 인 능력과 하게 련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인간 삶의 과정에서 정서  능력이 

미치는 요성을 부각시켰다. 

암스트롱(Armstrong 1994)은8) 모든 사람은 

각각의 지능을 한 수 까지 계발할 수 있

다고 하 고 가드 는 사실상 한 여건(용

기, 좋은 내용, 좋은 교육)만 주어진다면, 비교

 높은 수 의 지능을 계발할 수 있다고 주장

하 다. 한 그는 각 지능 역 내에서도 그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

고 다 지능 이론은 개개인이 갖는 독특한 지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방법

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각 지능들 사이의 계

를 통한 지능향상 방법을 추구하 다.

다 지능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특

성에 맞는 도서와 지도 방법을 선택하는데 근

거를 제시하는 이론  배경이 된다. 개인의 지

능력을 고려한 도서목록과 다양한 체험 활동

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극 인 참

여를 유도할 수만 있다면 성공 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질 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독서자료의 제공이나 독후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독서할 때 어떤 방법과 략을 동원하여 읽으

면 효과 으로 읽을 수 있는가에 을 맞추

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독서지도는 무엇보

다도 독서 흥미 개발, 독서 능력 양성, 올바른 

인격 형성에 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 지능 이론은 독서지도의 원리  방법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요구, 심사, 재

능 등에 기 한 실제 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한다. 그리고 생태학  에서의 다양한 지

능별 학습 략을 용한 인성 교육을 지향한

다. 즉 다 지능 이론과 독서교육은 개인의 수

에 맞는 학습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학습자의 

독서 흥미와 심을 증 시켜 여러 교과간의 

통합 교육 과정을 지향하므로 생태학과 그 연

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지능의 역  인성과 련된 지능별로 용 

가능한 독서 로그램을 채택하여 독서수업 모

형 수립에 반 하 다. 

다 지능 역의 독서 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의 설계  차 

이 연구를 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

를 조사하고, 사 ․사후의 다 지능 평가 척

도(K-MIDAS)를 통해 학생들의 다 지능 발

달상황을 살펴보고 실제 수업이 개되는 과정

에서 학생들의 다 지능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

 8) Armstrong, Thomas. 1994.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irgini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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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능 독서 로그램

개인이해 지능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아름다운 생각(작품 속에서 가장 인상 인 장면 찾아 말하기)

∙주인공이 되어(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서 이나 일기 쓰기

∙독서엽서 쓰기

인 계 지능

∙독서 편지 쓰기

∙내 책, 네 책(책 읽고 친구끼리 교환하기)

∙모의 재 하기

∙등장인물을 만난다면?

∙나도 기자(등장인물과 인터뷰하기)

∙나도 변호사(등장인물에게 상장 만들어 주기)

∙내가 주는 상장(등장인물에게 상장 만들어 주기)

∙ 동 작품 만들기(독서 후 내용을 4장면으로 구분한 후, 모둠원들이 그림 그리기)

자연 찰 지능

∙비슷한 생물 찾기(등장인물과 련된 동물, 식물 찾기)

∙함께 떠나요(등장인물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찾기)

∙동․식물을 길러요(등장인물에게 권하고 싶은 애완동물이나 식물 찾아주기)

∙기자가 되어 보기(지구환경의 문제를 기자가 되어 해결방안 찾기)

<표 1> 다 지능에 따른 독서 로그램

를 분석하 다. 

이 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다 지능 이론에 한 자료  선행 연

구는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하 다. 이후 추출

한 주제와 내용을 토 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한 17주 분량의 학습 계획을 세운 후 학교 

1학년 수 별 도서를 수집하여 수정  재구성

하여 수업에 필요한 활동지와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 다.

둘째, 설문조사는 사서교사가 근무하고 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독서수업이 가능한 

남녀 학교 2개 학교의 1학년 500명을 상으

로 실시하 다.

셋째, 500부  478부를 회수하 다. 회수된 

설문지를 기 로 하여 사 ․사후의 다 지능 

평가 척도(K-MIDAS)를 통해 비교․분석하

으며, 분석을 하여 SPSS 18.0으로 통계처리 

하 다. 

3.2 표본선정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 표본선정을 하여 충남 지역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2개 학교를 상

으로 하여 학교 1학년 홀수반은 실험집단으

로 짝수반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 고, 총 18

개 반 학생 500명을 상자로 하 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독서 로

그램을 개발하여 비 연구한 결과 로그램 

효과를 일부 검증하 고, 이를 다시 2010년 2월

까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로그램을 실행하되, 연구는 7월까지 종료하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 다. 

학생 1학년을 상으로 다 지능 검사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자료 수집은 2010

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번 실시하여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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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해

지 능

정의
자신의 느낌, 욕구, 두려움, 자신의 개인사와 자신의 강 과 약 , 미래의 계획과 목표에 

해 인식하는 것

하 역
① 자기자신에 한 지식․효능감 ② 계산과 메타인지

③ 공간  문제해결 ④ 자아/타아 문제해결

인 계

지 능

정의 다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사람됨을 인식하고 그에 히 반응하는 능력

하 역 ① 사회  리더십 ② 사회  민감성 ③ 인 련활동

자연 찰

지 능

정의 자연세계에 한 인식. 식물이나 동물을 찰하고 다루는 능력, 과학  연구나 활동

하 역 ① 식물에 한 심 ② 동물에 한 심

<표 3> MIDAS에서 측정하는 다 지능과 각 하  역

다 지능 활용한 문항수 문항번호

개인이해 지능 10문항  5, 29, 38, 39, 44, 78, 79, 80, 81, 85

인 계 지능 10문항  80, 84-87, 91, 92, 94, 96, 97

자연 찰 지능 10문항  107-111, 113-115, 117, 118

총     계 30문항

<표 2> 다 지능 검사지 문항 재구성

3.3 자료의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 지능을 활용한 독서교

육 로그램이 다 지능 계발에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 다. 수업 처치 ․후에 두 집단 

모두에게 다 지능 검사를 실시하 다. 다

지능 검사지는 사 ․사후 동일하게 사용하

다. 다 지능에 한 검사 결과는 SPSS 18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정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미국의 다 지능 연구  상담실 소장인 쉬

어러(C.Branton Shearer)가 계발한 MIDAS 

(Multiple Intelligences Developmental Assess- 

ment Scale: 다 지능 발달 평가 척도)를 김 진

(1999)이 다시 한국 상황에 맞게 발췌 번안한 

K-MIDAS 척도  3개 역에 해당하는 다

지능만을 수정 후 사용하 다(표 2, 부록 1 참조).  

K-MIDAS에서 측정하는 다 지능과 각 하

 역과 정의는 <표 3>과 같다.

4. 다 지능 계발을 한 독서교육 
수업 설계와 구

4.1 다 지능 계발을 한 주제 선정

청소년 발달이 청소년의 생활공간 즉 환경에 

크게 향을 받고 그러한 환경에서 경험의 내

용들이 청소년 발달에 직 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독서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환

경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론펜 르 의 생태학  발달모델  청소

년을 둘러싸고 있는 간체제인 가정, 동료, 학

교와 외체계라 할 수 있는 사회, 지구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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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론펜 르 의 생태학  발달모델9)

자료선정

⇒

수업 개

⇒

독후 활동

∙ 학생의 인성  가치  

발달을 고려한 좋은 도서 

선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1318자료

∙17권 선정

동기 

유발

∙수업 련 동 상시청

∙ 자, 출 사 소개

∙제목이나 표지 그림으로 

내용 상해보기

∙배경 지식 활성화
독후 

활동

∙다 지능 용한 

독후활동

∙모둠별 학습

∙개인별 학습읽기

자료

배부

∙차시별 읽기 자료 

<그림 2> 다 지능 이론을 용한 교수-학습과정안의 체 과정

주제로 선정하여 독서 수업 설계를 진행하고자 

하 다(그림 1 참조).

주 1회씩 총 17주 동안 독서 로그램을 진

행함에 있어 학습자의 생태학  발달과정과 연

계된 ‘나’, ‘친구’, ‘가족․학교’, ‘지구’, ‘세계’의 

5단계로 나 어 학습주제에 련된 도서를 읽

고 알게 되었거나 느끼게 된 심리  변화들을 

다 지능 략을 활용한 독후 활동을 통해 확

인하는 과정으로 개되었다. 

본 독서 교수-학습과정안의 내용은 앞에서 

설정된 로그램의 주제  목표에 따라 총 17

회기로 구성되었다. 교수-학습과정안의 체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자료

선정은 독서 수업 의 비과정이며 지도과정

은 읽기자료를 읽고 다 지능 용한 독후 활

동으로 구성된다.

4.2 17차시 독서지도안 수업 설계

수업 개의 차와 략은 선정된 도서와 

련하여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후 활동과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

다(표 4 참조).

 9) Bronfenbrenner, U. 1994. 인간생태학: 개념과 . 연세 학교생활과학 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

엄자료, 125-127. 



17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1호 2011

차시 학습주제 도서명 용된 다 지능 독후 활동

1 나 Who Am I?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장․단  기, 친구 표 하기, 인디언식 이름짓기

2 나
네 꿈과 행복은 10 에 결

정한다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나의 꿈 기

나만의 명함 만들기

3 나
실패를 두려워 말고 1등에 

도 하라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20년 후 모습 상상하기

30년 후 상상하기

4 나 시크릿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오토다 의 삶과 나의 삶 비교

스티  호킹에게 편지 쓰기

5 친구 친구야, 와 나는 특별하다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작은 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뛰어난 지능 써 보기

6 친구
나, 이제 외톨이와 안녕할

지도 몰라요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외톨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발표 후 친구에게 편지 

쓰기

7 친구 어린왕자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인물 특징 분석

인물 계도 만들기

8 친구 문제아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문제아를 읽고 주인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

9 가족 해피버스데이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독서 우편엽서 쓰기

10 학교 완득이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마인드 맵

뒷이야기 써 보기

11 지구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
인스토 으로 환경 해결방안 생각하기

12 지구
최열 아 씨의 지구 온난

화이야기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
모둠별로 해결방안 모색하기

13 지구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
개인이해 지능

자연 찰 지능

물의 결정체를 통한 마음가짐 

주변 환경 살펴보기

14 지구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지구환경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

개인이해 지능

4컷 만화 그리기

모둠별 토론하기

15 지구 라다크 소년 뉴욕에 가다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
환경지도 만들기

16 세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

개인이해 지능

KWL 독서 략

17 세계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

모둠별로 토론한 후 지구별 만들기

<표 4>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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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집단 N M SD t

개인이해 지능
실험집단 241 30.63 6.81

-4.141
통제집단 237 33.08 6.10

인 계 지능
실험집단 241 27.52 5.85

-6.056
통제집단 237 30.84 6.14

자연 찰 지능
실험집단 241 21.71 6.66

-5.387
통제집단 237 24.99 6.66

<표 5> 두 집단 학생들 간의 K-MIDAS 사  검사 t검정

구 분

개인이해 지능

사  검사 사후 검사 평균

차이

평균증감률

(평균차이/사 평균)×100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실험집단(241명) 30.63(6.81) 35.79(6.42) 5.16 16.85

통제집단(237명) 33.08(6.42) 33.76(5.81) 0.68  2.06

<표 6> 개인이해 지능 검사 결과

5. 연구 결과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들의 다 지능 사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 여부를 분석한 결

과 다 지능검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다 지능에 한 독서 교수-학습 활동의 효

과를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다 지능 발달 검

사 척도를 사용하 고, 집단간 차이 분석을 

해 학교 1학년 홀수반이 실험집단으로 선정

되었다. 실험집단은 다 지능 이론을 용한 수

업활동을 하 고, 통제집단은 학습자가 자유롭

게 도서를 선정하여 감상문을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하 다. 

5.1 개인이해 지능 검사 결과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인이해 지능의 평

균 검사와 표  편차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

다(표 6 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  검사에서는 실험집

단(30.63)과 통제집단(33.08)간의 차이가 2.45

으로 통제집단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그러

나, 다 지능 이론을 용한 17차시의 수업 결

과 자료에 의하면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서 

30.63 , 사후 검사에서 35.79 으로 5.16  높

게 나타나 사  검사에서 16.85%의 수 증가

를 보이고 있다.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은 

사  검사에서 33.08 , 사후 검사에서 33.76

으로 0.68  높게 나타나 2.05%의 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 으로 유

의한가를 알아보기 하여 개인이해 지능 검사

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사  검사를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 분석 결

과 수업 처치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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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계 지능

사  검사 사후 검사 평균

차이

평균증감률

(평균차이/사 평균)×100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실험집단(241명) 27.52(5.85) 33.30(6.06) 5.78 21.00

통제집단(237명) 30.84(6.14) 32.08(6.49) 1.24  4.02

<표 8> 인 계 지능 검사 결과

변량원 SS(제곱합) df(자유도) MS(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사  검사) 1498.91   1 1498.91 44.58 .000

주효과(수업 방식) 895.36   1  895.36 26.63 .000

오 차 15971.11 475

 체 596658 478

p<0.05

<표 7> 개인이해 지능의 공변량 분석

결과 으로 수치상으로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이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개인이해 지능을 

높이기 한 수업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통  자유독서 수업을 받은 통제집단에 비해 

개인이해 지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

인이해 지능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자연히 

습득할 수 있는 지능이지만 독서교육 로그램

을 통해 개인이해 지능을 자극되어 지능발달이 

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다 지능 용 

독서 수업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났고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정 인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5.2 인 계 지능 검사 결과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 계 지능의 평

균 검사와 표  편차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  검사에서는 실험집

단(27.52 )과 통제집단(30.84 )간에 3.32  

차이로 통제집단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그러

나, 다 지능 이론을 용한 17차시의 수업 결

과 자료에 의하면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서 

27.52 , 사후 검사에서 33.30 으로 5.78  높

게 나타나 사  검사에서 수가 21.00%의 증

가를 보이고 있다.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

은 사  검사에서 30.84 , 사후 검사에서 32.08

으로 1.24  높게 나타나 4.02%의 증가를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

한가를 알아보기 하여 인 계 지능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사  검사를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 분석 결

과 수업 처치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표 9 참조).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서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욱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소 친구간의 

화가 은 남학생들에게 친구들과 효과 으

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 학습이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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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연 찰 지능

사  검사 사후 검사 평균

차이

평균증감률

(평균차이/사 평균)×100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실험집단(241명) 21.71(6.66) 28.47(8.12) 6.76 31.14

통제집단(237명) 24.99(6.66) 25.78(6.97) 0.79  3.16

<표 10> 자연 찰 지능 검사 결과

변량원 SS(제곱합) df(자유도) MS(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사  검사) 1642.71   1 1642.71 46.86 .000

주효과(수업 방식) 631.06   1  631.06 18.00 .000

오 차 16653.26 475

 체 529943 478

p<0.05

<표 9> 인 계 지능의 공변량 분석

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많이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 계 

지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5.3 자연 찰 지능 검사 결과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연 찰 지능의 평

균 검사와 표  편차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  검사에서는 실험집

단(21.71 )과 통제집단(24.99 )간에 3.28  

차이로 통제집단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그러

나, 다 지능 이론을 용한 17차시의 수업 결

과 자료에 의하면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서 

21.71 , 사후 검사에서 28.47 으로 6.76  높

게 나타나 사  검사에서 수가 31.14%의 증

가를 보이고 있다.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

은 사  검사에서 24.99 , 사후 검사에서 25.78

으로 0.79  높게 나타나 3.16%의 증가를 보

이고 있다.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서교육 

로그램투입의 효과 차이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하여 자연

찰 지능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하 다. 

사  검사를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 분석 결

과 수업 처치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표 11 참조). 이러한 차이는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서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욱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소 남학생의 독서성향과도 일치한다. 여학생

은 문학류를 좋아하는 반면에 남학생은 과학, 

환경, 역사분야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심을 가지고 있던 지구와 환경 문제 해결에 

한 토론 학습 활동을 많이 경험하도록 함으로

써 학생들의 자연 찰 지능을 자극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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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SS(제곱합) df(자유도) MS(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사  검사) 1813.98 1 1813.98 34.95 .000

주효과(수업방식) 1667.21 1 1667.21 32.12 .000

오 차 24652.25 475

 체 380060 478

p<0.05

<표 11> 자연 찰 지능의 공변량 분석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인성과 련된 다 지능 계발을 

한 독서교육 로그램효과를 측정한 연구로

서 다 지능 이론을 용하여 개발한 독서교육 

로그램을 학교 1학년 학생을 상으로 총 

17주로 실시하 고, 이 기간 동안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에게는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서

지도를 실시했고 통제집단의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자가 도서를 선정하여 감상문을 기록하는 

독서교육을 실시하 다. 본 장에서는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서교육 교수-학습 활동을 개

발하여 독서 지도에 용한 결과, 학교 1학년 

학생의 인성발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요약하고 이에 기 한 시사 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 지능 이론을 용한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 분석 차원에서 Shearer의 다 지능 평가 

척도(MIDAS)를 번안하고 3개의 지능 역인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

에 국한하여 학생들 수 에 맞게 수정 사용하

다.

개인이해 지능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서 30.63 , 사후 검사에서 35.79 으로 

5.16 (16.85%) 높게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사

 검사에서 33.08 , 사후 검사에서 33.76 으

로 0.68 (2.06%)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실험집단의 성별에 따른 개인이해 지능 결과는 

실험집단 남학생의 경우 사  검사는 29.77 , 

사후 검사는 36.55 으로 6.78 (22.77%) 증

가하 고, 여학생의 경우 사  검사는 31.50 , 

사후 사는 35.03 으로 3.53 (11.21%) 증

가하 다. 다 지능 이론을 용한 수업을 받

은 집단의 개인이해 지능이 더욱 효과 으로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 계 지능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서 27.52 , 사후 검사에서 33.30 으로 

5.78 (21.00%) 높게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사

 검사에서 30.84 , 사후 검사에서 32.08 으

로 1.24 (4.02%) 높게 나타났다. 한, 실험

집단의 성별에 따른 인 계 지능 결과는 실

험집단 남학생의 경우 사  검사는 27.95 , 사

후 검사에서 34.28 으로 6.33 (22.65%) 증

가하 고, 여학생의 경우 사  검사는 27.10 , 

사후 검사는 32.33 으로 5.23 (19.30%) 증

가하 다. 다 지능 이론을 용한 독서수업을 

받은 집단의 인 계 지능이 더욱 효과 으로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찰 지능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사  

검사에서 21.71 , 사후 검사에서 28.47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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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31.14%) 높게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사

 검사에서 24.99 , 사후 검사에서 25.78 으

로 0.79 (3.16%) 높게 나타났다. 한, 실험

집단의 성별에 따른 자연 찰 지능 결과는 실

험집단 남학생의 경우 사  검사는 21.97 , 사

후 검사에서 30.53 으로 8.56 (38.96%) 증

가하 고, 여학생의 경우 사  검사는 21.45 , 

사후 검사는 26.43 으로 4.98 (23.22%) 증

가하 다. 다 지능 이론을 용한 수업을 받

은 집단의 자연 찰 지능이 더욱 효과 으로 

발달하 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사후 분석결

과 다 지능 이론을 용한 교수-학습을 경험

한 실험집단 학생들은 기존의 통수업을 받은 

통제집단 학생보다 개인이해 지능, 인 계 

지능, 자연 찰 지능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 이는 독서수업으로 선정된 도서와 동

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학습 략, 정

인 자기 인식을 돕는 교수-학습 활동이 학습

자 지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다. 

특히 3 역 지능  자연 찰 지능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생태계의 이해, 주변 환경 이해의 독서 수

업활동이 학생들의 자연 찰 지능의 발달을 가

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향후 다 지능 이

론을 용한 독서교육 교수-학습 활동이 우리 

독서교육 장에 주는 교육  시사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 지능을 용한 독서교육 교수-학

습 활동이 학습자들의 다 지능 변화에 모두 

정 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독서가 학

생들의 다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 다고 본다. 더욱이 다 지능 

이론의 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해서는 기존의 통  독서교육 방식이 폭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 은 교

과에 맞는 선정도서에서 개인의 다양성에 기

한 지능의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는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인성교육을 해서 다양한 인문학 

련도서가 폭넓게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 지능을 용한 다양한 독서교육 

교수-학습 활동 모형 개발이 실히 요청된다. 

이를 해 먼  학교도서 의 사서교사가 다

지능 이론을 용한 지속 이고 체계 인 독서 

수업을 통해 각각의 지능에 따른 수업방법의 

다양화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

생들의 다 지능  역의 에서 독서 활

동에 한 교육  효과를 깊이 있게 검증해 보

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학습자들의 인성 발달 향상을 좀 더 

잘 악할 수 있는 보다 실질 이고 정확한 인

성검사  평가 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측정도구로 다 지능 발달 

설문지를 사용하 다. 보다 객 인 거에 

따라 신뢰성 있는 평가 도구로 단한다면 보

다 정확하고 발 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

리라 기 된다. 다 지능 이론에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독서 교

수-학습 활동이 개발, 실행될 때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는데 효과 으로 기

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인간다운 인간의 육

성이라는 독서교육의 목 을 실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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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 지능 평가 설문지

★ 질문을 잘 읽고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답지에 √표를 해주십시오. 

) 나는 사과나 배나 딸기를 좋아한다.

1

 그 지 않다

2

별로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체로 그 다

5

매우 그 다

※ 가능하면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나는 한번 사귄 친구와 오랫동안 잘 지낸다.

 2. 나는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3. 나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친구, 어른) 도와  이 있다.

 4. 나는 친구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거나 조언을 요청한 이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악하는 편이다.

 6. 나는 친구들 사이의 싸움을 잘 해결하고 화해시켜주는 사람이다.

 7.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8. 친구 사귀기를 즐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쉽게 친해진다.

 9. 자기가 잘 아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친 하게 가르쳐 다.

10.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기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 한다.

11.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나의 기분을 통제할 수 있다.

12. 나는 하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한 이 있다.

13. 나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는 편이다.

14. 나는 내가 가진 재능, 흥미를 고려해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편이다.

15. 나는 나의 장 을 알고 있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는 편이다.

16. 나는 나의 약 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7. 나는 일기를 자주 쓴다. 

18. 나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생각한다.

19.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노력하는 편이다.

20. 나는 어떤 과외활동을 할이지, 어떤 것을 배울지 잘 결정하는 편이다. 

21. 나는 수의사, 원 사, 일기 보자 등 자연과 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22. 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가서 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23. 나는 혼자서 곤충기록이나 자연에 한 찰일지를 만든 이 있다.

24. 나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 것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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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날씨, 기후 같은 자연을 찰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26. 식물들 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27. 아름다운 자연에 하여 풍경화를 그린 이 있다.

28. 식물과 동물에 해 심이 많다.

29. 별자리에 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0. 애완동물을 길러본 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