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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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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set its goals on determining 1)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2) the 

correlation betwee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their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3) 

the correlation betwee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s, 4) the correlation 

between medical students'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and class achievements and 5) a proposition 

for using the results to benefit medical education.

  Methods: The study used the Korean vers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GS form. 

This inventory was admisistered to the medical students during their orient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A total of 245 first year students in the years 2002 and 2003 

completed the inventory. The study used the windows version of SPSS 11.0 statistics program.

  Results: The noticeable majority of medical students were introverted (68.2%) - Sensing (68.6%) - 

Thinking (71.4%) - Judgers (60.0%). Comparing personality types with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and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with class achievement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There 

was,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seen in comparing personality types with students' 

achievements. Judging-type students showed higher class achievements (3.2) than perceptive-type 

(2.7), and SJ types showed higher class achievements (3.3) than SP types (2.6).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done using Korean 

college students as subjects. And as the ISTJ type is appropriate for jobs related to medical care, 

the majority of medical students seem to have found their adequate career path.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for using the results of MBTI in medical students' career 

planning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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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는 모녀지

간인 Cathe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개발한 검사로 그 개발 기간만 해도 1900년부터 75

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여 완성된 검사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1990년에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 다. 

MBTI는 다양한 성격유형을 통해 인간에 한 이해

하는 방법이다. Catherine과 Isabel은 C. G. Jung의 

성격유형을 근거로 한 9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성

격유형지표 (Type Indicator)를 만들었다. 성격유형

지표는 크게 외향성과 내향성, 감각과 직 , 사고와 

감정, 단과 인식 지표로 나 어져 개인이 선호하

는 지표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선호경향과 16가지 

성격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김정택, 심혜숙, 1987). 

4가지 선호경향이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

인 심리경향으로 에 지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외향 (Extraversion) 는 내향 (Introversion), 무

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감각 (Sensing) 는 직

(Intuition),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고 (Thin-

king) 는 감정 (Feeling),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

엇이냐에 따라 단 (Judging) 는 인식 (Perceiving)

형으로 나 어진다. 16가지 성격유형은 이 4가지 선

호지표가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유형으로 

구분된다. 

  ISTJ는 사실과 세부사항을 분석 으로 처리하는 

자로 내향성 감각형이고 ISFJ는 사실과 세부사항을 

동정 으로 처리하는 내향성 감각형, INFJ는 체

인 부분을 조합하여 비 을 제시하는 성격유형, 

INTJ는 비 이고 신 인 내향성 직 형이다. 

실제 인 분석가인 ISTP는 논리 이고 뛰어난 상황

응력을 가진 백과사 형, ISFP는 주의 깊고 충성

스런 성인군자형, INFP는 상상 이고 독립 인 유

형, INTP는 탐구 인 분석을 하는 내향성 사고형이

다. ESTP 유형은 실  응형, ESFP는 사교 이

고 우호 인 유형, ENFP는 열정 인 외향성 직

형, ENTP는 분석 인 발명가형, ESTJ 유형은 사실

이고 실제 인 사업가형이다. ESFJ는 친선도모형

으로 타인에게 사하는 사람들이며 ENFJ는 상상

력이 풍부한 언변능숙형 그리고 ENTJ 유형은 직

, 신 , 조직 인 지도자형이다 (김 선, 1999; 나

길운, 1992; 최 수, 2002). 이  의료 련 업에 

합한 유형은 ISTJ, ISFJ, ISFP, ESFP, ESFJ 그리

고 4가지 기능유형 에서는 SF와 치료와 상담 분야

가 합한 NF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박기출, 1996; 

이경화, 1999).

  MBTI 검사는 상담이나, 연구 는 다양한 조직 

안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교육 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MBTI의 유형

을 알게 되면 교수자는 그 결과를 통해 성격유형에 

맞는 효율 인 교수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고 학습

자 개인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맞

는 학습방법을 용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가지 선호지표의 특징을 분석하

여 학습자의 진로지도에도 상당한 도움을  수 있

다 (Stilwell et al, 2000; Grandy et al, 1996). 재까

지 국내·외로 수많은 MBTI 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의학, 치의학, 간호학 련 MBTI 연구는 외

국학술논문의 경우 PubMed를 검색한 결과1) 70편의 

논문 (Boyd & Brown, 2005; Clack GB et al, 2004; 

Opt & Loffredo, 2003; Shope et al, 2000; Harasym 

et al, 1995; Blake et al, 1995; Eicke et al, 1993; 

Lacorte & Risucci, 1993; Tharp, 1992, Freund, 1988, 

Erskine et al, 1986; Williams, 1975 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과 학생과 련된 MBTI 연구는 

7편 (Bitran et al, 2004a; Bitran et al, 2004b; Sohn & 

Jo, 2003; Bitran et al, 2003; Ang, 2002; Stilwell et 

al, 2000; Wallick et al, 2000; Wallick & Cambre, 

1999)에 불과하 다. 국내학술논문은 국내의학논문

을 검색할 수 있는 KMbase 검색엔진을 이용하 는

데, 그 결과 총 23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양 

수 외, 2004; 황승숙, 2004; 김희숙, 2003; 황승숙, 

김은주, 2002; 박정희, 2002; 임기 , 조선미, 2002; 

1) 검색어: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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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김정남, 2002; 김지혜 외, 2001; 박 숙 외, 

2001; 임지  외, 2001; 이정태 외, 1995 등)2). 그러

나 이  의과 학생과 련된 논문은 3편 (김인숙, 

김귀분, 2002; 임기 , 조선미, 2002; 이정태 외, 

1995)에 불과하 고 이 에서 학업성취도나 공

만족도와 성격유형의 상 계에 한 연구는 없었

다.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한국의학교육학

회지에 발표된 김 선 (1999)의 논문이 있다. 1999년

의 연구는 의과 학생의 성격과 학업만족도 그리고 

학업성취도간의 련성을 연구하 는데 본과 1학년

에서 4학년 학생을 각 학년별로 80명씩 무선 할당

하여 MBTI 검사를 1회 실시하 다. 동일한 의과

학에서 실시한 본 연구가 이 의 연구와 다른 은 

첫째, 연구의 상이 본과 1학년 의과 학생 체를 

상으로 2002년과 2003년도에 각각 실시한 2번의 

검사 결과를 토 로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분석했다는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MBTI의 기능별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와 입학년도

에 따른 성격유형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는 과정을 

추가하 다. 셋째, 단순히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성격유형과의 계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검사 결과를 한국심

리검사연구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성격유형 분포비

율과 비교해보고, MBTI의 4가지 기능형의 결과를 

통해 의료 련 직업에 합한 유형은 얼마나 되는 

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추가 인 작업과 더불어 

MBTI 유형의 4가지 선호경향을 분석하여 각 유형

에 한 교수 -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의과 학생들이 MBTI 분석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법 한 모색해보고자 한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연구 상자는 2002년과 2003년도에 A 학교 의

과 학 의학과 1학년으로 진입하여 오리엔테이션에 

2) 검색어: “MBTI,” “성격유형” 

참석한 의과 학생 245명이다. 2002년도에는 125명, 

2003년도에는 120명의 학생들이 의과 학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 다.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

의 경우 160명, 여학생의 경우 85명으로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 수의 약 2배 다. 이들을 상으로 오

리엔테이션 과정 에 MBTI 검사를 실시하 으며 

2002년과 2003년 2년간에 걸쳐 실시한 오리엔테이

션에 참석한 245명의 학생 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 연구방법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Cathe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개발한 MBTI 검사

를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번역한 MBTI 성격유형

검사 GS형이다. MBTI GS형의 질문지에는 총 9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부로 나 어져 있고 

총 4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지이다. 제 1

부는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습 처럼 편안하

게 느껴지고 자주 행동하는 경향과 가까운 것을 고

르는 문항들이며, 제2부에서는 주어진 상황뿐만 아

니라 2개의 낱말 에서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

되는 말을 선택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자

신의 공에 해 만족여부를 ‘그 다’, ‘아니다’  

선택하는 문항이 있다. MBTI 검사지에는 질문지와 

함께 답안용지 (자기채 식)와 MBTI 로 일도 포

함되어 있다. 연구 상자들은 답안용지에만 기록하

게 하 으며 기록된 답안지는 회수하여 2명의 훈련

된 조교가 수를 환산하고 로 일을 작성하 다. 

학업성취도의 측정은 의학과 1학년의 학년말 성

을 활용하 는데, 이 성 은 의학과 1년 간 학습하

던 8개 과목 성 의 평균 수이며 총  4.3을 만

으로 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공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의 경우 2002학년도 진입생들의 자료만을 구

할 수 있었음을 밝 둔다. 

  MBTI는 결과는 Microsoft EXCEL 2000을 통해 

정리되었다. MBTI 검사는 2002년과 2003년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하 고 결과 한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정리된 결과는 windows용 SPS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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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Frequency of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type Frequency (%) Personality type Frequency (%)

E  78 (31.8) ST 124 (50.6)

I 167 (68.2) SF  44 (18.0)

S 168 (68.6) NF  25 (10.2)

N  77 (31.4) NT  52 (21.2)

T 175 (71.4) SJ 112 (45.7)

F  70 (28.6) SP 56 (22.9)

J 147 (60.0)

P  98 (40.0)

Table II. 16 Personality Types of Medical Students Frequency (%)

SN

       TF
      JP

    EI

Sensing

(S)

Intuition

(N)

Thinking

(T)

Feeling

(F)

Thinking

(T)

Feeling

(F)

Introvert

(I)

Judging

(J)

ISTJ

71 (29.0)

ISFJ

8 (3.3)

INTJ

16 (6.5)

INFJ

6 (2.4)

Perceiving

(P)

ISTP

19 (7.8)

ISFP

15 (6.1)

INTP

18 (7.3)

INFP

14 (5.7)

Extrovert

(E)

Judging

(J)

ESTJ

27 (11.0)

ESFJ

6 (2.4)

ENTJ

11 (4.5)

ENFJ

2 (0.8)

Perceiving

(P)

ESTP

7 (2.9)

ESFP

15 (6.1)

ENTP

7 (2.9)

ENFP

3 (1.2)

로그램을 통해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분포와 

공만족도와의 계,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계 그리고 공만족도와 학업성취와의 계를 분

석하 다. 

결   과

가.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의 분포를 MBTI 유형으

로 분석한 결과, 먼  각 지표별 선호경향을 살펴보

면 Table I에서와 같이, 태도지표 (E/I)에서는 내향성

(I)이 68.2%로 외향성 (E)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

고, 인식과정 (S/N)에서는 감각형이 68.6%로 직 형

(N)에 비해 더 높은 분포를 보 다. 단과정 (T/F)

은 사고형 (T)이 71.4%로 감정형 (F)에 비해 가장 많

은 차이를 보 으며, 처양식(J/P)에서는 단형(J)

이 60.0%로 인식형 (P)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 다. 

김 선 (1999)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빈도 (%)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 연구의 지표별 성격유형 역시 I 

(68.5%), S (74.5%), T (68.5%), J(55.4)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BTI의 기능별 특징은 인식과정 (S/N)

과 단과정 (T/F)의 배합에 따라 ST, SF, NF, NT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의과 학생들의 기능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I에서와 같이, ST형이 

50.6%로 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NT형 (21.2%), SF형 (18.0%), NF형 (10.2%)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 다. 그리고 보다 가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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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orrelation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Personality Type

Personality type Satisfied Dissatisfied χ2 p

E 15 (39.5) 23 (60.5)
 .261 .609

I 36 (44.4) 45 (55.6)

S 37 (44.4) 47 (56.0)
 .165 .684

N 14 (40.0) 21 (60.0)

T 36 (43.9) 46 (56.1)
 .118 .732

F 15 (40.5) 22 (59.5)

J 31 (44.9) 38 (55.1)
 .237 .592

P 20 (40.6) 30 (60.0)

SJ 23 (46.0) 27 (54.0)

 .677 .879
SP 14 (41.2) 20 (58.8)

NF  6 (46.2)  7 (53.8)

NT  8 (53.8) 14 (63.6)

ST 28 (46.7) 32 (53.3)

1.073 .784
SF  9 (37.5) 15 (62.5)

NF  6 (46.2)  7 (53.8)

NT  8 (53.8) 14 (63.6)

행동패턴을 보여주는 기질은 인식과정 (S/N), 단

과정 (T/F), 처양식 (J/P)의 배합에 따라, SJ, SP, 

NF, NT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의과 학생

들의 기질유형을 살펴보면, SJ형이 45.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SP형 (22.9%), NT형 (21.2%), 

NF형 (10.2%)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 다.  

  한 MBTI의 4가지 지표별 선호경향을 조합한 

16가지 성격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II에서와 

같이, 실제와 사실에 해 정확하고 체계 이며 신

한 ISTJ 유형이 29.0%로 가장 높았고, 이 외에 

10% 이상의 분포를 보인 유형은 ESTJ (11.0%)로 나

타났다. ENFJ유형은 0.8%로 16가지 유형  가장 

낮은 분포를 보 다. 연구 상은 다르지만 김 선의 

1999년도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ISTJ 유형이 22.4 

%로 1 , ESTJ 유형이 11.6%로 2 로 동일한 결과

를 보 고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각각 1.9%

를 차지한 INFJ, ENFJ, ENTJ 유형이었다.

  다음은 의과 학생들의 입학년도에 따른 성격유

형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2

년 입학생과 2003년 입학생의 성격유형 분포는 각 

지표별 선호경향에서나 기능유형  외부세계의 

처양식을 조합한 기질유형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의과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분포 역시 각 지

표별 선호경향에서나 기능유형  외부세계의 처

양식을 조합한 기질유형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공만족도와의 

계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공만족도와의 계

를 분석하기 하여 성격유형을 지표별, 기능별, 기

질별로 구분하여 공만족 여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III과 같다. 먼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지표별, 기능별, 기질별 

공에 해 만족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즉, 모든 지표별 성향의 의과 학

생들은 만족하는 경향이 그 지 못한 경향에 비해 

비교  낮았으며, 모든 기능  기질별로도 같은 경

향을 보 다. 따라서 의과 학생의 성격유형과 공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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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Correlation of Class Achievements and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type N Mean SD F p

E 38 2.995 .610
 .034 .855

I 81 2.969 .771

S 84 3.011 .703
 .619 .433

N 35 2.896 .767

T 82 3.046 .705
2.419 .123

F 37 2.825 .743

J 69 3.207 .608
19.387 .000

P 50 2.659 .749

SJ 50 3.266 .008

6.112
.001

(SP < SJ)

SP 34 2.636 .126

NF 13 2.835 .228

NT 22 2.933 .160

ST 60 3.087 .689

1.045 .376
SF 24 2.820 .715

NF 22 2.933 .749

NT 13 2.835 .823

  한편, t 검증 분석을 사용한 김 선 (1999)의 연구

결과에서는 외향 (E)인 성격을 지닌 학생의 학업

만족도 (M=162.0)가 내향 (I)인 성격을 지닌 학생

의 학업만족도 (M=15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

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해 양식  생활 양식에 

있어, 단형 (J)이 인식형 (P) 학생의 학업만족도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보수집  단과 결정지표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는 

연구 상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계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계

를 분석하기 하여 성격유형을 지표별, 기능별, 기

질별로 구분하여 평량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IV와 같다. 먼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학업성

취도를 분석한 결과, 태도지표 (EI)에서는 외향성

(E)이 내향성 (I)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인식과정 (S/N)에서

는 감각형 (S)이 직 형 (N)에 비해 더 높았으나 역

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과정에서는 사고형 (T)이 감정형 (F)보다 더 높

았으나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처양식 (J/P)에서는 단형 (J)이 인

식형 (P)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선 (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단과정

(T/F)에서 사고형 (T)의 학업성취도 (M=78.45)가 감

정형 (F)의 학업성취도 (M=75.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지표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의 기능유형에서는 ST형이 학업성취도가 가

장 높고, SF형이 가장 낮은 수를 보 으나 이들 

유형 집단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성격의 기질유형에서는 유형 집

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

체 으로 SJ형이 SP형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와의 계에서는 선호경향의 지표  J형의 성격유

형을 가진 의과 학생들이 P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의과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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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 Correlation of Class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Satisfaction level in 

medical school
N Mean SD F p

Satisfied 51 3.063 .660
1.266 .263

Dissatisfied 68 2.913 .762

았고, 성격의 기질유형에서는 SJ형의 의과 학생들

이 SP형의 의과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미

하게 더 높았으며, 성격의 기능유형은 ST형 의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의과 학생들의 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계 

  의과 학생들의 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공만족 여부에 따른 평량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V와 같다. 공

에 해 만족하는 의과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학생

들에 비해 더 높은 평량평균을 보 으나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의 상이었던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을 MBTI로 분석한 결과  각 지표별 선호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감각형이 직

형보다,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단형이 인식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학생 성격유형의 분

포를 제시한 김정택, 심혜숙 (1990)의 MBTI의 유형 

분석에서도 내향성이 56.35%로 외향성보다 더 높았

으며, 감각형이 73.21%로 직 형보다 높았으며, 사

고형이 56.84%로 감정형보다 높았고, 단형이 

54.82%로 인식형보다 더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임 

을 알 수 있다. 

  의과 학생의 기능유형의 분포에서는 ST형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뒤 이어 NT형, SF형, NF형의 순

으로 나타났다. 4가지 기능  의료 분야에 가장 

합한 기능은 SF형과 NF형 (Myers & McCaulley, 

1985)으로, SF형은 가족 이고, 열성 인 특성으로

서 구체 이고 사실 인 것을 바탕으로 개인 , 사

회 계  측면으로 단하고 사람들의 심사를 

하는 일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NF형은 유기

이고 열정 인 특성으로서 망이나 가능성에 입각

하여 인간 심  가치에 의해 단하고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하는 일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김

상용, 김 숙, 1999). 그러나 본 연구 상의 경우, 

의료 분야에 합한 기능유형인 SF형과 NF형의 유

형이 비교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ST형은 료 이고 실제 인 특성으로

서 구체 이고 사실 인 것에 해 객 이고 논

리 으로 단하고 결정하며, 사실과 경험을 용하

는 일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의과

학 진입생의 성격이 사람들에 한 심과 이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과 학생의 기질분포에서는 SJ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SP형, NT형, NF형의 순으로 높은 분

포를 보 다. 한국 학생 성격유형의 분포를 제시

한 김정택, 심혜숙 (1990)의 MBTI의 유형 분석에서

도 SJ형이 44.4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SP

형이 다음 순이었던 과 일치하고 있다. 4가지 기

질  SJ형은 ‘보호자’의 기질을 보이는 것으로 소

속과 사를 시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

고 의무수행의 욕구가 있으며, 통을 고수하며 변

화를 즐기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김상용, 김 숙, 

1999). 이에 따르면 소속과 사를 시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면에서 의료 분야가 어느 

정도 합한 기질이라고 할 수 있다. 

  MBTI의 4가지 지표별 선호경향을 조합한 16가지 

성격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의과 학생들에

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유형은 ISTJ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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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한국 학생 성격유형의 분포를 제시한 

김정택, 심혜숙 (1990)의 MBTI의 유형 분석에서 

ISTJ유형이 19.0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 의과 학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을 각 학년별로 80명씩 무선 할당하여 연구한 

김 선 (1999)의 연구 결과를 보아도 가장 많은 유형

(22.4%)으로 나타났다. ISTJ 유형에 알맞은 직업으

로는 회계, 법률, 생산, 건축, 의료, 사무직, 리직

이므로 본 연구의 의과 학생들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인 성격유형이 의료분야에 합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보

면,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

과, 처양식에서 단형 (J)이 인식형 (P)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의 기질유

형에서 SJ형이 SP형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계획에 따라 단계 으

로 추진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기통제 인 성격

유형인 J형, SJ형이, 무 많은 일을 두서 없이 한꺼

번에 시작해서 하나의 일을 끝내는데 어려워하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

는 P형이나 SP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

과 (Anchors et al, 1989; Myers & Myers, 1980; 임지

 외, 2001)와 일치한다. 

  MBTI의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의료

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외는 아니다. 다

양한 사람들과의 을 피할 수 없는 의료 문직

의 경우 MBTI의 결과를 잘 활용하면 직장 동료뿐

만 아니라 환자와의 의사소통, 개인 는 집단 의사

결정, 동이 필요한 다양한 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lack et al, 2004; Opt & Loffredo, 2003; 

Ang, 2002; Shope et al, 2000). 질병이 보다 세분화

되고 복잡해지며 수많은 의료정보를 효율 으로 다

루어야 하는 의사들에게 있어 의료에서 력은 반

드시 필요한 것이며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해서

는 서로 다른 성향으로 사고하는 동료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Makely (2005)도 지 했듯이 성격유

형은 사람들이 상황을 다루는 방법, 의사결정을 하

는 방법 그리고 문제나 일에 근하는 방법에도 

향을 다. 

  MBTI의 결과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상담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MBTI의 역사를 살펴

보아도 MBTI는 의과 학생과 한 계가 있다. 

1950년 에 George Washington 의과 학에서 의과

학생 5,355명이 참여하는 12년간의 MBTI 연구가 

실시된 이 있었다 (http://www.capt.org/The_MBTI_ 

Instrument/Isabel%20Myers.cfm). 이 연구를 통해 의

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공 선택 여부와 

12년 후에 선택한 공이 자신의 성격유형에 

하 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MBTI의 검사 결과는 교수-학습방법에도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Hardigan & Cohen (2003)은 7개

의 의료 문직을 공하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분

석하 는데, 분석 결과 서로의 성격유형에 차이가 

있었고 특정 직종에 특정 성격유형들이 집 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를 들어 의과 학생

과 치과 학생은 실용 이고 실 인 ESTJ 유형,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공의 경우 따듯한 마음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ESFJ 유형 그리고 약학 학생

들의 경우 신 하고 철 한 ISTJ 유형이 가장 많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내용의 선정

이나 학습방법을 결정할 때에 학습 상에 따라 강

의 주의 교수방법, 소그룹 활동, 학생발표, 문제바

탕학습방법, 역할극, 장학습, 로젝트 수업 등 다

양한 학습방법과 내용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한 학습방법과 내용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 로, 학생들의 성격유형 

분석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강화해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법을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Brightman의 경우 MBTI 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인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3)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의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은 ISTJ 즉, 내향 -감각 -사고 - 단자들이었다. 

3) 자료출처;

  http://www.gsu.edu/~dschjb/www.mbt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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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A  topic B  topic C topic D

 A1  A2  B1  B2  C1  C2  D1  D2

What is(are) the topic's most essential general principle(s) or goals?

What topic(s) must be known such that students could achieve the goal?

Fig. 1. What must be known method.

태도지표에서는 내향성 (I)이 외향성 (E)보다 더 높

은 분포를 보 다 (68.2%). 태도지표는 학습자가 어

떻게 “에 지를 충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내향성 (I)의 경우 집 력이 강하고 반성  사고를 

좋아하는 목표지향 인 학습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학습주제에 한 학습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지식을 조각내어 가르치는 것은 내향성 학습

자에게는 의미가 없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큰 그

림”을 볼 수 있도록 학습내용간의 연 성을 보여주

어야 한다. 비슷한 학습내용들을 묶고 그룹화시키고 

상호연 짓기를 잘하기 해서는 학습자들이 직  

비교나 조표를 작성하거나 흐름도나 개념지도

(concept map)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인식과정에서는 직 (N) 유형보다 감각 (S) 

유형의 학생들이 많았다 (68.6%). 감각  유형의 학

습자는 조직 이고 구조화된 순차 인 강의를 선호

한다. 조직 인 강의를 하기 해서 1) 반드시 알아

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2) 용-이론- 용 략 그

리고 3) 선행조직자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조직화하기 해서는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교수자 스스로 질문을 해가며 학

습목표를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에 

용할 때에는 하  단계부터 가장 상 의 목표를 

향해 역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업을 개한다.

  감각 인 학습자들은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기 에 

이론과 련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사례나 문제를 

먼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때의 문제나 사례는 학습자들이 근하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궁 증을 유발시키고 조 은 

도 인 내용으로 선택하고 선수 학습한 내용이나 

경험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 좋다. 선 용 과정

을 거친 후 련 이론이나 개념을 학습하고 추가의 

용사례나 문제를 다시 목시키면 학습내용의 습

득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선행조직자는 항구의 

배와 비교한다면, 비계 (scaffolding)를 형성하여 학

습자들이 학습내용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다. 

즉, 기존지식의 내용과 연결되어 이미 형성된 지식

에 새로운 지식을 잘 목시켜 친숙하지 않은 개념

이나 학습주제를 보다 친숙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행조직자를 선택하는 데에 

교수자에게 도움을  수 있는 질문이 있다. 1) 학습

해야할 주제와 매우 비슷한 내용  학습자들이 알

고 있는 일반 인 수 의 지식은 무엇인가? 2)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이 학습해야 할 내용과의 연

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단과정에서 사고 (T) 성향을 가진 의과 학생

은 71.4%나 되었다. 사고  성향의 학습자들은 명

확한 학습목표와 학습과정을 선호하므로 학습목표

나 일일 수업목표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단어의 사

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교수자는 의미 있고 

통합 이며 비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지능 수

의 명확하고 행동 심 인 학습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처양식에서 단형 (J) 의과 학생의 분포는 60%

는데 단형 학습자들은 단호하고 계획 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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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학습과제를 완수하는 것에 을 맞추고 핵

심과 요 만을 알고 싶어하며 단에 따른 행동을 

매우 빠르게 실천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업과정을 

계획하기를 좋아하고 마감일을 엄격히 지키는 편이

기 때문에 이들의 좌우명은 “무조건 하라”이다. 

단형 학습자들의 효과  학습을 돕기 해서 다음

과 같은 학습 략을 활용할 수 있다. 1) 속기: 속기

는 쉽게 배울 수 있고 학습자들 자신만의 방법을 개

발할 수도 있다. 2) 다단 나 어 필기하기: 노트 필

기 시에 지면을 반으로 나 어 왼쪽 면에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후 오른 편에 자신의 언어로 

왼쪽에 은 내용에 한 자신의 의견, 의문 , 핵심

내용, 선수학습과 의 연계성과 내용의 의미 등을 

기록한다. 3) 색연필 사용하기: 노트나 교재에 랑

색은 주요핵심 용어를 표시하는 색으로, 녹색은 선

수학습과 연계되는 내용을 표시하는 등 색상을 이

용하는 학습방법도 효과 이다. 4) 분석-조직-반응: 

어떠한 문제에 응답하기 에 먼  문제를 분석하

는 습 을 갖는 것이다. 핵심 용어를 악하고 논리

인 순서로 생각을 조직화 한 후에 응답하도록 한

다. 5) 거꾸로 질문해보기: 시험 시 장문의 답이나 

논술문을 작성해야 할 경우, 먼  자신이 진술한 답

의 내용을 읽어본다. 그 다음 자신이 쓴 내용을 바

탕으로 거꾸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본다. 답을 토

로 만들어진 문제와 본 시험 문제와 비교하여 차이

가 없는지 확인한다. 단형 학습자들은 섣부른 분

석을 하여 사례분석이나 문제해결 시 성 한 답변

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바탕학습과 같은 

사례를 다루는 학습을 할 경우 학습자들은 결과 내

용을 다시 검토하거나, 교수자가 다른 해답과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집단을 구성하여 서로 찬·반 

논의를 통한 새로운 근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바

람직하다. 

  와 같은 학습 략을 규모 강의와 같은 상황

에서는 학습 략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겠으나 모든 

의과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ISTJ 유형이 많다고는 하나 다른 학습유형

을 가진 학생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학습 략은 조별활동이나 개

별과제 는 소규모 그룹학습 시에 학습자들의 집

단배치나 조별구성을 학습자들의 성격유형을 고려

하여 조직화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용할 수 있을 

것이다.

  MBTI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의과 학생들의 공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임기 , 조선미, 2002; 이경화, 1999; Moli-

dor, 2002; Stilwell et al, 2000; Grandy et al, 1996). 

Isabel Briggs Myers의 종단연구 외에도 의학 공

역의 선택과 MBTI에 한 연구는 재까지 지속되

고 있는데 Michigan State University 의과 학의 경

우 이러한 MBTI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Molidor, 

2002). 오랜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MBTI의 

모든 성격유형이 모든 의학 공 역에 분포해 있

으므로 의학은 모든 성격유형의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문이며 직업이다. 그러나 SP의 성향을 가

진 사람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수가 다고 밝

졌다. 이 연구결과의 일부를 살펴보면, 내과와 신경

과의 경우 IN 유형, 외과는 ES 유형, 일반외과와 정

형외과 그리고 산부인과는 곧은 성격과 하이테크에 

심이 있는 S 유형, 정신과는 N 유형, 마취과의 경

우 ISTP와 ISFP 유형, 병리학의 경우 INT 유형, 소

아과의 경우 마음이 따듯한 ESFJ와 ISFJ 유형 그리

고 의과 학의 교수들의 경우 ENFJ와 INFJ 유형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의 경우I 유형

과 F 유형이 선호하는데, 그 에서 F 유형이 가정

의학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S 유형은 자신에게 익숙한 활동

을 매일 용하기를 좋아하고, N 유형의 경우 복잡

하고 도 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신과를 많이 선호하는 것이며, T 유형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고 어려운 과제가 동반되는 

환자진료를 선호한다. 그리고 F 유형의 경우 열정과 

돌 이 필요한 환자들을 하기 좋아하므로 소아과

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성격유형이 모든 공 역에서 발견되고 있지

만, 각 성격유형이 가지고 있는 기질  특성  장

이 잘 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세부 공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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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택한다면 학생들에게는 공에 한 만족과 

학업에 한 열정이 높아질 수 있으며, 문의들에

게는 직업에 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

과 으로 환자에 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수 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의과 학생에 한 추

후연구의 방향과 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학의 의학과 1학년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과 학생의 일반

인 성격유형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 이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격유형

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략 개발을 한 연구

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의과 학

생들의 성격유형과 추후 공 선택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장기 인 종단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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