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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를 추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하고, 선별된 키워드가 실제 성격유형별 도서의 

구분  추천에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밝히는데 목 이 있다.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등학생 5~6학년과 학생 1학년 

수 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하 다. 분류 결과, 문가 집단 5인 

이상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가 반에 해당하며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 선정된 도서의 서평 데이터를 모아 어휘자동추출

시스템으로 추출한 키워드로 도서를 성격유형별로 분류한 결과와 문가 집단이 최종 정한 결과를 비교하면, 소수의 

도서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로써 서평 키워드를 활용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구분하고, 성격유형별 

도서추천에 유효성이 있음을 검증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keywords that can recommend books by personality type, and 

to test whether the chosen keywords can be actually used in the categorization and customized 

recommendation of books for each personality type.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chose books 

that match the level of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mmissioned an expert group to categorize the books into groups that are preferred by 

each personality type. As a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half of the books in which more than five experts 

agreed showed high consensus. In addition, the results of classifying books by personality type with keywords 

extracted by the automatic word extrac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book review data of the selected books 

were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final judgement by the expert group, except for a few book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it is possible to classify and recommend books that are likely to be preferred by 

different personality types using review keywords. 

키워드: 성격유형, 에니어그램, 도서추천, 서평 키워드, 자동어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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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 으

로 살아가기 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선인들

의 삶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며 인성과 사회성

을 함양한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

한 뇌 기능 활성화에 독서가 큰 도움이 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어린 시 에 책 읽기에 흥미를 갖고 올바른 독

서 습 을 길러 다면 평생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로 표 할 수도 있다. 개인에게 독서

의 의미와 흥미를 주는 도서나 시기는 측할 

수 없으므로 학령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

년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환

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요하다. 

문화체육 부가 2020년 2월에 발표한 ‘2019

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18.10.~2019.9.) 일반 도서 ‘종이책’을 1권 이

상 읽은 연간 독서율은 성인 52.1%, 학생 90.7%

로 나타났다. 독서자 기 으로 연간 종이책의 독

서량은 성인 체 평균 6.1권, 학생 체 평균 

32.4권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9 사회조사’ 결

과를 보면 만 13세 이상 독서인구 비율이 2013

년 62.4%에서 2019년 50.6%로 감소하 다. 이 

통계 수치를 바꿔 말하면 성인의 경우 1년 동안 

2명  1명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 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국어 교과에 

포함하 다.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을 기회를 마련해 주고,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며 읽는 과정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평생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기 함일 것이다. 

한출 문화 회에서 발표한 2020년 한 해 

동안 회로 납본된 책을 기 으로 발행 종수가 

65,000여 종에 이른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도서 에서 나에게 합한 도서를 선택하는 것

은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

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4차 산업

명의 시 에 량의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고 소

멸되는 시기에 나에게 합한 정보 선택의 필요

성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수시로 하고 

합한 정보가 요구되는 요즘 개인에게 합한 도

서의 추천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독서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은 비록 본인은 책을 읽지 않

지만, 내 아이만큼은 많은 책을 읽기를 바라고 

있다. 더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책

을 읽도록 권  있다고 알려진 기 이나 단체에

서 발행한 추천도서, 권장도서, 필독도서, 교양 

도서, 우수 도서 등을 제시하고 그들이 추천한 

도서목록 에서 선택하여 책 읽기를 권하고 있

는 게  실정이다. 책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

운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공공도서 이나 학교도서 을 찾아와 사서에게 

‘재미있는’ 책과 자신들에게 ‘맞는’ 책을 추천해 

주길 요구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재미있는’ 책, 

나에게 ‘맞는’ 책이라고 나름의 기 으로 악

하여 한 책이라 알려주지만, 책을 권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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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한 것인지 확신이 없을 때가 지 않다. 

사서에게 추천받은 책이 그들이 진정 원하던 책

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학교 장에서 

근무하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  하나인 ‘재

미있는’ 책, 개인에게 ‘맞는’ 책, 그런 한 책

을 찾아 군가에게 추천해야 할 때는 언제나 

난감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빠르게 늘어나는 

도서 정보의 홍수 속에 개인에게 합한 도서

를 효율 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함

이다.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를 추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하고, 선별된 키워드가 

실제 성격유형별 도서의 구분  추천에 활용 

가능한 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내용

이 연구의 상 도서는 타고난 기질인 성격

유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성격유형의 특성

에 따라 선택  독서가 가능한 등학교 5~6

학년과 학교 1학년 수 의 도서로 선정하

다. 구체 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진행하 다. 

첫째, 성격유형별 독서성향과 선호하는 도서

의 특성, 도서 선별의 기   독서교육에 련

된 특성을 악하기 해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 다. 

둘째, 선행연구를 토 로 성격유형별 특성을 

표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하 다.

셋째, 등학교 5~6학년과 학교 1학년 수

에 맞는 190권의 추천도서를 선정하 다. 

넷째, 성격유형별 독서교육  련된 연구

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10명의 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190권의 선정 도서를 상으로 9가지 

성격유형별 합한 도서로 분류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상호․비교하 다. 

다섯째, 선정된 190권의 도서에 한 서평과 

책 소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휘자동추출시

스템을 사용하여 각 도서별 키워드를 추출하

다. 추출된 키워드별로 연  계를 악하고 용

어 간의 계 정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 다. 

여섯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용어 간

의 가 치를 반 하여 190권의 도서를 상으

로 어휘자동추출시스템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성격유형별로 분류하 다. 

일곱째, 두 번째 단계에서 선별한 키워드와 

여섯 번째 단계에서 어휘자동추출한 키워드를 

비교․분석하 다. 

여덟째, 네 번째 단계의 문가 집단이 부여

한 도서별 성격유형과 여섯 번째 단계의 어휘

자동분류 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문가 집단의 집단 회의를 거쳐 

각 성격유형별로 선정한 도서를 상으로 합 

정을 내리고, 키워드를 이용한 어휘자동분류

시스템의 분류 결과를 비교하여 키워드를 활용

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의 유효성을 검증

하 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이론  배경

2.1 에니어그램의 개념과 특징

에니어그램(enneagram)이라는 말은 아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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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
∙성격유형별 독서성향 조사

∙선호도서 추천 키워드 선별

↓

도서 선정 ∙ 등학교 5~6학년  학교 1학년 합도서 190권 선정

↓

문가 조사(델 이 기법) ∙ 문가 개인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분류 

↓

데이터 분석

∙어휘자동추출시스템 활용하여 도서별 키워드 추출

∙성격유형별 키워드 선별

∙추출 키워드를 활용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분류

↓

문가 집단 회의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합 정

↓

결과 분석

∙ 문가 집단이 분류한 선호도서 결과 분석

∙ 문가 선별 키워드와 어휘자동추출된 키워드 비교․분석

∙ 문가 집단이 부여한 도서별 성격유형과 어휘자동추출 키워드 활용 결과 비교․분석

∙ 문가 집단 회의 정 결과와 추출 키워드 분류 결과 비교․분석

↓

결론
∙키워드를 활용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의 유효성 검증

∙연구 결론 제시 

<그림 1> 연구 흐름도

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니어(ennea)와 그림이라

는 뜻의 그라모스(grammos)에서 왔다. 아홉 

개의 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이다. 즉 

에니어그램이란 인간의 성격을 아홉 가지로 분

류하여 유형들의 연 성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에니어그램의 상징은 <그림 2>와 같

으며 원, 삼각형, 헥사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에니어그램의 상징

원은 우리의 일상 인 삶을 표 하며, 통합, 

체, 단일성, 하나를 상징한다. 최 의 본래의 

자기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인간의 근원 인 소

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각형은 우리 마음속

에 있는 신념이나 가치 을 의미하며, 인간이 

세 가지의 에 지 원천을 갖고 있음을 상징한

다. 인간은 장(본능), 가슴(감정), 머리(사고)

를 통해 의지, 감성, 이성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인격을 완성해 간다. 헥사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변화와 순환 과정을 

거듭함을 의미하며, 희랍어인 헥사드는 숫자 6, 

여섯을 뜻한다.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별로 그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번 유형은 부지런하고 매우 성실하며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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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옳고 그름을 단하는 기 이 있다. 스

스로 통제하며 감정과 충동을 조 하고 주변을 

개선하려 하며 체계 이고 원칙 으로 일을 처

리하는 양심 인 사람이다. 1번 유형은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는 개 가로 표 된다. 

2번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타고난 감각을 지녔다. 감정이입과 공감을 잘

하며 타인을 도와주기 해 자신의 희생을 감

수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2번 유형은 가슴

이 따뜻하고 감정에 충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조력가로 표 된다. 

3번 유형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최고가 되려

고 노력하며 변화와 어려운 환경에도 잘 응

하고 순응하는 편이다. 객 인 결과와 성취

목표에 을 두고 우선순 를 결정하나 삶의 

성공을 해 매 순간 경쟁을 하고 실패에 한 

두려움이나 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차단하려 

한다. 3번 유형은 성공과 유능함을 추구하는 야

망이 있는 성취자로 표 된다. 

4번 유형은 삶의 평범한 방식에 지루함을 자

주 느끼며 독특하고 창의 이며 술  감각이 

뛰어나고 낭만 이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

하며 자신을 잘 표 하는 세련된 사람이다. 4번 

유형은 자기 심 이며 술 이고 독특함을 

추구하는 술가로 표 된다. 

5번 유형은 객 인 단력과 상황을 분석

하며 지 인 호기심이 많아 정보와 지식을 얻고 

배우려 노력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독립되고 안 한 공간을 원하며, 

문  지식이 많은 명석한 사람이다. 5번 유형

은 분석력과 통찰력이 있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

하는 사색가로 표 된다. 

6번 유형은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이 선택한 

단체나 조직에 한 의무감에 충실하고 성실하

게 조를 잘한다. 의심이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며 안 하고 더 안정 인 계획을 세

우는 신 한 사람이다. 6번 유형은 매우 충실하

고 성실하게 조를 잘하는 충성가로 표 된다. 

7번 유형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미가 

있으면 열정 으로 빠져들고 실질 으로 생산

인 결과가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새로운 시

도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자유롭고 낙천 인 사람이다. 7번 유형은 명랑

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낙천가로 표 된다. 

8번 유형은 자기 신념이 강하고 성실하며 약

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추진력과 결

단력이 있어 문제를 발 으로 해결하며 다른 

사람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고 격려한다. 자신

의 역에 침범하는 것에 해 분명히 하려고 

하고 에 지가 많고 주도 이며 다른 사람에게 

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8번 유형은 리더

십이 있고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지도자로 

표 된다. 

9번 유형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수용

이고 여러 의 차이를 듣고 재하는 역

할을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

럼 보이지만 자기 고집 로 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며 갈등을 싫어하는 성

품이 온순한 사람이다. 9번 유형은 안정과 평화

를 추구하며 넓은 포용력을 가진 재자로 표

된다. 

2.2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개인의 독서성향은 흥미, 독서 경험, 독서 능

력, 독서 환경 등과 선호하는 책의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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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가 있으며, 성별에 따라 는 연령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윤옥(2010)은 성격유형별로 독서성향이나 

행태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 책을 

읽고 싶어지는 상황과 독서를 통하여 추구하고

자 하는 발달 과업이 감정형과 사고형, 본능형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책

을 읽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이 메말랐다

거나 슬럼 에 빠졌을 때와 같은 감상 인 상

황에서 가슴(감정)형이 머리(사고)형이나 장

(본능)형보다 더 책을 읽고 싶다고 한 반면, 공

부가 안될 때와 같은 실 이고 실제 인 상

황에서는 머리(사고)형이 가슴(감정)형 보다 

더 강하게 책을 읽고 싶어 했다.  책을 읽을 

때 추구하는 개인  응 발달 과업에서는 장

(본능)형에 속하는 1번 유형이 자기 통제나 향

상을 한 노력에 높은 반응을 보 으며, 사회

 응 발달 과업에서는 성취지향 인 3번 유

형의 반응이 높고, 자기 심 이며 내성 인 5

번 유형의 반응이 낮았다. 문화  응에 속한 

발달 과업에서는 3번 유형이 모든 항목에서 반

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상주의 이고 자기 

통제를 잘하는 1번 유형의 반응도 그 특성에 맞

게 나타났다.

한윤옥, 조미아(2011)는 등학교 5~6학년

과 학교 1~2학년을 상으로 성격유형 검사

와 도서 주제를 개인  응, 사회  응, 문화

 응 역으로 구분된 독서성향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공격형에 속하는 3번, 8번 유형은 

자신의 성향을 더욱 발 시키는 주제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순응형에 속하는 1번, 6번 유

형은 감정폭발 자제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

도록 하는 주제에 낮은 선호도를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성격상 통합의 방향으로 향하는 주제

에 심을 보이고 있었다. 움츠리는 형에 속하

는 5번 유형은 가족 사랑에 한 주제에 무심하

고 혼자이기를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9번 유

형은 모든 주제에 심을 보이지 않는 표

인 움츠리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윤옥 외(2012)는 성격 형성에 매우 요

한 시기인 청소년, 등학교 고학년생과 학

교의 학생을 상으로 성격유형별 독서성향과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 내는 연구에서 개

인  응, 사회  응, 문화  응 역 모두 

7~9개 주제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성격에 기반한 방  차원의 독서지도가 가능

함을 확인하 다. 

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밝 진 바에 의하면 

성격유형별 독서성향이 선호하는 도서에 차이

를 보이며, 성격의 기질이 도서 선호에도 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 로 9

가지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구체 으

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 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성격의 1번 유

형은 개인 인 기호나 개성 인 독서보다는 외

부에서 제공되는 목록에 의한 일반 이고 보편

인 독서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발

인 본인의 선택보다 교과 연계 주의 학습 

련 독서 등 읽어야만 하는, 읽으면 좋은 책을 

읽는 당연과 의무 인 독서 태도를 가지고 있

다. 선호하는 테마에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학/역사 분야를 선호하고, 도덕  태도를 지

니게 하는 책, 국가에 한 충성이나 희생에 

한 내용의 책을 선호한다. 

모성애 이고 이타 인 성격의 2번 유형은 

이웃에 한 사랑과 심 역의 모든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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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호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 하는 내용,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내용, 

이타  성향 특성에 따라 국제  조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싶어 한다. 2번 유형

은 문학을 좋아하고, 일상 으로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 계에서 겪게 되는 심리 인 

갈등이 주가 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사람과의 

계 지향 인 특성이 선호도서에 그 로 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지향 이고 실용주의 이며 야망이 있

는 3번 유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수 있는 책,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정

신 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책, 강한 의지를 바

르게 단해야 하는 책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꿈을 높게 갖도록 하는 책, 목 을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내용, 미지의 세계에 한 흥미를 

키우는 책, 창의성과 연구하는 태도를 키우는 

책, 객 성과 합리성을 존 , 자신의 성을 

단하게 도움을 주는 직업․진로에 한 책을 선

호하는 것은 성공을 지향하는 성향을 확실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번 유형은 과학 분야를 

가장 선호했지만, 문학 도서에서는 사랑과 우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번 유형은 순수하면서도 우울한 성격이므

로 자기극복을 하여 명랑하고 쾌활하며 순진

한 태도를 갖추게 하는 책, 이기심과 불평, 불만

하는 행동을 참아내는 내용의 책, 자기 향상에 

한 의욕을 갖게 하는 책, 자존심과 정서  안

정을 유지할 수 있는 책, 열등감을 극복하고 좌

하지 않도록 하는 책에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술 이고 독창 인 성격의 4번 유

형은 자유로운 공상과 상상을 즐기는 책, 술 

감상에 한 책, 미  창작에 흥미를 갖게 하는 

책, 미지의 세계에 한 흥미를 키우는 책, 어려

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에 한 내

용의 책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5번 유형은 규율이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책에 심이 많았고, 지 이고 분석 인 성격

답게 민주주의 사회의 의미와 제도에 한 책,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계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싶어 했다. 5번 유형은 역사

인 이야기를 선호하며 문학 도서에서는 성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며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

인 이야기를 선호하지만, 낯선 공상 세계가 

배경인 도서는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을 시하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 방

인 자세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5번 유형의 성격  특성을 보여 다.

매사 비하고 겁쟁이면서 안 을 도모하는 

6번 유형은 보건 생의 습 을 갖춘 책을 읽고 

싶어 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 하는 책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 유형은 과학

과 역사 분야의 도서를 선호하지 않고, 문학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주인공이 성인인 작품

을 선호하며, 입체  캐릭터와 평면  캐릭터

가 혼재된 캐릭터를 선호하 다.  의지, 투지, 

극복  자기 성장을 테마로 하는 도서를 선호

하 다. 과거지향 인 시간과 과거를 배경으로 

한 도서를 선호하 다.

낙천가이면서 개방 인 7번 유형은 유머에 

한 책에 심을 보 으며, 학교 친구들이나 

학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내용의 책을 읽

고 싶어 했다.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특성에 

따라 환상, 타지, 모험, 공상의 내용으로 개

되는 책에 심이 많았다. 

지도자형인 8번 유형은 운동이나 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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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흥미를 주는 책,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책을 선호했다. 강력하

고 지배 인 8번 유형은 가족들과 사랑으로 화

합하는 내용, 력하는 태도로 사회생활의 안정

과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 자기가 살고 있는 고

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책을 읽고 싶어 

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사회를 이끌기 한 8번 

유형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남자가 주인공

이면서 미래 어느 시  낯선 곳의 이야기를 좋

아하며, 지도자 유형답게 사회조직을 상으로 

한 행동상의 갈등이 주된 이야기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보다 악인을 반동 인

물로 한 이야기에 심을 보이는 것 역시 정직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고 보살피는 보스 기질

을 지닌 8번 유형의 성격  특성을 볼 수 있다.

모든 주제에서 9번 유형이 타 유형과 칭되

는 것으로 나타나 9번 유형의 수동 인 성향을 

볼 수 있다. 9번 유형은 모든 주제에 심을 보

이지 않는 표 인 움츠리는 유형의 특성을 

그 로 드러내고 있다. 모든 역에서 다른 유

형에 비해 심을 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잘 들어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성향

을 그 로 유지하는 나름 로의 고집을 부리는 

성격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격유형별 고유한 성격 특성은 독서성향으

로 드러나고 독서성향은 선호도서를 선택하고 

읽는 과정에 반 됨을 알 수 있다. 

조 양, 조미아(2018)는 성격유형별 선호도

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성격유형별 맞춤형 도서

를 제공한 연구에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를 선

별하는 기 과 도서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제시

하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 양(2017)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표 

키워드와 선호도서에 빈번하게 출 하는 키워드

를 제시하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와 같다. 

성격유형 성격유형별 도서 선별 기 도서에서 추출한 키워드

1번
∙권장도서, 추천도서, 필독도서
∙올바른 가치 , 윤리 을 주제로 하는 도서
∙사회 신을 주도한 인물이야기

의, 지혜, 지식, 고양, 상식, 도덕, 양심, 비 , 윤리, 가치 , 
성실함, 질서, 정직, 개 , 변화

2번

∙ 인 계가 좋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
∙등장인물이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인물
∙사랑과 우정을 소재로 한 책
∙헌신 인 인물이야기가 담긴 책  인

가족, 친구, 사랑, 우정, 왕따, 짝꿍, 선생님, 보살핌, 감동, 장애, 
용기, 도움, 배려, 효도

3번

∙경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
∙자기계발과 연 된 책
∙시사, 교양, 상식 등의 실용 인 책
∙유능하고 성공한 인물이야기

자기계발, 능력, 성공, 정보, 효율, 유능, 과학, 경제, 돈, 부자, 
명

4번

∙ 술 으로 가치가 있거나 술 작품
∙외모나 능력이 뛰어난 주인공이 등장하는 책
∙독특한 심리가 잘 드러나는 책
∙개성이 강하고 특별한 인물이야기

아름다움, 우아함, 특별함, 외모, 능력, 개성, 술, 자기성찰, 
내면심리

5번

∙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
∙분석 이며 논리 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내용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 추리, 탐정의 책
∙지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야기

상상, 호기심, 환상, 탐험, 추리, 탐정, 상식, 지혜, 교양, 지식, 
정보, 탐구, 논리, 분석, 사고, 비

<표 1> 성격유형별 도서 선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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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 키워드(성격설명) 키워드(선호도서 추출)

1번
체계 , 객 , 양심 , 원칙 , 진지함, 엄격함, 
완벽함, 철 함

경제, 사회, 자연과학, 생태계, 운명, 성장, 고민, 철학, 성장, 통문
화, 역사, 인물, 그리움

2번
사교 , 친 , 친숙함, 화, 친 감, 사려 깊음, 타인 
배려, 따뜻함, 심

사회, 심리, 이미지, 자기 리, 추리, 탐정, 용기, 유머, 상상력, 우정, 
성, 사랑, 극복, 투지, 감동, 재치

3번
자신감, 효율 , 좋은 인상, 성취감, 인정, 응력, 
자기계발, 체면

상식, 문화, 지혜, 교양, 정보, 요리, 인권, 민족, 여성, 입양, 꿈, 
놀이

4번
창의 , 감정변화가 심한, 민한, 독특한, 풍부한 
감수성, 술  감성, 외로움 

인간 계, 감동, 자기성장, 모험, 세계사, 한국사, 여왕, 술, 우아함, 
아름다움 

5번
분석 , 사색 , 열 하는, 나서지 않는, 이성 , 
정보수집, 지  호기심 

지리, 지혜, 역사, 호기심, 선비, 지식, 성장, 자신감, 어른, 학교, 
믿음 

6번
헌신 , 가정 , 충실한, 회의 , 미리 비하는, 
책임감, 안정감

자아, 극복, 용기, 믿음, 칭찬, 성장, 소통

7번
정 , 열정 , 분 기를 이끄는, 다양한, 변화무

한, 사교 , 호기심, 모험심
자기계발, 일기, 상상력, 고난, 탐험, 사투, 모험, 순정, 무 , 공상, 
아이디어 

8번
독립 , 웅 , 진취 , 다 , 강한 의지력, 지도
력, 결단력, 자신감

경제, 가치 , 돈, 뉴스, 성 , 자기 리, 문화, 기후, 극복, 콤 스, 
장애, 아동폭력, 생명, 쟁, 학 , 화, 거짓, 정체성, 개척, 환경문제 

9번
편안한, 평화로운, 참가한, 무심한, 참을성이 많은, 
온순한, 심  여유

상처, 이해, 감동, 고민, 래 계, 가족사랑, 유 , 자기애

<표 2> 성격유형별 표 키워드

2.3 선행연구 

성격유형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격유

형에 합한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성격유

형에 따라 근방법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

고 있었다. 

모슬기, 김 숙(2009)은 성격유형과 어독

해 략의 연 성에 한 연구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어 독해 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성격유형별로 합한 독해 략을 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연택, 하채수(2010)는 성격유형에 따라 학

업  자기효능감이 있는지와 학생들의 진로 결

정 여부가 학업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에 한 

근방법과 학업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성격유형 성격유형별 도서 선별 기 도서에서 추출한 키워드

6번
∙안 에 한 이야기
∙환경을 주제로 하는 책
∙ 통, 문화재, 역사를 주제로 하는 책

안 , 환경, 자연, 믿음, 칭찬, 성장, 책임감, 력, 동

7번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모험을 하거나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
∙행복한 결말의 책

모험, 타지, 공상, 아이디어, 여행, 재미, 즐거움, 열정, 흥미, 
상상력, 환상, 신비로움, 호기심, 행복

8번

∙강인한 인물, 웅이 주인공인 책
∙ 쟁 이야기, 인권 등 사회  문제를 다룬 책
∙의지, 투지, 역경 극복을 주제로 하는 책
∙ 웅이나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야기

정의, 웅, 리더십, 지도자, 도 , 의리, 고난, 역경, 극복, 명 , 
권력, 보호, 인권, 쟁, 승리

9번
∙ 인 계가 좋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
∙평화 인 성향의 인물이야기

평화, 이해, 공감, 고민, 상담, 개방, 도움, 양보, 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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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방법  학업지도에 한 개별  근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김기열(2015)은 MBTI를 활용하여 학생

의 성격유형과 기술  사고성향 간의 계를 

규명하고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기술  사

고성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성

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기술  사고성향에 차

이가 나타났으며 기술  문제 악과 문제 해

결해 나가는 성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격

유형별로 합한 학습방법으로 기술  사고성

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성격유형을 용한 도서 연구를 살펴보면 성

격유형별로 독서성향이나 행태가 차이가 나는

지를 조사․분석하 으며, 성격유형에 따라 독

서성향과 선호하는 도서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연

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맞는 도서를 선정, 활용하

여 독서 로그램으로 용하 을 때 성격유형

에 따라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윤옥(2010)은 성격유형별로 독서성향이나 

행태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해 으로써 성격

유형에 기반한 독서치료가 가능할지를 모색한 

결과, 책이 읽고 싶어지는 상황과 독서를 통하

여 추구하고자 하는 발달 과업이 감정형과 사

고형, 본능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 다. 

한윤옥 등(2012)은 등학교 고학년생과 

학생을 상으로 독서지도를 실시할 때 성격유

형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밝 내고 성격유

형별 바람직한 독서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독서 태도, 독서성향, 결

과물에서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한윤옥, 조미아(2013)는 등학교 8개교 5

학년 394명과 학교 7개교의 1~2학년 374명

을 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

하고 출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성격

유형별로 선호도서에 차이가 있었으며, 작품분

석지표를 통해 얻어진 선호도서의 결과에서 에

지를 사용하는 추센터별로 차이가 나타났

음을 확인하 다. 

백진환, 한윤옥(2014)은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용한 독서

지도를 실행하여 자기 격려, 자기효능감, 사회

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밝 냈다. 

조 양, 조미아(2018)는 경기도 등학교 4 

~6학년 226명의 학생을 상으로 학교 행복감

과 독서성향의 계를 분석하고,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검사하고 성격유형에 맞는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악하 다. 연구 

결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책을 처방해 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독서 흥미

를 일으켰고, 자신과 성격유형이 비슷하게 나

온 친구들의 책을 함께 바꿔 읽기도 하는 등 다

양한 책을 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고, 자

신과 다른 성격유형의 책들이 무엇인지에 심

이 생겼고 그 책들을 모두 읽고 싶다는 의지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도서추천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

인 맞춤 도서추천을 해 다양한 검색 시스템

이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이 향상된 도서추

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었다.  수집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도서나 정보를 요청할 때 형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김석 , 오혜연(2012)은 교보문고의 3년간 

매 데이터를 기 로 하여 오 라인 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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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치를 추 하기 해 아이폰 앱을 

개발하고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도서추천 알고

리즘의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사용자의 

치 정보가 도서추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음을 증명하 다. 

박양하(2016)는 학교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북 큐 이션을 제안

하고 기존 시스템의 추천 도서목록을 분석하여 

이용자 정보와 도서 정보에서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을 분석하여, 큐 이션의 기 이 되는 

12개의 추천 기 을 도출하 다. 

안희정, 김기원, 김승훈(2017)은 도서 서지 

정보, SNS 데이터, 도서 본문 텍스트 등을 분

석하여 사용자에게 도서 주제 키워드, 등장인

물과 같은 구체 인 정보를 기반으로 도서를 

추천해 주는 사용자 맞춤형 도서 큐 이션 시

스템을 제안하 다. 

곽우정 외(2019)는 K 학교 재학생들을 

상으로 MBTI 성격유형별로 이용자를 분류하

고,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 의 정보자원 

 서비스를 조사․분석하 다. MBTI 유형에 

따른 자료/정보원  서비스 선호도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태도 지표 유형별 분석에서 자료 

형태 선호도와 사분할 유형별 분석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형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가지 성격유형별 분석에

서도 디지털콘텐츠 유형에 유의미한 인식 차이

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자동분류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분류하는 기법이나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 치 방식을 제안하고 있

었다. 

김 , 이재윤(2012)은 국내 주요 학술 DB

의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독서 분야 학술

지 논문에 부여된 자 키워드를 기계 학습한 

결과에 따라 해당 논문들을 재분류함으로써 키

워드를 추가로 할당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자 키워드의 재분류를 통하여 디스크립터를 

자동 할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김수아, 오성탁, 이지형(2015)은 블로그 포스

트를 자동으로 분류하기 해 범주별 고유 정보

를 반 한 어휘 가 치를 제안하 다. 어휘 가

치 분석을 해 범주별로 블로그 문서를 수집

하고, 수집한 문서에서 어휘의 빈도와 문서의 

빈도, 범주별 어휘빈도 등을 고려하여 가 치 

방법인 CTF, CDF, IECDF를 제안하 다. 

김수아, 조희선, 이 아(2015)는 블로그 포

스트의 자동분류를 해 블로그 사이트에서 분

류별 문서를 수집하고, 수집된 분류별 문서의 

어휘빈도, 문서빈도, 분류별 빈도 등의 어휘 가

치 조합하여 블로그 포스트의 특성에 합한 

가 치 방식으로 TF-CTF-IECDF를 제안하

다.

조 양(2017)은 개인별 성향이나 성격유형

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에 차이가 있음을 제

로, 어린이․청소년을 한 추천도서의 책 소

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성격유형에 합한 

도서를 합리 으로 추천할 수 있는 서평 자동

분류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유아  아

동도서를 상으로 2가지 기계학습 모델의 성

능을 측정한 결과, 선형 커 을 이용한 SVM 

기반 학습 방법(LIBLINER)이 비선형 분류를 

지원하는 LibSVM(RBF 커 )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뉴스 기

사나 논문을 상으로 한 문헌 분류 성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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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리 인 분류 

기 이 존재하는 뉴스 기사나 주제 분류에 비

해 성격유형 기반 분류는 그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들이 성격유

형에 따라 어떤 차이나 향이 있는지에 한 

이론 인 개념을 정립하고 성격유형에 합한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근방법의 개선 방

안 등을 제시하는 에서 의의가 있다. 성격유

형을 용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를 악하

고, 이를 토 로 성격유형별 독서지도를 실행

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큰 의의

가 있다. 량 정보의 시 에 개인 맞춤 도서추

천의 유용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도서추천 시스

템을 개발하고 성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제안한

다는 것은 개인 맞춤화 시 의 흐름이라고 

악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격유형별 선호하는 도

서에서 추출한 키워드와 선호하는 분야의 도서 

선별 기 을 제시한 연구는 있으나, 이를 검증

하는 과정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

았으며,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을 한 키

워드를 체계 으로 정립하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평 데이터에서 어휘자동추출 시

스템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성격유형별 선호

도서로 분류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이 연구는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키워드를 

정립하고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개인이 도서

를 성격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자 한다.  문가가 추출한 키워드와 자동어

휘추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된 키워드를 상

호 비교․분석하여 키워드를 활용한 성격유형

별 선호도서의 추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차

3.1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키워드 선별 

성격유형별 키워드를 추출하기 해 문헌 고

찰에서 밝 진 성격유형별 특성과 자아 이미지, 

상황별 이미지, 좋은 상태, 힘든 상태, 선행연구

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종합하여 성격유형별 키

워드를 선별하 다. 그리고 도서에서 많이 표

되었거나 표 될 것이라 상되는 성격유형

별 키워드로 구성하 다. 성격유형별로 추출한 

키워드는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검증의 단계

를 거쳐 완성하 다. 문가 집단은 에니어그

램 성격유형을 수업에 용한 경험이 있는 국

어교사와 독서 수업에 용한 경험이 있는 사

서교사 3인으로 구성하 다. 성격유형별 키워

드 50개 선별하 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2 도서의 선정

등학교 5~6학년과 학교 1학년 학생들

의 성장 발달 수 에 합한 도서를 선정하기 

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사서 추천도

서’에서 등 고학년과 청소년 상의 도서목

록을 참고하 다. 경기도 사이버도서 의 ‘북매

직 일생의 추천도서’에서 등 고학년 추천도서

와 청소년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 으며, 경기 

앙교육도서 에서 제공하는 ‘사서의 추천도

서’에서 등 고학년 추천도서와 청소년 추천도

서 목록을 참고하 다.  각 등학교와 학

교의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 다. 참고한 도서

목록에 근거하여 등학교 5~6학년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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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 성격유형별 키워드

1번

윤리 의지 생산 명 이상 공정 정직 도덕 정리 자기 리 단 비  단독 강박 충동 심각 문제 고민 해결 

통제 불안 질투 착함 책임 양심 신뢰 완벽 분노 비난 요구 노력 진지 간섭 조 엄격 의 제 가치 성실 

상식 교양 개  주장 논리 경쟁 변화 기회 안 민주

2번

친구 아이 고민 가족 부모 마음 상처 아픔 갈등 행복 선물 왕따 단짝 우정 오해 다정 보호 응 통찰 용 

열정 감정 심리 민감 희생 조종 소유 신경질 순응 칭찬 도움 타인 이웃 사람 자기 진심 사랑 양육 공감 수용 

배려 소통 계 지지 불평 요구 간섭 아부 용기 외모 공부

3번

정보 유능 교양 지혜 명  공부 성  자신 효율 효능 자기 활동 실용 방법 기만 자아 가식 허 심 앙심 경쟁 

성공 능력 능률 인재 동기 목표 지향 유망 지식 조직 리 체계 과정 소통 친화력 완성 달성 성취 끈기 도  

 지식 안달 외모 이미지 인기 독 경제 실천 

4번

연민 자신 마음 표  창조 감 지지 품  우울 자기 자존감 내면 죄책감 도덕 단 축 고집 감정 몰두 

특별함 독창  민감 감상 취향 고상 고  외모 세련 교양 기복 기 비극 용기 과장 소유 인물 조종 심 

요구 민 고민 오해 우아함 로 개성 술 그림 감동 슬픔 기쁨

5번

분석 찰 끈기 민감 감각 명 객  통찰 문제 해결 지  교양 정보 지식 지혜 생각 사고 상상력 공상 

사색 탐구 연구 연결 교만 인색 고집 거리 비  부정 조  진리 신  합리  논리 근거 이해 설명 철학 

지각 추상  분석 발견 주제 독단 억제 장 경멸 탐욕 자신감 어른 

6번

조심 통제 측 불가 단 피해 망상 방어 패배 의식 짜증 충직 호감 보살핌 연민 재치 실용 도움 책임 최선 

믿음 공손 충성 신뢰 분별력 양심 신  명  존  권  결연 비 완고 의심 조함 소심 보수  기  표  

원칙 규정 험 우유부단 경계 근심 규칙 도  확신 공포 순응 항 안  환경 자연 칭찬 력 동 자아 

극복 용기 성장 소통

7번

재미 자기 자신 생산 상상력 열정 민첩 신속 자신감 매력 지식 성공 능력 호기심 질문 자아 충동  산만 

반항 소유 괴 행복 멋짐 호의 정 열  창조 기쁨 명랑 입담 재치 안목 활기 쾌락 반  순진 분산 도피 

무책임 모험 타지 공상 즐거움 환상 정  탐험 아이디어 똘똘 자랑 순수

8번

직  권  충직 에 지 실 보호 자신감 자신 통제 반항 둔감 지배 이기  회의  공격 공동체 힘 강인함 

배척 분노 직설  향 담 아량 의지 정의 자기 확신 유능 선두 보복 허세 소유 압도  퉁명 무정 거침 

오만 호  독재 폭군 웅 리더십 지도자 도  의리 극복 명  권력 쟁 승리 결단 개척

9번

고집 강박 수동  공격 단 상냥함 평화 연  인내 수용 외교 재 상 타  화 공감 마음 공존 만족 

해결 경험 가치 공동 시민 태평 여유 겸손 안정 편안함 조화 방임 느 함 침착 양보 지루함 우유부단 태만 

안일함 나태 순응 일상 완고 무신경 개방 재 의 온순 역경 극복

<표 3> 성격유형별 키워드

1학년에게 합하다고 단되는 도서 190권을 

선정하 다. 

선정한 도서의 분야는 문학, 진로와 련된 

사회․인문학, 교과와 련된 수학․과학, 내

면 성찰에 도움을 주는 철학, 그리고 환경, 

술, 역사 분야 등 모두 7개의 주제로 나 어 선

정하 다. 가장 많이 선정한 도서는 문학 분야

로 반 이상이 해당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 문학 도서를 읽으며 타인의 삶을 간 으

로 체험해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지혜

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문제나 사건 해결

의 실마리를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을 담을 수 있

기 때문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읽는 분야이다. 선정한 문학 도서는 모두 109권

에 해당한다. 

등학교 5~6학년과 학교 1학년은 한창 

성장단계에 있으며, 진로에 한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이를 고려하여 진로와 련된 도서

를 선정하 으며, 모두 39권에 해당한다. 교과

와 련된 도서 한 이 시기의 어린이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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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에게 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수학이나 

과학 분야 도서 15권을 선정하 다. 흔히 질풍

노도의 시기라 일컫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

에 맞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성찰에 

도움을 주는 철학 분야 도서는 12권을 선정하

다. 그 외 역사, 술, 환경 분야의 도서를 각

각 선정하 다. 

도서는 학년별, 성격유형별 구성 한 균형

을 맞춰 선정하 으며, 2008년부터 2020년 사

이에 출 된 도서가 부분이다. 선정한 도서

가 주제 분야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KDC 주제 분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3.3 문가 집단 조사

선정된 도서를 상으로 성격유형별 선호하

는 도서로 분류하기 해 련 문가들의 의

견을 취합하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조사하기 

하여 델 이 조사를 실시하 다. 

델 이 조사를 한 문가 집단은 문헌정보

학을 공하고 독서교육을 다년간 수행해온 독

서 문가이며, 에니어그램 강사 자격을 갖추었

거나 에니어그램을 용한 로그램을 운 해 

본 경험이 있는 문가로 구성하 다. 

델 이 조사는 문가 집단의 신뢰성을 극

화하기 해 10명의 문가를 선정하 다. 

문가 집단은 선정된 도서 190권을 상으로 

문가 개인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하는 

것이다. 

문가 집단 델 이 조사는 2021년 4월 30일 

~5월 10일까지 진행하 으며, 도서목록을 E-mail

로 발송하고 회신받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델

이 조사에는 참여한 모든 문가 집단이 응답

하 다. 문가 집단 델 이 조사 참여자의 일

반 인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3.4 서평 데이터 키워드 추출 

서평 데이터에서 성격유형별 키워드를 추출

하기 해 선정한 도서 190권의 출 사 서평과 

책 소개 정보 등을 수집하 다. 출 사 서평과 

책 소개 정보는 인터넷 서 인 교보문고, 알라

딘, 스24 도서, 인터 크 도서 등을 활용하

으며, 수집된 190권 도서의 모든 서평을 어휘자

동추출시스템의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각 도

주제 분야 KDC 주제 분류 도서수 비율(%)

문학 문학(800) 109 57.4

사회․인문학 사회과학(300)  39 20.5

수학․과학 순수과학(400)  15  7.9

철학 철학(100)  12  6.3

환경 기술과학(500)   7  3.7

술 술(600)   4  2.1

역사 역사(900)   4  2.1

합계 190 100

<표 4> 선정 도서의 주제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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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최종학력 소속
에니어그램 용한 

로그램 횟수

에니어그램 용한 

총 경력(년)

에니어그램 

자격 사항

문가 원 A 여 박사 학교수  12 10 수료

문가 원 B 남 박사 학교수  40 15 수료

문가 원 C 여 박사 겸임교수  24  3 자격증

문가 원 D 여 박사 겸임교수 150 10 자격증

문가 원 E 여 박사 겸임교수   6  1 자격증

문가 원 F 여 박사 공공도서  15 10 자격증

문가 원 G 여 박사 학교도서  20  3 자격증

문가 원 H 여 박사과정 학교도서  13 10 자격증

문가 원 I 여 석사 학교도서  30  1 수료

문가 원 J 여 석사 학교도서   3  5 수료

<표 5> 델 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  특징

서의 키워드를 추출하 다. 추출한 키워드별로 

연  계를 악하여 용어 간의 계 정도에 

따라 키워드의 가 치를 부여하고, 190권의 도

서를 상으로 성격유형별로 분류하 다.  

TF-IDF 모델을 통한 키워드 가 치를 부여하

여 추출한 키워드를 성격유형별로 정리하여 키

워드를 선별하 다. 

3.4.1 형태소 분석

형태소란 언어에서 ‘최소 의미 단 ’를 뜻하는

데, 이때 ‘의미’는 어휘  의미(Lexical Meaning)

와 문법  의미(Grammatical Meaning)를 모

두 포 한다. 형태소 분석이란 형태소보다 단

가 큰 어 , 혹은 문장을 최소 의미 단 인 

형태소로 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연구에

서는 KoNLPy(“코엔엘 이”라고 불림)를 사

용하여 모든 서평에 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

행하 다. 형태소 분석 후 불용어(Stop Word)

를 키워드 추출 상에서 제외하 다. 불용어

는 문법  의미를 담고 있는 형태소들은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불용어를 제거하여 단어를 선

별하 다. 

3.4.2 TF-IDF를 통한 키워드 가 치 부여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

서 이용하는 가 치로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 집합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

에서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이다. TF-IDF에는 가 치 값을 결정하기 

해서는 문서별 단어 빈도(Term Frequency, 

TF)와 단어별 문서 빈도(Document Frequency, 

DF)를 계산해야 한다. 문서별 단어 빈도는 특정

한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를 나타내는 값이며, 단어별 문서 빈도는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에 있는 체 문서  몇 개의 

문서에서 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TF-IDF를 통한 키워드 가 치 분석은 사이

킷런(sklearn)을 활용하여 각 서평 키워드의 

가 치를 계산하 다. 각 도서 서평의 가 치 

결과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100개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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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추출하 다. 단, 각 도서의 서평별로 가

치가 계산된 키워드가 100개 미만의 경우 내

림차순 정렬만 수행하여 키워드를 추출하 다. 

3.4.3 성격유형별 키워드 선별

선정된 도서의 서평에서 어휘자동추출시스

템으로 추출한 도서별 키워드를 성격유형별로 

분류하고, 성격유형별로 분류된 키워드를 정리

하 다. 성격유형별로 정리된 키워드를 출  빈

도 기 으로 상  100개를 내림차순 정렬하

다. 후처리 과정을 통해 잘못 추출된 키워드 제

외하 다. 가 치를 부여하여 추출한 성격유형

별 키워드는 도서마다 나타난 가 치를 평균값

으로 정리하 다. 가 치 평균값과 함께 성격유

형별 표 인 키워드 20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3.5 문가 집단 회의

문가 집단의 델 이 조사에서 성격유형별 

성격유형 성격유형별 키워드

1번

교육(0.0.105) 용기(0.0884) 고민(0.075) 가치(0.0696) 세상(0.075) 주제(0.0711) 인식(0.0848) 경제(0.0817) 

사고(0.0707) 정(0.1017) 주장(0.0897) 고통(0.0894) 장애인(0.0991) 기회(0.0707) 폭력(0.1012) 희망

(0.0752) 논리(0.1199) 권리(0.2138) 질문(0.0961) 공감(0.0869)

2번

마음(0.0837) 가족(0.0872) 계(0.0908) 상처(0.0867) 동화(0.0962) 시선(0.0756) 소통(0.0945) 갈등(0.0828) 

치유(0.1141) 공감(0.0762) 아픔(0.0941) 왕따(0.0876) 추억(0.0931) 행복(0.0918) 진심(0.0899) 성 (0.0703) 

진심(0.0899) 감정(0.0967) 단짝(0.0764) 상담(0.0965)

3번

공부(0.131) 직업(0.1591) 십 (0.1074) 원리(0.1046) 진로(0.1766) 과학(0.1037) 습 (0.1047) 유망(0.1095) 

자료(0.0985) 로벌(0.0924) 탐구(0.1196) 성 (0.085) 조언(0.0868) 핵심(0.0945) 성공(0.1029) 기업(0.1507) 

기획(0.0994) 발견(0.1227) 목표(0.1195) 조사(0.1022)

4번

상처(0.0932) 내면(0.0727) 술(0.0821) 그림(0.1291) 질문(0.0939) 분노(0.0991) 창조(0.1004) 치유(0.0938) 

비극(0.1004) 어려움(0.0895) 화가(0.1373) 철학(0.1165) 우정(0.0959) 감상(0.1303) 자존감(0.0912) 깨달음

(0.1009) 본질(0.1427) 해답(0.1209) 기 (0.0942) 음악(0.0922)

5번

과학(0.1209) 정보(0.0867) 로 (0.1032) 미래(0.0849) 상상(0.0881) 우주(0.0876) 도 (0.0987) 기술(0.1196) 

도 (0.0987) 호기심(0.1022) 윤리(0.1068) 교수(0.1121) 음식(0.1127) 찰(0.1596) 발달(0.0962) 공학

(0.1035) 토론(0.0994) 인문(0.0921) 지능(0.1122) 공부(0.0907)

6번

엄마(0.1023) 지구(0.0917) 지구(0.0917) 미래(0.098) 여행(0.0873) 망(0.0865) 쟁(0.0821) 기(0.0758) 

험성(0.1162) 탈피(0.1234) 소통(0.0702) 용기(0.0879) 두려움(0.0865) 발표(0.085) 가난(0.0856) 무게

(0.0995) 경고(0.0927) 처(0.1023) 운명(0.0998) 우정(0.1029)

7번

여행(0.0968) 책임감(0.1009) 원(0.1015) 긴장감(0.1268) 수련(0.1101) 반 (0.1318) 선택(0.0823) 계획

(0.1052) 주의(0.0849) 단 (0.0956) 동행(0.0909) 아이디어(0.0988) 단계(0.0929) 그리움(0.124) 상상(0.1183) 

충격(0.1015) 우주(0.1798) 성장(0.0848) 호기심(0.0992) 성장(0.0848)

8번

분노(0.0988) 교양(0.0955) 실 (0.0861) 계획(0.0894) 여성(0.099) 폭력(0.1108) 가난(0.1176) 길잡이(0.0839) 

헌법(0.1122) 정의(0.1118) 심리(0.1044) 시선(0.0888) 공동체(0.0927) 피해자(0.1282) 험(0.0956) 모색

(0.0912) 문제 (0.1143) 법치(0.2003) 인내(0.1498) 검열(0.1184) 

9번

역사(0.0882) 공존(0.0853) 철학(0.1001) 기 (0.1056) 소통(0.1054) 음식(0.1133) 발달(0.0881) 지구

(0.0946) 사건(0.0984) 항(0.1332) 인지(0.0952) 연 (0.091) 세계사(0.189) 평화(0.1424) 지역(0.0822) 

교사(0.0812) 지도(0.0939) 나라(0.0809) 실천(0.0811) 가치(0.0829) 

<표 6> 어휘자동추출 성격유형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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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서로 분류한 결과는 도서마다 차이는 있

지만, 개인별로 조 씩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해 문가 집단의 의견을 

나 고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에 한 이견을 조

율하는 과정으로 문가 집단 회의를 거쳤다. 

문가 집단은 델 이 조사에 구성된 참여자

와 동일하게 구성하 다. 문가 집단 회의의 

내용은 델 이 조사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격

유형별 선호도서 분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도서에 해 심층 회의를 거쳐 성격유형별 선

호도서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 다. 

4. 연구 결과 분석  평가
 

4.1 문가 집단 조사 결과 분석

문가 집단 델 이 조사는 선정한 190권 도

서를 상으로 문가 개인이 성격유형별 선호

도서로 분류하는 것이다. 선정한 도서 190권에 

한 문가 개인이 성격유형별 합 도서로 분

류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선정한 도서 190권에 해 문가 개인이 성

격유형별 합 도서로 분류한 결과, 문가 10

인 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성격유형별 선호도

서는 없었으며, 문가 9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모두 4권이었다. 문

가 9인이 선호도서로 분류한 성격유형은 1번 

유형이 1권, 3번 유형이 1권, 4번 유형이 1권, 

5번 유형이 1권이었으며, 이 도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도서 나는 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윤리 과 올바른 가치 을 주제로 하는 도서를 

선호하고 개인의 권리에 해 심이 많은 1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십 를 

한 직업 콘서트는 자기 계발과 련된 도서

를 선호하고 성공 인 삶을 추구하는 3번 유형

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나는 구

요?는 자기성찰  자기 성장을 주제로 한 도

서를 선호하는 4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

었다. 도서 탐구한다는 것은 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반 된 도서를 선호하고 정보 

탐색을 즐겨하는 5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

되었다. 

일치 인원 도서 수 비율(%)

10인   0 0

9인   4 2.1

8인   5 2.6

7인  17 8.9

6인  26 13.7

5인  43 22.7

4인  78 41.1

3인  17  8.9

2인   0 0

합계 190 100

<표 7> 문가 일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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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자명 출 사 9인 선택 성격유형

나는 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미카엘 올리비에 바람의 아이들 1번

십 를 한 직업콘서트 이랑 꿈결 3번

나는 구 요? 콘스탄  외르벡 닐센 분홍고래 4번

탐구한다는 것 남창훈 머학교 5번

<표 8> 문가 9인 일치도서

문가 8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5권이었으며, 문가 8인이 분류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2번 유형이 2권, 4번 유

형이 1권, 5번 유형이 2권이었다. 이를 정리하

면 <표 9>와 같다. 

도서 행복을 는 동물원은 평범한 일상

이 배경이 되는 환상  타지 도서를 선호하

는 2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도서 할머니와 수

상한 그림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인물이 

등장하는 도서를 선호하는 2번 유형의 선호도

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바람을 만드는 소년
은 사람의 독특한 심리가 잘 드러나는 도서를 

선호하는 4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밤하늘 이야기와 DNA 탐정은 지  

호기심을 채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담긴 도

서를 선호하는 5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

었다. 

문가 7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17권이었으며, 문가 7인이 분류

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1번 유형이 2권, 2번 

유형이 5권, 3번 유형이 3권, 4번 유형이 2권, 

5번 유형이 3권, 7번 유형이 2권이었다. 6번 유

형, 8번 유형, 9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된 것

은 없으며, 이들  성격유형별 2권씩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도서 투명한 아이와 도서 선생님, 동물 

권리가 뭐 요?는 인권과 권리 등의 사회  

문제를 주제를 선호하는 1번 유형의 선호도서

로 분류되었다. 도서 일투성이 제아와 도서 

키다리 아 씨는 인 계가 좋은 인물 이

야기와 헌신 인 인물 이야기를 선호하는 2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와 도서 네가 진짜로 원하

는 인생을 살아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취 

지향 인 성격의 3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

었다. 도서  는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내면

의 세계를 성찰하는 주제의 도서를 선호하는 4

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으며, 도서 화

도서명 자명 출 사 8인 선택 성격유형

행복을 는 동물원 야마다 유카 김 사 2번

할머니와 수상한 그림자 황선미 스콜라 2번

바람을 만드는 소년 폴 라이쉬만 책과콩나무 4번

밤하늘 이야기 에 리 원터번 갈매나무 5번

DNA 탐정 타니아 로이드 치 라임 5번

<표 9> 문가 8인 일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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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자명 출 사 7인 선택 성격유형

투명한 아이 안미란 나무생각 1번

선생님, 동물 권리가 뭐 요? 이유미 철수와 희 1번

키다리 아 씨 진 웹스터 담 2번

일투성이 제아 황선미 이마주 2번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고미숙 북드라망 3번

네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 임재성 평단 3번

는 아름다운 사람 김진엽 우리학교 4번

화가들의 이일수 구름서재 4번

찰한다는 것 김성호 머학교 5번

자율주행 자동차 명로진 성안당 5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발칙한 생각들 공규택 우리학교 7번

소원을 는 가게 스테퍼니 S. 라임 7번 

<표 10> 문가 7인 일치도서

가들의 는 술과 련된 분야에 심이 

많은 4번 유형이 선호하는 도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  호기심을 자극

하거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내용을 선호하

는 5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도서  찰한다는 

것은 주변을 조용히 찰하기 좋아하는 5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소원을 

는 가게는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

을 좋아하는 7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도서 교
과서에 나오지 않는 발칙한 생각들은 다소 엉

뚱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하기 좋아하는 7번 유

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문가 6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26권이었으며, 문가 6인이 분류

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1번 유형이 6권, 2번 

유형이 7권, 3번 유형이 1권, 4번 유형이 1권, 

5번 유형이 4권, 6번 유형이 1권, 7번 유형이 4

권, 8번 유형이 1권, 9번 유형이 1권이었다. 성

격유형별로 1권씩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1>

과 같다.

도서명 자명 출 사 6인 선택 성격유형

거꾸로 생각해 ! 세상이 달라 보일걸 홍세화 외 낮은산 1번

가족입니까 김해원 외 바람의 아이들 2번

열여덟, 의 존재감 박수 르네상스 3번

나를 마주하는 용기 에 리-앤 리걸, 진 디머스 나무생각 4번

과학, 일시 정지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 양철북 5번

편의  가는 기분 박 란 창비 6번

그치지 않는 비 오문세 문학동네 7번

늑 가 양 우리를 덮칠 때 주디스 클라크 다른 8번

평화학교 이반 수반체 다른 9번

<표 11> 문가 6인 일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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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거꾸로 생각해 ! 세상이 달라 보일

걸은 교양이나 상식 등의 실용 인 내용을 좋

아하는 1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도

서 가족입니까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인

물이 등장하는 도서를 좋아하는 2번 유형의 선

호도서로 분류되었다. 도서 열여덟, 의 존재

감은 자기 계발과 련된 분야를 선호하는 3

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도서 나를 마주하는 용

기는 사람의 독특한 심리가 잘 드러나는 내용

을 선호하는 4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분류되었

다. 도서 과학, 일시 정지는 분석 이고 논리

인 사고력이 필요한 분야의 도서를 선호하는 

5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도서 편의  가는 기

분은 타인을 돕거나 로해주고 서로 연 할 

수 있는 내용을 선호하는 6번 유형의 선호도서

로 분류되었다. 도서 그치지 않는 비는 호기

심을 자극하는 도서를 선호하는 7번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도서 늑 가 양 우리를 덮칠 때
는 약한 자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성격의 8번 

유형의 선호도서로, 도서 평화학교는 평화

인 인물이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9번 유형의 선

호도서로 분류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가 9인의 의

견이 일치하는 도서는 4권, 8인의 의견이 일치

하는 도서는 5권으로 많은 양은 아니나 문가

의 의견 일치도가 매우 높은 도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가 7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

는 17권, 6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는 26권, 

모두 43권으로 일치도가 꽤 높게 나타났다. 

문가 5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는 모두 43권

으로 문가 10인  반의 의견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문가 집단이 개인별로 분

류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각 성격유형의 특

성이 드러나거나 성격유형이 선호하는 분야가 

반 된 도서를 각 성격유형에 합한 선호도서

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가 4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는 

78권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인의 의견이 일치하

는 도서는 17권으로 나타났다. 문가 3인이나 

4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가 체 95권으로 

선정된 도서의 반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도서를 특정 성격유형의 선호도서라고 

단정하기에 그 주제나 내용이 범 한 도서들

이 있으며, 여러 유형이 선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라고 볼 수 있다. 문가 집단 회의에

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격유형에 합한 선

호도서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190권의 도서 에서 1번 유형의 선

호도서로 분류된 도서는 25권, 2번 유형의 선호

도서는 39권, 3번 유형의 선호도서는 20권, 4번 

유형은 22권, 5번 유형은 22권, 6번 유형은 17

권, 7번 유형은 17권, 8번 유형은 13권, 9번 유

형은 15권이었다.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

된 것  2번 유형의 선호도서가 의외로 많았는

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 상의 도서가 가족

이나 친구와의 우정을 다룬 내용이 많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 도서를 선호하는 2번 유형의 특

성이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체로 책 

읽기를 선호하지 않는 8번 유형이나 9번 유형

의 선호도서로 분류된 것이 다른 유형에 비해 

은 편이며, 6번 유형과 7번 유형의 선호도서

로 분류된 것도 다른 유형에 비해 은 편에 속

한다. 그 외 도서는 어느 한 유형으로 크게 치우

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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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 도서 수 비율(%)

1번 25 13.2

2번 39 20.5

3번 20 10.5

4번 22 11.6

5번 22 11.6

6번 17 8.9

7번 17 8.9

8번 13 6.9

9번 15 7.9

합계 190 100

<표 12>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4.2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키워드와 서평 

키워드 비교 분석 결과

키워드 분석은 성격유형별 특성과 선호도서

에 근거하여 선별한 성격유형별 키워드 50개와 

서평 데이터에서 어휘자동추출시스템으로 추

출한 키워드 100개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 키워

드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고, 일치하는 키

워드와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의 내용을 분석하

다.  성격유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 다. 

1번 유형의 키워드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가

치, 고민, 문제, 논리, 권리, 경쟁, 교양이라는 키

워드 7개가 일치하 다. 성격유형별 키워드에는 

윤리, 의지, 명, 정직, 도덕, 완벽, 분노, 비난, 

성실, 변화, 의 등으로 1번 유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키워드로 선별하 으나 데이터에서 추

출한 키워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터에서 

추출한 키워드에는 교육, 의식, 정, 인권, 설명 

등으로 1번 유형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키워드

가 포함되어 있었다. 데이터에서 추출한 키워드

에는 인간, 사람, 인류라는 키워드가 모두 나타

나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로는 아이와 어린이, 

청소년과 청소년기, 아버지와 아빠, 소설과 작품

과 문학 등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로 표 되는 

복 인 의미의 키워드가 모두 추출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아이, 이야기, 학교, 기억, 일

상, 학교, 활동 등의 키워드는 등학교 5~6

학년과 학교 1학년 상의 도서에서 흔히 나

타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2번 유형의 키워드를 비교해 본 결과, 아이, 

마음, 친구, 고민, 공감, 도움, 아픔, 배려 등 23개

의 키워드가 일치하 다. 왕따와 단짝 키워드도 

일치한 것을 보면 친구와의 계를 매우 시하

는 2번 유형의 특성이 그 로 보여주는 결과이

다. 데이터에서 어휘자동추출한 키워드  가족, 

부모, 부모님, 엄마, 아빠라는 키워드와 아이, 어

린이, 아동, 소년, 소녀라는 명사 키워드를 모두 

추출하 는데, 이들을 유사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정 심인 2번 유형의 성격 특

성상 이들의 심이 가족과 친구에게 있으며, 그

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는 것에 집 되어 있으므

로 가족과 련된 단어가 비교  많이 나타났다. 

한, 선정한 도서가 등학교 5~6학년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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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1학년 상으로 이 시기의 성장단계에 합

한 도서들로 친구와 가족의 화목을 강조하는 내

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키워드의 비교에서 일치

하는 수가 많은 것으로 악된다. 성격유형별 키

워드는 우정, 다정, 응, 보호, 소유, 칭찬, 타인 

등이 있으며, 이는 2번 유형의 성격 특성을 설명

하는 과정에 포함된 용어에서 추출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번 유형의 키워드를 비교해 본 결과, 공부, 

성 , 방법, 정보, 인재, 지식 등의 16개 키워드

가 일치하 다. 성격유형별 키워드에는 3번 유

형의 특성을 드러내는 효율, 효능, 능력, 실용, 

달성, 지혜, 이미지 등의 용어가 많으며, 데이터

에서 추출한 키워드에는 개념, 노하우, 기획, 핵

심, 로벌, 기업, 회사, 교육 등의 용어가 많이 

나타나 차이를 보 다. 서평 데이터에서 추출

한 키워드에서 무엇, 가장, 구, 사용, 이해, 지

, 얼마나, 무슨, 진짜 등의 용어는 일상생활에

서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다소 포함하고 있

다. 와 같이 성격유형별로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문가가 추출한 성격유형별 키워드와 서평 

성격유형 일치하는 키워드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 

성격유형별 키워드 시 어휘자동추출 키워드 시

1번 가치 고민 문제 논리 권리 경쟁 교양

윤리 의지 명 이상 공정 도덕 강박 

양심 신뢰 성실 상식 의 비  완벽 

분노

사회 인간 생각 교육 의식 인권 정 

용기 설명 실 소설 작품 사고 독자 

모습

2번

아이 마음 친구 고민 가족 상처 계 

부모 공감 도움 아픔 이웃 감정 진심 

단짝 선물 왕따 갈등 행복 소통 공부 

배려 사랑

우정 오해 타인 열정 용 칭찬 심리 

소유 도움 불평 간섭 양육 소통 외모 

민감 수용

이야기 가족 동화 자신 상처 교실 학교 

편의 인물 각각 일상 추억 낯선 학년 

학교생활 

3번

공부 성  방법 정보 인재 지식 유망 

성취 성공 과정 경제 리 체계  

목표 끈기

효율 효능 능력 실용 달성 지혜 이미지 

외모 양심 경쟁 효율 실용 능력 달성 

무엇 지  얼마나 무슨 진짜 이야기 

학생 가장 이해 노하우 기획 핵심 로

벌 기업 회사 교육

4번
술 내면 마음 그림 창조 표  용기 

감동 존재 감상 자존감 기쁨

연민 감 품  우울 죄책감 기 용기 

민 개성 과장 슬픔 특별함 민감 이미

지 외모 

사랑 자신 어른 무엇 스스로 여행 역사 

인생 세상 서로 시작 깊이 실제 캐릭터 

자칫 드라마 

5번
지식 정보 상상력 생각 설명 찰 이

론 통찰 해결 연구 발견 토론 주제 

분석 명 공상 사색 인색 고집 비  

부정 진리 신  근거 자신감 

과학 과학자 자연 련 세상  발  

청소년 자 우주 시작 한 기술 심 

어디 인물 낭독

6번 소심 자연 용기

보살핌 재치 실용 도움 책임 최선 믿음 

공손 충성 신뢰 원칙 규정 험 경계 

근심 규칙 안  환경 칭찬 력 동

행복 여행 역사 쟁 소외 심 계 

가슴 편견 희망 도시 향 기 정신 

로 추천 경고 

7번
상상력 반  질문 똘똘 자랑 상상 자

기 호기심 열정 

재미 매력 능력 산만 정 명랑 순진 

모험 타지 탐험 환상

여행 친구 시간 사건 성공 사유 재 

동화 낯선 동행 마을 

8번 자신 공동체 분노 정의 자기
권  통제 반항 지배 공격 힘 독재 웅 

지도자 도  명  권력

문제 발  상황 정보 가난 남아 단 

여성 차별 아이 사용 가족 얘기 마을 

인간 

9번 평화 연  공존 가치 시민
인내 수용 외교 재 화 겸손 안  

조화 양보 

실천 가족 인간 발달 생명 등장 계기 

실 자 독자 신간 출  등장인물 

<표 13> 키워드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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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서 어휘자동추출한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격유형별로 차이

는 있지만 상호 일치하는 키워드는 략 20%

가량이었다.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7번 

유형의 일치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6번 유

형, 8번 유형, 9번 유형의 일치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일치하는 키워드가 많은 유형의 키워

드를 살펴보면 성격유형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들이며, 흔히 일상이나 도서에서 자주 사

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많았다. 반면,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성격유형별 특성은 잘 

드러나지만, 실제 도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

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격유형별 키워드는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성격유형의 특

성을 잘 드러내는 핵심 단어 주로 추출한 결

과이고, 서평 데이터에서 어휘자동추출한 키워

드는 도서나 서평에서 나타나는 용어 에서 

추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격유형별 키워드 선별은 실제 도서

에서 많이 나타나는 용어들을 악하여 성격유

형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로 선택한

다면 성격유형별 변별력이 훨씬 높아지리라 

상된다. 

4.3 문가 집단 회의 결과 분석 

문가 개인이 분류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의 이견에 해 문가 집단의 합의 을 찾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확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가 집단의 델 이 조사에서 밝

진 로 문가 9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 4

권과 8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 5권, 7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 17권을 성격유형별 선호

도서임을 확정하기에 합한가에 해 논의하

다. 문가 집단의 의견 일치도가 매우 높은 

도서에 해 다수가 선택한 도서가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임을 확정하기에 합한가에 한 논

의를 진행하 다. 문가 집단 회의의 결과에 

따라 각 도서에 해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확정하 다. 

둘째, 문가 집단 델 이 조사에서 밝 진 

로 문가 6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는 26

권과 5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는 43권을 성

격유형별 선호도서임을 확정하기에 합한가

에 해 논의하 다. 문가 집단의 의견 일치

도가 비교  높은 다수가 선택한 도서가 성격

유형별 선호도서임을 확정하기 합한가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문가 집단 회의의 결

과에 따라 각 도서에 해 성격유형별 선호도

서로 확정하 다. 

셋째, 문가 집단 델 이 조사에서 밝 진 

로 문가 4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 78권

에 해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합한지에 

해 논의하 다.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한 

문가 개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

을 참조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재분류하

다. 재분류된 결과에 따라 성격유형별 선호

도서로 합한지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문가 집단 회의의 결과에 따라 각 도서에 

해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확정하 다. 

넷째, 문가 집단 델 이 조사에서 밝 진 

로 문가 3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도서 17권

에 해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합한지에 

해 논의하 다.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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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개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참조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재분류하 다. 

재분류된 결과에 따라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합한지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문가 집

단 회의의 결과에 따라 각 도서에 해 성격유

형별 선호도서로 확정하 다. 

4.4 문가 집단과 어휘자동분류시스템 결과 

비교 

문가 집단의 최종 결과와 어휘자동추출시

스템에 의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결과를 비

교해보면 일치하지 않는 도서는 모두 20권이었

다. 이 도서들을 살펴보면 내용이나 주제가 다

양하여 특정 유형으로 규정하기가 난감한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도서의 경우 문가 집단 

델 이 조사에서도 성격유형이 문가 개인별

로 다르게 분류되었으며, 문가 집단 회의에

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도서들이다. 한 권

의 책을 두고 9개의 성격유형  하나의 성격유

형이 선호하는 도서라고 쉽게 단할 수 있는 

도서가 있는가 하면, 특정 성격유형의 선호도

서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 번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도서가 있다. 이런 도서의 경우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정하는데 계속해서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지속 으로 일

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선정한 190권의 도서 에서 문가 성격유

형별 분류와 어휘자동추출한 키워드로 분류한 

결과가 일치하는 도서는 170권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문가 성격유형별 분

류와 어휘자동추출된 키워드로 분류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곧 어휘자동추출된 키워드로 분류한 성격유

형별 선호도서 추천이 문가 집단의 성격유형

별 선호도서로 분류하여 추천해 주는 것과 유

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문가가 분류한 성

격유형별 선호도서의 최종 결과와 어휘자동추

출된 키워드에 의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구

성비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문가 집단의 분류와 컴퓨터 어휘자동추출

성격유형
문가 집단 분류 어휘자동추출시스템 분류

도서 수 비율(%) 도서 수 비율(%)

1번  25 13.2 24 12.6

2번  39 20.5 36 18.9

3번  20 10.5 23 12.1

4번  22 11.6 21 11.2

5번  22 11.6 20 10.5

6번  17  8.9 20 10.5

7번  17  8.9 16  8.4

8번  13  6.9 11  5.8

9번  15  7.9 19 10.0

합계 190 100 190 100

<표 14> 문가 성격유형별 분류와 어휘자동분류 결과 유형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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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키워드로 분류한 성격유형별 비율을 살펴보

면 1~4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구성 비율 한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가 집단이 1번 

유형 선호도서로 분류한 도서는 25권, 어휘자

동추출한 키워드로 분류된 도서는 24권이다. 2

번 유형은 39권에서 36권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 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정 한 유형으로 쉽게 분류하지 못하는 도서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소수의 도

서를 제외하고 문가 집단에서 성격유형별 선

호도서로 분류한 결과와 어휘자동추출한 키워

드로 분류한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가 집단에서 분류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서평 키워드에서 

어휘자동추출한 키워드로 도서를 분류하여 성

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함을 시사하고 있다.

4.5 유효성 검증  결과 요약 

연구 상인 등학교 5~6학년  학교 

1학년생에게 합한 도서 190권을 선정하여 

문가 집단 개인별로 성격유형별 합한 도서를 

분류한 후 결과를 상호 비교하 다. 비교․분

석한 결과, 문가 집단 5인 이상 의견이 일치

하는 도서는 모두 95권으로 선정된 도서의 

반에 해당하며, 상외로 일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인이나 4인의 의견이 일치

하는 도서가 체 95권으로 선정된 도서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는 도서를 특정 성격유형

의 선호도서라고 단정하기에 그 주제나 내용이 

범 한 도서이고, 여러 성격유형이 선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도서는 문가 집단 회의를 거쳐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최종 정하 다. 

문가가 선별한 키워드와 어휘자동추출 시

스템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호 일치하는 키

워드는 략 20%가량이었다. 2번 유형, 3번 유

형, 4번 유형, 7번 유형의 일치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6번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의 일치

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일치하는 키워드가 많

은 유형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성격유형의 특성

을 잘 드러내는 단어들이며, 흔히 일상이나 도

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많았다. 반

면,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성격유

형별 특성은 잘 드러나지만, 실제 도서에서 사

용되지 않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가 집단 회의를 거쳐 성격유형별 선호하

는 도서로 합하다고 정을 내린 결과와 어

휘자동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한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수의 도서를 제외하고 결과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수의 도서는 내용이나 주

제가 다양하여 특정 유형으로 규정하기가 난감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문가 집단이 분류

한 결과에서도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하

나의 성격유형이 선호하는 도서라고 쉽게 단

할 수 있는 도서도 있지만, 하나의 성격유형이 

선호하는 도서로 결정하기에 매우 어렵고 여러 

번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도서도 있다. 소수의 

도서를 제외하고 문가 집단에서 분류한 결과

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서평 키워

드를 활용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하여 

추천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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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키워드를 활용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추

천에 유효성이 있음을 검증하 다. 

5. 결론  제언 

이 연구는 개인에게 합한 도서를 효율 으

로 추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있었다. 성격

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를 추천할 수 있는 키

워드를 선별하고, 선별된 키워드가 실제 성격

유형별 도서의 구분  추천에 활용 가능한 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한 도서를 문가 집단이 개별

으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한 결과를 비

교․분석해 본 결과, 문가 집단 5인 이상 의

견이 일치하는 도서는 모두 95권으로 선정된 

도서의 반에 해당하며, 상외로 일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인이나 4인의 의

견이 일치하는 도서가 체 95권으로 선정된 

도서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는 도서를 특정 

성격유형의 선호도서라고 단정하기에 그 주제

나 내용이 범 한 도서들이 많으며, 여러 성

격유형이 선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도서는 문가 집단 회의를 

거쳐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최종 정하 다. 

둘째, 문가가 부여한 성격유형별 키워드와 

어휘자동추출시스템으로 추출한 성격유형별 키

워드를 비교․분석한 결과, 성격유형별로 차이

는 있지만 상호 일치하는 키워드는 략 20%가

량이었다.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7번 유

형의 일치도는 높은 편이었고, 6번 유형, 8번 유

형, 9번 유형의 일치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일

치하는 키워드가 많은 유형의 키워드를 살펴보

면 성격유형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들이며, 

흔히 일상이나 도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

어들이 많았다. 반면,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성격유형별 특성은 잘 드러나지만, 실

제 도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문가 집단 회의를 거쳐 성격유형별 

선호하는 도서로 합하다고 정을 내린 결과

와 어휘자동추출시스템으로 추출한 키워드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분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수의 도서를 제외하고 분류 결

과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가 

집단이 분류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은, 서평 데이터에서 어휘자동추출한 

키워드로 도서를 분류하여 성격유형별 도서추

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서평 데이터에서 어휘자동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

하는데 그 유효성이 있음을 검증하 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 한다.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 5~6학년과 

학교 1학년에 합한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

되었다. 앞으로 학교와 다양한 교육 장에서 

체 학년에 합한 도서를 상으로 확  

용한 연구가 나오길 기 한다. 

둘째, 이 연구의 성과인 키워드를 활용한 성

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을 장 사서들에게 많

이 활용되길 바란다. 개인의 성격유형을 검사

하여 성격유형을 악하지 않더라도, 성격유형

에 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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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몇 마디만 나 어보아도 어떤 성격유형인

지 략 인 악이 가능하다. 교육 장에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를 하게 추천해 다

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키워드를 활용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과 함께 성장

하기를 기 한다. 

셋째, 서평 데이터에서 어휘자동분류 시스템

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한 성격유형별 선호

도서 추천이 다량의 도서에 확  용되길 기

한다. 문가 개인이 도서추천을 해 성격

유형별 선호도서를 분류하는 것보다 어휘자동

분류 시스템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성

격유형별 선호도서를 분류한다면 다량의 도서

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문가가 아니더라

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를 추천해  수 있는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추천이 책 읽는 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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