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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독서교육의 문제 을 다 지능 이론과 독후활동에 근거를 두고 논하고자 한다. 다 지능 이론은 

하워드 가드  박사가 인간에게는 구나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제 하에 8가지의 유형을 주장했는데, 각 

다 지능 유형별로 독후활동을 분석  용하여 아동들의 다양한 지능을 고루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높이기 

한 독서교육을 하기 하여 새로운 로그램을 제안한다. 새로운 로그램은 아동들이 독서교육 시간에 

결과물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 서로가 가진 자기만의 강  지능을 

발 시키고 모자란 능력을 보완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 아동 독서교육 문

가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을 통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 표본 집단의 반 인 

생각이 연구자의 기  효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아동들이 독후활동을 할 

때 꼭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감에서 벗어나 활동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독서교육 으로 한 차원 발 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discuss the problems of reading edu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and after reading activity. For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Dr. Howard 

Gardner asserted eight types of multiple intelligences under the presupposition the anyone 

had infinite ability. He analyzed and applied reading education by types of multiple intelligences 

and proposed a new program for the reading education aiming to evenly promote children’s 

various intelligences and heighten their creativities. The purpose of the new program is to 

have children throw away the idea that they should perfect their resultants in reading education 

time, develop their own strong intelligence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nd processes and 

complement their lacking abilities.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program I made FGI (Focus 

Group Interview) to the sample group consisting of child reading education experts. Analyzing 

the interview showed that the general idea of the group corresponded to the researcher’s 

expectation effect. I see that reading education has one-dimensionally developed significance 

if it enables all the children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not to have the oppressive feeling 

that they should produce masterpieces in reading education but to take pleasure in the activities 

and improve their own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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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1905년 랑스의 심리학자 알 드 비네(Alfred 

Binet)가 세계 최 로 지능검사를 개발한 이후, 

지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IQ(Intelligence 

Quotient)는 인간의 지능을 평가한 결과의 측

면에서 최근까지도 인 권 를 갖고 있었

다. 하지만 IQ 자체는 지능이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 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

려낼 목 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객 성

에 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당

의 목 과는 달리 IQ 지수는 지 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정상인, 천재( 재)와 범재를 구

분 짓는 잣 가 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 여러 

측면에서 계를 정하는데 활용이 되었다. 즉 

이 결과를 통해 한 사람의 능력과 상태를 감별

하고 단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지능은 

IQ 지수만으로 정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Q가 인간의 능력  극

히 제한된 부분만을 측정하고, 이 결과로 한 사

람에 해 과 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한 비 이 이어졌다. 

이런 비 에 한 보완  안으로 등장한 

것이 감성지능(EQ: emotional quotient),1) 사

회지능(SQ: Social Intelligence),2) 다 지능

(MI: Multiple Intelligences) 등이다. 이 가운

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 지능이 각 을 받

고 있는데, 이 이론은 하버드 학교 교육 학원 

교육심리학과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 (Howard 

Gardner)가 1983년에 제시를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집 성한 책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The Disciplined Mind) 에서 다

지능 이론을 만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학문  소양을 갖추고 잘 훈육 으며 비

이면서도 창의 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문

화에 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발견과 

안들에 해 토론할 수 있는 극성을 갖춘 

사람, 옳다고 믿는 것을 해 기꺼이 험을 감

수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

야 한다(p. 31).”

더불어 한국 학생들에게도 다 지능 이론의 

목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강

조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획일화되고 표 화된 시험에

서 높은 수를 획득하고, 문제풀이에 능하다. 

하지만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시험이 아닌 다양

한 분야에서 더 뛰어나고 재주가 있는 청소년과 

은이에게 이것은 엄청난 스트 스를 유발한

다. 한국은 학업의 성취와 성과 면에서 돋보이

긴 하지만, 그만큼 스트 스도 에 띄게 두드

러진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주 엄하게 

하는데, 아마 그들이 어렸을 때 이런 스트

스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경험상 한국 학

생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며 무 많은 것

을 요구한다.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1) 지능지수(IQ)와 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히 조 , 원만한 인간 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

지수'를 뜻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Daniel Goleman)의 서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

에서 유래되었지만 타임즈가 이 책을 특집으로 소개하면서 ‘EQ'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기업과 학계에 

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2) 역시 다니엘 골만이 정립한 개념으로, 상 방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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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자기 괴 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

에 험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동아시아인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 창조 이지 않다는 통설이 있

는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출

신의 창조  술가, 음악가, 과학자들이 한국과 

해외에서 활발하게 창조  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앙일보 2015, 종합 16면).”

이와 같이 다 지능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 자신만의 고유의 잠재력이 있다는 희망을 

주고,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을 다르게 보

는 통로를 제공해 다. 즉 ‘지능’이란 용어를 단

순한 것이 아닌 복합 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든 자신의 잠재력을 보다 

입체 으로 악하여 강  지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

닫게 해 다. 

그 다면 ‘비 이면서도 창의 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사람’, ‘문화에 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발견과 안들에 해 토론할 수 

있는 극성을 갖춘 사람’, ‘옳다고 믿는 것을 

해 기꺼이 험을 감수할 사람’을 길러내기 

해서는 어떤 략에 따른 교육이 필요할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 경

로  하나이다. 다만 보편 으로 실시되고 있

으면서도 술한 측면을 모두 이룰 수 있는 활

동은 ‘독서’라는 제 하에, 독서교육의 목표 달

성을 해 계획  실행되는 독후활동에도 다

지능 유형을 목할 필요성과 그 실제를 제시하

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문제  방법

본 연구는 다 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유형별 

정 독후활동을 모색하고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문헌 조사를 통해 다 지능과 

독후활동의 개념을 정리하는 등 이론  기반을 

확립한 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 지

능 유형별 독후활동을 제안하 다. 이어서 연구

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 독서교육 문가들 

6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을 통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분

석하여 연구자가 모색한 다 지능 유형별 독후

활동이 그들의 의견에도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

를 바탕으로 다 지능 유형별 정 독후활동을 

실시할 필요성과 그 방안에 해서도 제안하

다.

2. 이론  배경

2.1 다 지능

다 지능의 발견은 신경과학의 발달에 힘입

은 바 크다. 신경과학을 통해 인간의 두뇌는 

역에 따라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 졌기 때문이다. 를 들어 두정엽은 물리 , 

수학  기능을 담당하고, 측두엽은 언어 역을 

장하며, 두엽은 인 계에 련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 각 역의 발달 정도가 해

당 능력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도 드러났다(EBS 

제작  2009, 179-180).

가드 는 인간의 잠재  능력과 그것의 발달

에 깊은 심을 갖게 되는데, 피아제(Jean Piaget) 

이론에 심취하 다. 그는 피아제의 이론보다 

더 깊이 인간의 정신을 고들었다. 피아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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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인간의 정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무 

좁게 설명하고 있다고 재평가하면서, 인간의 

사고 체를 이끄는 한 가지 형태의 인지는 없

으며 어도 여덟 가지의 지능이 있고 이들은 

서로 독립 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김효

경 2009, 5-6). 

가드 가 다 지능 이론을 주장하는 기본

인 원리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지능은 단일한 능력요인 혹은 다수의 능력

요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지능으로 구성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별개로 구분되는 다수의 지능

으로 구성된다. 다 지능 이론의 기본 인 주

장은 모든 인간이 8개 이상의 지  능력을 계발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다. 둘째, 이 지능들은 서로 독립 이다. 단일한 

능력요인 혹은 다수의 능력요인으로 구성된 하

나의 지능을 가정할 때 이 지능검사에서 높은 

수를 획득한 사람은 여러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서로 별개로 구분

되는 다수의 지능을 가정할 때, 각각의 지능을 

구성하는 능력들이 서로 별개인 것을 강조하고, 

 각각의 지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체

제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소  ‘지능’이라 불리

는 상 체제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한 내용에 

한 그의 능력은 다른 내용에 한 그의 능력

과는 상 이 없다고 주장한다. 천재는 특정한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체 인 일반  능력에 다양하게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수한 지능을 

표 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셋째, 지능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지능이 서로 독립 으로 

기능한다고 해서 그들이 함께 작용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제의 활

동 분야에서는 독특한 지능 이외에 다른 지능

을 요구한다. 가령 음악분야의 활동은 어느 분

야든 음악  지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음악 분

야 이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는 음악  지능 외

에 신체-운동  지능을, 지휘자는 인 계 지

능을, 오페라 지휘자는 공간  지능, 인간 계 

지능과 수리  언어  지능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 한 분야의 활동이 하나 이상의 지능을 필

요로 하듯 이 한 가지 종류의 지능도 여러 분야

의 지  활동에서 공통으로 소용된다. 가령 운

동감각 지능은 바이올린 연주자에게도, 수술하

는 외과 의사에게도 그리고 운동선수에게도 필

요한 지능이다. 사람들은 8가지 종류의 지능을 

모두 갖고 있되 개인에 따라, 문화에 따라 특별

히 어느 종류의 지능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지능이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개인

과 문화에 따라 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다(Jeon 2001, 74-75). 

하워드 가드 가 처음 제시한 인간의 능력은 

음악  능력(musical intelligence), 신체-운동

 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논리-

수학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언어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공간  지능

(spatial intelligence), 인 계 지능(interper- 

sonal intelligence), 자기이해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기 단계

에 있는 다 지능 이론이기에, 그 이외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지능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최

근에는 자연탐구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을 새롭게 목록에 첨가하 고, 실존  지능(exis- 

tential intelligence)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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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정되지 않았다(김효경 2008, 6-7).

독서  독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다 지

능을 측정하기 해서는 구 학교 심리학과 

응용심리연구소와 성균 학교 아동학과 창의

성  재교육 이 공동으로 개발한 검사인 

K-MIS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

로 강  지능을 더욱 강화하며 약  지능은 보

완할 수 있는 독후활동을 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2 독후활동

독후활동이란 독서 후 그 책의 내용을 심으

로 느낌이나 생각, 감상, 의견, 비평, 인상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을 말한다. 

한 독서 후의 다양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책에 

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다음 독서에 한 기

와 즐거움을 안겨  수 있다. 책을 읽고 항상 

같이 하는 감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표  활동을 하게 하면 창의 인 

사고와 함께 책에 한 이해나 감동 한 심화

시킬 수 있다(정기원 2012, 24).

독후활동이란 책을 읽은 후에 하는 일련의 활

동을 말하며, 학생들로 하여  독서 후 책속의 

내용에 한 깊이 있는 사고와 반응을 공유하기 

한 활동으로, 책 속의 아이디어, 주제 그리고 

주요 쟁  등에 해 생각하도록 하고, 아이디

어를 면 히 분석하고 종합하기 해서 필요하

다(최용훈, 조 양 2015, 17). 

정기원(2012)은 독후 활동의 형식을 ① 도서

요약, ② 토론  토의, ③ 마인드맵, ④ 극 놀

이, ⑤ 그리기와 만들기, ⑥ 독서신문 만들기, 

⑦ 독후감상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2.3 선행연구

다 지능 이론을 기 로 한 연구는 2000년  

들어 재에 이르기까지 꾸 히 이어지고 있으

며, 반 인 교수학습방법은 물론 지능 역별 

근 략  로그램 개발, 나아가 효과 검증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헌정보학계 역시 다

지능 이론을 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은 물론, 독서 략  련 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

직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다

지능 유형과 독후활동을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먼  송기호(2009, 25-26)는 ‘통합 정보활용

교육과정론’이라는 책을 통해 다 지능 역별 

특징과 교수-학습 략을 <표 1>과 같이 정리해 

제시하 다.

한 최 임과 한복희(2009)는 ‘다 지능이 

도서 선호 양상에 미치는 향 분석’ 연구에서 

다 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 지능

유형에 따른 도서 선호 양상을 분석하여 그 결

과를 학업 성취 수  간에 비교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한기 (2006)은 ‘다 지능 독서 

로그램이 독서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

구를 통해 다 지능 독서 로그램을 구성  

용하여 아동의 독서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 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아동들이 다

지능 독서 로그램에 흥미를 가졌고, 독서 

능력  독서 태도 신장에도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기원(2012)은 ‘다양한 독후활동에 

한 연구’에서 다양한 독후활동  도서요약, 

토론  토의, 마인드맵, 극놀이, 그리기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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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역 특징 교수-학습 략

언어 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능

∙읽기, 짓기, 말하기, 듣기 등에서 단어를 효과 으

로 사용하는 능력

스토리텔링, 인스토 , 테이  코

딩, 시․읽기 쓰기, 짓기, 문집․신

문 만들기, 동화 구연, 소리 내어 읽기

논리 수학 지능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논리 으로 사고하고 수학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하는 능력

∙숫자를 효과 으로 사용하고 논리 으로 추리하는 

능력

∙범주화, 분류, 추론, 일반화, 가설 검증 등의 사고 

과정에서 사용됨

학습내용에 나오는 숫자 계산하기, 분

류하기, 소크라테스 문답법 활용하기, 

문제의 해법 추정하기, 체계 으로 생

각하기

공간 지능

(Spatial Intelligence)

∙삼차원상의 형태와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

∙시간 , 공간  세계를 정확히 지각하고, 외부 세계

의 지각에 근거해 기존의 형태를 바꾸는 능력

∙시각화 능력, 시각 , 공간  아이디어를 기하학 으

로 표 하는 능력, 자신을 공간상에 하게 치시

키는 능력을 포함함

학습내용을 그림, 그래  는 이미지

로 그려보기, 학습 자료에 색칠하여 

요소 구분하기

신체 운동 지능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신체 체나 여러 부분을 사용하는 능력

∙신체를 이용해 아이디어와 감정을 표 하는 활동과 

자신의 손을 이용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변환하는 

능력

신체동작으로 답 말하기, 학습내용을 

연극․동작으로 표 하기, 학습자료 

직  조작하기, 손가락 등 신체를 활용

하여 학습 활동하기

음악 지능

(Musical Intelligence)

∙음악  형식의 자극을 지각하고(감상), 변별하고

(비평), 환(작곡)하고 표 (연주, 가수)하는 능력

학습내용과 연 된 노래하기, 리듬치

기, 학습주제와 맞는 음악으로 학습 

분 기 조성하기

인간 친화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계를 맺는 능력

∙타인을 식별하고, 그들의 기분, 의도, 동기, 기질 등을 

가려내는 능력

∙타인의 얼굴 표정, 목소리, 몸짓에 한 민감성, 인

계상의 다양한 단서를 구분하는 능력, 그런 단서들

에 효과 으로 반응하는 능력

집단학습, 동학습

자기 성찰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신을 이해하고, 사물에 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행동에 한 이유를 아는 능력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한 방법으로 표 할 수 

있는 능력

1분 명상하기, 수업에서 자신의 목표 

설정하기, 선택하기, 과제나 문제의 양 

 해결방법 선택하기

자연 친화 지능

(Naturalist Intelligence)

∙동식물이나 주변 사물을 자세히 찰하여 차이 이

나 공통 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수업자료나 내용에서 요소 간 차이나 

공통  그리고 특징 발견하기

<표 1> 다 지능 역별 특징과 교수-학습 략

기, 독서신문, 독서 후 감상문을 독후활동에 제

시함으로 독자들로 하여  독서능력을 향상시

켜 독서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고력과 쓰기 능력 등 독서의 효과를 배가

시키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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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용

송기호

(2009)
다 지능 역별 특징과 교수-학습 략을 정리해 제시

최 임․한복희

(2009)

다 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 지능유형에 따른 도서 선호 양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업 성취 수  간에 비교분석

한기

(2006)

다 지능 독서 로그램을 구성  용하여 아동의 독서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통해, 거의 모든 아동들이 다 지능 독서 로그램에 흥미를 가졌고 독서 능력  독서 태도 

신장에도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힘

정기원

(2012)

다양한 독후활동  도서요약, 토론  토의, 마인드맵, 극놀이, 그리기와 만들기, 독서신문, 

독서 후 감상문을 독후활동에 제시함으로 독자들로 하여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독서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며, 내면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고력과 쓰기 

능력 등 독서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 음 

최용훈․조 양

(2015)

다매체세 인 청소년을 상으로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

본 연구와의 

차이

송기호(2009)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학습 략에는 독후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학습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략이 주가 된다. 한 최 임과 한복희(2009)의 연구는 

다 지능유형에 따른 도서 선호 양상과 학업 성취 수  간을 비교 분석한 것이므로 독후활동 

선정에 앞서 정 도서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한기 (2006)의 연구는 

다 지능 이론을 용해 구성한 독서 로그램이 아동의 독서 능력 반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독후활동에만 을 맞추고 있지 않다. 한 정기원(2012)의 연구는 일곱 

가지 측면의 독후활동을 제시해 독서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 으나 다 지능 이론을 

기 로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최용훈과 조 양(2015)의 연구는 독후활동의 한 방법으로서 

청소년을 한 북트 일러를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다 지능 유형에 

따라 정한 독후활동을 용했을 때 독서교육의 효과 한 증진될 것이라는 제 하에, 

각 유형별 방안들을 구체 으로 제시한 특징이 있다. 

<표 2> 선행연구 정리

한 최용훈과 조 양(2015)은 ‘독후활동으

로써 북트 일러의 효과 연구’에서 활자와 인쇄

매체보다 상과 음향매체 그리고 다양한 멀티

미디어 기기에 익숙한 다매체세 인 청소년을 

상으로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

그램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다. 북트

일러는 독후활동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2>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

와의 차이 을 밝힌 것이다.

3. 다 지능 유형별 독후활동

3.1 다 지능 유형별 교수학습방법  활동

<표 3>은 송기호(2009)가 제시한 다 지능 

역별 교수-학습 략과 Armstrong(1994)이 

제안한 지능별 활동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표 4>는 Campbell, Campbell과 

Dickinson(2004)이 다 지능을 계발하기 해 

제안한 교수학습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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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역 송기호(2009) Armstrong(1994)

언어 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

스토리텔링, 인스토 , 테이  코딩, 

시․읽기 쓰기, 짓기, 문집․신문 만들

기, 동화 구연, 소리 내어 읽기

토의, 단어 게임, 이야기하기, 암기하기, 읽

기, 일지 쓰기

논리 수학 지능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학습내용에 나오는 숫자 계산하기, 분류하

기, 소크라테스 문답법 활용하기, 문제의 

해법 추정하기, 체계 으로 생각하기

퍼즐, 문제 해결, 과학 실험, 암산, 숫자 게임, 

비  사고

공간 지능

(Spatial Intelligence)

학습내용을 그림, 그래  는 이미지로 

그려보기, 학습 자료에 색칠하여 요소 구분

하기

시각 자료 제시, 미술 활동, 상상게임, 마인

드맵, 은유, 시각화

신체 운동 지능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신체동작으로 답 말하기, 학습내용을 연

극․동작으로 표 하기, 학습자료 직  조

작하기, 손가락 등 신체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하기

손놀림 학습, 마임, 드라마, 춤, 스포츠, 각 

활동

음악 지능

(Musical Intelligence)

학습내용과 연 된 노래하기, 리듬치기, 학

습주제와 맞는 음악으로 학습 분 기 조성

하기

노래하기, 랩 음악 듣기

인간 친화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집단학습, 동학습

짝 활동, 동 학습, 지역사회 활동, 사회  

모임

자기 성찰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1분 명상하기, 수업에서 자신의 목표 설

정하기, 선택하기, 과제나 문제의 양  

해결방법 선택하기

일기 쓰기  컴퓨터를 이용한 활동

자연 친화 지능

(Naturalist Intelligence)

수업자료나 내용에서 요소 간 차이나 공통

 그리고 특징 발견하기

찰  비교하기, 색깔이나 문자의 차이 

식별하기

<표 3> 다 지능 역별 략  활동

지능 교수학습방법

언어 지능

듣기
이야기 듣기와 소리 내어 읽기, 시낭송 듣기, 이야기꾼으로서의 

교사, 강의 듣기

말하기 이야기꾼으로서의 학생, 학  토론, 기억하기, 보고하기, 면담하기

읽기 자료 찾기, 교실에서의 말, 모든 교과에서 읽기, 이해를 한 읽기 

쓰기
쓰기의 범주, 모든 교과에서의 쓰기, 내용 역에서의 쓰기, 쓰기 

시작하기, 진짜 쓰기, 쓰기 집단

논리 수학 지능

논리에 한 교수 과학 인 방법,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과학 인 사고

연역  논리 삼단 논법, 벤다이어그램

귀납  논리 유추

사고와 학습의 증진 재 학습, 질문 략

수학 인 사고과정 유형화, 그래

숫자로 학습하기 평균과 백분율, 측정, 계산, 확률, 기하학

<표 4> 다 지능 이론을 기 한 교수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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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교수학습방법

신체 운동 지능

드라마 공식 인 연극, 역할극, 창의 인 드라마, 시뮬 이션

창의  동작
신체  지식에 한 이해, 창의  동작 활동의 소개, 창의  동작을 

기  기술로 용

스 스 워 업의 요소, 스를 통한 학습 순서

교구 과제 카드, 과제 카드 퍼즐, 서랍 속의 잡동사니, 스탬

교실게임 동물사냥, 큰 마루 게임, 체  신체 반응 게임, 복습 게임

신체 교육 신체 으로 교육이 잘된 학생의 특징, 체험 학습

간단한 몸 풀기 빠른 활력소, 팔보체조,  운동, 깨어나기, 침착하기

장 학습 장 학습의 지침

공간 지능

도식으로 표 하기 흐름도, 시각  개요, 학습단원 차트, 시각  차트 도우미

시각  노트 필기와 인스토  기술 개념지도, 마인드맵, 다발 만들기, 마인드 스 이핑

시각화 교실 수업의 시각화, 시각  기억술

학습 내용의 시각  다양화 색으로 강조하기, 모양 바꾸기, 강의, 토론, 독서의 시각  표

보드 게임과 카드 게임 보드 게임 제작을 한 지침, 카드 게임

건축 건축가처럼 생각하기, 교실 속의 건축 교육

시각 술
교육  도구로서의 술, 미술과 언어의 통합,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술

음악 지능

기술을 획득하기 한 음악 음악을 통해 쓰기 기술, 학습 기술, 읽기 기술, 언어 기술 가르치기

음악 듣기 교육과정을 노래로 하기

노래를 한 비 무의미한 소리내기, 합창으로 읽기

그 외
교육과정으로 노래 만들기, 음악으로 창의성 기르기, 교실에서 악기 

만들기

인간 친화 지능

동 학습 집단 편성의 요성, 학생의 역할, 사회  기술, 동 인 학습 활동

갈등 리 일반 인 갈등의 원인

사를 통한 학습
학교 로그램을 통한 사, 사 학습에 한 평가, 사학습 련 

자료

차이  평가 학생들에게 학습 방법 가르치기

다양한 의 계발
우리는 구인가, 다양한 의 견해 이해, 다양한 상황에 한 

역할극

다문화 교육 다문화  을 가지고 가르치기, 문화지도

자기 성찰 지능

자기존 감 향상
칭찬 릴 이, 학생 개개인 인정, 동료의 지원, 자기존 감 향상을 

한 지침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학습에 한 도 , 목표 설정

생각하는 기술 인지

정서지능 교육 교실 안으로 감정 끌어들이기, 감정표 을 허용하는 환경 조성

인생에 한 호기심과 목표 돌아보기 호기심을 기르기 한 교실 활동, 목표 찾아내기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 인 학습을 수행하기 한 제안

쓰기 학   작성에 한 제안

자연 친화 지능

자연 교육과정 주제 자연과학 주제,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연

찰 능력 증진 감고 찰하기, 자세하게 살펴보기, 자세히 찰하여 그리기, 기록

계 지각 비슷한 사물 간의 차이  알기, 분류, 수집

가설 설정  실험하기 질문하는 마음의 틀 계발

자연학습 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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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 지능 유형별 독후활동 제안

공공도서 이나 학교도서 에서 실시되고 있

는 독서지도 로그램의 독후활동을 보면 쓰

기(독서감상문)  미술 활동(그리기  만들

기)이 주이며, 각 활동들은 차시의 목표  

선정 자료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

라서 목표와의 근성이 떨어지고 결과 완성 

주로 진행되는 이런 활동들은 오히려 독서에 

한 흥미를 떨어트리고 특정 기능 습득  발휘

의 장의로 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독

서의 과정을 요하게 생각하고 목표  선정 

자료와 부합되는 활동을 통해 체험  감동 등

을 극 으로 표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각자의 강 을 살리면서 단 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따

라 다 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각 지능을 활용

한 독후활동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표 5>는 

송기호(2009), Armstrong(1994), Campbell, 

Campbell과 Dickinson(2004)이 제시한 내용

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다 지능 유형별 

정 독후활동 역과 세부 내용을 제안한 것

이다. 

이어서 <표 6>은 두 역 이상의 다 지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융합 독후활동 역

을 제안한 것이다. 제안을 해 ‘제 1 지능 역’

을 강  역이자 주 역, ‘제 2 지능 역’을 

약  지능이자 부 역이라 칭했다. 이어서 주 

역과 부 역이 융합될 수 있는 활동을 제안

했는데, 이는 강  지능 활동과 약  지능 활동

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이면서 동시에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  지능을 활용해 

약  지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기

도 하다. 

<표 6>을 통해 제안한 독후활동들은 쓰기, 

미술, 연극, 놀이, 체험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주제를 정한 뒤 선정한 자료를 바

탕으로 연결 지은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를 다음의 <표 7>에서 제시하

고자 한다.

<표 7>에 제시한 계획은 ‘ 쟁의 역사’ 가운

데 ‘ 쟁의 발생 원인을 이해한다.’를 목표로 한

다. 선정 자료는 ‘니콜리아 포포 ’의 그림책 

‘왜?’이고, 독후활동은 래놀이 ‘땅 따먹기’를 

선정했다. 한 비물은 지와 병뚜껑이다. 

선정 자료는 자가 없는 그림책으로 쟁이 

왜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 다. 이를 바탕

으로 발문을 나 고, 이어서 실제 쟁이 토

를 넓히기 한 목 을 갖고 있는 것처럼 땅 따

먹기 래 놀이를 진행해 본다. 이후 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패배한 소감을 나 다. 이 계획

에서 활용된 독후활동은 래놀이  ‘땅따먹

기’로 이는 논리 수학 지능과 신체 운동 지능을 

연결 지은 것이다. 이 활동을 해 필요한 비

물은 참여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만

큼의 지와 병뚜껑이다. 비된 지는 테이

나 풀을 활용해 붙이고, 각 모서리마다 한 사

람씩 앉게 하여 자신의 진을 구축하게 한 뒤 게

임을 시작하면 된다. 병뚜껑은 뒤집어 놓은 채 

손가락으로 튕길 수 있으며, 세 번의 기회 안에 

처음 출발한 진으로 돌아와야 그 땅을 얻은 것

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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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역 독후활동 역 세부 내용

언어 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

쓰기, 발표, 토론, 토의, 인스토

∙ 쓰기: 일기, 편지, 시 등

∙발표: 스피치, 구연동화 등

∙토론: debate, CEDA 등

∙토의: 원탁토의, 포럼 등

∙ 인스토

논리 수학 지능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과학 실험, 계산․암산 등의 숫자 게임, 퍼즐

(짜 맞추기), 비  사고, 삼단 논법, 벤다이

어그램, 유추

∙과학 실험: 분야별 실험

∙숫자 게임: 숫자 보트 등

∙퍼즐: 언어  수학 퍼즐

∙비  사고: 분석, 평가, 분류

∙삼단 논법: 정언, 가언, 선언

∙벤다이어그램: 체  부분집합

∙유추(유비추론)

공간 지능

(Spatial 

Intelligence)

학습내용을 이미지로 그려보기, 학습 자료에 

색칠하여 요소 구분하기, 시각 자료 제시, 

미술 활동, 상상게임, 마인드맵, 은유, 시각화, 

보드 게임, 카드 게임, 건축

∙이미지로 그리기: 그림, 그래

∙색칠하기: 컬러링 북

∙시각 자료 제시: 사진 등

∙미술 활동: 북 아트 등

∙상상게임: 수수께끼, 스무고개 등

∙마인드맵

∙은유

∙시각화

∙보드 게임: 다이아몬드 게임 등

∙카드 게임: 할리갈리 등

∙건축: 블록 쌓기 등

신체 운동 지능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신체동작으로 표 하기, 신체 활용 학습 

∙신체동작으로 표 하기: 연극, 드라마, 춤, 놀이 등

∙신체 활용 학습: 교구 조작하기, 각 놀이, 손가락 

놀이 등

음악 지능

(Musical 

Intelligence)

노래하기, 리듬치기, 악기 만들기, 학습주제

와 맞는 음악으로 학습 분 기 조성하기

∙노래하기: 랩, 합창 등

∙리듬치기: 악기  몸 활용

∙악기 만들기: 주변 사물 이용

∙학습 분 기 만들기

인간 친화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짝 활동, 동(집단) 학습

∙짝 활동: 2인 미션(인터뷰 등)

∙ 동(집단) 학습: 3인 이상 모둠 미션, 사 등 

지역사회 활동 

자기 성찰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1분 명상하기, 자존감 향상, 자기 주도 학습

∙1분 명상하기: 자애명상 등

∙자존감 향상: 나에게 쓰는 편지, 일기 쓰기 등 

∙자기 주도 학습: 수업에서 자신의 목표 설정하기, 

선택하기, 과제나 문제의 해결방법 선택하기

자연 친화 지능

(Naturalist 

Intelligence)

장 견학, 찰  식별하기, 비교  조하

기, 수집하기, 보존하기, 기록하기

∙ 장 견학: 숲 체험 등

∙ 찰  식별하기

∙비교  조하기

∙수집하기

∙보존하기: 표본 등

∙기록하기: 찰 기록문 쓰기 등

<표 5> 다 지능 유형별 독후활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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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능 역

(주 역, 

the main part)

제 2 지능 역

(부 역,

the sub part)

독후활동 역

언어 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

논리 수학 지능 토론  논술, 풀이 과정(유추 과정, 해석 과정) 말하기

공간 지능 마인드맵, (만화, 사진 등의) 말풍선 채우기, 입체(팝업) 카드 만들기

신체 운동 지능
몸으로 말해요(몸으로 자 만들기, 동작으로 표 하는 속담, 감정 

표 하기 등), 연극(역할극, 그림자극, 손가락 인형극 등)

음악 지능 제목 짓기, 노랫말 짓기, 가사 바꾸기

인간 친화 지능
편지  쪽지 쓰기, 롤링 페이퍼, 일방통행 방통행(말 달하기, 

화법 등)

자기 성찰 지능 자기소개서 쓰기, 일기 쓰기, 시 쓰기, 장래희망 로드맵 작성 

자연 친화 지능
찰 일기 쓰기, 환경 일기 쓰기, 재활용품 만들기, 별자리 그려 

보기, 요리 하기

논리 수학 지능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언어 지능 수수께끼, 스무고개 게임, 끝말잇기(쿵쿵따)

공간 지능 로직, 스도쿠, 보드게임(다이아몬드 게임 등)

신체 운동 지능 래 놀이(땅 따먹기 등), 보드 게임(부루마블 등)

음악 지능 박자를 통해 익히는 수학, 국악 장단 익히기

인간 친화 지능 놀이(나, , 우리, 가족, 마을 등)

자기 성찰 지능 수학일기 쓰기

자연 친화 지능 환경 토론, 기사문 쓰기

공간 지능

(Spatial Intelligence)

언어 지능 주제별 신문 만들기

논리 수학 지능 수학 퀴즈(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등)

신체 운동 지능 숨은 그림 찾기, 퍼즐 맞추기

음악 지능 작곡하기

인간 친화 지능
신문지 기 게임, 놀이(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손님 모셔

오기 등)

자기 성찰 지능 도형을 활용해 표 한 나(도형심리 응용)

자연 친화 지능
캠핑하기(오산시 꿈두 도서  독서캠핑장 1박 행사 등), ○○에서 

살아남기 계획 작성과 발표, 조립하기(공룡 모형 등)

신체 운동 지능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언어 지능 래 놀이(얼음 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구연동화

논리 수학 지능
보드 게임(젠가), 도서 에서 책 찾기(청구기호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 찾기)

공간 지능 연극 놀이(거울 놀이, 사진처럼 등)

음악 지능 뮤지컬, 춤으로 표 하기

인간 친화 지능 래 놀이(우리 집에 왜 왔니 등)

자기 성찰 지능 감각 놀이( 을 가린 채 손, 귀, 코 등으로만 물건 이름 알아맞히기)

자연 친화 지능
요리하기(과일 혹은 녹색 채소 갈아 마시기, 무공해 채소 샐러드 

만들기 등)

음악 지능

(Musical Intelligence)

언어 지능 제목 짓기, 노랫말 짓기, 가사 바꾸기

논리 수학 지능 악기  소리로 논리  숫자 표 하기

공간 지능 음악을 미술(그림이나 콜라주, 조형물 등)로 표 하기

<표 6> 다 지능 유형별 융합 독후활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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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제) 선정 자료 독후활동 비물 연계 다 지능 활동 방법

쟁의 발생 원인을 이해한다. 왜?
래놀이 - 

땅 따먹기

지, 

병뚜껑
논리수학지능 모둠

<표 7> 독서지도 계획안

제 1 지능 역

(주 역, 

the main part)

제 2 지능 역

(부 역,

the sub part)

독후활동 역

음악 지능

(Musical Intelligence)

신체 운동 지능 타악기 활용 활동(장구, 꽹과리 등의 사물놀이 악기, 북이나 소고 등)

인간 친화 지능 돌림노래 부르기, 듀엣, 트리오

자기 성찰 지능 장르별 자신의 테마곡 찾기

자연 친화 지능
자연의 소리 듣고 느낌 표 하기, 음악이 될 수 있는 자연의 소리 

찾기

인간 친화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언어 지능 나도 그래(Me Too) 게임

논리 수학 지능 토의

공간 지능 모둠 칠교놀이

신체 운동 지능 릴 이 게임(입에서 입으로 등)

음악 지능 합창하기

자기 성찰 지능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OHP 필름에 서로 그려주기)

자연 친화 지능 신문지 활용 여치 집 만들기

자기 성찰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언어 지능 생활문 쓰기, 메모하기, 나의 빈 칸 작성하기, 블로그 운

논리 수학 지능 주장하는 쓰기(논술)

공간 지능 성장 앨범 구성하기

신체 운동 지능
자기 조  능력 기르기(계획 - 검 - 실행 - 평가  보완), 감정 

조  훈련

음악 지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뽑기

인간 친화 지능 상별 주제곡 선정하기, 고민 상담 해주기

자연 친화 지능 탄생석, 탄생화, 탄생 별자리 등 탐색하기

자연 친화 지능

(Naturalist Intelligence)

언어 지능
이름 지어 보기(생소한 동물이나 식물, 별 등에 나만의 이름 지어보기, 

내가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 짓기 혹은 의미 나 기 등)

논리 수학 지능
동물  식물의 분류, 자연 상의 분류, 진화 과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모습 측하기 등

공간 지능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 설계하기, 친 환경 주택 모형 

만들기 등

신체 운동 지능
숲 체험을 통한 활동(보물찾기 등), 통 가옥( 가, 한옥)에 한 

학습과 견학(한옥 마을)

음악 지능 동물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그린(green) 음악 찾기

인간 친화 지능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로 동 작품  이야기 만들기

자기 성찰 지능
자연과 자신의 계 검(기능별 차 마시기, 기능별 향기 고르기를 

통한 소감 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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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FGI는 보통 진행자(moderator) 한 명과 6- 

10명의 문가들이 미리 비된 가이드라인이

나 설문지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 지능 

이론에 근거를 두고 정리  제안한 유형별 독

후활동을 6명의 독서 문가들에게 제시하

다. 이어서 FGI를 실시하기 해 ‘독후활동 선

정의 성’, ‘공공도서 이나 학교도서  등

의 독서교육  독서지도 장면에서 활용 가능

성’, ‘다 지능의 계발 가능성’, ‘독서능력 증진 

가능성’의 네 항목을 각각 5 으로 채 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 다. 더불어 채 이 끝난 

뒤에는 각 문가의 채  내용을 바탕으로 인

터뷰를 진행한 후 그 결과도 분석하 다. 6명의 

독서 문가들은 가드 의 다 지능 이론과 유

형별 독후활동에 해 미리 숙지를 한 것은 물

론이고, 장 경력이 최소 7년 이상이기 때문에 

FGI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8>은 FGI

에 참여한 독서 문가에 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GI를 한 차례만 진행하 다. 

FGI는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총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독서 문가들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H연

구소에 모여 본 연구자가 제안한 다 지능 유

형별 독후활동을 검토하고, 이어서 ‘독후활동 

선정의 성’, ‘공공도서 이나 학교도서  

등의 독서교육  독서지도 장면에서 활용 가

능성’, ‘다 지능의 계발 가능성’, ‘독서능력 증

진 가능성’의 네 항목에 각각 5  만 으로 채

을 하 다. 채 이 끝난 뒤 각 수를 부여한 

이유 등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 었는데, 

이야기의 과정은 사  동의를 받고 녹음을 진

행하여 그 결과 역시 분석을 하 다. 다음의 

<표 9>와 <표 10>은 FGI 결과를 분석  정리

한 것이다.

FGI를 통해 본 연구자가 제안한 다 지능 유

형별 독후활동에 한 설문에서 ‘독후활동 선정

의 성’, ‘공공도서 이나 학교도서  등의 

독서교육  독서지도 장면에서 활용 가능성’, 

‘다 지능의 계발 가능성’, ‘독서능력 증진 가능

성’의 항목들이 모두 4  이상을 받아 연구 목

순번 성명 성별 자격 사항 경력

A 김○○ 여
독서지도사, NIE지도사, 역사  세계사 논술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미술

심리상담사, 정교사
11년

B 민○○ 여 독서코치, NIE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9년

C 박○○ 여
독서지도사, NIE지도사, 북아트교육지도사, 방과후학교지도사, 디베이트 

코치, 독서심리상담사, 인성지도사
16년

D 서○○ 여 독서코치, 독서논술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7년

E 이○○ 여
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NIE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진로 성상담사
11년

F 홍○○ 여
독서코치, NIE지도사, 어린이북아트지도사, 등경제지도사, 평생교육사, 

독서심리상담사
8년

<표 8> FGI에 참여한 독서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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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독후활동 선정의 정 5 4 5 5 4 4

독서지도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 5 5 5 5 5 5

다 지능의 계발 가능성 4 4 4 4 5 4

독서능력 증진 가능성 4 4 4 4 4 4

<표 9> FGI 설문 결과

독서 문가 내용

A
다 지능 이론과 독후활동을 연계한 부분이 흥미롭다. 이 근은 다 지능의 계발  독서능력과 

독서흥미 증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고 있다.

B

독서교육  독서지도는 독서코칭과는 달리 10명 이상, 한 학 을 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 

경우 참여 학생들의 독서능력  독서흥미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따라서 다 지능검사를 

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둠을 구성한 뒤 독서지도를 실시하면 활동  측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C

제시한 독후활동이 세부 이어서 바로 목시킬 수 있을 정도이다. 한 주 지능과 부 지능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인상 이다. 그러나 독서능력에 따라 단계가 제시될 필요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장의 독서지도사들이 응용을 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D

독서능력과 독서흥미, 독서태도 등 독서의 측면에서 실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교육이나 심리평가를 목 으로 개발된 척도를 활용해 분야 간 목을 꾀하는 것은 

신선한 느낌을 다. 더불어 학제 간, 분야 간 융합이 활발히 모색되는 시 이기 때문에 향후 련 

연구들이 더 많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독서교육  독서지도에서 활용할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읽은 이 있다. 그 다면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성격유형검사, 

활동을 선정할 때에는 다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독서교육  독서지도 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F

다양한 측면의 독후활동들을 제안한 것이 좋다. 도서 이나 학교 등의 독서지도 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욕심을 낸다면 사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다.

<표 10> FGI 인터뷰 결과

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 인터뷰에서

는 ‘이 근은 다 지능의 계발  독서능력과 

독서흥미 증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고 있다.’, ‘다 지능검사를 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둠을 구성한 뒤 독서교육  

독서지도를 실시하면 활동  측면에서는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시한 독후

활동이 세부 이어서 바로 목시킬 수 있을 정

도이다. 한 주 지능과 부 지능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인상 이다.’, ‘교육이나 심리

평가를 목 으로 개발된 척도를 활용해 분야 간 

목을 꾀하는 것은 신선한 느낌을 다.’, ‘도서

이나 학교 등의 독서지도 장에서 활동을 하

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등의 정 인 답변이 

도출 다.

그러나 ‘독서능력에 따라 단계가 제시될 필요

도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학제 간, 분야 간 융

합이 활발히 모색되는 시 이기 때문에 향후 

련 연구들이 더 많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



8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5

각한다.’,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성격유형검사, 

활동을 선정할 때에는 다 지능검사를 실시해

서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독서지도 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

지 않을까 생각된다.’ 등의 제언도 있었다.

결국 FGI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 지능 유

형별 독후활동 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법들이 독

서능력  독서흥미, 다 지능 계발 등에 도움

을  수 있고, 독서교육  독서지도 장에서 

바로 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이기 때문에 

했다는 결과에 도달한다. 다만 단계별 다양

한 활동을 제시할 필요성은 차후 연구를 한 

과제로 남게 다. 

4. 결론  제언

오랜 과거로부터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여 사회에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인성을 함양하거나 

치유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와주는 힘도 갖고 

있다고 해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역량도 길러나가고자 하

다. 이런 맥락은  시 에 이르기까지 해

져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디어 매체가 발

달을 하면서 그 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

다. 특히 미디어 매체에 열 하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련 분야 문가들

은 어떻게 하면 독서의 가치를 달하고 효과 

한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에 해 많

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미 교육학의 측면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활발

히 용되고 있는 다 지능 이론을 기 에 두고, 

각 유형별 독후활동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 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유

형별 정 독후활동 역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

다. 

둘째, 두 역 이상의 다 지능을 동시에 충

족시킬 수 있는 융합 독후활동을 120가지 이상 

제안하 다. 

셋째, 독서 문가 6명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본 연구자의 제안이 

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유형별 독후활

동은 독서능력  독서흥미, 다 지능 계발 등

에 도움을  수 있고, 독서지도 장에서 바로 

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이기 때문에 

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향후 수정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게 

되어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독서능력  독서흥미 발달 단계를 참

고하여 각 단계에 맞는 활동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제 간,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정 독

서의 방법, 자료의 선정, 독후활동 선정에 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 지능 유형별 

독후활동이 독서지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얼

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 수정  보완

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교수자의 다 지능  요소는 독서환경 

조성, 독서 안내, 독후 표  방법 등에 향을 

끼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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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를 해 제

안하는 바이다. 

자고로 모든 분야들은 도태되지 않기 해 진

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독서 분야

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장에서 실행하는 사람

으로서, 이 분야가 앞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으며 

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따라서 독

서 분야에서도 본 연구자가 시도한 학제 간 융

합 측면에서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연구의 시도

가 지속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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