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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상담기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여성을 상담한 사례연구이다.

에니어그램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현재 직장에서 겪고 있는 대인관계 어려움에 대해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현재 과제를 중심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자아의 왜곡된 감정과 생각 등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에니어

그램상담 과정 동안 내담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하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 성격변화

와 사회생활 속에서 교류방식 및 태도 변화를 실천하고 직장 동료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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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using the Enneagram counseling technique for adult women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lient learned 

how to express emotions and thoughts without suppressing the interpersonal difficulties they are 

currently experiencing at work. Focusing on the current task, he looked at what he was obsessed 

with in the most difficult and difficult situation, and confirmed that he realized that he had become 

obsessed with the interaction of distorted emotions and thoughts of the ego.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the client looked back on herself and realized a new communication method, understood 

her personality change, social interaction and attitude change in order to restore confidence, and 

also showed changes in relationship formation with co-workers.

Key Words : Interpersonal Conflict, Enneagram Counseling, Adult Women, Case Study, Positive 

Communication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victory0302@hanmail.net)

Received January 16, 2022

Accepted April 20, 2022

Revised February 4,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4, pp. 293-298,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4.29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294

1. 서론

모든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은 환경을 떠나 살 수 없

고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사회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인간은 사회

의 기본 단위인 가족관계에서 대인관계의 근본을 배운

다. 생애초기 부모-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성인기 대

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1]. 다시 

말해 아동기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는 원활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는 모든 인간생활에 중요하게 요청되는 

측면이며,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원천

이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인간의 가장 친밀하고도 만족

스런 타인과의 소통의 시작이 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

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대인관계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높이며, 자존감 및 자의식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는 사회

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의 역동성 속에서 관계유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3-6].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병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 해소[7]가 필요하다. 대인관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경험과 갈등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또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에니어그램상담은 에니어그램 유형검사를 바탕으로 

인간을 분석하는 방법인데[8] 에니어그램상담기법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

해주고 개인이 성장해 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다는 장점이 있다[9]. 에니어그램상담은 가족, 친구, 동료

와의 관계 즉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며

[10]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절충과 통합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11].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라면 에니어그램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며 지금까지의 자신과 타인과의 대인관계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12].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대인관

계의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불만족을 알아차려 원활한 

관계를 위한 대안전략을 개발하고 마련할수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 향상은 인간의 전반적인 삶을 의미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인관계 어려움을 해결하고 완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기법이라 할 수 있다. 아

쉽게도 에니어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상당량 

찾아볼 수 있었으나 사례를 적용한 에니어그램상담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8-14].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성인

여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성인여성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갈등 요인을 에니어그램상담을 통해 살펴보

고자 하였으며 대인관계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니어그램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성공적인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는 개인과 타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정서적인 관계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

이다. 대인관계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에서 비

롯된다. 대인관계 문제는 각자 다르게 지각하는 현실에

서 발생한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인

의 내면세계와 지각양식을 이해하여 타인의 경험과 인

식세계의 공감이 필요하다[16]. 

그리고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

하려는 집단의 공감과 상대방의 감정을 관찰하여 반응

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17]. 이처럼 대인관계는 개인과 주변인들

생활상의 환경, 집단공감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

로 되어 있어 단순한 지식 교육만으로 대인관계를 증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우리들의 삶에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된다면  개

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의 상황에 놓인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낮아지게 될 것이

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1-7]긍정

적인 대인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각 개인은 스트

레스와 분노,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며, 대인관계 유능

성이 낮아져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2.2 에니어그램

에니어그램은 BC 2500년 전 또는 그 이전에 중동지역

에서 발생하여 중동의 수피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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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도달하는 것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었다[12]. 에니어그램은 숫자 9라는 에니어(Ennea)

와 모형이라는 그램(Gram)이 합성된 희랍어이다. 에니어

그램은 사람들의 차이를 기질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설명

한다[18]. 9가지 유형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졌듯이 개인마다 다른 지질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에니어그램은 기존 행해졌던 인간의 이해를 심화된 측면으로

확장하고 통합된 자아로 접근하는 분석기법이며, 인간의

각기 환경적인 다름이 동질성과 차이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성격기질로 표현되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

내고 있다[8]. 다시말해 에니어그램은 인간에 대한 본성과

본질에 대한 접근이며, 개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알려준다. 또한 에니어그램은 삶에 대한 이해이며 마음에

대한 적용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인간 문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다. 

현재 에니어그램은 다학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리학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산업 등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 적용되고 있다[19]. 

3. 연구방법

연구분석은 에니어그램상담기법을 활용한 단일사례

(Single Subject)방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15]. 단일사례연구는 개입의 특정 

변인의 효과를 증명하는데 장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 측면에 입각한 연구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12].

3.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현재 41세로 성별은 여성이다.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직업은 중등교사이다. 가족관계는 남편(45

세)과 자녀(5세)가 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상담은 

2020년 7월 27일-9월21일 총8회기(7월27일, 8월3일, 

8월10일, 8월24일, 8월31일, 9월7일, 9월14일, 9월21

일) 매주1회, 시간은 60분씩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에니어그램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박충선 외[20]가 개발

한 한국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KEPI)를 사용하였으며 

총63문항으로 구성된다.  

3.2 에니어그램 유형검사

에니어그램 유형검사는 박충선 외[20]가 개발한 한국에

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KEPI)를 사용하였으며, 내담자

는 에니어그램 유형 2번으로 가슴형이다. 2번 유형은 조

력가의 성향이다. 에니어그램의 2번 유형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며 자신의 감정

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통찰하려고 노력 하는 유형이다. 

긍정적인 2번 유형은 다정다감하고, 사람들을 잘 보살피

며 적응을 잘하며 통찰력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

하게 알아차린다. 그러나 부정적인 2번 유형은 소유욕이 

강해지고, 신경질적이며, 지나치게 순응적이고 감정을 

드러내 놓고 표현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Table 1. Enneagram Type Test

Type 2 3 4 5 6 7 8 9 1

Score
30 27 23 25 23 28 21 26 28

80 76 75

4. 연구결과

4.1 1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경험으로 인한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

여다 보기이다. 상담은 내담자가 신청하였다. 상담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때 왕따를 경험하며 중학교 시절 학우

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으나 어울리지 못하였고, 고등

학교때도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으나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어디에서나 조용히 지냈다고 한다. 그 이후

자신의 성격이 소극적이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친구들이 따돌림을 하며

내담자가 나타나면 하던 대화를 멈추거나 자리를 피했

다고 한다. 내담자의 부모님은 맞벌이로 항상 늦게 퇴근을

하셔서 부모님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본적은 없었다고 한다. 상담조치는 학창시절에 왕따 경험

으로 인해 친구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억눌린 감정들을 

되돌아 보고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다.

4.2 2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과거 자신을 왕따 시켰던 아이들이 내담

자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자신이 바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296

라는 모습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였다. 상담내용은 왕따

를 당했던 그 당시의 기억을 돌이켜보며 친구들과 내담

자의 관계를 직면하고 내면에 있는 분노를 인정하고 과

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연습

을 하였다. 2회기 상담에서 내담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상황들. 과거 상황을 되돌아보고 내가 생각을 바꿔

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스스로 들수 있도록 했다. 상담조

치는 왕따 당했던 과거의 아픔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이 바라는 모습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였다.

4.3 3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직장에서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스트레

스를 가족 특히 남편에게 해소하는것 같다고 하였다. 

직장 업무에서 성과평가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

담감이 있었다고 한다. 가족 특히 남편에게 더 많은 애

정과 지지를 원하는 것 같다고 한다. 상담내용은 그동안 

혼자서 속상해하고 답답해 했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

진다고 한다. 왜 진작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후회가 된다고 하였다. 스스로 지금도 늦지 않았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내담자가 말하였다. 그러나 화

가 안으로 자꾸 쌓인다고 하였다. 주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 남편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남편을 힘들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회복되

고 있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고 자신감이 없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상담조치는 사소한 

일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가족이라도 

나의 불만스러운 감정 표현을 하는 부분은 갈등을 유발

할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가족간에 서로 말을 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길수 있기에 내담자가 남편에게 전달

할 말이 있을때 화를 내기 보다는 나 전달법으로 솔직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였다.

4.4 4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직장생활에서 불미스런 일로 동료들로부터 

왕따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힘들다고 하였다. 마음을 컨트

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고 했다. 상담내

용은 이번주에도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직

장내에서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났음을 

인지하고 불쑥불쑥 분노가 올라올 때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여 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고 하였다. 상담조치는 내담자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 분노 

감정이 떠오를 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하기이다.

4.5 5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직장내에서 괴로웠던 시간 등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었음을 인지하고 닮고 싶은 직장동료의

좋은 모습을 생각해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였다. 상담

내용은 직장내에서 편하게 대화한 다른 직장동료에 대한

말이 타인에 의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한다. 내담자는

오해 부분을 바로 알아채고 직장동료에게 말의 의미에 

대해 직접 전달하며 오해를 풀었지만 과거 직장 내 왕따

를 당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겁이 났다고 한다. 또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길까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직장내에서 

다른 동료들의 농담이나 장난에도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내담자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동료가 장난친거라고 오해

를 풀었다고 한다. 상담조치는 다른 직장동료들 앞에서 

자신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연습과 생각 바꾸는 노력을 

주문하였다.

4.6 6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자신이 지나치게 직장생활이나 동료들 사

이에 예민한 것 같다고 하였다. 동료가 해야할 일을 자

신에게 부탁하는 부분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내담자를 힘들게 하

였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떠올려보고 넘길만한 일

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상담내용은 직장동료들이 사

소한 농담을 하는데도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얼마전에 

동료들이 내담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꼴불

견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료와 웃으면서 대화하며 장

난인 것을 알지만 사소한 말 조차 편하게 넘기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장생활에서 

업무를 공유하는 부분에 매번 자신에게 제출기간이 임박

해 오면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는 동료가 있는데 동료관

계를 생각해서 안 보여줄수도 없고 속상하다고 하였다. 

상담조치는 사소한 것을 넘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것을 

노력하고자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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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성급한 마음이 있는데 

여유를 가지고 내담자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편안

하게 가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에니어그램상담과

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는 듯하였

다. 상담내용은 가족 특히 남편에게 속상할 때, 화를 내

고 속상한 말을 한 상황을 떠올리니 부정적인 자신의 

마음이 조절 되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동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때때로 어렵다

고 한다. 가족 특히 남편의 사랑과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

음에도 항상 부족하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직장에

서 다른 동료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

정도로 심하게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변화되고 있음

을 느낀다고 하였다. 상담조치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여

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

는 부분에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라고 하였다. 내면

에 분열된 자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8 8회기 상담과정

상담목표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다른 동료를 보면

서 피해,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자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칭한것에 용기를 

얻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직장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음을 격려하였다. 상담조치는 자신이 처

한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을 다른 누군가가 처했을 때 어

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였다. 스스로 

자신 안의 힘을 키우며 단단해질수 있음을 기억할수 있

도록 주문하였다.

5. 결론 

에니어그램상담은 에니어그램 유형검사를 바탕으로 

인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에니어그램 상담기법은 우

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개인이 성장해 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에니어그램상담은 가족, 친

구, 동료와의 관계 즉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도

구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대인관계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준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각

자의 행동 패턴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8회기 이루어진 에니어그램상담을 바탕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이다. 에니어그램상담 결과, 내담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왕따에 대한 마음의 갈등과 

분노를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현재 직장에서 겪고 있는 

대인관계 어려움에 대해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

리며, 자신의 감정을 원활하게 표현하는 기술과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현재 과제를 중심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자아의 왜곡된 감정과 생각 등의 상호작용으로

집착이 발생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에니어그램 검사 후 알게 된 자신의 유형을 통해

스스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위기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으며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었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일상을 변화

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에니어그램상담 동안 내담자는

자신을 되돌아 보며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깨닫게 되

었다. 그리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 자신의 성격변화와 사회

생활 속에서의 교류방식 및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으며 

직장 동료와의 관계형성에도 변화를 보였다. 해당 연구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에니어그램상담 

기법을 활용한 사례이며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질적인 에니어그램상담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

갈등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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