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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차세대 독서활동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앞서, 최적의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

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행된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된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과 범위, 연구의 방법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사례

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목표로 하는 차세대 독서활동 지원 플

랫폼은 도서 분류·추천 모델과 공감적 대화를 위한 북봇(Book-bot) 모델로 구분되

므로 각각의 모델에 활용 가능한 모델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외에서 인공 지능 기술을 기

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조사/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각각의 모델에 활용 가능한 기반 자원과 학습 집합을 수집·구축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도서 분류·추천 모델을 위한 학습 집합은 도서와 도서 정

보, 도서에 대한 에니어그램(Enneagram) 유형 분류 결과로 구성되며, 북봇

(Book-bot)을 위한 학습 집합은 대화의 주제에 따라 구분되어 ‘대화 시나리오’,

‘질의·응답 시나리오’, ‘일상 대화 학습 집합’ 의 3가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2

장에서 조사/분석한 인공지능 모델 사례와 구축된 학습 집합을 통해 각각의 시스템

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수행했던 연구의 내용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개발된 각 시스템에 UI(User Interface Design)를 적용한 최종

프로토타입의 결과를 보여준다. 최종 프로토타입은 도서 분류 및 이용자 정보에 따

른 추천 프로토타입과 공감적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북봇(Book-bot) 프로토타입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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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빅데이터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

(IoT), 로봇(Robot) 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국내외 도서관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적합한 도서관의 환경 변화

를 내·외부적으로 검토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의하였으며,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목한 도서관 서비스를 연구·시행하고 있다.

최신 기술이 접목된 도서관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디지털 네

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이며, 이 시기의 체계적인 책 읽기 습관 확립

및 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서도 어린이·청소년

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독서지원 플랫폼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활동을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차세대의 지능형 독서 지원 플랫폼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독서문화 활동

종합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는 최적의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제반 사

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연구목적 1.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사례 연구를 수행

하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연구목적 2. 이용자 성격 및 정서를 반영한 지능형 독서지원 플랫폼을 설계한다.

연구목적 3. 독서 지원을 위한 지능형 대화 서비스 모델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그림 1-1> 어린이·청소년을위한독서인공지능서비스개발및활용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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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외 도서관 관련 최신 인공지능 기술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4차 산

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기술

적 선도를 위한 토대 구축

❍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공지

능 기반 독서 활동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어린이·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독서 진흥서비스

체제 구축 및 활용으로 독서문화진흥 효과 증대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종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이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외 도서관 관련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스템 각 단계별 모형을 도출하며 필요

사항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그림 1-2>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독서 지원 시스템 종합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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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문화 활동지원 중심의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최신 인공 지능

기술 연구/개발 사례 심층 분석

-텍스트 형태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지식화를 위한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 개

발 사례 조사

-지능형 도서 추천 및 자동 분류에 활용 가능한 모델 조사 및 심층 연구

-지능형 대화 생성이 가능한 모델 조사(인공지능, 검색 기반, 시나리오 등) 

및 심층 연구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응용 기술 조사/분석

2) 어린이·청소년의 성격 유형 및 정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능형

독서 지원 플랫폼 개발 방안 연구

-도서 분류·추천 모델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집합 및 기반자원(사전, 어휘

집) 수집 가공 절차 모형 도출

-이용자 정보(성향, 성격유형, 정서상황 등) 수집 체계 연구

-심층 기계학습 RNN(Recurrent Neural Networks),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등을 활용한 도서 분류·추천 모델 개발 및 최적화 방안 연구

-북봇(BookBot)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대화 예시 집합 및 기반 자원(사전, 어

휘집) 확보 방안 연구

-공감적 대화가 가능한 질의·응답 및 지능형 대화 모델 개발을 위한 심층

기계학습 Sequence-to-sequence, Attention,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기술 및 시나리오 검색 기술 등을 활용

한 모델 개발 사전 기획 연구 수행

3) 지능형 독서 지원 플랫폼 이해를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도서 분류 및 이용자 정보(성향, 성격유형, 정서상황 등)에 따른 추천 프로

토타입 개발 및 시연

-공감적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북봇(BookBot)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1.3. 연구의 방법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사례 연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

델 연구, 현장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1) 문헌연구

-국내외 기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 연구 및 개발 관

련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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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기 구축한 서비스, 보유 자료, 연계 자료 목록

등의 내부 데이터 분석

-도서관, 정보센터 및 독서 지원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

상 추천 도서 목록 수집 및 분석

-도서 분류/추천 모델 및 인공지능 북봇(Book-bot)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

습 집합 및 기반자원 수집 방법론 조사

2) 사례연구

-국내외 기관 및 기업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사례 조사 및 분석

-도서관 및 유관기관의 독서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조사 및 분석

3)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델 연구

-국내/외 Sequence-to-sequence, CNN 등 심층 기계 학습을 활용한 도서 분류/

추천에 적합한 기반 모델 연구 및 핵심 라이브러리 분석 연구 진행

-국내/외 순환 신경망 등 심층 기계 학습을 활용한 공감적 대화가 가능한 다

이얼로그 모델 및 핵심 라이브러리 분석 연구

-국내/외 정보 검색 및 생성 기반의 지능형 다이얼로그 모델 및 핵심 라이브

러리 분석 연구

-국내 정서 및 환경을 반영한 국내/외 활용 모델 및 핵심 라이브러리 기반의

대상 이용자 적합 모델 개발 연구

4) 현장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성격유형별/상황별 도서 추천을 위한 독서 및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가와 지

속적인 자문 연구 진행

-심층 기계학습 기반의 도서 자동 분류 및 인공지능 북봇(BookBot) 개발을

위한 언어처리 및 기계학습 분야 전문가를 직접 연구에 투입

-기타 독서 지원 콘텐츠 및 지식베이스(수집, 가공, 구축)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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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독서문화 활동지원 중심의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최신 인공 지능 기술 연

구/개발 사례 심층 분석

2.1 텍스트 형태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지식화를 위한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사례 조사

2.2 지능형 도서 추천 및 자동 분류에 활용 가능한 모델 조

사 및 심층 연구

2.3 지능형 대화 생성이 가능한 모델 조사 및 심층 연구

2.4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응용 기술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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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텍스트 형태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지식화를 위한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사례 조사

2.1.1. 자연어 처리 기술 방법론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공 언어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자연어 처리’라고 한다. 최근 들어 기

계학습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계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어 처리 역시 다방면

으로 활용되고 있다. 

1)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형태소 분석이란 <그림 2-1>과 같이 기사, SNS(Social Network Service), 웹문

서 등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형태소로 바꾸는 것으로, 문장을 의미를 지닌 최

소 단위인 형태소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이는 형태소 사전을 통한 형태소 후보

분석과 규칙 혹은 기계 학습에 기반 한 품사 부착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1> 형태소 분석 시스템 구성도
(출처 : 국립국어원<새국어생활> 2017년제 27권제4호겨울 [특집] 4차산업혁명시대의국어생활)

2) 구문 분석(Structural Ambiguities)

구문 분석은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으로, 문장을 구성하

는 형태소, 명사구 등의 구성 성분을 분해하여 각 구성 성분 간의 관계와 역할을

분석한다. 이때 문장의 구문 구조는 트리(Tree)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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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구문 분석 시스템 구성도
(출처 : 국립국어원<새국어생활> 2017년제27권제4호겨울[특집] 4차산업혁명시대의국어생활)

3)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개체명 인식은 인명, 지명, 기관명 등의 의미를 문장 구성 성분에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 추출, 정보 검색, 질의응답 등을 위해 사용된다. 주로 사회 통념에

따른 일반적인 개체명을 기본으로 하고 각 영역마다 필요한 개체명 계층 구조를

상세하게 정의하여 사용한다. 

4) 의미 분석(Semantic Analysis)

의미 분석은 문장의 의미에 근거하여 형태소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배’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가 의미

하는 것이 과일인지 교통수단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의미 분석에 해당한다. 또한, 

각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 역할을 분석하는 단계이기

도 하다. 

5) 화행(Speech Act)·의도(Intention) 분석

화행 분석은 주로 발화에 나타난 범용적인 의도를 나타내며, 영역 지식이 더

해진 구체적인 의도를 의도 분석이라고 구분한다. 화행·의도 분석은 개체명 분

석이나 정보 분류 방법과 유사한 과정으로 구성되고 주로 대화 처리를 위해 사

용되기 때문에 대화가 사용될 영역이나 응답 형태에 따라 각각에 적합한 화행·

의도 정보 체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6) 감정 분석

감정 분석은 문장에 나타난 긍정과 부정 표현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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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 패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규칙 기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사용자

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의 사용자 분석에 많이 사용되

며,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SNS, 블로그 등에 나타난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7) 정보 추출

정보 추출은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정형화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추출된 정형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온톨로지로 변환한 후

저장하여 빅데이터 분석이나 검색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2.1.2.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사례

1) ‘뉴스소스 베타’ 프로그램1)

‘뉴스소스 베타’프로그램은 사실 중심의 신뢰성 있는 뉴스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 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서 정보원들

끼리의 의미 관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뉴스 정보원 연결망을 구축하여 분야별

대표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시스템이다.

<그림 2-3> 뉴스 정보원 연결망 예시
(출처 : http://aictnews.blogspot.com/2014/02/beta.html)

시스템 구성은 <그림 2-4>와 같으며, ‘Middle Tier’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연

어 처리와 연결망 분석에 해당한다. 이 시스템에는 형태소 분석기, 문장경계 인

식, 구문 분석기, 이름·소속·직함에 관한 개체명 사전, 개체명 인식 기능 등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되었다. 

1) 박대민 (2016). 뉴스 기사의 자연어처리. 커뮤니케이션 이론, 12(1),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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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뉴스소스 베타”의 시스템 구성
(출처 : 박대민 (2016). 뉴스 기사의 자연어처리. 커뮤니케이션 이론, 12(1), 4-52)

뉴스 아카이브,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BIC KINDS) 등에 저장

된 반정형 데이터들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통해 뉴스 기사를 구조화한

정형자료로 변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뉴스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뉴스 지식베이스에서 규칙 및 인명사전을 바탕으로 인명, 직함, 

소속들을 추출하여 정보원을 매칭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추출한 인명, 

직함, 소속 등의 개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단어 임베딩 모델을 통해 벡

터로 변환하여 정보원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분류모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뉴스베타 소스’프로그램은 유사도에 따른 문장 및 기사 등을 군

집화하여 중복되는 기사를 제거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군집화 과정에서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해 VSM(Vector Space Model),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같은 다양한 분석 방법

론을 적용하였다. 

2) 특허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핵심 구문 추출 방법론2)

민재옥 등(2018)은 특허 문서 항목 중 가장 핵심인 청구항에서 구성요소를 추

출하기 위해 규칙 기반 방법론 및 심층 학습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2) 민재옥, 오유리, 이봉건, 정윤호 (2018). 특허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청구항 특성을 고려한 핵심구

문 추출 방법.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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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청구항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에노드 영역 및 상기 드레

인 영역은 상기 에피텍셜층에서 서로 인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주어부 상기 에노드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

특허 아이템 반도체 디바이스

<표 2-1> 청구항 핵심 구문 분석 결과 예시

<표 2-1>과 같이 청구항의 핵심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부(‘상기 에노드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와 특허 아이템(‘반도체 디바이스’)을 추출하기 위해

구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구문을 파악한 패턴 규칙을 <표 2-2>

와 같이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패턴 규칙을 통해 주어부와 특허 아이템과 동

시에 등장하는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패턴 예시

명사 반도체

복합명사 반도체 디바이스,

수사+명사 제1유지홍

수사+복합명사 제2 전원 단자

수식어+명사구 신호 처리하는 수단

명사구+접속조사+명사구
제1전원단자와제2전원단자,

중앙처리장치및기억장치

<표 2-2> 명사구 구성요소 추출을 위한 패턴 예시

구성요소를 추출할 때는 문장에 대한 단순한 토큰화가 아닌 구문 규칙 기반

의 한 문장 토큰화를 진행하였으며 구문 분석을 통해 학습 집합을 생성하였다.

NO 구분 내용

1

구성요소
'제2항', '애노드영역및드레인영역', '에피텍셜층', '서로인접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반도체디바이스'

주어부 애노드영역및드레인영역

특허아이템 반도체디바이스

2

구성요소
'제1항', '도전체', '폴리',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것을', '특징으

로하는', '반도체집적회로장치'

주어부 도전체

특허아이템 반도체집적회로장치

3

구성요소
'제1항', '제어신호발생수단','원격제어수신기', '구비하는것을', '

특징으로하는', '텔레비젼편향장치'

주어부 제어신호발생수단

특허아이템 텔레비젼편향장치

<표 2-3> 구문 규칙을 적용한 구성요소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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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학습기반 지식추출 방법론

및 플랫폼 연구

김재헌은 <그림 2-5>와 같은 형태의 위키피디아 인포박스(InfoBox) 데이터를

DBpedia의 온톨로지 구조에 따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자연어로부터 지식을 추

출하여 온톨로지화 하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그림 2-5> 위키피디아 인포박스 예시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포박스 데이터를 DBpedia 온톨로지 구조에 따라 추출하기 위해서 적합성이

판단된 문서를 바탕으로 추출한 지식을 식별하였으며, 문장 단위로 지식을 추출

하여 적합한 문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적합 문장을 바탕으로 문장 분류

및 지식 추출 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온톨로지의 정의를 따르는 속성과 값

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속성과 값을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태의 트리플 구조로 변환하여 지식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였다. 이

때 지식베이스의 문서 분류를 위해 문서 임베딩을 활용하여 문서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벡터 값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벡터 값으로 문서 분류 모델인 SVM을

통해 문서의 주제 분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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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식베이스 모델 구조
(출처 : 김재헌, 이명진(2019). 지식베이스구축을위한한국어위키피디아의

학습기반지식추출방법론및플랫폼연구. 지능정보연구, 25(1), 43-61)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제공하는‘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

템’은 도서관의 내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2-7>과 같으며, 수집한 데이터들을 정형화하기 위해‘데이

터 전처리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인 형태소 분석기, 

분류, 감정 분석, 연관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 및 가공한다. 분석 및 가공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업무 지원 서비스인‘솔로몬’,

도서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도서관 정보나루’, R기반 통계 분석 ‘Radar’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7>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구조

(출처 :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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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주의 알람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 주의 알람 시스템’은 2014년 5월 16일부터

사이트‘건강IN’에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예측한 질병의 확산 추이

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대표적인 질병인 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경계, 주의, 관심, 4

단계로 표현하여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 주의 알림 시스템’의 모델 구조는 <그림 2-8>과 같다. 자연어 처

리를 통해 수집/연계에서 SNS 중 트위터(Twitter)의 비정형데이터를 제목과 본문

에 해당하는 ‘내용 정보’와 작성자 ID, 작성 일시, 작성 위치에 해당하는 ‘메

타 정보’로 정형화하고 분류/마이닝에서 어휘 모델링, 질병키워드 분석, 진료정

보 집계 등 자연어 처리를 통해 정보를 가공한다. 

<그림 2-8> 국민건강 주의 알람 시스템 세부 구성도
(출처 : 2014 HIRA_8권 6호_정책현안 02.pdf “보건의료정보활성화를위한공공데이터개방과빅데이터활용”)

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품 안전성 조기 경보 서비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품 안전성 조기 경보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및 SNS에 올라오는 개인의 의약품 부작용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의약품의 부작

용 여부를 조기에 알리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구조는 <그림 2-9>와 같이 한

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유해 사례 신고 데이터와 인터넷 포털 및 SNS 등

에서 수집한 비정형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형 데이터로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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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의약품 안정성 조기 경보 서비스 개요
(출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국내사례집.NIA.2013)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다음의 소셜 데이터와

서울 아산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 심실부정맥 예측, 마

약류 감시, 그리고 병원 병상 배정 최적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현하였다. 

2014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를 기반으로 질병예측과 맞춤형 병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과 의약품과 의료정보를 통합하여 의약품 부작용의 원인

분석을 규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 지능형 도서 추천 및 자동 분류에 활용 가능한 모델 조사 및 심층 연구

2.2.1. SVM(Support Vector Machine)

<그림 2-10> SVM(Support Vector Machine)
(출처 : https://img1.daumcdn.net/thumb/R720x0.q80/?

scode=mtistory2&fname=http%3A%2F%2Fcfile21.uf.tis

tory.com%2Fimage%2F99CC5C3A5B43FD10230A9D)



- 18 -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기계 학습에서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

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며, 분류 분야에 자주 사용된다. 

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SVM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

단하는 비확률적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을 만든다. 만들어진 분류 모델은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현되는데 그 중 가장 큰 폭을 가진 경계를 찾는다. SVM

은 일반화 측면에서 다른 분류 모델과 비교하여 대등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

며, 복잡한 분류 문제에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2.2.2. HMM(Hidden Markov Model)

HMM(Hidden Markov Model)은 통계적 마르코프 모델의 하나로, 시스템이 은닉된

상태와 관찰 가능한 결과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모델이다.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 강점을 지닌 알고리즘으로, 개체명 인식, 포스태깅 등 단어의

연쇄로 나타나는 언어구조 처리에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법이다. HMM은 마코

프 성질(Markob Property)을 지닌 이산확률과정인 MC(Markov Chain)을 전제로 한

다. 한 상태의 확률은 단지 그 이전 상태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MC의 핵심이며, 다

른 상태로의 전이는 상태 전이에 대한 긴 이력이 아닌 바로 직전 상태에서의 전이

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HMM은 각 상태가 MC를 따르되 은닉되어 있다고 가

정하며, 은닉된 상태와 관찰 가능한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닉된 상태를 추론하

는 문제에 자주 활용된다.

<그림 2-11>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
(출처 :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8AC405AD5FF9328)

<그림 2-11>은 HMM의 은닉된 상태와 관찰 가능한 결과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것으로, HMM을 이용하여 풀고자 문제 중 관찰 가능한 결과는 오직 뿐이며, 

가 에 종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때, 의 시퀀스를 통해 의 시퀀스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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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나이브 베이즈 분류(Naïve Bayes Classification)

나이브 베이즈 분류(Naïve Bayes Classification)는 특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하

는 베이즈 정리를 적용한 확률 분류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문서를 여러 범주 중 하

나로 분류하는 문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브 베이

즈 분류는 조건부 확률 모델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인 베이즈의

정리(Bayes' theorem)를 사용한다.

                       

(1)

수식 (1)은 베이즈의 정리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는 가 일어날 확

률, 는 가 일어날 확률, 는 가 일어나서 가 일어날 확률, 는

가 일어나서 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할 때, 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라면, 수식 (1)을 통하여 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즈의 정리이다. 나이

브 베이즈는 지도 학습 환경에서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분류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으며, 간단한 방법에도 불구

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2.2.4.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그림 2-12> CNN의 입력 값 형태
(출처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sentence classification", 2014, Kim, Y.)

CNN은 본래 이미지 분석 등에서 활용되던 심층 학습 구조이나, 최근 자연어 처

리에도 활용되어 언어 정보의 구조 분석 등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3) CNN은

학습 가능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가지는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뉴런들은

입력 값을 받아서 내적과 비선형(non-linear) 연산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전체 신경

망은 미분 가능한 하나의 스코어 함수를 가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SVM이나 소프트

맥스(Softmax) 같은 손실 함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클래스 1개 또는 정답 레이블과

가장 유사한 클래스의 확률 값을 출력한다.

3) Kim, Y. (2014).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sentence classification. arXiv preprint 

arXiv:1408.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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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CNN의 구조는 컨볼루션 계층(Convolutional Layer), 풀링 계층(Pooling 

Layer),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계층이 여

러 번 쌓이면서 전체 신경망이 구성된다. 

2.2.5. RNN(Recurrent Neural Networks)

RNN은 자연어, 유전자, 음성 인식 등과 같은 연속적인 형태를 가지는 데이터의

자질 분석과 자연어 처리 전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심층 학습 구조이다. 과

거의 입력 값이 현재의 입력 값과 함께 입력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입력 값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RNN의 경우 입력 값들

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을 경우에만 좋은 성능을 보이며 만일 입력 값들 간의 간

격이 클 경우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The Vanishing Gradient Problem)가 발생하여

좋은 성능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장기 의존성

문제(Long-Term Dependencies)라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LSTM(Long-Short-Term-Memory)이다. 

<그림 2-13> RNN의 구조
(출처 : http://colah.github.io/posts/2

015-08-Understanding-LSTMs/)

2.2.6. LSTM(Long-Short Term Memory)

LSTM은 변형된 RNN의 한 종류로 기본적으로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

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이전의 입력 값을 전달하는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LSTM은 입력(Input), 출력(Output), 망각(Forget) 게이트를 사용하여 현재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따른 정보를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상황을 예측할 때 일반적인 RNN보다 정

확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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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LSTM의 구조
(출처 : http://colah.github.io/posts/2015-08-Understanding-LSTMs/)

LSTM의 구조에서 핵심은 셀 상태(cell state)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셀

상태는 CNN의 뉴런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입력 값과 이전 상태에 대한 정

보를 가지고 있다. LSTM은 먼저 망각 게이트라고 불리는 시그모이드(Sigmoid) 계

층을 통해 셀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버릴 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입력 게이트

를 통해 어떤 값들을 다음 단계에 전달할지 결정하고, tanh 계층을 통해 셀 상태

에 더해질 수 있는 새로운 후보 값들의 벡터를 만들어 이 둘을 합치는 과정을

수행한다. 해당 과정을 통해 셀에 있던 이전 값들이 지워지며, 현재 값만 저장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력 게이트롤 통해 다양한 연산을 수행하여 무엇을 출력할

지를 결정한다.

2.2.7. HAN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

문서라는 것은 문장들의 연속이고, 더 작게 분석하면 각각의 문장들은 또 단어들

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HAN은 문서의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이

용하기 위한 모델이며, 동시에 중요한 단어와 문장에 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어텐션 매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이용하여 문서 분류 성능을 높인 모

델이다. 

HAN은 단어, 문장, 문서의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Word2Vec이라는

워드 임베딩 기술을 사용하며, RNN 구조로는 Bidirectional GRU(Gated Recurrent 

Unit)를 사용한다. GRU는 LSTM과 유사하지만 게이트의 일부를 생략하여 LSTM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계산의 복잡성을 낮춘 셀 구조이다. GRU를 통과한 각 단어

벡터에 Attention 계층의 단어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한 값이 문장 벡터(Sentence 

Vector)가 되며, 문장 벡터를 앞서 사용한 Word2Vec 대신 사용하는 과정이 반복되

어 문서 벡터(Document Vector)가 생성된다. 생성된 문서 벡터는 소프트맥스 연산

을 통해 확률 값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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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HAN(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의구조
(출처 :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s for document 

classification", 2016, Yang, Z., Yang, D., Dyer, C., He, X., 

Smola, A., & Hovy, E.)

2.2.8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

<그림 2-16> RNN을 활용한 Sequence-to-sequence 모델 구조
(출처 :“Acoustic-dependent Phonemic Transcription for Text-to-speech 

Synthesis”, 2018, Vythelingum, K., Estève, Y., & Rosec, O.)

Sequence-to-sequence 모델은 <그림 2-16>과 같이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

(Decoder) 구조를 지닌다. 인코더, 디코더는 각각 입력 대화와, 출력 대화를 학습한

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문장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광역적 문맥

벡터(Context Vector)를 구성하고, 디코더의 은닉상태(Hidden State) 구성 시 특정 단

어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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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시점의 은닉상태를 구하는 공식은 (1)과 같다. 는 

시점의 은닉상태, 는 이전 시점의 예측 단어,  문맥 벡터를 의미한다. 는 인

코더의 번째 열벡터 에 어텐션 가중치  를 준 후 그 합을 통해 구성된다. 는

인코더 입력 단어 수, 는 얼라이먼트 모델(Alignment Model), 은 이전 시간

상태의 은닉상태를 의미한다.

2.2.9 Transformer

앞선 Seq2seq 모델은 입력된 시퀀스들을 하나의 문맥 벡터로 구성한 뒤 디코더

로 전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 정보가 손실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퀀스 출력 시 주요 정보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어

텐션 매커니즘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어텐션 매커니즘만을 활용하여 구성된 모델이

Transformer 모델이며, RN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메모리 사용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7> 어텐션 매커니즘을 활용한 Transformer 모델 구조
(출처 :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 Vaswani, A., Shazeer, N., Parmar, 

N., Uszkoreit, J., Jones, L., Gomez, A. N., ... & Polosukhi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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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 모델은 기존 Seq2seq 모델과 유사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지닌다. 

하지만 인코더, 디코더를 구성하는 요소는 RNN이 아닌 <그림 2-17>과 같이

Multi-Head Attention이다. 추가적으로 모든 문장을 포함하여 가중치를 구성하는

광역적 Attention이 아닌 Self-attention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Self-attention은 현재

입력되는 문장의 가중치만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sin
mod



 cos
mod

<그림 2-16>과 같이 Transformer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에서 모두 위치 정보를

받아 인코딩하는 Positional Encoding 단계를 거친다. RNN의 경우 단어를 순차적으

로 입력 받기 때문에 부가적인 위치정보가 요구되지 않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단어

를 입력 받는 Transformer의 경우 위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위치 정보는 수식 (2)와 같이 구성된다. 는 임베딩 벡터에서의 위치, 는

차원(dimension)을 의미한다. 차원이 홀수일 경우 cos함수를, 짝수일 경우 sin함수

를 사용한다. mod은 출력 차원을 의미하는 파라미터이다.

2.3 지능형 대화 생성이 가능한 모델 조사 및 심층 연구

2.3.1 검색 기반 대화 생성 모델

검색 기반 대화 생성 모델은 모델에 입력된 자연어 질의를 분석하여 질의 범주

를 분류하고 질의 키워드를 추출하며, 추출된 키워드를 검색 자원에 검색함으로써

질의에 대한 응답을 찾아 제공한다. 과거에는 주로 웹을 검색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등을 활용하여 자

체적인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 

1)　Google Knowledge Graph

미국의 포털사이트인 구글은 2012년 5월부터 미국 구글 영문 검색에 Google 

Knowledge Graph를 적용하였다. 적용된 모델은 인물, 지역, 역사 등의 5억 7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 입력 질의를 검색하여 응답을 제시하는 검

색 기반 대화 생성한다. 단순한 형태의 단일 문장을 입력하면 입력된 질의에서

핵심이 되는 개체를 찾고 이를 검색어로 사용하며, 검색 결과를 응답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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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검색 결과에는 <그림 2-18>과 같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구조화한 정보와 다른 사이트로의 링크 등이 포함되

어 있다. 

<그림 2-18> Google Knowledge graph 예시
(출처 : https://medium.com/@khusbu_machar/what-is-google-knowledge-graph-and-ho

w-to-get-rid-of-wrong-data-on-knowledge-graph-c9dce02fd560)

2) Knowledge-Based Question Answering(Hermjakob, U., Hovy, E. H., & Lin, C. Y.)4)

<그림 2-19> Knowledge-Based Question Answering
(출처 : Hermjakob, U., Hovy, E. H., & Lin, C. Y. (2000). 

Knowledge-based question answering. In Proceedings of the Sixth World 

Multiconference on Systems, Cybernetics, and Informatics (SCI-2002).)

4) Hermjakob, U., Hovy, E. H., & Lin, C. Y. (2000). Knowledge-based question answering. In 

Proceedings of the Sixth World Multiconference on Systems, Cybernetics, and Informatics 

(SCI-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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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jakob, U. 외 2명의 저자가 연구한 대화 생성 모델은 다국어 지원 자연

어 처리 연구 프로젝트인 ‘Webclopedia’의 질의응답 대화 생성 모델이다. 해

당 모델은 전 세계적 지식에 대한 질의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의 질의응

답 대화 생성 구조로 구축되었다. <그림 2-19>와 같이 입력된 질의에 대한 자연

어 처리를 통해 질의를 분석, 질의와 응답을 매칭시키기 위하여 단락 검색, 검색

결과 순위화 등의 과정을 거쳐 질의에 대한 응답을 도출한다. 

3) Baseball : an automatic question-answerer.5)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대화 생성 모델은 1961년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 모델은 야구와 관련된 질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는데, 1년 동안 진행

된 아메리칸 리그에서 치러진 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키워드로 표현한 질의를 데

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응답을 제시하였다. 이용자가 자연어 질의를 입력하면

단어 및 관용구를 중심으로 구문 분석을 수행하여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해당

키워드에 대한 응답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제시하였다. 

4) Progress i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an application to lunar geology6)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NASA MSC로부터 아폴로 달 탐사선이 반환한

암석의 지질학적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아 해당 주제에 대한 대화 생성 모델이다. 

이용자 질의와 구축되어있는 질의 간의 유사도 검사를 통해 질의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한다. 실제로 1971년 달과학과 관련한 학회에서 시연되었으며 학회

참석자들에게 총 111개의 질의를 받아 90% 이상의 응답률을 도출하였다. 

2.3.2 규칙 및 시나리오 기반 대화 모델

규칙 및 시나리오 기반 대화 모델은 입력될 질의들을 예상하여 이를 분석하고, 

질의 유형을 분류한 뒤 각 질의 유형에 맞는 응답을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미리 작

성해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화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질의를 미리 예측해야 하

기 때문에 범용 분야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며, 고객 응대와 같이

입력될 질의가 한정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5) Green Jr, B. F., Wolf, A. K., Chomsky, C., & Laughery, K. (1961, May). Baseball: an 

automatic question-answerer. In Papers presented at the May 9-11, 1961, western joint 

IRE-AIEE-ACM computer conference (pp. 219-224). ACM.

6) Woods, W. A. (1973, June). Progress i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an application to 

lunar geology. In Proceedings of the June 4-8, 1973, national computer conference and 

exposition (pp. 441-450).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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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rule-based question answering system for reading Comprehension tests7)

Riloff, E.와Thelen, M이 제안한 모델은 미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독서 능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규칙 기반 대화 생성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어휘가 질문에 답을 포함한다는 것에 착안점을 얻어 질의에서 정답을 찾

기 위해 어휘적·의미론적 발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who, what, when, where, 

why를 묻는 각각의 질문 유형에 대한 규칙 셋과 human, location, month, time을

나타내는 응답에 대한 단서인 의미론적 클래스를 사용하며, 규칙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문장이 응답으로 변환하였다.

2) Automated Question Answering Using Question Templates That Cover the 

Conceptual Model of the Database8)

Sneiders, E.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사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인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하기 위해 질의 및 응답

문장에 대한 규칙 및 시나리오를 구축한 대화 생성 모델이다. <그림 2-20>과 같

이 질의의 주요 개념에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엔티티슬롯을 부여하여 질의 템

플릿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응답 템플릿을 생성함으로서 질의응답을 구조화하였

으며, 각 템플릿의 엔티티에 들어갈 변수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생성하였다.

<그림 2-20> 질의 템플릿 예시

(출처 : Sneiders, E. (2002, June). Automated question answering using 

question templates that cover the conceptual model of the databas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cation of Natural Language to 

Information Systems (pp. 235-239). Springer, Berlin, Heidelberg.)

7) Riloff, E., & Thelen, M. (2000, May). A rule-based question answering system for reading 

comprehension tests. In Proceedings of the 2000 ANLP/NAACL Workshop on Reading 

comprehension tests as evaluation for computer-based language understanding 

sytems-Volume 6 (pp. 13-19).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8) Sneiders, E. (2002, June). Automated question answering using question templates that 

cover the conceptual model of the databas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cation 

of Natural Language to Information Systems (pp. 235-239). Springer, Berlin, 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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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응용 기술 조사/분석

차세대 독서 지원 플랫폼 개발에 앞서 국내외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 동

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 조사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외 5건, 

국내 10건의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 빅데이

터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는 챗봇 중심의 인공지능 기

반 도서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2.4.1 국외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 사례

국외의 도서관들은 소장 장서와 이용자 정보를 분석하여 장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미 다양한 형

태의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회법률도서관은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통해 법률관련 소장 자료 검색, 위

치 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는 ‘ANTswers’, 오클라호마 대학에서는 ‘BIZZY’라는 인공지능 기반

의 챗봇 서비스를 통해 참고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영국 국립도서관은 100만 건의 이미지를 텍스트로 검색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광학문자인식으로 생성

된 원문을 통해 인공지능기반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도서관은 25개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서 도서

관 자원관리 및 이용자 대출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명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 내용

미국의회법률도서관
법률관련 소장자료의 내용이나 위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통해 제공

UCI 도서관
“ANTswers”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통해

UCI 학생 및 관계자들에게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

영국국립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00만개의 이미지를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제공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광학문자인식으로 생성된 원문에서 정보검색을 가능케

하는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검색 서비스 제공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25개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 제공

<표 2-4> 국외 인공지능 기반 도서 및 도서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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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회법률도서관(Law Library of Congress, LLC)

<그림 2-21> 미국의회법률도서관의

챗봇 서비스
(출처 : https://blogs.loc.gov/law/2017/10/we

-are-excited-to-announce-the-release-of-t

he-law-library-of-congress-chatbot/)

미국의회법률도서관은 2017년부터 주요 법률 자료, 법률도서관 연구 지침 및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률 연구 자료를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제공되는 챗봇은 <그림 2-21>과 같이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

여 기본적인 참고면담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텍스트 형태

의 이용자 질의에 대해서도 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만약 텍스트

형태의 이용자 질의가 입력되었으나 챗봇이 해당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명령 목록’을 보여주거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로 연결시켜

줌으로서 이용자의 정보 검색이 강제적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응답이 발생할 때마다 응답하지 못한 대화 기록을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여, 챗봇

의 정답 처리 범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구축한

다. 미국의회법률도서관은 또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챗봇이 응답할 수 있는 질

의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챗봇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2)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nia, Irvine) 도서관9)

UCI 도서관은 2014년 홈페이지를 통해 UCI 학생 및 교직원들이 교외에서 도

9) https://www.lib.uci.edu/ant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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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ANTswers’를 공

개하였다. 또한 UCI 도서관은 ‘ANTswers’에 대한 130여개의 오픈 소스 파일을

함께 공개하여, 타 도서관이나 연구센터, 기록보관소, 법률 및 의학도서관에서 자

체적인 챗봇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는‘ANTswers’와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소장자료 검색

이나 도서관 이용 안내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이 아닌 어휘(키워드) 

형태의 이용자 질의에 대해서만 응답이 가능하고, 응답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입력해야 할 문장의 형태를 제시하는 등 아주 제한적

인 형태의 대화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2> ANTswers 실행화면
(출처: https://www.lib.uci.edu/antswers)

3) 영국 국립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University College London(UCL)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머신러닝 인터페이스, 통

계 통합, 디지털 자원 집합 다운로드 등과 같은 디지털 장서의 접근성을 향상시

키는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특히 100만개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텍스트 검색어

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4)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2019년 3월, ‘차세대 디지털 도서관’연구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기반 검색 시스템(Content-based Retrieval System)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였다.10) 공개된 시스템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

10) https://www.ndl.go.jp/en/news/fy2019/190409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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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저작권 보호기관이 만료된 자료의 일부를 대상으

로 내용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하면 광학문

자인식으로 생성된 전체 원문을 검색하여 원문에 포함된 사진 및 삽화 등을 얻

을 수 있으며, 검색 결과 중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과 유사한 이미지가

포함된 다른 자료로 검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림 2-23> AI 기반 콘텐츠 검색 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 https://www.ndl.go.jp/en/news/fy2019/190409_01.html)

5)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싱가포르의 24개 공공도서관을 관리하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관리하는 공

공도서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자

원 관리 및 이용자 대출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도서관 자원을 최적화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예로 지역 거주민의 도서관 이용 패턴을 분석

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위치 선정 및 장서 구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프로

파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했을 경우 스크린을 통해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2 국내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 사례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회도서관과 다수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챗봇을 통한 도서관 안내

및 민원 서비스 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기업도서관에서는 이

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도서 서

비스가 등장하였다. 이처럼 국내 도서관들은 관종을 막론하고 이용자를 위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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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명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 내용

국회도서관
도서관 관련 정보에 대한 양방향 소통 및 이용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를 제공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기반 교내 안내로봇‘리보’를 통해

학술정보관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

수원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인공지능 기반 챗봇 ‘엘프’를 통해

도서관 관련 민원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제공

LG 상남도서관
책에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음성도서서비스를 제공

플라이북
‘플라이북 스크린’라고 불리는 도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개인 취향에 맞는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

용인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보나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서관 이용자에 맞는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

수원시 도서관
넷플릭스·아마존 추천알고리즘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에 맞는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

웅진씽크빅
‘AI독서케어’라고 불리는 독서 역량 진단 및 도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는 도서 및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

교보문고
‘픽스(Picks)’라고 불리는 도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도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매자에게 맞는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

<표 2-5> 국내 인공지능 기반 도서 및 도서관 관련 서비스

1)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019년 2월,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사서를 대신해 간단한 질

의응답을 도울 수 있는 챗봇 서비스인‘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서비스하기 시

작하였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

변하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으로,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기존의

도서관 안내 서비스와 달리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의 자료 이용 방법, 이용

시간, 출입 및 시설 안내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안내와 함께 국회도서

관에서 제공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나 전자도서관 링크를 메뉴 형식으로 제공하

고 있으며, 기본적인 일상대화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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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국회도서관 챗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연 장면
(출처: https://m.blog.naver.com/nalkr2017/221540170425)

2) 성균관대학교11)

성균관대학교는 스마트캠퍼스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2월, 국내

대학 최초로 교내 안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보(Intelligent Library Robot, LIBO)’라고 불리는 이 챗봇은 성균관대학교와

학술정보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학교 역사와 뉴

스, 주요 일정, 캠퍼스 지도 등을 대화 형식이나 메뉴 형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학술정보관의 소장자료 검색, 층별 시설 안내, 콘텐츠 이용 및 학술정보관 서비

스 등을 안내한다.

3) 수원여자대학교 도서관, 인덕대학교 도서관

수원여자대학교 도서관과 인덕대학교 도서관은 인공지능 기반 챗봇 ‘엘프’

를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들은‘엘프’를 통해 모바일 학생증 발급, 

대출 내역 조회 및 연장, 도서 검색 및 예약, 도서관 이용 시간 안내, 이용자 교

육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했던 모든 도서관 부가서비스

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수원여

자대학교 도서관은 향후 보다 넓은 범위의 이용자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챗봇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심층 학습 기술을 활용한 챗봇 시스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11) https://news.joins.com/article/231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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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수원여자대학교 챗봇

엘프 서비스 시연 화면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566322)

     
<그림 2-26> 인덕대학교 챗봇 엘프

서비스 사용 화면
(출처: https://blog.naver.com/indukpr/221493620911)

4) LG 상남도서관

LG 상남도서관은 LG 유플러스와 함께 인간의 감각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에

게 전용 음성 도서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책 읽어주는 도서관’서

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각장

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LG 상남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설, 인문, 

수필, 예술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음성도서 1만 권을 읽어주는 기능과 제목, 저

자, 출판사, 부제목 등의 키워드를 음성으로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음성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5) 플라이북 ‘플라이북 스크린(Flybook Screen)’12)

데이터 기반 도서 추천 플랫폼 ㈜플라이북은 공공도서관에 설치되는 도서 추

천 키오스크를 통해 실시간 인공지능 책 추천 서비스인 플라이북 스크린을 제공

한다. 플라이북 스크린은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 성별, 관심분

야, 기분 상태 등을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개인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추천받은 도서의 세부 정보 및 대여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 가능

하며 도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서초구립반포도서관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19년 8월부터 독산도서관, 가산도서관, 시흥도서관, 금나래도

12) https://platum.kr/archives/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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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미래향기작은도서관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7> 플라이북 스크린 세부 화면
(출처 :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3946)

6) 용인중앙도서관13)

용인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도서관정보나루’의 빅

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용자의 연령, 성별, 대출도서 등을 비교하여 이용자에게

알맞은 도서를 추천해주는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빅데

이터를 도서관 회원관리, 문화프로그램 기획, 장서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2-28> 용인중앙도서관 도서 추천 서비스 화면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672

6622518112&amp;mediaCodeNo=257)

1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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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시 도서관14)

수원시는 2018년 1월부터 도서관 이용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이용하는

최신 추천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있다. 이 서비

스는 이용자의 과거 도서대출 이력, 이용자의 연령, 성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최신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해 도서 취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의 대출

도서를 분석하여 많이 빌려 본 도서를 안 읽어본 이용자에게 추천한다. 

8) 웅진씽크빅 ‘AI독서케어’15)16)

웅진씽크빅은 2019년 5월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에게 도서 및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는 ‘AI독서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

스는 ‘독서진단’, ‘독서코칭’, ‘독서플랜’총 3단계로 구성되어, 이용자의

독서 진단 데이터와 독서진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서 방향과 추천 도서 및

관련 추천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림 2-29> 웅진씽크빅 ‘AI독서케어’ 서비스 화면
(출처 :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905189754o)

9) 교보문고 ‘픽스(Picks)’17)18)

교보문고는 2018년 4월부터 유사한 구매 성향을 지닌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

14)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7/12/848158/

15)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905189754o

16) http://m.wjthinkbig.com/product/aicare.do

17) http://bitly.kr/3wCkl5b

18) http://www.donga.com/news/3/all/20180111/88116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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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도서를 추천하는 ‘픽스(Pick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의

온라인 클릭, 평가, 온·오프라인 구매 등 개인 데이터와 다른 고객들의 데이터

를 비교해 실시간으로 도서를 추천해준다. 도서를 추천할 정도로 활동 이력이 충

분하지 않을 경우 ‘평가하기’카테고리에서 분야별 베스트셀러를 이용자가 평

가하여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한 후 도서를 추천한다. 또한 ‘종합추천’카테고리

에서 도서를 추천한 근거를 제공하고, 추천된 도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

른 책을 추가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그림 2-30> 픽스(Picks) 서비스 화면
(출처 : http://bitly.kr/3wCkl5b)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기반 연구」

제 3장 어린이·청소년의 성격 유형 및 정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능형 독서 지

원 플랫폼 개발 방안 연구

3.1 도서 분류·추천 모델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집합 및 기

반자원(사전, 어휘집) 수집 가공 절차 모형 도출

3.2 이용자 정보(성향, 성격유형, 정서상황 등) 수집 체계 연구

3.3 심층 기계학습 RNN(Recurrent Neural Networks),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등을 활용한 도

서 분류·추천 모델 개발 및 최적화 방안 연구

3.4 북봇(BookBot)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대화 예시 및 기반 자

원(사전, 어휘집) 확보 방안 연구

3.5 공감적 대화가 가능한 질의·응답 및 지능형 대화 모델 개발

을 위한 심층 기계학습 Sequence-to-sequence, Attention,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기술 및 시나리오 검색 기술 등을 활용한 모

델 개발 사전 기획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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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서 분류·추천 모델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집합 구축 아키텍쳐

3.1 도서 분류·추천 모델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집합 및 기반자원

   (사전, 어휘집) 수집 가공 절차 모형 도출

본 연구에서 도서 분류·추천 모델에 필요한 학습 집합은 어린이·청소년의 성

격 유형 및 정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서를 성격

유형에 따라 분류하거나 정서 상황에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는 데이터를 구축한 사

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활용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역시 찾아 볼 수 없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도서 분류·

추천 모델을 위한 학습 집합을 새로 구축하였다. 

3.1.1 도서 분류 기준 설정19)

도서 분류·추천 모델을 위한 학습 집합을 구축하기에 앞서 도서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가장 보편화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니어그램성격 유

형과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 유형을 조사·분석하였다. 

1) 에니어그램(Enneagram) 성격 유형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은 인간의 성격유형을 힘의 중심에 따라 본능형, 감정

19) 해당 부분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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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 특성

본능형

8번

(지도자)

-자기 신념이 강하고 성실하며 약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며 다른 사람에

게 확신과 용기를 주고 격려한다. 

-단호하면서도 관대하고 부드러운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타협

을 거부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려고 하고 에너지가

많고 주도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9번

(중재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수용적이고 여러 관점의 차이를 듣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여 재촉하는 것

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긋해서 게을러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며 갈등을 싫어하는 둥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다.

1번

(개혁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결과에 집중하고 매사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나 긴장을

자주하며 원칙과 규범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스스로 통제하며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주변을 개선하려 하며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감정형

2번

(조력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타고난 감각을 지녔으며 친절하고

상냥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한다. 

-베푸는 행동을 통해 타인의 삶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길 원

하나 그들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기회

를 잃어버린다. 

-감정이입과 공감을 잘하며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3번

(성취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며 변화와 어려운 환경

에도 잘 적응하고 순응한다. 

-객관적인 결과와 성취목표에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나 삶

의 성공을 위해 매 순간 경쟁을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관

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차단하려 한다. 

-높은 지위나 명성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자신을 동일시하

며 영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4번

(예술가)

-삶의 평범한 방식에 지루함을 자주 느끼며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낭만적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인식하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감정과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한 감정의 변화에 어

려움을 겪는다. 

<표 3-1> 에니어그램 9가지 성격유형별 특성

형, 사고형의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3개로 구분하여 총 9가지

로 성격유형을 분류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타고난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9가지의 유형으로 쉽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9가지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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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감정을 잘 인지하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세련된 사람이다.

사고형

5번

(사색가)

-객관적인 판단력과 상황을 분석하며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 정보와

지식을 얻고 배우려 노력한다. 

-사물의 원리와 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되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독립된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전문적 지식이 많은 명석한 사람이다.

6번

(충성가)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이 선택한 단체나 조직에 대한 의무감에 충

실하고 성실하게 협조를 잘한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나 염려와 걱정이

많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부정적 가능성과 결과를 예상하고 확대한다. 

-의심이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며 안전하고 보다 더 안

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신중한 사람이다.

7번

(낙천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미가 있으면 열정적으로 빠져들고 실

제적으로 생산적인 결과가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하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해 일을 완결 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다.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자유롭

고 낙천적인 사람이다.

2)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그림 3-2> MBTI 성격유형의 4가지 척도
(출처 : https://www.lifehack.org/789593/mbti-types-and-career)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그림 3-2>와 같이 개인의 성향을 4가지

척도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합하여 16개 성격유형으로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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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 특성

ISTJ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

-조용하고 매사에 책임감이 강하다.

-집중력이 강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나 일을 할 때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처

리해 나간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있고 관례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반응을 표정으로 잘 드러내지 않지만, 상황을 대단히 개인적인 시

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 경험을 잘 적용하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에도 인내력이 강한 편이다. 

-때로는 세부사항에 집착하고 고집부리는 경향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세상 일에 대처할 때 행동이 매우 확고하고 분별력 있다.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일, 가정, 삶을 구성해 나갈 때 기쁨을 얻는다. 

-전통과 성실을 가치 있게 여긴다.

ISTP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인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사실적인 정보를 조직하는 것을 좋아한다. 뚜렷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론을 제외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확신하지 않는다.

-일과 관계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직접 뛰어들

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개방하지 않으려 하며, 대체로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

-열정적이지만 조용하고 호기심이 많다.

-종종 외부상황을 잊을 만큼 이들의 관심거리에 깊이 몰두하게 된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수줍어한다.

-문제의 현실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핵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많

은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

-상황에 대해 관조적이고 유연하며, 사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자 하며, 

효율성에 가치를 둔다. 

ESTP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

-관대하고 느긋하며,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별로 선입관을 갖지 않으며

개방적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적이며,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

며 따라서 갈등이나 긴장 상황을 잘 무마시키는 능력이 있다. 

-꼭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적용하기보다 그 상황에 적응

하려고 하고, 누구나 만족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타협하고자 한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

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ESTJ -일을 조직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표 3-2> MBTI 16가지 성격 유형별 특성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지이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검사 시간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MBTI는 개인의 탐색, 진로, 적성을 알아보는데 적합하며, 각각의 유형별 특성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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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

-사업이나 조직을 현실적, 사실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타고

난 재능을 지녔다.

-혼돈스럽고 불분명한 상태 또는 실용성이 없는 분야에는 큰 흥미가 없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를 응용하는 힘이 있다.

-분명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규칙을 준수하며

일을 추진하고 완수한다.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행한다.

ISFJ

(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며 헌신적이다.

-세부적이고 치밀하며 반복을 요구하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등 인내심이 강하다.

-이들이 가진 침착성과 인내심은 가정이나 집단에 안정감을 준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고려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다.

-일을 처리할 때 현실감각을 가지고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경험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전까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유형이다.

ISFP

(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

-다른 사람에게 동정적이며 그 따뜻함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낸다.

-사람들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자신들의 내적인 이상과 개인적인 가치에 근

거하여 대하며, 이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주관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

해 겸손한 편이다.

-적응력이 좋고 관용적이며, 현재의 삶을 즐긴다.

-자연에 대한 미적 감각과 균형(비례) 감각이 뛰어나다.

-일을 할 때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조바심내지 않으며 여유를 갖는다.

-모든 것을 정신적 이상과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개인적으로 접근한다.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유형은 관용적이고, 개방적이다.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좋지만 내적 충실성이 위협당하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ESFP

(외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타협적이다. 선입견이 별로 없고 개방적이고 관

용적이며 대체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인다.

-주위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활동들에 관심이 많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사건 혹은 물건에도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이론이나 책을 통해 배우기보다 실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론보다는 구체적 사실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논리적 분석보다는 인간 중심의 가치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린다.

-사람들을 접하는 일에 능숙하며,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하다.

ESFJ

(외향형,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으며, 친절하고 재치가 있다.

-참을성이 많고 양심적이며, 정리정돈을 잘 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인화를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일에 열중하고, 다른 사람의 무관심한 태도에

민감하다.

-사소한 일들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며, 자신의 존재와 기여를 인정받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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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타인의 필요를 잘 알아채며,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INFJ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

-강한 직관력의 소유자로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진실하게 맺고자 한다.

-독창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며,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원리원칙을 생활 속에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확고한 가치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을 개발하고, 자신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화하

고 동기화시킨다. 

INFP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

-조용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이해심이 많고 적응력이 좋으며, 대체로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사람들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들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는 한 잘 적응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수용하는 편이다.

-어떤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완벽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ENFP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 

-열정적이고 따뜻하며, 창의적이다.

-어떤 일을 할 때 풍부한 상상력과 순간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여 즉흥적이고

재빠르게 해결해 나간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장 가능성을 들여다 볼 줄 알고, 

타인을 잘 돕는다.

-세상을 가능성이 풍부한 곳으로 바라보며, 시간과 정보를 잘 연관 지으며, 

자신만의 패턴을 기반으로 자신감 있게 일을 진행시킨다.

ENFJ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

-따뜻하고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아 타인들의 정서, 욕구, 동기에 대해 관심이 많다.

-친절하고 재치가 있으며, 인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민첩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성실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볼 줄 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대체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말로 생각을 잘 표현하며,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편안하고 능숙하게 제시하

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 

INTJ

(내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 

-행동과 사고가 독창적이며, 내적인 신념과 비전이 매우 강하고, 독립적이고

단호한 편이다.

-자신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을 조직화하고,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INTP

(내향형, 

직관형,

사고형, 

인식형)

-조용하고 과묵하지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에 관

심이 많다. 매우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비평을 잘한다.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력으로 통찰하는 재능이 있으며, 지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ENTP

(외향형, 

직관형,

사고형, 

인식형)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활기가 넘치며,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 기민하고 박식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독창적인 혁신가로 창의력이 풍부하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유형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다방면에 재능이 많다. 민첩하고 여러 가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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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감이 높다.

ENTJ

(외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 

-활동적이며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비논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절차나 정책을 빨리 간파하여 강하게 대처한다.

-솔직하고 결정력과 통솔력이 있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을 추진한다. 

-자신들의 지식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즐겨한다. 

에니어그램과 MBTI를 살펴본 결과, 에니어그램은 타고난 선천적 기질을 알아보

는 성격 유형 검사이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타고난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양

상을 보이므로 9개의 유형으로 쉽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현재 에니어그램은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심리상담, 진로교육, 인사관리, 독서지도 분

야에서 실제 적용 사례가 다수 있다. 반면 MBTI는 개인의 성향을 4가지 척도에 따

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합하여 16개 성격유형으로 설명하는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지이다. 자기보고식 검사란 검사 시간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으며,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MBTI는 개인의 탐색, 진로, 적성을 알아보기에 참고할 검사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참고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분류 기준으로 에니어그램

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에니어그램을 교육 및 치료, 상담에 활용한 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그 중 에니어그램을 활용하여 독서지도

를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윤옥(2012) 등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실시하면서

성격유형별 차이점을 관찰하고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성격유형별 독서지

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독서 태도, 독서

성향, 결과물에서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성격유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백진환(2013)은 성격유형별 반응과 태도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를 토대로 성격유

형별 선호도서를 매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때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결과, 관찰대상인 2번 유형의 학생들은 선정된 텍스트에 대한 몰입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유형들의 독후활동과 달리 탁월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등 뚜렷

한 차이를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보라(2013)는 성격유형과 독서성향이 관계를 바탕으로 6번 유형의 선호도서를

텍스트를 하여 독서지도를 실시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연구 결과, 6번 유형 어린이는 교사와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수업의 참여도에

차이점을 보이며, 독후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확인보다는 계속적인 확인 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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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2013)은 성격유형별 반응과 태도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를 토대로 성격유

형별 선호도서를 매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때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결과, 관찰대상인 3번 유형의 학생들은 선정된 텍스트에 대한 몰입도와

수업 참여 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3번 유형의 학생들이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

를 주도해 나가고 열성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해숙(2013)은 성격유형별 반응과 태도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를 토대로 성격유

형별 선호도서를 매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때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 결과, 관찰대상인 8번 유형의 학생들은 평소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이었지

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독후활동으로 진행한 가면놀이 시간에는 주인공을 맡

으려 하고 반복 연습 후 자신감 있게 활동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백진환(2013)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을 적용한 독서지도를 실

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은 남학생 14명, 여학생 11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척도

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에니어그램 성격유

형을 적용한 독서지도는 어린이의 인성,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발달에 효과

가 있음을 밝혔다.

조현양 등(2014)은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별 성장지향점 도서를 활용한 독서지도

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에니어그램 2번

유형을 대상으로, 2번 유형의 성장지향점인 4번 유형의 선호도서를 독서 자료로

선정하고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주간 14회를 진행하였다. 정서지능과 자

아존중감 검사를 측정도구로 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과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성장지향점 도서를 활용한 독서지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차연희(2013)는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를 이용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을 설계, 실행하여 성격유형별 독서지도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격유형별 독서지도가 학

생들의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심리적 안녕감 전체뿐만 아니

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에니어그램에 따른 독서지도의 효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수행한 독서지도 진행자들이 모두 느끼는 점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참가자들이 대체로 흥미로워 하며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한 참여 학생들은 성격유형에 따라 다양한 독서 활동과 독후활동을 진행했을 때 학

생들의 독서태도가 개선되었으며,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감 있게

활동한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측정도구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의 인성, 자기격려, 자기효능감, 사회성 발달,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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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도서 분류·추천을 위한 학습 집합 구성

<그림 3-3>은 도서 분류·추천을 위한 학습 집합을 구성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먼저 서평 및 책 소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제/가공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에니어그램 전문가가 도서를 분류하며 분류 기준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분류 결

과를 검증하기 위해 Kappa Score를 측정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재분류를 수행하거

나 학습 집합으로 활용한다.

<그림 3-3> 에니어그램 전문가를 통한 표준 데이터 집합의 구축 과정

1) 서평 데이터 수집 및 정제

에니어그램 전문가가 성격유형에 따라 적합한 도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도서

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 동안 분류 대상 도서를 모

두 읽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분량으로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평 및 책 소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사서추천도서와 온라인 서점의 유아 및 아동 분야 베스트셀러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전집이나 합본 도서, 만화 등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를 제외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 총 2,714건의 서평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 에니어그램 전문가를 통한 도서 분류

구축된 서평 데이터는 4인의 에니어그램 전문가가 도서를 분류하기 위한 기

반 데이터로 제공된다. 전문가는 오직 서평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도서를 분류하

며, 각각의 도서에 대한 성격 유형을 3순위까지 부여한다. 또한 서평에서 각 성

격 유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와, 각자의 분류 기준을 정리한다. 분류

가 끝나면 전문가들은 서로의 분류 결과를 비교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논의하고, 성격 유형별 키워드와 분류 기준을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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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어그램

성격유형
키워드

1
인성도서, 유토피아, 권선징악, 정의, 정직, 환경오염,

자아정체성, 전쟁, 습관

2 가족, 우정, 배려, 학교, 유치원

3 우승, 용기, 독서, 진로, 꿈, 경제, 이해타산, 외적변화

4 따뜻한 판타지, 예술, 신화

5 과학적 지식, 역사, 추리, 경제

6 안전, 충성, 동물기르기, 준비, 신중, 거짓말

7 수수께끼, 재미, 행복, 긍정

8 모험, 반장, 리더십, 결단력, 당당함, 정치, 영웅

9 중재, 평화, 안정, 종교적 내용, 자연

<표 3-3> 에니어그램 유형별 키워드

3) Kappa Score 측정

도서 분류가 완료되면 Kappa Score를 통해 일치도를 평가한다. Kappa Score

는 다수의 평가자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의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일치도는 일반적으로 음수와 상수 1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는데 0.81-0.99인 경우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0.61-0.80은 상당히 일치, 0.41-0.6은

중간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학습 집합으로서의 효용성을 가

질 수 있는 기준을 Kappa Score 0.7로 설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분류 결과를 대

상으로 Kappa Score를 계산하여 0.7 미만인 경우 재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재분류 시에는 앞서 취합한 성격 유형별 키워드와 분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재분류를 통해 성격 유형별 키워드를 수정/보완하고 분류 기준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4) 분류·추천 모델을 위한 학습 집합 구축 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된 분류·추천을 위한 학습 집합은 총 2,714건이

며, 각 성격 유형별 도서 분포는 <그림 3-4>와 같다. 1번 유형의 도서가 595건으

로 가장 많으며, 2번 유형(531건), 5번 유형(475건), 7번 유형(387건)의 도서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6번 유형(79건)의 도서는 적은 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아동도서의 내용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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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에니어그램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구축한 표준

데이터 집합의 유형별 분포도

3.1.3 도서 분류·추천을 위한 학습 집합의 확장

3.1.2에서 구축한 분류·추천을 위한 학습 집합은 총 2,714건으로, 수천만 건에서

수억만 건에 이르는 데이터를 학습 집합으로 활용하는 심층 학습 모델에 적용하기

에는 그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에서 수억만에 이르

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수반되며, 작업 과정을

관리하고 분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 구축된 학습

집합을 활용하여 도서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해당

모델은 3.1.2에서 분류된 도서의 서평정보와 분류 결과를 학습하여, 새로운 도서 정

보가 입력되면 이를 자동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그림 3-5> 크롤링 데이터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분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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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정보 추가 수집 및 가공

자동 분류 모델을 통해 도서 분류·추천을 위한 학습 집합을 확장하기 위하여, 

분류 모델을 통해 유형을 분류할 도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온라인 서

점에 존재하는 초등 3-4학년, 5-6학년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Python3의 라

이브러리 중 하나인 ‘BeutifulSoup4’를 사용하여 크롤링(Crawling) 하였다. 또한

수집된 도서 데이터에서 도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나치게 짧은 문장 등을 수정

/제거하는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표 3-4>와 같은 데이터가 수

집되었다.

수집 데이터 수 정제 후 데이터 수

초등 3-4학년 55,427 41,174

초등 5-6학년 34,190 24,113

<표 3-4> 크롤링한 데이터의 정제 전/후 데이터 수

구축된 데이터를 도서 분류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위에 따라 문

장을 토큰화하는 가공 과정이 필요하다. 보통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을 구성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띄어쓰기보다 작은 단위인 형태소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20)

를 사용하여 수집된 도서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하였다. 

2) 자동 분류를 위한 성격유형별 특징 정보 추출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 분류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분류 기준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격 유형별 특징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3.1.2에서 구성한 학

습 집합을 대상으로 TF-IDF를 계산하고 성격 유형별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TF-IDF는 정보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하는 가중치로, 여러 문서로 이루

어진 문서군이 존재할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나

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

의 순위를 결정하고, 문서들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

다. <그림 3-6>은 TF-IDF를 계산하여 성격 유형별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를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한 것이다. 

20) 김선우, 최성필. (2018). Bidirectional LSTM-CRF 기반의 음절 단위 한국어 품사 태깅 및 띄어쓰기 

통합 모델 연구. 정보과학회논문지, 45(8), 7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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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명사 TF-IDF 표

각 유형별 1위와 2위 키워드가 유사한 것은 기존의 학습 집합의 규모가 작아

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추출 키워드를 통해 유사 문서를 탐색해 나감으

로서 데이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러한 유사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자동 분류 모델을 통한 도서 분류 결과

크롤링을 통해 추가 수집한 초등 도서들을 TF-IDF 상위 키워드에 기반하여

자동 분류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1 5,759 3,985

2 5,754 3,266

3 680 432

4 1,606 833

5 24,803 14,163

6 90 28

7 2,126 1,155

8 84 84

9 272 167

<표 3-5> 초등 3-6학년 도서의 에니어그램 자동 분류 결과

5번 유형의 도서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도서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6번 유형과 8번 유형의 도서는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한다. 이는 아동 도서의 경우 책의 주된 내용이 도덕적인 부분을 강

조하거나 장래희망(직업), 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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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용자 정보(성향, 성격유형, 정서상황 등) 수집 체계 연구2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추천 모델은 이용자의 성향, 성격유형, 정서 상황

등에 따라 도서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를 추천한다. 여기서

이용자의 성향은 관심사나 선호 도서를 의미하며, 성격유형은 이용자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정보를, 정서 상황은 현재 이용자의 기분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 정보는 시스템 사용 전에 이용자에게 직접 입력 받거나 이용

자의 대출 이력, 이전에 입력한 개인 정보 등을 활용한 프로파일링 과정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을 활용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시스템에 대한 이용 의지

를 단념시킬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대출 이력, 홈페이지 내 검색 이력 등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반드

시 필요하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해가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위험성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특

히 지난 2018년 5월에는 EU(유럽연합)에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GDPR은 기계학습이나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를

취합하고, 취합한 정보를 단일 또는 집단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을 예측 또는 추론하

는 데 사용하는 프로파일링 활동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GDPR의

시행과 함께 세계적으로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기업적 차원의 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권리 주요내용

처리제한권

(신설)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정보이동권

(신설)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사업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권리를 가짐

삭제권 (강화)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프로파일링 거부권

(강화)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의한 결정을 반대할 권리를 가짐

<표 3-6> GDPR에서 신설·강화된 정보주체의 권리
(출처 : https://www.privacy.go.kr/gdpr)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21) 해당 부분은 중간보고회의(2019.07.12.)에서 제시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문가 자

문의 내용 일체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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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이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활용 예시

서는 이용자의 특정 개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이용자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도서 분류·추천 시스템에 필수적인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7>은 분류·추천 모델을 위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예로 나

타낸 것이다. 먼저 시스템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자를 통해 이름, 나이, 성격 유형

등의 이용자 정보를 입력받는다. 이름, 나이, 성격 유형 등의 정보들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처음 사용할 때 한 번 입력하면

다음 시스템 사용 시에 입력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용자 피로도 감소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회원 정보와 연계하여 이용자 정

보를 시스템에 불러오거나, 별개의 이용 등록 과정을 통해 시스템에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추후 법률적, 제도적 방안

을 마련한 후에 적용해야 할 것이며 법률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

에서는 사용자의 동의와 함께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

로 사료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성향, 정서 상황 등의 정보를 분

석한다. 이용자의 성향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도서, 최근 읽은 도서 등의 정보를 의

미하며, 이용자의 대출 이력이나 홈페이지 내 자료 검색 이력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대출 이력이나 검색 이력 역시 이용자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

요하다. 따라서 분류·추천 모델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독서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질의·응답 및 지능형 대화 모델을 활용하여 이용

자의 성향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선호

도서, 최근 독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도서를 선호하거나 선호하

지 않는 이유 등을 되물어 보면서 이용자의 성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이

용자의 입력 대화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 등도 함께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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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이용자의 성향이나 정서 상황에 대한 정보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급

변하는 동적 정보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용자의 이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이용자 정보 수집 체계는 기존에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스템에

활용해야만 하는 이용자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그러나 제

안된 방안이 이용자 정보 수집이나 가공, 프로파일링 방법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본 과제의 경우 모델 및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제반을 연구

하는 과제이므로 제안된 체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활용되지는 않는다. 하

지만 추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에 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3.3 심층 기계학습 RNN,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등을 활용한

    도서 분류·추천 모델 개발 및 최적화 방안 연구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묻지 않고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주로 Amazon이나 CD Now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적용분야가 점차 확장되어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도서 추천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도서 관

련 추천 모델과 이를 활용한 시스템은 도서관의 큐레이션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되

고 있으며, 관련 연구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안희정, 김기원, 김승훈(2017)은 기존 도서 큐레이션 시스템이 기본적인 도서 서

지 정보, 사용자 프로파일 및 로그 기록을 기반으로 추천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

간, 인물명과 같은 도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도서를 추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도서 서지 정보, SNS 데이터, 도서 본문 텍스트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도서 주제 키워드, 등장인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추

천해주는 사용자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홍민하 외 3인(2015)는 온라인 서점이 출판사나 서점 등지에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키워드 추출

및 장르 분류를 통한 검색의 효율성 제공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

결을 위하여 도서의 본문 텍스트 정보를 마이닝 처리하여 도서 페이지의 흐름에 따

라 포함되어있는 장르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시각화

기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였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토타입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로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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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존재한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도서관인 Questia22)는 전 세계 250여 개 출판사

로부터 도서, 저널, 잡지, 신문, 연구토픽 등을 제공받아 서비스 한다. 주요 기능으

로 학교 수업 지원 기능이 있으며 이용자의 독서 수준별 책 고르기 기능인 Lexile 

지수가 있어서 책의 난이도를 100~1850까지 단계별로 숫자로 표시하여 제공한다. 

한마디로 책의 어려운 정도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독서 능력에 따라 책을 고

를 수 있는 객관적 지수이다.

<그림 3-8> Questia의 Laxile 지수를 활용한 자료 검색 화면

<그림 3-8>은 Questia의 Laxile 지수를 활용한 자료 검색 화면을 나타낸 것으

로, 이용자의 독서 능력에 따라 수준에 맞는 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어린이

와 청소년들이 본인의 독서 능력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Laxile 지수

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한 책 추천 서비스에서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의 구현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1 심층 기계학습을 활용한 도서 분류·추천 모델 개발

<그림 3-9>는 심층 학습 기반 도서 분류·추천 모델의 전체 아키텍처를 나타낸

다. 먼저 3.1에서 구축한 학습 집합을 통해 분류 모델을 학습하고 성격유형별 도서

리스트를 구성한 후 구성된 리스트를 추천 모델로 전달한다. 추천 모델은 타기관의

추천도서 리스트, 이용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성격유형별 도서 리스트에 포함된 도

서에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도를 측정한 값을 부여한다. 여기서 부여된 값이 클수록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값에 따라 성격유형별 도서 리스트

를 재배열하여 추천 도서 리스트를 구성한다. 

22) http://www.quest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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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지능형도서추천및분류를위한자동화모델및상세아키텍처설계도

또한 분류모델을 위한 학습 집합은 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나, 분류·추천 결과의 수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

해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과 MBTI 성격 유형 간 매핑 테이블을 구성하여 두 가지

성격유형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1) 분류 모델을 위한 도서 리스트

분류 모델은 3.1에서 구축한 학습 집합을 활용한다. 학습 집합에는 번호, 도서

명, 책 소개, 적합한 성격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델에 적용하기

에 앞서 책 소개 정보를 대상으로 토큰화를 수행하고, 적합한 성격유형 정보를

레이블로 활용하게 된다.

<그림 3-10> 성격 유형별 추천도서 테이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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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모델을 위한 도서 리스트 수집 및 가공

추천 모델은 분류 모델의 결과인 성격유형별 도서 리스트를 이용자에게 적합

한 순서에 맞게 재배열하기 위하여 타기관의 추천도서 리스트, 이용자 정보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타기관의 추천도서 리스트는 추천과정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추

천한 도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도서연구회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지도의 추천도서리스트를 수집·활용

하였다. 수집된 도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 수(종) 및 도서 정보 범위는

<표 3-7>과 같다.

추천 기관 포함된 도서 정보 추천 도서 수(종)

어린이도서

연구회

선정년도, 분류, 책이름, 글쓴이, 그린이, 

옮긴이/엮은이, 감수, 출판사, 쪽수, 가격, 연령, 

주제, 국적, 평가, 비고, 시리즈, 그림책유무, ISBN

1,624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지도

선정년도, 주제, 소주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대상, 비고
2,058

<표 3-7> 각 도서리스트 정보 및 매칭 결과

또한 추천도서리스트들 간 중복 추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함된 도서

정보 중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을 <표 3-8>과 같이 정제 및 가공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31권의 도서가 중복추천된 것을 확인하였다. 

검색 대상 키워드 가공 내용

서명 특수문자, 권호정보, 띄어쓰기, 괄호내용 제거

저자명
특수문자, 띄어쓰기 제거

저자명 외 내용(00엮음, 00옮김 등) 제거

출판사명 특수문자, 띄어쓰기, 괄호내용 제거

<표 3-8>  검색 대상 키워드 가공 내용

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의 매핑

분류 모델을 위한 학습 집합은 본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알고 있는 이용자만이 적합

한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분류·추천 결과의 수용범

위를 확장하기 위해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과 MBTI 성격 유형 간 매핑 테이블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매핑 테이블은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중 에니어그램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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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매핑이 불가한 ENFJ, ESFP, ESTP, INFJ, INTJ, ISTP의 6개 성격유형을 제

외한 나머지 10개의 성격 유형을 포함한다.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MBTI 성격 유형

1번 유형 ISTJ

2번 유형 ESFJ

3번 유형 ESTJ

4번 유형 INFP

5번 유형 INTP

6번 유형 ISTJ, ISFJ

7번 유형 ENTP, ENFP

8번 유형 ENTJ, ESTJ

9번 유형 ISFP

<표 3-9>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과 MBTI 성격 유형의 매핑 테이블

.

4) 심층 기계 학습 기반의 도서 분류 모델 개발 및 최적화

<그림 3-11> 도서 분류·추천 모델 및 모델 최적화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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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심층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도서 분류 모델을 개발하고 이

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지도학습에 기반한 전통적 알고리즘과 심층 학습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을 위해 3.1에서 구축한

학습 집합을 약 9:1(2444건:270건)의 비율로 나누어 활용하였으며 알고리즘 별 실

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전통적인 알고리즘 활용 모델 실험 결과

<표 3-10>은 Baseline Model, Decision Tree, SVC(Kernel: Linear), 

Multilayered Perceptron, RandomForest, LinearSVC, Naive Bayes, SGD, 

Logistic Regression의 R모델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들의 실험 결과표이다. 

모델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 집합을 토큰화하는 단위를 명사, 

형태소 분석, 명사/조사/동사의 3가지로 설정하여 각각의 실험결과를 비교하였

다.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선

형 커널을 가지는 SVC와 선형 SVC로, 약 47%의 정확도를 보였다. 

토큰단위

모델 알고리즘
명사 형태소 분석 명사, 조사, 동사

Baseline Model 0.17 0.16 0.18

Decision Tree 0.28 0.28 0.24

SVC(kernel:linear) 0.47 0.47 0.46

Multilayered Perceptron 0.42 0.42 0.41

RandomForest 0.32 0.34 0.35

LinearSVC 0.46 0.46 0.46

Naive Bayes 0.37 0.37 0.37

SGD 0.46 0.46 0.43

Logistic Regression 0.45 0.45 0.44

<표 3-10> 전통적인 알고리즘 실험 결과 비교표

2) 심층학습 기법 활용 모델 실험 결과

<표 3-11>은 심층학습 기법인 DNN(Deep Neural Networks), CNN, RNN 등

을 적용한 모델들의 실험 결과표이다. 심층학습 기반의 분류 모델은 Python의

딥러닝 네트워크인 PyTorch23)를 통해 각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모

23) https://pyto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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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만을 구현하였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은 CNN에 형태소 분석 단위

로 구성된 데이터를 적용한 모델로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 중 가

장 높은 성능을 보인 SVC보다 성능이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명사 형태소 분석 명사, 조사, 동사

DNN 0.41 0.41 0.40

CNN 0.52 0.527 0.51

RNN 0.49 0.49 0.49

<표 3-11> 심층 학습 모델 실험 결과 비교표

그러나 전통적인 알고리즘과 심층학습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에서 큰 성

능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델이 분류해야하는 정답의 개수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인 9

개로 비교적 많은 반면 학습 데이터의 규모는 현저히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학습 집합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심층학습 기법을 활용한 알고리즘의 경우 모델 최적

화를 통해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양질의 대규모

학습 집합이 구성된다면 성능 개선의 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추천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사용성 평가 방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와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독서 인공지능 추천서비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행태

와 이용자 관점에서의 중요도 등을 파악하여 추천서비스 사용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 수

많은 콘텐츠 중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시해주는 것으

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내는 수고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천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뉴

스 및 웹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필터링 기법으로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추천

기법들이 정교화, 고도화 되었으며 추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서비스에서 추천시스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구통계학적 추천

(Demographic recommendation),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 

기법,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방법의 장점을 취합하는 하이브리드 필터링(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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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ing) 기법이 있다.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

은 콘텐츠 기반 추천 알고리즘과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이다. 다양한 사례에서

협업 필터링의 접근 방식을 택한 기법들이 정확도 측면에서 콘텐츠 기반 필

터링 기법들보다 월등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최근 연구는 협업

필터링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 추천서비스와 관련하여 박양하(2016)는 학교도서관 홈

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로 북 큐레이션을 제안하고 큐레

이션의 기준이 되는 추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추천

도서목록을 분석하여 이용자 정보와 도서 정보에서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속성을 활용하여 12개의 추천 기준을 도출하였다. 

설문을 통해 각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

분의 학생들이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서관 이용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술정보 추천서비스의 평가는 전통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에 중점을 두었

지만,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자 관점에서 시스템 효과 및 평가 기준을 조

사하기 시작했다고 Chen(2012)은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추천서비스가

이용자가 진정으로 선호하는 정보를 찾고 시스템과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

도록 추천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추천서비스 이용

자 경험 연구를 조사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독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용성

평가 모형(안)은 관련 문헌 분석과 어린이와 청소년, 사서, 사서교사 등의 인

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

공지능 독서 서비스 사용성 평가 모형(안)은 4개 서비스 항목과 12개 구성요

소로 <표 3-1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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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인 구성요인 정의

서비스

결과

정확성 추천된 독서 자료가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가?

유용성 추천된 독서 자료가 나에게 유용한가?

흥미성 추천된 독서 자료는 흥미롭고 참신한가?

상호작용
수정용이성 추천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가?

상세설명 추천된 결과 항목이 추천된 이유를 설명하는가?

사용

편의성

이용지원성 추천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움말(FAQ 등)을 제공하는가?

학습 용이성 추천서비스 이용에 빨리 익숙해졌는가?

접근편의성 다양한 정보매체(PC, 핸드폰 등) 에서 이용 가능한가?

이용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이해가 쉽고 쉬운 디자인을 사용하는가?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전반적으로 추천서비스에 만족하는가?

사용의도 독서 자료 추천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

추천 의도 독서 자료 추천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표 3-1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독서 서비스 사용성 평가 모형(안)

5) 도서 추천 모델

추천 모델은 타기관의 추천도서 리스트, 이용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도서 분

류 모델의 결과인 성격유형별 도서 리스트를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3.3.1의 2)에

서 구성한 타 기관 추천 도서리스트를 바탕으로 추천 횟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한다. 또한 3.1.2에서 에니어그램 전문가를 통해 구축한 도서 분류 모델의 학

습 집합에 존재하는 도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가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추천

도서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추천 모델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표 3-13>은 추천모델에 성격 유형 정보만을 입력

했을 때 출력되는 추천 도서 리스트에서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도서의 도서명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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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유형 추천 도서 2번 유형 추천 도서 3번 유형 추천 도서

1 마당을 나온 암탉 너도 하늘말나리야 돌고 도는 돈

2 문제아 내가 나인 것 라스무스와 방랑자

3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꿈

4 몽실 언니 로테와 루이제 숟가락

5 청소녀 백과사전 샬롯의 거미줄 딩동딩동 편지 왔어요

4번 유형 추천 도서 5번 유형 추천 도서 6번 유형 추천 도서

1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문화재 이름도 모르면서 프린들 주세요

2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위저드 베이커리 그림 도둑 준모

3 끝없는 이야기 과학자와 놀자! 학교에 간 개돌이

4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지구를 구한

꿈틀이사우르스
내겐 드레스 백 벌이 있어

5 마틸다
갯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도 편식할 거야

7번 유형 추천 도서 8번 유형 추천 도서 9번 유형 추천 도서

1 빼앗긴 내일 사자왕 형제의 모험 꽃들에게 희망을

2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고양이 택시 아프리카에

가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3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방학 탐구 생활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4 리디아의 정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땅속 생물 이야기

5 찰리와 초콜릿 공장 클로리다의 비밀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표 3-13> 추천 모델에 의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별 추천 도서명(상위 5종)

3.4 북봇(Book-Bot)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대화 예시 및 기반 자원

   (사전, 어휘집) 확보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 북봇은 크게 도서 내용에 대한 대화 및 질의·응답 모델과 일상 대

화를 위한 지능형 대화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도서 내용에 대한 대화 및 질의·응

답 모델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며, 지능형 대화 모델은 인공지능 기법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에 활용되는 대화 및 기반 자원의 형태 역시 구분된다.

3.4.1. 도서 내용에 대한 대화 및 질의·응답 모델을 위한 대화 자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 내용에 대한 대화 및 질의·응답 모델은 다시

대화 모델과 질의·응답 모델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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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기반 대화 모델

대화 모델은 도서 분류·추천 모델을 위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화

와 분류·추천 모델의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대화를 수행한다. 대화 모

델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모델에 입력할 대화를 미리 예측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작성해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다시 해석하면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은 시나리오에 없는 대화가 입력될 경우 시

스템이 해당 대화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나리오 기

반 대화 모델의 성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의 입력이 시나리오에 포함되는지에 따

라 좌우된다. 따라서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인사말과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 도서 추

천을 위한 대화 등을 포함하는 대화 시나리오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동의어 사

전’을 함께 구축하였다. 

name syn_1 syn_2 syn_3

greet 안녕 하이 ㅎㅇ

need_recom 책 좀 추천해줘 책 좀 알려줘 읽을 책이 없어

need_search 책 좀 찾아줘 책 좀 검색해줘

need_QA 퀴즈놀이 할래 문제 맞추기 퀴즈

have 응 있어 ㅇㅇ

exact 응 ㅇㅇ 맞아

non-exact 아니 ㄴㄴ 그거 말고

know 응 ㅇㅇ 알아

<표 3-14> 대화 시나리오를 위한 동의어 사전 구축 예시

‘동의어 사전’은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응답을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3-14>는 ‘동의어 사전’의 일부를 표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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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hor publisher synopsis

문제아 박기범
창작과비평사|

창비

문제아 꼬리표가 붙은 창수

이야기

몽실언니 권정생
창작과비평사|

창비
다리를 다친 몽실이 이야기

괭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창작과비평사|

창비

숙자, 숙희 쌍둥이와 달동네

식구들의 이야기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청년사

장난감 무기 수거운동을

벌이는 보미와 친구들의

이야기

언니가

가출했다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우리교육

가출한 언니를 찾아다니는

에리카의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청소부 밥

토드 홉킨스, 레이

힐버트 외 1명
위즈덤 하우스

나이든 청소부 밥이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수학 귀신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비룡소

열두 번의 밤 동안 수학

귀신을 만나는 로베르트

이야기

<표 3-15> 대화 시나리오를 위한 도서 정보 사전 구축 예시

또한 이용자의 입력에서 도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0권의 도서에 대한 ‘도서

명(title)’, ‘저자명(author)’, ‘출판사명(publisher)’, ‘줄거리 한줄 요약

(synopsis)’ 정보를 포함하는 ‘도서 정보 사전’을 구축하였다. 포함된 30권의 도

서는 ‘1318추천도서리스트’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리스트’를 수집하여

중복 추천된 도서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서명’, ‘저자명’, ‘출판사

명’ 역시 추천 도서 리스트를 참고하였다. 다만, ‘줄거리 한 줄 요약’은 활용 가

능한 자원을 확인하지 못해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서평 정보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작업으로 작성하였다. <표 3-15>는 구축한 ‘도서 정보 사전’의 일부를 표로 재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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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entence

current_id next_id input_sentence output_sentence

(1) start greet_1 $greet$
안녕! #user_name#<j>.

오늘은 뭘 도와줄까?

(2) greet_1 recom_1 $need_recom$ 내가 재밌는 책을 골라줄까?

(3) greet_1 search_1 $need_search$
어떤 책을 찾아줄까?

읽고 싶은 책 제목이 뭐야?

(4) greet_1 qa_1 $need_QA$ 어떤 책을 가지고 퀴즈 놀이를 해볼까?

(5) search_1 search_2N @book_name@ @book_info@<j> 말하는 거야?

(6) search_2N search_end $exact$ 잠깐만 내가 책 위치를 알려줄게!

(7) search_2N search_3Y $non-exact$ 그럼 혹시 @book_info@<j> 말하는 거야?

(8) search_2N search_3N $non-exact$ 혹시 작가가 누군지 알고 있어?

(9) search_3Y search_end $exact$ 잠깐만 내가 책 위치를 알려줄게~

(10) search_3N search_4Y $know$ 작가 이름이 뭐야?

<표 3-16> 대화 시나리오 구축 예시(1)

<표 3-16>은 대화 시나리오의 일부를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32개의 대화 쌍을 대화 시나리오로 구축하였다. 대화 시나리오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id’와 사용자와 챗봇의 발화인 ‘sentence’로 구성된다. 먼저

‘current_id’는 현재 대화가 시나리오 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며, ‘next_id’는 다음으로 이루어질 대화의 위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input_sentence’는 현재 위치에서 입력될 수 있는 이용자의 입력을 의미하는데, 

그 값이 문장이 아니라 ‘$’또는 ‘@’로 감싸진 태그의 형태임을 볼 수 있다. 각

각의 태그는 이용자의 입력을 앞서 언급한 ‘동의어 사전’과 ‘도서 정보 사전’

에 검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output_sentence’는 이용자 입력에 대한

챗봇의 응답이다. 대체로 완전한 문장의 형태이지만, (1), (5), (7)과 같은 일부 대화

쌍에서‘#user_name#’, ‘@book_info@’, ‘<j>’등의 태그가 포함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user_name#’은 이용자가 대화 시작 전에 입력한 이름을 표시하기

위한 태그이며, ‘@book_info@’는 ‘도서 정보 사전’에서 검색된 도서 정보를 표

시하기 위한 태그이다. ‘<j>’는 도서 정보의 마지막 단어에 따른 조사를 삽입하기

위한 태그이다. 

2) 시나리오 기반 질의·응답 모델

다음으로 질의·응답 모델은 이용자가 독서 후에 시스템과 도서 내용에 대한 질

의·응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질의·응답을 위한 시나리오는 도서

원문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정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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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공받은 5종 6책의 도서 원문 데이

터를 바탕으로 352쌍의 질의·응답 쌍을 추출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형태의 이용

자 질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출된 질의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고, 핵

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질의·응답 시나리오는 질의

와 질의에서 추출한 키워드,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된다. <표 3-17>은 본 연구

에서 구축한 질의·응답 시나리오 중 도서 ‘몽실언니’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book_title question question_keyword answer

(1) 몽실언니

외국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귀국동포

대신에 사용한 단어는?

외국/NN|해방/NN|조국/
NN|돌아오/VV|사람/NN
|귀국/NN|동포/NN|대신/
NN|사용/NN|단어/NN

일본 거지나 만주
거지라고 불렀어

(2) 몽실언니

몽실이 친아버지가

자주 집을 나간
이유는?

몽실/NN|친아버지/NN|집/

NN|나/VV|가/VV|이유/NN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셨어.

(3) 몽실언니
몽실이 친아버지는 왜
자주 집을 나갔어?

몽실/NN|친아버지/NN|
집/NN|나/VV|가/VV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주
집을 나가셨어.

(4) 몽실언니 새아버지의 성은 뭐야? 새/MM|아버지/NN|성/NN 새아버지 성은 김씨야

(5) 몽실언니
새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새/MM|아버지/NN|아들/
NN|이름/NN|짓/VV

영득이라고 지었어

(6) 몽실언니
몽실이가 절름발이가

된 이유는?
몽실/NN|절름발이/NN|
되/VV|이유/NN

새아버지가 화가 나서
몽실이를 밀었는데, 
그 때 다리를 다쳤어

(7) 몽실언니
몽실이가 다리를 다친

이유는?
몽실/NN|다리/NN|다치/

VV|이유/NN

화가 난 새아버지가
몽실이를 밀었는데, 
그 때 다리를 다쳤어

(8) 몽실언니
댓골에서 몽실이랑
가장 친했던 친구
이름이 뭐야?

댓골/NN|몽실/NN|친하/
VA|친구/NN|이름/NN

배나무집 할머니 손녀
순덕이야.

(9) 몽실언니
몽실이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아주머니는

누구야?

몽실/NN|진심/NN|걱정/
NN|아주머니/NN

남주네 어머니야.

(10) 몽실언니
몽실이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누구야?

몽실/NN|진심/NN|걱정/
NN|사람/NN

남주네 어머니만이
몽실이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

<표 3-17> 질의·응답 시나리오 구축 예시(1)

‘book_title’은 해당 질의·응답을 추출한 도서의 제목이며, ‘question’과

‘answer’는 각각 질의와 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question_keyword’는

‘question’에서 추출한 핵심 키워드를 의미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question’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에 대한 핵심 키워

드가 추출된다. 예를 들어 (7)의 ‘question’인 ‘몽실이가 다리를 다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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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을 형태소 분석하면 ‘몽실/NN 이/JO 가/JO 다리/NN 를/JO 다치/VV ㄴ/EM 

이유/NN 는/JO ?/SY’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주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NN)와 용언(동사:VV, 형용사:VA)에 해당하는 단어를 핵심키워드로 추출한다. 

따라서 (7)의 ‘question keyword’에는 ‘몽실/NN’, ‘다리/NN’, ‘다치/VV’,

‘이유/NN’라는 키워드가 포함되게 된다. 

3.4.2 일상 대화 학습 집합 수집/가공/관리

일상대화를 위한 지능형 대화 모델은 심층 학습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심층 학습

기반으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델 학습을 위한 대용량의 학습 집합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 자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언어

자원은 ‘드라마 대본’, ‘전자책’, ‘영어 교재 해설지’, ‘세종 말뭉치’, ‘웹

커뮤니티 대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원에 대한 정보는 <표 3-18>과 같다. 

언어자원명 문장 수 어절 수 음절 수

드라마 대본 186,739 733,945 2,190,123

전자책 2,413,683 19,049,692 60,779,216

영어 교재 해설지 19,287 155,955 437,201

세종 말뭉치 58,814 381,145 886,892

웹 커뮤니티 대화 3,348,028 43,844,775 146,164,724

<표 3-18> 언어 자원별 대화 문장 정보

수집된 언어 자원에는 대화가 아닌 문장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원에

서 대화를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추출된 대화를 대상으로 과도한 줄임말

이나 이모티콘 등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문장을 형태소 단

위로 분리하기 위한 형태소 분석과 데이터의 양식을 통일하는 가공 과정을 수행하

여 <그림 3-12>와 같은 형태의 언어 자원을 구성하였다. 

<그림 3-12> 대화 데이터의 가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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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대화 데이터는 모델 학습을 위해 3가지로 재구성하였으며, 실제 모델에

활용한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성 정보는 <표 3-19>와 같다.

어절 수 음절 수 구성(대화 수집 출처)

100만 쌍 18,028,200 59,539,800
170만 쌍 데이터에서

무작위 100만쌍 추출

170만 쌍 28,777,996 101,217,577

Epub 내 대화(40만)
드라마 대본(10만)
영어교재해설지(1만)
세종말뭉치(3만)

웹커뮤니티대화(115만)

340만 쌍 59,484,642 224,454,704
170만쌍+

웹커뮤니티 대화(170만)

<표 3-19> 심층 학습 기반의 일상 대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성

3.5 공감적 대화가 가능한 질의·응답 및 지능형 대화 모델 개발을 위한

    심층 기계학습 Sequence-to-sequence, Attention,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기술 및 시나리오 검색

3.5.1. 도서 내용 기반 대화 및 질의·응답 모델을 위한 시나리오 검색 방법

1) 도서 내용 기반 대화 모델의 시나리오 검색 방법

본 연구에서 구축한 도서 내용 기반의 대화 모델은 3.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대

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용자에게서 ‘이름’, ‘나이’, ‘성격유형’등의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모델 내부에 저장한다. 그리고 ‘current_id’를 ‘Start’로 설정한

상태로 이용자가 인사말을 입력하기를 기다린다. 만약 이용자가 어떤 문장을 입력

하면 모델은 ‘current_id’가 ‘Start’인 대화 쌍에서 ‘input_sentence’에 기재

된 태그를 통해 이용자의 입력이 ‘동의어 사전’에 있는지를 검색한다. 예를 들어

<표 3-20>에서 ‘Current_id’가 ‘Start’인 대화 쌍은 (1)이며, 해당 대화 쌍의

‘input_sentence’는 $greet$이다. 따라서 모델은 이용자의 입력이 동의어 사전의

‘greet’의 범주 안에 있는지를 검색한다. 만약 ‘greet’의 범주 안에 이용자의

입력이 존재한다면, 모델은 (1)의 ‘output_sentence’를 불러온다. 그리고

‘output_sentence’에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태그가 포함된 경우 태

그를 해당 정보로 치환하여 이용자에게 응답으로 제시한다. (1)의

‘output_sentence’에는 ‘#user_name#’과 ‘<j>’태그가 존재하므로, 대화 시작

전에 입력 받은 이용자의 ‘이름’을 ‘#user_name#’에 치환하고, ‘이름’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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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조사를 찾아 ‘<j>’ 태그에 치환한다. 마지막으로 (1)의 ‘next_id’를 받아

‘current_id’로 저장하고, 이용자의 다음 입력을 기다린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입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화는 (2), (3), (4)에 해당하는

‘도서 추천’, ‘도서 위치 검색’, ‘도서 내용 기반 QA’로 구분할 수 있다. 따

라서 각 대화 쌍은 동일한 ‘current_id’(‘greet_1’)를 가지며, 모델은 입력되는

대화에 따라 응답을 제시한 후 각각 ‘recom_1’, ‘search_1’, ‘qa_1’로

‘current_id’를 변경하게 된다. 

id sentence

current_id next_id input_sentence output_sentence

(1) Start greet_1 $greet$
안녕! #user_name#<j>.

오늘은 뭘 도와줄까?

(2) greet_1 recom_1 $need_recom$ 내가 재밌는 책을 골라줄까?

(3) greet_1 search_1 $need_search$
어떤 책을 찾아줄까?

읽고 싶은 책 제목이 뭐야?

(4) greet_1 qa_1 $need_QA$ 어떤 책을 가지고 퀴즈 놀이를 해볼까?

(5) search_1 search_2N @book_name@ @book_info@<j> 말하는 거야?

<표 3-20> 대화 시나리오 구축 예시(2)

2) 도서 내용 기반 질의·응답 모델의 시나리오 검색 방법

질의·응답 모델은 대화 모델에서 ‘current_id’가 ‘qa’로 변경될 경우 실행

되게 된다. 질의·응답 모델이 실행되게 되면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이 질의·응답

시나리오의 ‘question’과 비교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대화쌍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 만약 정확히 일치하는 대화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델은 형태소 분석기를 활

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 결과에

서 명사, 형용사, 동사에 해당하는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시나리오의

‘question_keyword’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화쌍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일

치하는 대화쌍이 존재한다면 모델은 해당 대화 쌍에서 ‘answer’를 응답으로 제시

하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 ‘다시 이야기 해줄래?’ 등의 응

답을 제시한다. 

book_title question question_keyword answer

(1) 몽실언니
몽실이 친아버지가
자주 집을 나간
이유는?

몽실/NN|친아버지/NN|집/
NN|나/VV|가/VV|이유/NN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셨어.

(2) 몽실언니
몽실이 친아버지는 왜
자주 집을 나갔어?

몽실/NN|친아버지/NN|
집/NN|나/VV|가/VV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주
집을 나가셨어.

<표 3-21> 질의·응답 시나리오 구축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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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공감적 일상 대화 모델 개발 방안 연구

1) 심층 학습(Deep Learning) 기반의 일상 대화 모델 연구

(Sequence-to-sequence, Transformer)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일상 대화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심층 학습 기술

분석을 통한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심층 학습 기반 모델 중 최근 대화

생성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Transformer 모델을 활용하였다. 

Transformer 모델은 2017년 구글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24)을 통해

발표된 모델로, 기존 RNN에 기반한 주요 대화 모델인 Sequence-to-sequence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다.

<그림 3-13> RNN을 활용한 Sequence-to-sequence 모델 구조
(출처 :“Acoustic-dependent Phonemic Transcription for Text-to-speech Synthesis”,

2018, Vythelingum, K., Estève, Y., & Rosec, O.)

Seq2seq 모델은 <그림 3-13>과 같이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 구조

를 지닌다. 인코더, 디코더는 각각 입력 대화와, 출력 대화를 학습한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문장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광역적 문맥 벡터

(Context Vector)를 구성하고, 디코더의 은닉상태(Hidden State) 구성 시 특정 단

어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시점의 은닉상태를 구하는 공식은 (1)과 같다. 는

시점의 은닉상태, 는 이전 시점의 예측 단어,  문맥 벡터를 의미한다. 는

인코더의 번째 열벡터 에 어텐션 가중치 를 준 후 그 합을 통해 구성된다. 

는 인코더 입력 단어 수, 는 얼라이먼트 모델(Alignment Model), 은 이전

시간 상태의 은닉상태를 의미한다.

24) Vaswani, A., Shazeer, N., Parmar, N., Uszkoreit, J., Jones, L., Gomez, A. N., ... & 

Polosukhin, I. (2017). Attention is all you need.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5998-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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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Seq2seq 모델은 입력된 시퀀스들을 하나의 문맥 벡터로 구성한 뒤 디코

더로 전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 정보가 손실된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퀀스 출력 시 주요 정보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어텐션 매커니즘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어텐션 매커니즘만을 활용하여 구성

된 모델이 Transformer 모델이며, RN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메

모리 사용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4> Attention Mechanism을 활용한 Transformer 모델 구조
(출처 :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 Vaswani, A., Shazeer, N., Parmar, N., 

Uszkoreit, J., Jones, L., Gomez, A. N., ... & Polosukhin, I.)

Transformer 모델은 기존 Seq2seq 모델과 유사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지닌

다. 하지만 인코더, 디코더를 구성하는 요소는 RNN이 아닌 <그림 3-14>과 같이

Multi-Head Attention이다. 추가적으로 모든 문장을 포함하여 가중치를 구성하는

광역적 Attention이 아닌 Self-attention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Self-attention은 현

재 입력되는 문장의 가중치만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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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과 같이 Transformer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에서 모두 위치 정보

를 받아 인코딩하는 Positional Encoding 단계를 거친다. RNN의 경우 단어를 순

차적으로 입력 받기 때문에 부가적인 위치정보가 요구되지 않지만, 순서에 관계

없이 단어를 입력 받는 Transformer의 경우 위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위치 정보는 수식 (2)와 같이 구성된다. 는 임베딩 벡터에

서의 위치, 는 차원을 의미한다. 차원이 홀수일 경우 cos함수를, 짝수일 경우

sin함수를 사용한다. mod은 출력 차원을 의미하는 파라미터이다.

2) 심층 학습(Deep Learning)을 활용한 Transformer 기반의 일상 대화 모델

학습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심층 학습 기반의 Transformer 모델 구조를 활용

하여 일상 대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내부적으로 수집된 대화 데이

터 100만 쌍, 170만 쌍, 340만 쌍의 대화를 각각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최종적인

모델을 구성하였다. 

Hidden Size Num Layers Num Heads Drop Out

512 6 8 0.1

<표 3-22> Transformer 모델 학습 시 사용된 파라미터

각각의 데이터 별 학습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표 3-22>와 같이 모두 동일하

다. Hidden Size는 모델 내부에서 사용되는 입력 및 출력 크기를 의미한다. Num 

Layers는 인코더, 디코더 각각의 계층 수를 의미하며, Num Heads의 경우

Multi-Head Attention의 개수, Drop Out은 내부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양을 얼마

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일상 대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화의 입력 단위 실험을 진행하였

다.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입력 단위에 대한 생성 대화를 사람이 직접 평가한 결

과, 형태소(태그 포함) > 음절 > 어절 순으로 평가되었다. 대화 입력 단위에 대한

예시는 <표 3-23>과 같다. 본 연구의 입력 단위 중 형태소는 형태소 분석 결과와

태그가 함께 존재하며, 어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띄어쓰기 단위, 음절은

어절 단위의 각각의 문자 하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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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태그 포함) 뚜껑/NN 은/JO 어디/NP 에/JO 있/VV 어/EM ?/SY

어절 뚜껑은 어디에 있어 ?

음절 뚜 껑 은_ 어 디 에_ 있 어_ ?

<표 3-23> 대화 입력 단위 예시(띄어쓰기 단위로 입력)

입력 단위 실험 결과 형태소 단위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출력

대화에 대한 형태소 합성 문제와, 학습 시 사용되는 단어 사전 수 증가로 인한

메모리 문제, 단어 사전 수 제한으로 인한 미등록 단어(Unknown Token) 생성 문

제 등이 존재하여, 가장 데이터가 적은 100만 쌍의 데이터만을 형태소 단위로 학

습하였고, 170만 쌍, 340만 쌍의 데이터는 음절 단위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3) 심층 학습(Deep Learning)을 활용한 Transformer 기반의 일상 대화 생성

결과

본 연구에서 Transformer 모델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별 대화 결과는 <표

3-24>와 같다. 세부적인 데이터 구성 요소는 3.4.2에서 다루었다. <표 3-24>의

Syllable은 음절, Morph는 형태소, 숫자는 데이터 쌍의 개수를 의미한다. 100만

쌍은 형태소 단위 학습을 통해 생성된 결과이며 나머지 170만 쌍, 340만 쌍의 데

이터는 음절 단위 학습을 통해 생성된 결과이다. 인사말에 대한 각 데이터 별 생

성 결과, 340만의 음절 단위 생성결과가 입력 대화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0_Syllable 170_Syllable 100_Morph

안녕하세요 ?

네 , 안녕하세요 . 어 . . . 안녕하세요 ? 좋/VA 은/EM 아침/NN !/SY

안녕!

나도 안녕 안녕 오/VV 았/EP 어/EM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 나도
그래/IC ?/SY 그럼/AD 

반갑/VA 어/EM

잘 지내 난 갈게 ! 

잘가 ! 그래 . 잘가라 . . . 
같이/AD 가/VV 자/EM ./SY 

./SY ./SY 

난 자러 갈게~ 

잘자 어 ! 잘/AD 자/VV 어라/EM 

<표 3-24> Transformer 모델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별 일상 대화 결과 비교 (인사말)

<표 3-25>는 340만의 음절 단위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생성된 결과 중 47개의

대화 생성 결과이다. 대화 주제는 <인사말>, <일상>, <날씨>, <챗봇에 대한 질



인사말 일상

@ id=0

input_data = 안녕하세요 ?

output_data = 네 , 안녕하세요 . 

@ id=1

input_data = 안녕하세요 !

output_data = 네 - 안녕하세요 . 

@ id=2

input_data = 안녕!

output_data = 나도 안녕

@ id=3

input_data = 안녕?

output_data = 그래 . . . 안녕하세요 . . . 

@ id=4

input_data = 안뇽 !

output_data = 우와 반갑다 ! 

@ id=5

input_data = 만나서 반가워~ 

output_data = 반가워 ! 

@ id=6

input_data = 다시 만나서 반가워. 

output_data = 그래 . 반가워 . 

@ id=7

input_data = 잘 지내 난 갈게 ! 

output_data = 잘가 ! 

@ id=8

input_data = 난 자러 갈게~ 

output_data = 잘자

@ id=9

input_data = 잘 자고 내일 만나

output_data = 그래 . . . 잘자

@ id=10

input_data = 점심 먹었어 ? 

output_data = 아니 . . . 아직 . . . 

@ id=11

input_data = 넌 무슨 음식 좋아해 ?

output_data = 아이스크림

@ id=12

input_data = 넌 무슨 음식을 좋아해? 

output_data = 난 다 좋아해 .  

@ id=13

input_data = 잠이 안 온다 . 

output_data = 그러게 . . . 나도 . . . 잠이 안

와서 . . . 

@ id=14

input_data = 피곤해 .

output_data = 그냥 쉬어 .

날씨

@ id=15

input_data = 진짜 너무 덥다.

output_data = 나도 덥다 . . . 

@ id=16

input_data = 너무 습해

output_data = 나도 . . .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상한가 . . . 

@ id=17

input_data = 너무 추워

output_data = 오늘진짜추워 . . . 

@ id=18

input_data = 비가 올 것 같아

output_data = 그러게 . . . 비오는데 . . . 

챗봇에 대한 질문 감정

@ id=19

input_data = 넌 누구야 ?

output_data = 나는 누구야 ?

@ id=20

input_data = 넌 몇 살이야 ? 

output_data = 스물하나 .

@ id=21

input_data = 넌 언제 태어났어 ? 

output_data = 10월달

@ id=22

input_data = 고향이 어디야 ? 

output_data = 전라도

@ id=23

@ id=25

input_data = 너무 슬프다.

output_data = 나도 . . . 

@ id=26

input_data = 기분 어때 ?

output_data = 좋아 .

@ id=27

input_data = 오늘 하루 어때? 

output_data = 좋아 . 하루 . 

@ id=28

input_data =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하루인 것

같아 .

output_data = 그렇지 ? 

<표 3-25> 340만 음절 단위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생성된 일상 대화 결과

문>, <감정>, <기타> 순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일상 대화 생성 모델은 비

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적절한 대화를 생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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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_data = 넌 여자야 남자야?

output_data = 여자

@ id=24

input_data = 너 공부 잘해? 

output_data = 그러게 . . . 그렇게 잘하는건 아

니지만 . . . 

@ id=29

input_data = 난 지금 행복해 .

output_data = 나도 그래 .

@ id=30

input_data = 뭐해 심심하다

output_data = 나랑 놀아

기타

@ id=31

input_data = 강아지 다리는 몇 개야 ? 

output_data = 세 개.

@ id=32

input_data = 고양이 다리는 몇 개야 ? 

output_data = 한 개요 . 

@ id=33

input_data = 하늘은 무슨 색이야 ?

output_data = 하늘색 . . . ? 

@ id=34

input_data = 하늘은 까말까 하늘색일까 ? 

output_data = 하늘색이쁘겠다

@ id=35

input_data = 고양이는 꼬리가 있어 ? 

output_data = 응 .

@ id=36

input_data = 고양이는 날개가 있어 ? 

output_data = 응 , 있어 . 

@ id=37

input_data =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야 ?

output_data = 한 세개 정도 되지않나 ? 

@ id=38

input_data =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 

output_data = 엄마

@ id=39

input_data = 행복이란 무엇일까 ?

output_data =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

@ id=40

input_data = 사랑은 뭘까 ?

output_data = 사랑은 내가 받는거

@ id=41

input_data = 우리는 왜 살까 ? 

output_data = 그러게 말이야 .

@ id=42

input_data = 너는 왜 살아 ? 

output_data = 나는 살아야 할 것 같아서 . 

@ id=43

input_data = 갑자기 배고플 땐 뭘 먹을까 ? 

output_data = 라면

@ id=44

input_data = 넌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 

output_data = 여름이좋은데 . . . 여름이좋다 . 

. . 

@ id=45

input_data = 나는 비 오는 게 싫어. 

output_data = 그래 ? 그럼 나는 비가 좋아 . 

@ id=46

input_data = 나 여행 가고 싶다.  

output_data = 나도 가고 싶다 .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기반 연구」

제 4장 지능형 독서 지원 플랫폼 이해를 위한 프

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4.1 도서 분류 및 이용자 정보(성향, 성격유형, 정서상황 등)

에 따른 추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4.2 공감적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북봇(BookBot) 프로토타

입 개발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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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서 분류 및 이용자 정보(성향, 성격유형, 정서상황 등)에 따른

   추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도서 분류 및 이용자 정보에 따른 추천은 대화 모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4-1>은 UI디자인을 통해 개발한 대화모델의 최종적인 프로토타입(Prototype)이다. 개

발된 프로토타입의 기본 화면은 <그림 4-1>의 좌측과 같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

속할 시 기본 화면이 나타나고, 하단에 존재하는 ‘메시지를 입력해주세요!’ 문구

창에 인사말을 넣어주면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제공한다. 

<그림 4-1> 개발된 도서 내용 관련 대화 모델의 프로토타입 기본 화면(좌) 및 대화 입력 화면(우)

4.2 공감적대화가가능한 인공지능 북봇(BookBot) 프로토타입 개발및 시연

4.2.1 시나리오 기반 도서 관련 대화 및 질의응답 모델 프로토타입

(Prototype) 개발

개발된 대화 모델의 최종 프로토타입은 <그림 4-2>와 같다. 이용자가 책을 다 읽

었다는 문구를 입력하면 책의 내용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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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발된 도서 내용 관련 대화 모델 프로토타입의 대화 시연 장면

개발된 질의응답 모델의 최종 프로토타입은 <그림 4-3>과 같다. 이용자가 도서에

관련된 질의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응답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개발된 도서 내용 관련 질의·응답 모델 프로토타입의 대화 시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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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심층 학습(Deep Learning)을 활용한 Transformer 기반의 일상 대화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

UI 디자인을 통해 개발된 일상 대화 모델의 프로토타입은 <그림 4-4>와 같다. 좌

측 그림은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기본 화면이며, 원하는 입력 대화를 넣어주면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제공한다. 입력 대화에 대한 실제 생성 결과는 아래 그림들과 같

으며 입력 대화의 어투 및 문장 부호에 따라 상응 답변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4> 개발된 일상 대화 프로토타입 기본 화면(좌) 및 대화 입력 화면(우)

<그림 4-5>는 다양한 입력 대화에 대한 출력 답변 예시들이다. <표 3-21>의 일상

대화와 유사한 대화들을 입력하여 출력된 결과이며, 입력 대화에 상응하는 적절한

답변을 가시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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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개발된 일상 대화 프로토타입 입력 대화 및 출력 대화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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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전문가 자문 내용

1. 연구 진행 방향 및 중요 고려사항

� 박진호(㈜리스트 본부장)

-연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현재까지의 연구 상태에서 확대하지

않고 내용을 채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임. 연구비나 과업 범위에 비해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 기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실제 수행 내용이 많아 보

이며 사업기간, 연구비를 고려할 때 실제 응용프로그램의 범위가 너무 큼

-챗봇의 경우 개발된 두 가지 봇(일반 대화용 봇, 시나리오 기반 봇)을 하나로

연동하기 보다는 각각의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특히 일반대

화용 챗봇은 현재의 구성 규모가 너무 큰 것으로 보임. 오픈소스 Rivescript25)

로 Chitchat array를 구성하여 간단히 구현한 후 제출해도 과업의 목적 및 범

위에 부합하리라고 판단됨

-최근 유럽 연합에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시행함. 이는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취

합하여 예측, 추론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 정보를 활용해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음. 본 과제의 경우 본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보고서에는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에 대

한 언급이 필요해 보임.

-향후 본 과제를 계속 연구로 진행한다면 인공지능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XAI((설명 가능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도입에

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채팅서비스를 제공받은 어린이가

기계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해야 함.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관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보다는 관련 기술 연구를 통한 공유 활

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임(본 과제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보급하는 역

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함).

25) 챗봇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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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희(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개발된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가 궁금함. 관내에서만 서비스되는 것인지, 웹 혹

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서비스의 대상이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됨. 어린이들이 독서

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독서를 학습화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시연에서 보여준 도서 내용에 대한 퀴즈

는 학습화의 과정에 속함. 

-개발된 서비스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대표적인 독서 접근 방법으로 생

각될 수 있음. 이러한 서비스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 방향을 설정한 입장

은 이해하지만 방향은 맞지 않는 것 같음.

2. 분류·추천 모델에 활용 가능한 성격 유형 분류

� 차연희(시흥 논곡중학교 사서교사)

성격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개인이 처한 상황

에서 적응하기 위해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 성격은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독특성 및 개인차를 반영한다. 성격은 비교적 일관되며 안정적인 행동패턴을 의미

한다.26)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성격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보편화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에니어그램(Enneagram)

에니어그램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1920년대에 러시아

의 구르지예프(George Ivanovich Gurdjieff)에 의해 유럽에 소개되었다. 1950년대

볼리비아의 이카조(Oscar Ichazo)에 의해 에니어그램의 기본적인 원형이 완성되

었다. 1970년대 칠레의 나란조(Claudio Naranzo)에 의해 미국에 전파되었으며, 

1991년 리소-허드슨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RHETI)가 개발되어 널리 전파

되었다.

에니어그램은 아홉 가지로 이루어진 인간 성격 유형과, 그 유형들의 연관성을

26) 노안영, 강영신. 2019. 『성격심리학』. 서울 : 학지사.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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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기하학적 도형이다. 에니어그램(enneagram)이라는 말은 아홉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니어(ennea)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라모스(grammos)에서 왔다. 즉 이

것은 아홉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뜻이다.27)

에니어그램의 상징은 <그림 부록-1>과 같으며, <그림 부록-2>와 같이 원, 삼

각형, 헥사드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부록-1> 

에니어그램의 상징

     <그림 부록-2> 에니어그램 상징의 세 부분

원은 통합, 전체, 단일성, 하나를 상징한다. 최초의 본래적인 자기 상태로 되

돌아가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다.28)

삼각형은 인간이 세 가지의 에너지 원천을 갖고 있음을 상징한다. 인간은 장

(본능), 심장(감정), 머리(사고)를 통해 의지, 감성, 이성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인

격을 완성해 간다.29)

헥사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변화와 순환 과정을 거듭

함을 의미한다.30) 원, 삼각형, 헥사드의 모양을 통해 인간 성격의 완성, 성격의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역동성 등을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에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유형을 세 개의 그룹, 즉 본능형, 감정형, 사고

형으로 분류한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반응과 자극에 대한 받아드림과 이를 통해

서 나오는 행동의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에너지 중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를 통해 사람 사이의 유형의 구분을 가

능케 하는 것이다.3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힘의 중심, 즉 에너지 중추에 따라

본능중심, 감정중심, 사고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본능 중심은 8번 유형, 9번 유형, 1번 유형으로 자신의 본능, 생명력의 근원, 

힘에 이끌린다. 이들의 무게중심은 하복부(장)와 소화계로,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며,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들은 현실에 대한

저항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공격과 억압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자기 방어 아래에는 많은 분노가 있다. 

27) Don Richard Riso, Rus Hudson. 2000. 『The Wisdom of The Enneagram』. 주헤명 역. 『에니

어그램의 지혜』. 서울 : 한문화멀티미디어. p.21

28) 고영순. 2007. 『페르소나의 진실』. 서울 : 학지사. p.29

29) 고영순. 2007. 『상게서』. p.29

30) 고영순. 2007. 『상게서』. p.30

31) 윤운성. 2015. 『에니어그램 이해』. 서울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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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중심은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

의 이미지에 관심을 쏟는다. 이들의 무게중심은 심장과 순환계로, 감정과 정서를

가장 중요시하며, 인간 위주와 관계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

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가장된 특성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자기방어 아래에는 많은 수치심이 있다. 

사고 중심은 5번 유형, 6번 유형, 7번 유형으로 내면의 안내와 지원에 대한

신뢰를 찾는게 중요하다. 이들의 무게중심은 머리(뇌)와 신경계로, 상황을 분석하

고 생각한 다음 자신의 위치를 정하므로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객관적인 이치나 논리에 맞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며, 관계를 맺기보다 자신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믿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들은

자아를 방어하는 행동의 밑바탕에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은 각각 다른 특성으로 나타난다. 각 유형의 특

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능중심- 8번 유형(지도자)

자기 신념이 강하고 성실하며 약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추진력과 결

단력이 있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며 다른 사람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고 격

려한다. 단호하면서도 관대하고 부드러운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타협을 거

부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려고 하고 에너지가 많고 주도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2) 본능중심- 9번 유형(중재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수용적이고 여러 관점의 차이를 듣고 중재하는 역

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여 재촉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긋해서 게을러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

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

보며 갈등을 싫어하는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다.

3) 본능중심- 1번 유형(개혁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결과에

집중하고 매사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고 실수

하지 않으려 노력하나 긴장을 자주하며 원칙과 규범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한다. 스스로 통제하며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주변을 개선하려 하며 체계

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4) 감정중심- 2번 유형(조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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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타고난 감각을 지녔으며 친절하고 상냥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한다. 베푸는 행동을 통해 타인의 삶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길 원하나 그들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

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감정이입과 공감을 잘하며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5) 감정중심- 3번 유형(성취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며 변화와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

응하고 순응한다. 객관적인 결과와 성취목표에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나

삶의 성공을 위해 매 순간 경쟁을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관계에서 느끼

는 감정을 차단하려 한다. 높은 지위나 명성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자신

을 동일시하며 영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6) 감정중심- 4번 유형(예술가)

삶의 평범한 방식에 지루함을 자주 느끼며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예술적 감각

이 뛰어나고 낭만적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인식하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감정과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한 감정의 변화에 어려움

을 겪는다. 타인 감정을 잘 인지하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세련된 사람이다.

7) 사고중심- 5번 유형(사색가)

객관적인 판단력과 상황을 분석하며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 정보와 지식을 얻

고 배우려 노력한다. 사물의 원리와 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나 사람과의 관

계에서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되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독립된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전문적 지식이 많은 명석한

사람이다.

8) 사고중심- 6번 유형(충성가)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이 선택한 단체나 조직에 대한 의무감에 충실하고 성실

하게 협조를 잘한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나 염려

와 걱정이 많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부정적 가능성과 결과를 예상하고 확대한다. 

의심이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며 안전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신중한 사람이다.

9) 사고중심- 7번 유형(낙천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미가 있으면 열정적으로 빠져들고 실제적으로 생

산적인 결과가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좋아

하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해 일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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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다.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투

자를 많이 하고 자유롭고 낙천적인 사람이다.

에니어그램은 9개의 인간의 본성들로, 삶에 대한 9개의 다른 관점과 세상을

사는 9개의 존재 방식이다. 이를 근거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자기관찰과 자

기이해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이해와 같이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 본질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에니어그램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이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해하기 위한 지혜의 도구로 적용해왔다. 

에니어그램의 장점은 첫째,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참 자

기를 발견하도록 안내하며, 궁극적으로 통찰의 지혜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통해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화(심리적 자유)를 얻도록 한다. 둘째, 성격의 개선과 커뮤

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평생(생애) 인격 개발, 배우자와 기타 인간이해를 하여 인

간관계를 개선한다. 셋째, 내적 여정을 통해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집착을 버리고 아홉 가지 성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통합을

이루어 전인(全人)을 지향한다. 넷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요소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우리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케 함으로써 자기 계발, 자기 혁신은 물론

이고 나아가 가족 계발, 교회나 사찰 등 공동체 개발, 조직 개발, 사회 개발의 도

구로서 활용한다. 다섯째,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인 자아실현을 도모한다.

에니어그램 단점은 한 개의 성격유형만을 순수하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본 유형과 에니어그램 원 위에 인접한 두 개의

유형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 유형에 인접한 유형이 날개가 된

다. 즉, 성격유형의 양 옆에 있는 유형에서 어느 쪽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에 따

라서 9번 유형이지만 1번 날개를 가진 9번 유형(9W1), 8번 날개를 가진 9번 유

형(9W8)으로 성격유형이 더 세분되어진다는 것이다. 또 개인의 건강수준에 따라

같은 9번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9개의 발달수준으로 구분되어진다. 건강한 상태의

9번 유형(수준1, 수준2, 수준3), 평균 상태의 9번 유형(수준4, 수준5, 수준6), 불건

강한 상태의 9번 유형(수준7, 수준8, 수준9) 으로 더 세분되어진다는 것이다. 그

리고 개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개인의 성격유형에서 분열의 화살표 방향

의 성격으로 향해 그 유형의 단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개인이 스트

레스에서 자유로울 때 개인의 성격유형에서 통합의 화살표 방향의 성격으로 향

해 그 유형의 장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각 유형에서 분열의 방향은 1→4→2

→8→5→7→1, 9→6→3→9의 순서로 표시된다. 각 유형의 통합의 방향은 분열의

순서를 역회전 시키면 된다. 개인이 분열의 상태인지 통합의 상태인지에 따라 같

은 유형이더라도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한 개인의 성격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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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니어그램은 시간을 두고 자기 관찰 및 자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성격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성장과정과 주어진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배경에 따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찾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에 따라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므

로 성인보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훨씬 수월하게 성격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심리상담, 학교 인성교육, 진로교

육, 노사관계, 인사관리, 비즈니스, 영적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1.2.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유형(Psychological type)론을 근거로 하여 캐서린 브릭스(Katharine Cook 

Briggs)와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가 보다 쉽고 일상생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다. 융의 심리유형론은 인

간 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

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인간행동의 다양성

은 개인이 지각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MBTI의 바탕이 되는 융의 심리유형론의 요점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지각기능),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판단기능)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MBTI에서

는 지각 과정을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으로 구분하여 사물, 사람, 사건, 

생각들을 지각하게 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판단 과

정은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인식한 바에 의거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들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32) 이러한 기능

을 사용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외향(extraversion)과 내향

(introversion)인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으로 구분하여 심리적으로 흐르

는 에너지의 방향 및 생활양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MBTI는 4가지의 양극적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호경향이란 융의 심

리유형론에 따르면 ,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

는 선천적 심리경향을 말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4가지 양극

지표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MBTI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지

만 어떤 공통된 특징에 따라 묶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4가

지 척도에 근거하여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상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에너지를 발휘하는 방향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

32) 노안영, 강영신. 2019. 『성격심리학』. 서울 : 학지사.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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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선천적으로 주목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의사 결

정 방식에 따라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조직화된 방식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자발

적인 방식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분류한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외향성(Extraversion) <〓〓〓〓〓〓〓〓〓〓〓〓〓〓> 내향성(Introversion)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각형(Sensing) <〓〓〓〓〓〓〓〓〓〓〓〓〓〓> 직관형(iNtuition)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사고형(Thinking) <〓〓〓〓〓〓〓〓〓〓〓〓〓〓> 감정형(Feeling)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가?

   판단형(Judging) <〓〓〓〓〓〓〓〓〓〓〓〓〓〓> 인식형(Perceiving)

   

외향형은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며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편이다. 이들은 말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며, 생동감

넘치고 활동적이다.

내향형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며, 소수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편이다. 이들은 글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다.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한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며 구체적으로 표

현한다, 이들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실용성을 추구하고 현실적이다. 또한 전통적

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안다.

직관형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다.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미래의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사고형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한다. 원리원칙을 이 중요하고 이성적이다.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분석한다. 목표 달성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앞선다. 

감정형은 의사결정을 할 때 주관적 가치에 근거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한다. 

주관적 가치가 중요하고 감성적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다

른 사람들의 의견에 잘 공감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목표 달성보다 앞선다.

판단형은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한다. 어떤 일을 하기 전 미리 계

획을 세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끝낸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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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빠르게 결정하고자 한다. 

인식형은 새로운 것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고

본다.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서 끝낸다. 목적과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을 보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33)

이들을 조합하여 MBTI성격 16개 유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ISTJ(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

조용하고 매사에 책임감이 강하다. 집중력이 강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나 일을

할 때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해 나간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충동적

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있고 관례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반응을 표정으로 잘 드러내지 않지만, 상황을 대단히 개

인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 경험을 잘 적용하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도 인내력이 강한 편이다. 때로는 세부사항에 집착하고

고집부리는 경향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세상 일에 대처할 때 행동이 매우

확고하고 분별력 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일, 가정, 삶을 구성해 나갈

때 기쁨을 얻는다. 전통과 성실을 가치 있게 여긴다.

2) ISTP(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인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사

실적인 정보를 조직하는 것을 좋아한다. 뚜렷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론을

제외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확신하지 않는다. 일과 관계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

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필요 이상

으로 개방하지 않으려 하며, 대체로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 열정적이지만 조용하고 호기심이 많다. 이들은 종종 외부상황을 잊

을 만큼 이들의 관심거리에 깊이 몰두하게 된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수줍어한다. 문제의 현실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핵심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 상황에 대해 관조적이고

유연하며, 사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자 하며, 효율성에 가치를 둔다. 

3) ESTP(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

관대하고 느긋하며,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별로 선입관을 갖지 않으며

개방적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적이며,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갈등이나 긴장 상황을 잘 무마시키는 능력이 있다. 꼭 이렇

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적용하기보다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고, 

누구나 만족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타협하고자 한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현

33)  김정택, 심해숙. 2015.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 ㈜어세스타.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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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4) ESTJ(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

일을 조직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사업이나 조직을

현실적, 사실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타고난 재능을 지녔다. 혼

돈스럽고 불분명한 상태 또는 실용성이 없는 분야에는 큰 흥미가 없으나, 필요하

다면 언제든지 이를 응용하는 힘이 있다. 분명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규칙을 준수하며 일을 추진하고 완수한다.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행한다.

5) ISFJ(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며 헌신적이다. 세부적이고 치밀하며 반복을 요구하

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등 인내심이 강하다. 이들이 가진 침착성과 인내심은

가정이나 집단에 안정감을 준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고려하며, 자신

과 다른 사람의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다. 일을 처리할 때 현실감각을 가지고 실

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경험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렸다고 인정

하기 전까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유형이다.

6) ISFP(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

다른 사람에게 동정적이며 그 따뜻함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낸다. 사람들

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자신들의 내적인 이상과 개인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대

하며, 이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주관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

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겸손한 편이다. 이들은 적응력이 좋고 관용

적이며, 현재의 삶을 즐긴다. 자연에 대한 미적 감각과 균형(비례) 감각이 뛰어나

다. 일을 할 때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조바심내지 않으며 여유를 갖는다. 모든

것을 정신적 이상과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개인적으로 접근한다.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유형은 관용적이고, 개방적이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좋다. 그러나 이들은 내적 충실성이 위협당하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7) ESFP(외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타

협적이다. 선입견이 별로 없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며 대체로 사람들을 잘 받아

들인다. 주위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활동들에 관심이 많고, 그 일

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사건 혹은 물건에도 관심과 호기심이 많

다. 이론이나 책을 통해 배우기보다 실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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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념이나 이론보다는 구체적 사실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논리적 분석보

다는 인간 중심의 가치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린다. 사람들을 접하는 일에 능숙

하며,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하다.

8) ESFJ(외향형,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으며, 친절하고 재치가 있다. 참을성이 많고 양심적이며, 

정리정돈을 잘 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인화를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일에 열중하고, 

다른 사람의 무관심한 태도에 민감하다. 사소한 일들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며, 

자신의 존재와 기여를 인정받기 원한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필요를 잘 알아채

며,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9) INFJ(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

강한 직관력의 소유자로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진실하게 맺고자 한다. 독창적이고 독립심

이 강하며,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원리원칙을 생활 속에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확고한 가치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을

개발하고, 자신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동기화시킨다. 

10) INFP(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

조용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이

해심이 많고 적응력이 좋으며, 대체로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사람들의 본질을 이

해하려고 하고, 이들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가치가 위협

받지 않는 한 잘 적응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수용하는 편이다. 어떤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완벽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11) ENFP(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 

열정적이고 따뜻하며, 창의적이다. 어떤 일을 할 때 풍부한 상상력과 순간적

인 에너지를 발휘하여 즉흥적이고 재빠르게 해결해 나간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장 가능성을 들여다 볼 줄 알고, 타인을 잘 돕는다. 또한

세상을 가능성이 풍부한 곳으로 바라보며, 시간과 정보를 잘 연관 지으며, 자신

만의 패턴을 기반으로 자신감 있게 일을 진행시킨다. 

12) ENFJ(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

따뜻하고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아 타인들의 정서, 욕구, 동기에 대해 관심이

많다. 친절하고 재치가 있으며, 인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민첩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성실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갖고 있는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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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줄 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대체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새로운 아이

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말로 생각을 잘 표현하며,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편

안하고 능숙하게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 

13) INTJ(내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 

행동과 사고가 독창적이며, 내적인 신념과 비전이 매우 강하고, 독립적이고

단호한 편이다. 자신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 인내심

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자신과 다른 사

람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을 조직화하고,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14) INTP(내향형, 직관형, 사고형, 인식형)

조용하고 과묵하지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설

명을 하려고 한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다. 매우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비평을 잘한다.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력으로 통찰하는 재능이 있으며, 지적인 것에 관심이 많

다. 

15) ENTP(외향형, 직관형, 사고형, 인식형)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활기가 넘치며,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 기민하고 박식

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독창적인 혁신가로 창의

력이 풍부하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유형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다방면에 재능이 많다. 민첩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감이 높다.

16) ENTJ(외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 

활동적이며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조직

적으로 계획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비논리적이거나 비

효율적인 절차나 정책을 빨리 간파하여 강하게 대처한다. 솔직하고 결정력과 통

솔력이 있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을 추진한다. 자신들의 지식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즐겨한다. 

MBTI 검사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해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MBTI 성격 유형의 장점은 대인관계나 부부관계의 갈등에서 서로 다른 성격유

형을 서로가 이해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인정함에 따라 갈

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개인의 선호방향을 알아봄으로

써 자기이해를 높일 수 있고, 개인에게 긍정적인 개입이 가능하여, 개인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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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MBTI 성격 유형의 단점은 각 개인의 선호경향을 4가지 척도로 양극으로 구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며, 4가지 척도 중 어느 쪽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병리적 문제, 주된 관심사, 스

트레스 요인 등의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 보고식 검사지로, 자신에 대

한 판단이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피검사자가 임의 조작

도 가능하다. 셋째, 성격 유형 검사의 시간과 환경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각 성격 유형에 대한 유형화된 설명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MBTI 검사는 현재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교육 분야, 인간관계 훈련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사관리, 인력개발, 조직개발 등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

라 기업 조직에서 팀장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MBT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

다. 

에니어그램과 MBTI를 살펴본 결과, 에니어그램은 타고난 선천적 기질을 알아보

는 성격 유형 검사이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타고난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양

상을 보이므로 9개의 유형으로 쉽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현재 에니어그램은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심리상담, 진로교육, 인사관리, 독서지도 분

야에서 실제 적용 사례가 다수 있다. 

반면 MBTI는 개인의 성향을 4가지 척도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

합하여 16개 성격유형으로 설명하는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지이다. 자기보고식 검사

란 검사 시간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MBTI는 개인의 탐색, 진로, 적성을

알아보기에 참고할 검사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참고용도

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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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next INPUT SENTENCE OUTPUT SENTENCE

greet greet_1 $greet$
안녕! #user_name#<j>.

오늘은 뭘 도와줄까?

greet_1 greet_2N $dont_know$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greet_1 qa_1 $need_QA$
무슨 책을 가지고 퀴즈 놀이를

해볼까?

greet_1 recom_1 $need_recom$ 내가 재밌는 책을 골라줄까?

greet_1 search_1 $need_search$
어떤 책을 찾아줄까? 읽고 싶은

책 있어?

qa_1 qa_2 @book_title@ $book_info$<j> 말하는 거야?

qa_2 qa $exact$

좋아 그럼 이제부터

#user_name#<j> 나한테 문제를

내봐!

recom_1 recom_2N $dont_need$
나랑 퀴즈놀이도 할 수 있는데

혹이 이 중에 읽은 책 있어?

recom_1 recom_2Y $need_recom$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이 뭐야?

recom_2N recom_3N $dont_have$

이 책을 읽으면 나랑 책 내용에

대해 퀴즈놀이를 할 수 있어. 어때

한 번 읽어볼래?

recom_3N finish_1 $not_need$
알겠어.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다시 찾아와 줘~

recom_2Y recom_3Y @book_title@ $book_info$<j> 말하는 거야?

recom_3Y recom_4Y $exact$ 재미있었어?

recom_4Y recom_5Y $yes$ 가장 좋아하는 책 있어?

recom_5Y recom_6Y $have$ 무슨 책을 가장 좋아해?

recom_6Y recom_7Y @book_title@ $book_info$<j> 말하는 거야?

recom_7Y recom_8Y $exact$ 또 좋아하는 책 있어?

recom_8Y recom_9Y $non_exact$
그럼 $$book_info$<j> 말하는

거야?

recom_9Y recom_10Y $exact$ 혹시 $book_title$<j> 읽어봤어?

recom_10Y recom_11Y $read$ 그 책도 재미있게 읽었어?

recom_11Y recom_12Y $yes$
그럼 혹시 $book_title$<j> 

읽어봤어?

[부록-2] 대화 및 질의·모델을 위한 시나리오

1. 대화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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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_12Y recom_13Y $not_need$
이 책은 $book_info$<j>. 한 번

읽어볼래?

recom_13Y search_end $exact$ 잠깐만 내가 책 위치를 알려줄게~

search_1 search_2N $have$ 어떤 책을 찾아줄까?

search_1 search_2N $dont_have$ 그럼 내가 책을 추천해줄까?

search_2N search_3C @book_title@ @book_info@<j> 말하는 거야?

search_3C search_end $exact$ END

search_3C search_4Y $inexact$
그럼 혹시 $book_info$<j> 말하는

거야?

search_3C search_5N $inexact$ 혹시 작가가 누군지 알고 있어?

search_4Y search_end $exact$ 잠깐만 내가 책 위치를 알려줄게~

search_4Y search_5N $inexact$ 혹시 작가가 누군지 알고 있어?

search_5N search_6Y $know$ 작가 이름이 뭐야?

search_6Y search_7Y @author@ 이 책을 찾고 싶은 거야?

search_6Y search_7N @author@

내가 아는 책 중에 제목이랑

저자가 일치하는 책이 없어. 혹시

출판사 이름 알고 있니?

search_6Y search_end $have$ 잠깐만 내가 책 위치를 알려줄게~

search_6Y search_7Y $inexact$
그럼 혹시 $book_info$<j> 말하는

거야?

search_6Y search_8N $inexact$
그럼 혹시 출판사 이름 알고

있니?

search_7Y search_end $know$ 잠깐만 내가 책 위치를 알려줄게~

search_7Y search_8N $inexact$
그럼 혹시 출판사 이름 알고

있니?

search_8N search_9Y $know$ 출판사 이름이 뭐야?

search_8N search_fail $exact$

미안해 내가 아는 책 중에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책 찾는 거

도와줄까?

search_9Y search_10C @publisher@ 이 책을 찾고 싶은 거야?

search_10C search_end $exact$ 잠깐만 내가 책 위치를 알려줄게~

search_10C search_fail $inexact$

미안해 내가 아는 책 중에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책 찾는 거

도와줄까?

search_5 search_7Y @author@ 이 책을 찾고 싶은 거야?

search_5 search_7N @author@

내가 아는 책 중에 제목이랑

저자가 일치하는 책이 없어. 혹시

출판사 이름 알고 있니?

search_7N search_9Y $know$ 출판사 이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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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7N search_fail $inexact$

미안해 내가 아는 책 중에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책 찾는 거

도와줄까?

search_7N search_10 @publisher@ 이 책을 찾고 싶은 거야?

search_5N search_6N $dont_know$
미안해 그럼 내가 책을 찾아줄

수가 없어. 찾고 싶은 책 더 있어?

search_fail search_2N $have$ 어떤 책을 찾아줄까?

search_6N search_2N $have$ 어떤 책을 찾아줄까?

search_fail recom_1 $dont_have$
그럼 내가 재미있는 책

추천해줄까?

search_6N recom_1 $dont_have$
그럼 내가 재미있는 책

추천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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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title question question_keyword answer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보미의 이마를

때렸나?

보미/NN|교실/NN|들어오/

VV|때/NN|보미/NN|이마/N

N|때리/VV

작은 하얀 플라스틱

조각이 날아와 보미의

이마를 때렸어.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는 책상 밑에

무엇을 숨겼나?

경민이/NN|책상/NN|밑/NN

|숨기/VV

경민이는 책상에 장남감

총을 숨겼어.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는 누구에게 총을

겨눴는가?
경민이/NN|총/NN|겨누/VV

경민이는 진만이한테

총을 겨눴어.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네 반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무엇이

유행인가?

보미네반/NN|남자/NN|아

이/NN|사이/NN|유행/NN

보미네 반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장남감 총을

가지고 노는게 유행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는 경민이한테 왜

총을 달라고 말 했는가?

보미/NN|경민이/NN|총/NN

|달/VV|말/NN

보미는 경민이의 태도에

약이 올라 총을

내놓으라고 말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가 왜 선생님한테

일러바쳐 경민이가 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보미/NN|선생/NN|일러바

치/VV|경/NN|민이/NN|벌/

NN|받/VV|생각/NN|들/VV

보미는 '선생님한테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민이의

으름장을 듣고

선생님한테 꼭 일러바쳐

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가 선생님에게

총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경민이/NN|선생/NN|총/NN

|빼앗기/VV|이유/NN

경민이가 선생님에게

총을 빼앗긴 것은 보미의

고자질 때문이 아니라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콩알만한 비비탄

때문이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은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발견했나?

선생/NN|들어오/VV|발견/

NN

선생님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

플라스틱 조각들을

발견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꾸짖을 때 쓰는 말투는

무엇인가?

선생/NN|학생/NN|꾸짖/VV

|때/NN|쓰/VV|말투/NN

선생님은 누군가를

꾸짖고 싶을 때는

"강보미에게 묻는다, 

너는 왜 아직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는고?"와

같은 맡투를 사용해.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의 질문에 왜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선생/NN|질문/NN|학생/NN

|대답/NN|하/VV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하면 반 아이들에게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혀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2. 질의·응답 시나리오



- 108 -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는 선생님 물음이 왜

이상하다고 했는가?

보미/NN|선생/NN|물음/NN

|이상/NN|하/VV

보미 생각에 선생님의

질문이 전쟁터에서

총알을 하나 주워 '이

총알이 누구

것이냐?'하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생/NN|전쟁/NN|대하/VV

|어떻/VA|생각/NN

선생님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증오하셔.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에게 총을 빼앗긴

학생은 몇 명인가?

선생/NN|총/NN|빼앗기/VV

|학생/NN

선생님에게 총을 빼앗긴

남자 아이들은 열두

명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은 총을 압수한 후

무엇을 하였는가?

선생/NN|총/NN|압수/NN|

후/NN|하/VV

선생님은 총을 압수한 후

그 아이들 부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러저러한

일로 아이들 총을 빼앗아

두었으니 직접

찾아가시고, 두 번 다시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교육시켜

달라고'고 부탁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건 후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선생/NN|부모/NN|전화/NN

|걸/VV|후/NN|부모/NN|반

응/NN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은

부모들 가운데는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과

진지하게 의논하고 가는

부모도 있었고, '뭐

그만한 일로 학교에 오라

가라 하느냐' 식으로

귀찮아하는 부모도

있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남자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총을

빼앗기고 집에서까지

야단을 맞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남자/NN|아이/NN|선생/NN

|총/NN|빼앗기/VV|집/NN|

야단/NN|맞/VV|생각/NN

남자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총을

빼앗기고 집에서까지

야단을 맞은 것이 보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는 보미가 잘난

체하며 나선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민이/NN|보미/NN|잘나/

VA|나서/VV|까닭/NN|생각

/NN

경민이는 보미가 그렇게

잘난 체하며 나선 까닭은

총알 맞은 일을

앙갚음하기 위해서

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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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는 왜 보미에게

앙갚음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경민이/NN|보미/NN|앙갚

음/NN|생각/NN

경민이는 보미에게

'선생님한테 이르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일렀으니, 

자기도 보미에게

앙갚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남자 아이들은 왜

저희들끼리 편을

갈라하는 전쟁 놀이에

싫증을 느끼고 있었는가?

남자/NN|아이/NN|편/NN|

갈르/VV|하/VV|전쟁/NN|

놀이/NN|싫증/NN|느끼/VV

남자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편을 갈라

하는 전쟁놀이에 싫증을

느끼는 이유는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왜 보미는 학교 안에서

왕따에 시달렸는가?

보미/NN|학교/NN|안/NN|

왕따/NN|시달리/VV

보미가 학교안에서

왕따에 시달린 이유는

경민이네 패거리가

보미와 말을 하는 아이는

누구든 적으로

여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왜 경민이네 패거리는

민경이를 공격했는가?

경민/NN|패거리/NN|민경

이/NN|공격/NN

보미와 친하게 지내던

민경이는 경민이네

패거리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는 왜 경민이네

패거리가 한 짓을

선생님에게 일러바치지

않았는가?

보미/NN|경민/NN|패거리/

NN|짓/NN|선생/NN|일러바

치/VV

보미는 선생님 힘이 아닌

제 힘으로 경민이네

패거리한테 본때를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는 왜 진만이네

집으로 갔을까?

보미/NN|진만이/NN|집/NN

|가/VV

보미는 진만이네 집에 간

이유는 진만이네

부모님에게 진만이에게

총을 사 주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야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는 장난감 총을

밖에서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미/NN|장난감/NN|총/NN

|밖/NN|가지/VV|놀/VV|대

하/VV|어떻/VA|생각/NN

보미는 장난감 총을

밖에서 가지고 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장난감

총이 장난감이라도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이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진만이네 어머니는

장난감 총을 밖에서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만이/NN|어머니/NN|장

난감/NN|총/NN|밖/NN|가

지/VV|놀/VV|대하/VV|어

떻/VA|생각/NN

진만이네 어머니도

보미와 마찬가지로 총을

밖에서 가지고 노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 110 -

무기 팔지

마세요

진만이네 어머니는

진만이에게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왜

허락해 주었는가?

진만이/NN|어머니/NN|진

만/NN|장난감/NN|총/NN|

가지/VV|놀/VV|허락/NN

진만이네 어머니은

진만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일정 조건하에 진만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

무기 팔지

마세요

진만이네 어머니는 어떤

조건으로 진만이가

장남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가?

진만이/NN|어머니/NN|조

건/NN|진만이/NN|남감총/

NN|가지/VV|놀/VV|허락/N

N

진만이네 어머니은

진만이에게 학교

밖에서만 가지고 놀며, 

남을 직접 맞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장남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진만이는 더 이상

보미에게 총을 쏘지

못하는 이유는?

진만이/NN|이상/NN|보미/

NN|총/NN|쏘/VV|이유/NN

진만이는 어머니한테

총을 빼앗겼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민경이가 찾은 좋은 것은

무엇인가?
민경이/NN|찾/VV|좋/VA

민경이는 남자 아이들이

장남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남자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이 왜

불법인가?

남자/NN|아이/NN|총/NN|

가지/VV|놀/VV|불법/NN

비비탄 총은 위험 하기

때문에 14세 미만

아이들한테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14세 미만

초등학생들한테 총을

파는 것도 불법이며

가지고 노는 것도 안돼.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가 다시 진만이네

집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보미/NN|진만이/NN|집/NN

|가/VV|이유/NN

보미는 진만이네 집으로

다시 간 이유는 왜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되는지, 왜

아이들한테 총을 사

줘서는 안되는지

진만이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야.

무기 팔지

마세요

왜 보미는 민경이와

진만이네 집을 같이

갔는가?

보미/NN|민경이/NN|진만

이/NN|집/NN|가/VV

보미는 민경이와 같이

진만이네 집을 간 이유는

아이들이 왜 총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되는지, 왜

아이들한테 총을 사

줘서는 안 되는지, 

민경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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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가 생각하는

야구공과 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보미/NN|생각/NN|야구/NN

|공/NN|총/NN|이유/NN

보미는 야구공은 그저

운동 도구일 뿐이고 그걸

가지고 논다고 마음이

사나워지지 않는 반면에

장남감 총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보면 점점

전쟁이나 폭력 같은

해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와 민경이는 눈에

빤히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어떤걸

사용했는가?

보미/NN|민경이/NN|눈/NN

|보이/VV|만/VV|들/VV|방

법/NN|사용/NN

보미와 민경이는 사람들

눈에 빤히 보이게 하기

위해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 중 사람들이 빤히

볼 수 있는 장소에

벽보를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민경이가 벽보에

들어가는 글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나?

민경이/NN|벽보/NN|들어

가/VV|글/NN|쓰/VV|걸리/

VV

민경이는 벽보에

들어가는 글을 쓰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어.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은 보미가 벽보를

붙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생/NN|보미/NN|벽보/NN

|붙이/VV|대하/VV|어떻/VA

|생각/NN

선생님은 보미가 벽보

붙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에 벽보를

붙이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선생님은 보미가

붙이려는 벽보에 대해

누구에게 말씀을 드렸나?

선생/NN|보미/NN|붙이/VV

|벽보/NN|대하/VV|말씀/N

N

선생님은 보미가

붙이려는 벽보에 대해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

무기 팔지

마세요

교장선생님은 벽보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교장/NN|선생/NN|벽보/NN

|보/VV|말/NN

교장 선생님은 벽보를

보고 "그래, 정말 좋은

주장이다.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어.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썼다." 라고

말씀하셨어.

무기 팔지

마세요

교장선생님은 벽보

붙이는 일을 어떻게 도와

주셨는가?

교장/NN|선생/NN|벽보/NN

|붙이/VV|일/NN|어떻/VA|

도와주/VV

교장 선생님은 벽보를

학생들이 떼지 못하도록

학교 도장을 벽보에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는 벽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경민/NN|벽보/NN|보/VV|

생각/NN|하/VV

경민이는 벽보를 보고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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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는 경민이의

평화협상에 어떤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는가?

보미/NN|경민이/NN|평화/

NN|협상/NN|요구/NN|조건

/NN|제시/NN

보미는 경민이의

평화협상 제안에 보미와

민경이한테 총을 쏜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미와

민경이가 하는 전쟁

반대하는 일을

같이하자는 요구조건을

제시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네 패거리는

보미의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경민/NN|패거리/NN|보미/

NN|요구/NN|받아들이/VV

경민이네 패거리는

보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보미네 편이 된다는 것은

곧 장남감 총을 버리고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야 그보다 남자

아이들은 왠지 보미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보미에게 항복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네 모임 이름은

무엇인가?

보미/NN|네모임/NN|이름/

NN

보미네 모임 이름은 평화

모임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네 패거리가 총을

가지고 노는 일이 왜

드물어졌는가?

경민/NN|패거리/NN|총/NN

|가지/VV|놀/VV|일/NN|드

물어지/VV

경민이네 패거리가 총을

가지고 노는일이

드물어진 이유는 딱히

벽보 때문이 아니었어. 

단지 총을 가지고 노는

일이 시들해졌을

뿐이었어. 놀이도 유행을

타기 마련이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경민이는 장남감 총에서

무엇으로 관심사가

옮겨졌는가?

경민이/NN|장남/NN|감총/

NN|관심사/NN|옮기/VV

경민이는 장남감 총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관심이

바뀌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네 모임은 눈에 빤히

보이게 만들기 두번째

작전으로 무엇을 했는가?

보미네/NN|모임/NN|눈/NN

|보이/VV|만들/VV|작전/N

N|하/VV

보미네 모임은 눈에 빤히

보이게 만들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건물

현관 앞에 '무기

수거함'을 가져다 놓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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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무기 수거함 바깥 쪽에는

뭐라고 적혀있는가?

무기/NN|수거/NN|바깥쪽/

NN|적히/VV

무기 수거함 바깥쪽에는

‘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 몽땅

가져와서 여기에

버리세요!’라고 적혀

있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윤단비는 누구인가? 윤단비/NN

윤단비는 6학년으로

보미네 학교 전교

어린이회 회장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가 마치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는가?

보미/NN|생각/NN|문제/NN

보미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는 무기

수거함에 모인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였어.

무기 팔지

마세요

희정이는 무기를 어떻게

처리하자고 말했는가?

희정/NN|무기/NN|어떻/VA

|처리/NN|말/NN

희정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보는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무기를

불태우자고 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는 무기를 어떻게

처리하자고 말했는가?

보미/NN|무기/NN|어떻/VA

|처리/NN|말/NN

보미는 장남감 총을 다시

팔지 말라는 의미로 무기

판 사람에게 무기를

되돌려 주자고 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아이들이 들고 있던 노란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었는가?

아이/NN|들/VV|노랗/VA|

종이/NN|적히/VV

아이들이 들고 있던 노란

종이에는 '무기 팔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평화 모임 아이들은

행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평화/NN|모임/NN|아이/NN

|행렬/NN|지나가/VV|사람/

NN|주/VV

평화 모임 아이들은

행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쇄한

종이를 나눠 주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평화 모임 아이들은

인쇄한 종이를 반드시

먼저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는가?

평화/NN|모임/NN|아이/NN

|인쇄/NN|종이/NN|달/VV|

사람/NN|주/VV

광고지를 돌리듯이

억지로 건네 주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민경이네 집 프린터

잉크가 떨어져서

50장밖에 인쇄할 수

없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인쇄한 종이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가?

인쇄/NN|종이/NN|내용/NN

|적히/VV

인쇄한 종이에는 '왜

그동안 모은 장남감

무기를 판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려 하는가' '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장남감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되는가'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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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보미의 사진이 어디에

실렸는가?
보미/NN|사진/NN|실리/VV

보미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

무기 팔지

마세요

신문기사가 나간 뒤

보미네 반 남자 아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신문/NN|기사/NN|나/VV|

가/VV|뒤보/NN|미네반/NN

|남자/NN|아이/NN|하/VV

신문기사가 나간 뒤

보미네 반 남자 아이들은

평화 모임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어.

무기 팔지

마세요

평화 모임 홈페이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평화/NN|모임/NN|홈페이

지/NN|만들/VV

평화 모임 홈페이지는

경민이를 비롯한 남자

아이 몇 명이 며칠 동안

애쓴 끝에 만들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는 어떻게 평화 모임

아이들의 시위 현장

사진을 보게 되었는가?

제니/NN|어떻/VA|평화/NN

|모임/NN|아이/NN|시위/N

N|현장/NN|사진/NN|보/VV|

되/VV

제니는 발표 숙제 준비를

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미네 평화

모임 아이들의 시위 현장

사진을 보게 되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가 처음 한글을

봤을때 뭐라고

생각했는가?

제니/NN|글/NN|보/VV|때/

NN|생각/NN

제니가 처음 한글을 봤을

때 '정말 재미있게 생긴

글자야. 꼭 장남감

블록처럼 네모나게

생겼어.'라고 생각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는 평화 모임 아이들

사진을 찾은 것이 왜 큰

소득이라고 생각했는가?

제니/NN|평화/NN|모임/NN

|아이/NN|사진/NN|찾/VV|

크/VA|소득/NN|생각/NN

제니가 발표할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는 사진이기

때문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니/NN|아버지/NN|사람/

NN

제니의 아버지는 평범한

은행원이지만, 신문을 세

개나 구독하고 있을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이 많으셔.

무기 팔지

마세요

앤더슨 아줌마는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앤더슨/NN|아줌마/NN|사

회/NN|일/NN|하/VV

앤더슨 아줌마는 학교

후원회 소속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며, 

여러 사회 봉사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어떤

때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선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립

박물관을 짓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하셨어. 

그리고 시민 학교도

앤더슨 아줌마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

가운데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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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앤더슨 아줌마는 제니의

연설이 있고 얼마 뒤

무엇을 만들었는가?

앤더슨/NN|아줌마/NN|제

니/NN|연설/NN|있/VV|얼

마/NN|뒤/NN|만들/VV

앤더슨 아줌마는 제니의

연설이 있고 얼마 뒤

'진짜 엄마'라는 모임을

만들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진짜 엄마 모임'이 가장

먼저 벌인 일은

무엇인가?

진짜/NN|엄마/NN|모임/NN

|벌이/VV|일/NN

진짜 엄마 모임이 가장

먼저 벌일 일은 총기

판매 규제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일이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탄원서는 어떤 종류의

글인가?
탄원서/NN|종류/NN|글/NN

탄원서는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글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탄원서에 몇 명이 서명을

하였는가?
탄원서/NN|서명/NN|하/VV

탄원서에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수잔 올슨은 누구인가? 수잔/NN|올슨/NN

수잔 올슨은 <레인보우

오피니언>의 기자야.

무기 팔지

마세요

수잔 올슨은 무슨 내용을

취재하려고 하는가?

수잔/NN|올슨/NN|내용/NN

|취재/NN

수잔 올슨은 '진짜 엄마

모임'에 대해 취재하려고

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의 인터뷰 기사는 몇

개 신문에 실렸는가?

제니/NN|인터뷰/NN|기사/

NN|신문/NN|실리/VV

제니의 인터뷰 기사는

스무 군데가 넘는 신문에

실렸어.

무기 팔지

마세요

진짜 엄마 모임'은 몇 개

주에 만들어졌는가?

진짜/NN|엄마/NN|모임/NN

|주/NN|만들/VV

미국에는 모두 50개의

주가 있는데, 이 가운데

42개 주에서 새로운

'진짜 엄마 모임'이

만들어졌어.

무기 팔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니에게 왜

회사를 그만 둔 이유를

뭐라고 말했는가?

아버지/NN|제니/NN|회사/

NN|그만두/VV|이유/NN|말

/NN

제니의 아버지는

제니에게 회사 그만 둔

이유를 "아빠 윗사람

가운데 당나귀들이 몇

마리 있었어. 그래서

아빠더러 자꾸 당나귀

소리를 내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났겠다고

생각했어."라고 말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 둔

진짜 이유에 대해

누구에게 들었는가?

아버지/NN|회사/NN|그만

두/VV|진짜/NN|이유/NN|

대하/VV|듣/VV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 둔

진짜 이유를 말해 준

사람은 앤더슨 아줌마야.

무기 팔지

마세요

앤더슨 아줌마는 제니의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줬는가?

앤더슨/NN|아줌마/NN|제

니/NN|아버지/NN|어떻/VA

|도와주/VV

앤더슨 아줌마는 제니의

아버지를 고용함으로써

도와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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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는 아버지에게 어떤

결심을 말했는가?

제니/NN|아버지/NN|결심/

NN|말/NN

제니는 제니의

아버지에게 어린이들의

모임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말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는 어떤 방법으로

모임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니/NN|방법/NN|모임/NN

|만들/VV|생각/NN|하/VV

제니는 '진짜 엄마

모임'을 이용하여 어린이

모임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가 어린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 '진짜 엄마

모임에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제니/NN|어린이/NN|모임/

NN|만들/VV|위하/VV|진짜

/NN|엄마/NN|모임/NN|부

탁/NN

제니가 어린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 '진짜 엄마

모임'에 두 가지 부탁을

했어. 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린이

모임을 만든다는 광고를

실어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모임을 위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조셉 아저씨가 제니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조건이 무엇인가?

조셉/NN|아저씨/NN|제니/

NN|홈페이지/NN|만들/VV|

조건/NN

조셉 아저씨는 자신의

딸인 사만다가 첫 번째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가 만든 어린이

모임의 이름이 무엇인가?

제니/NN|만들/VV|어린이/

NN|모임/NN|이름/NN

제니가 만든 어린이 모임

이름은 '막내 염소들의

모임'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막내 염소 모임이 가장

먼저 벌인 일은

무엇인가?

막내/NN|염소/NN|모임/NN

|벌이/VV|일/NN

막내 염소 모임이 가장

먼저 벌인 일은 '늑대 손

가려 내기 운동'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늑대 손 가려 내기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늑대손/NN|가려내/VV|운

동/NN|운동/NN

늑대 손 가려 내기

운동은 미국의 시의원, 

주의원, 연방의원 가운데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려

내어, 어른들이 올바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기로 하는

운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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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막내 염소 모임은

의원들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막내/NN|염소/NN|모임/NN

|의원/NN|어떻/VA|나누/V

V

막내 염소 모임은

의원들을 세가지 분류로

나누었어.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그리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뜻을 안 밠힌 알쏭달쏭

의원으로 나누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막내 염소 모임은

알쏭달쏭 의원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막내/NN|염소/NN|모임/NN

|알쏭/NN|달쏭/NN|의원/N

N|하/VV

막내 염소 모임은

알쏭달쏭 의원들한테는

따로 질문서를 만들어

메일을 보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막내 염소 모임은

중간선거에서 부모님들이

'총기 규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사용하였는가?

막내/NN|염소/NN|모임/NN

|중간/NN|선거/NN|부모/N

N|총기/NN|규제법안/NN|

지지/NN|의원/NN|뽑/VV|

있/VV|설득/NN|방법/NN|

방법/NN|사용/NN

막내 염소 모임에서 가장

먼저 벌인 운동은 ‘나는

무서워요, 하고 말하기

운동’이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나는 무서워요, 하고

말하기 운동'은

무엇인가?

무섭/VA|하/VV|말/NN|운

동/NN

‘나는 무서워요, 하고

말하기 운동’은 학교에

갈 때마다 "나는 학교에

가기 무서워요." 하고

말함으로써 부모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떠올리도록 만들자는

운동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진짜 엄마 모임’은

5월 14일 미국의

어미니날에 워싱턴에서

무엇을 하기로 하였는가?

진짜/NN|엄마/NN|모임/NN

|미국/NN|어미/NN|날/NN|

워싱턴/NN|하/VV|하/VV

‘진짜 엄마 모임’은

5월 14일 미국의

어머니날에 워싱턴에

모여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을

벌이기로 했어.

무기 팔지

마세요

제니가 행진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제니/NN|행진/NN|참여/NN

|이유/NN

제니는 심한 독감에

걸려서 행진에 참여할 수

없었어.

무기 팔지

마세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

백만 명의 의견을

간단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NN|대통령/NN|미국/

NN|국민/NN|의견/NN|여기

/VV|이유/NN

미국 대통령은 '무기

자유 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도 무기

숭배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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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팔지

마세요

막내 염소 모임에 날아온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막내/NN|염소/NN|모임/NN

|날아오/VV|좋/VA|소식/N

N

미국에 샘 말리라는

가수가 막내 염소 모임에

만들어준 노래가 전국

인기 순위에 10위안에

들게 되었다는 소식이야.

무기 팔지

마세요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제니는 어디에

출연하였는가?

선거/NN|며칠/NN|남/VV|

때/NN|제니/NN|출연/NN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제니는 BNN 

방송국에 '도널드 화이트

쇼'의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게 되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
이야기/NN|끝/NN 언니의 가출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일제 언니는 누구인가? 일제/NN|언니/NN 주인공의 친언니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언니가 왜 집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까?

주인공/NN|언니/NN|집/NN

|돌아오/VV|바러/VV

주인공의 언니는 집에

돌아오면 보호 센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생각하는

대가족의 장점은

무엇인가?

주인공/NN|생각/NN|가족/

NN|장점/NN

주인공이 생각하는

대가족의 장점은

주인공의 생일때 많은

가족들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는 아빠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가?

엄마/NN|아빠/NN|결혼/NN

|낳/VV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언니를 낳았어.

언니가

가출했다.

부모님이 이혼 했을 때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부모/NN|이혼/NN|때/NN|

주인공/NN|주인공/NN|언

니/NN|나이/NN

부모님의 이혼 당시

주인공의 나이는 여섯 살

언니의 나이는 여덟

살이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어디에 살았는가?

부모/NN|이혼/NN|주인공/

NN|주인공/NN|언니/NN|살

/VV

부모님이 이혼하고

주인공과 주인공 언니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집에 살았지.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는 쿠르트 아저씨와

어디서 알게 되었는가?

엄마/NN|쿠르트/NN|아저

씨/NN|알/VV|되/VV

엄마는 신문사에서

쿠르트 아저씨와 알게

되었다.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와 쿠르트 아저씨의

결혼 후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어디로

이사갔는가?

엄마/NN|쿠르트/NN|아저

씨/NN|결혼/NN|후/NN|주

인공/NN|주인공/NN|언니/

NN|이사/NN|가/VV

엄마와 쿠르트 아저씨의

결혼 후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쿠르트

아저씨네 집으로 이사를

갔다.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와 쿠르트 아저씨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가?

엄마/NN|쿠르트/NN|아저

씨/NN|결혼/NN|낳/VV

엄마는 쿠르트 아저씨와

결혼 후 올리버와

타트야나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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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친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사는걸

내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친할아버지/N

N|할머니/NN|집/NN|살/VV|

내키/VV|이유/NN

할아버지의 귀도

이상해지고 너무 늙어

약해졌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인가?
주인공/NN|이름/NN

주인공의 이름은

에리카야

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에게 어떠한

냄새가 나는가?

할머니/NN|어떠하/VA|냄

새/NN|나/VV

할머니에게 나는 냄새는

꼭 절인 양배추와 구운

감자 같은 냄새가 나.

언니가

가출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집

작은 테이블에는 무엇이

있는가?

할머니/NN|친할아버지/N

N|집작은/NN|테이블/NN|

있/VV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집

테이블에는 빨간색 조화

장미꽃 다발이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의 언니가 화나면

어떤 눈으로 상대를

쏘아보는가?

주인공/NN|언니/NN|화나/

VV|눈/NN|상대/NN|쏘아보

/VV

주인공의 언니가 화나면

고양이 눈으로 상대를

쏘아 보곤해.

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꽃을 어떤 꽃으로

바꿀려고 하는가?

할머니/NN|테이블/NN|위/

NN|꽃/NN|꽃/NN|바꾸/VV

할머니는 테이블 위의

꽃을 카네이션으로

바꿀려고 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칠하고 있는가?

언니/NN|책상/NN|앉/VV|

칠/NN

언니는 책상에서 녹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누가 언니의 신경을

건드리는가?

언니/NN|신경/NN|건드리/

VV

엄마가 언니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누가 책상 위에 녹색

매니큐어를 책상에

쏟았는가?

책상/NN|위/NN|녹색/NN|

매니큐어/NN|책상/NN|쏟/

VV

언니가 화를 내다가 책상

위에 매니큐어를 쏟았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의 생김새는

어떠한가?
언니/NN|생김새/NN

주인공 언니의 전반적인

모습은 아름답다.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이고 숱이 아주

많다.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도 없으며 눈은

초록빛을 띈 회색이고

코는 아주 작다. 몸은

가냘프며 풍만한 가슴과

얇은 허리를 가졌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인가?

언니/NN|머리카락/NN|색/

NN

언니의 머리카락 색은

짙은 갈색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가?

언니/NN|얼굴/NN|여드름/

NN|있/VV

언니 얼굴에는 여드름이

하나도 없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의 눈과 코는 어떻게

생겼어?

언니/NN|눈/NN|코/NN|어

떻/VA|생기/VV

언니의 눈은 초록빛을 띈

회색이고 코는 아주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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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언니의 몸매는 어때? 언니/NN|몸매/NN|어떻/VA

언니는 몹시 가냘픈데도

꽤 크고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허리

둘레는 46센티미터야.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의 미술 선생님은

언니의 몸매에 대해

뭐라고 했는가?

언니/NN|미술/NN|선생/NN

|언니/NN|몸매/NN|대하/V

V|하/VV

언니의 미술선생님은

언니의 몸매를 그리스

황금 비례의 몸매라고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어떠한 광고

포스터에 나오는 모델

같은가?

언니/NN|어떠하/VA|광고/

NN|포스터/NN|나오/VV|모

델/NN|같/VA

언니는 스포츠카 광고

포스터에 나오는 모델

같아.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할머니 집에 살

때 사람들은 언니에게

뭐라고 했는가?

언니/NN|할머니/NN|집/NN

|사/VV|때/NN|사람/NN|언

니/NN|하/VV

도대체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니'라고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할머니 집에 살

때 할머니 집 관리인이

언니에게 뭐라고 했는가?

언니/NN|할머니/NN|집/NN

|사/VV|때/NN|할머니/NN|

집/NN|관리인/NN|언니/NN

|하/VV

"네가 한 번이라도

웃으면, 진짜 예쁜

아이가 될거다!"라고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책상에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왜

꾸짖었는가?

언니/NN|책상/NN|글씨/NN

|쓰/VV|모습/NN|보/VV|할

아버지/NN|꾸짖/VV

언니의 눈이 안

좋아질까봐 할아버지가

언니를 꾸짖었다.

언니가

가출했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수 많은 글씨체를 연습한

것이 왜 쓸모 없게

되었는가?

전학/NN|가/VV|학교/NN|

수많/VA|글씨체/NN|연습/

NN|쓸모/NN|없/VA|되/VV

전학간 학교에서는 다른

글씨체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학부모 면접 때마다

언니네 담임선생님이

주인공의 엄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학부모/NN|면접/NN|때/NN

|언니/NN|담임/NN|선생/N

N|주인공/NN|엄마/NN|하/

VV|말/NN

"일제가 쓴 노트들은 큰

기쁨입니다."라고

담임선생님들이 엄마에게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언니 책상을

청소한 이유는?

주인공/NN|언니/NN|책상/

NN|청소/NN|이유/NN

주인공은 언니의

물건들을 손에 넣고

싶어서 청소를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언니의 노트가

깨끗한 것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언니/NN|노트/

NN|보/VV|이해/NN|하/VV|

이유/NN

주인공의 언니는 몇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곤 했으며, 주인공이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언니 책상 위

책받침 밑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주인공/NN|언니/NN|책상/

NN|위책/NN|받침/NN|밑/N

N|발견/NN

주인공은 언니 책상 위

책받침 밑에서 쪽지를

발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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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발견한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있었는가?

주인공/NN|발견/NN|쪽지/

NN|적히/VV

주인공이 발견한

쪽지에는, ‘볼프강, 난

널 그리워해! 넌 그거

모르지?’ 라고 쓰여

있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적어 놓은 쪽지가

오래되었는지 주인공은

어떻게 알았는가?

언니/NN|적/VV|쪽지/NN|

주인공/NN|어떻/VA|알/VV

쪽지는 초록색 잉크로

적혀있었고 언니는

초록색 잉크를 안 쓴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초록색 잉크를 안

쓴 지 몇년이 되었는가?

언니/NN|초록색/NN|잉크/

NN|안/VV|쓰/VV|되/VV

언니가 초록색 잉크를 안

쓴 지 2년이 넘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볼프강'과

'그리워하다'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주인공의

기분이 어떠했는가?

주인공/NN|볼프강/NN|그

리워하/VV|단어/NN|읽/VV

|때/NN|주인공/NN|기분/N

N

주인공은 '볼프강'과

'그리워하다'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주인공은

기분이 이상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볼프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떠올렸는가?

주인공/NN|보/VV|프강/NN

|이름/NN|가지/VV|사람/N

N|떠올리/VV

주인공은 볼프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8명

떠올렸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주인공의

언니가 볼프강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 없던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주인공/NN|언

니/NN|보/VV|프강/NN|좋

아하/VV|상상/NN|없/VA|

이유/NN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부모님과 부모님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야

해서 볼프강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매주

토요일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전/NN|주인공/NN|주인공/

NN|언니/NN|토요일/NN|일

/NN|하/VV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매주

토요일 마다 아빠를

만났어.

언니가

가출했다.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수요일에 누구를 만나야

했는가?

전/NN|주인공/NN|주인공/

NN|언니/NN|수요일/NN|만

나/VV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수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엄마네 부모님을 만나야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월요일

오후에는 집에 있어야

했는가?

전/NN|주인공/NN|주인공/

NN|언니/NN|월요일/NN|오

후/NN|집/NN|있/VV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월요일

오후에 쿠르트 아저씨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집에 있어야 했어.



- 122 -

언니가

가출했다.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일요일에 무엇을 했는가?

전/NN|주인공/NN|주인공/

NN|언니/NN|일요일/NN|하

/VV

2년 전에 주인공과

주인공의 언니는

일요일이 가족의

날이어서 엄마, 쿠르트

아저씨, 타트야나 그리고

올리버와 소풍을 가야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2년 전에 언니는 늦어도

저녁 일곱 시까지 집에

와 있어야 했는가?

전/NN|언니/NN|늦/VA|저

녁/NN|집/NN|오/VV

언니가 집에 10분이라도

늦으면 엄마가 엄청나게

화를 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상자를 보고

언니에게 크게 소리친

이유는 무엇인가?

엄마/NN|언니/NN|가지/VV

|상자/NN|보/VV|언니/NN|

크/VA|소리치/VV|이유/NN

언니가 가지고 있는

상자안에는 쥐가 있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모르모트를 누가

키웠는가?
모르/NN|모트/NN|키우/VV

언니가 모르모트를

키웠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누구에게만

모르모트를 만지도록

허락을 해주었는가?

언니/NN|모르/VV|모트/NN

|만지/VV|허락/NN|하/VV

언니는 주인공에게만

모르모트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누구에게는

모르모트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언니/NN|모르/VV|모트/NN

|만지/VV

언니는 올리버와

타트야나한테는 만지지

못하도록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모르모트를 언니 몰래

상자에서 꺼낸 사람은

누구인가?

모르/NN|모트/NN|언니/NN

|상자/NN|꺼내/VV|사람/N

N

언니 몰래 상자에서

모르모트를 꺼낸 사람은

타트야나야.

언니가

가출했다.

타트야나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타트야/NN|손가락/NN|피/

NN|나/VV|이유/NN

타트야나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모르모트가 물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모르모트가 죽은 이유는?

모르/NN|모트/NN|죽/VV|

이유/NN

모르모트가 죽은 이유는

타트야나가 모르모트를

던져 버렸을 때, 

문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죽은 모르모트를

안고 어디로 갔는가?

언니/NN|죽/VV|모르/VV|

모트/NN|안/VV|가/VV

언니는 죽은 모르모트를

안고 침대로 갔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두 달쯤 전에

누구를 만났는가?

언니/NN|달/NN|쯤/NN|전/

NN|만나/VV

언니는 두달 쯤 전에

암라이 언니를 만났어

언니가

가출했다.
암라이 언니는 누구인가? 암라이/NN|언니/NN

암라이 언니는 주인공

언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옛 친구야.

언니가

가출했다.

암라이 언니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암라이/NN|언니/NN|학교/

NN|다니/VV

암라이 언니는 지금

수도원 부속 학교에

다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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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두 달쯤 전에

어디서 암라이 언니를

만났는가?

언니/NN|달/NN|전/NN|암

라이/NN|언니/NN|만나/VV

언니는 두 달쯤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암라이 언니를 만났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암라이 언니와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

언니/NN|암라이/NN|언니/

NN|만나/VV|하/VV

언니는 암라이 언니와

만나서 카페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학교에서 어디를

간다고 말했는가?

언니/NN|학교/NN|가/VV|

말/NN

언니는 학교에서 연극을

보러 간다고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집에 몇 시에

돌아온다고 했는가?

언니/NN|집/NN|돌아오/VV

|하/VV

언니는 집에 10시 쯤에

집에 돌아온다고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엄마가 차를

가지고 극장으로 데리러

올 필요가 없다고

했는가?

언니/NN|엄마/NN|차/NN|

가지/VV|극장/NN|데리/VV

|오/VV|필요/NN|없/VA|하/

VV

언니는 에피 언니네

아빠가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엄마가 올

필요가 없다고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가 에피 언니네 집에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

엄마/NN|에피/NN|언니/NN

|집/NN|전화/NN|걸/VV|이

유/NN

언니가 10시 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잠에서 깬

시간은 언제 인가?

주인공/NN|잠/NN|깨/VV|

시간/NN

주인공이 잠에서 깬

시간은 새벽 한 시 십오

분이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거실로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거실/NN|나/VV

|가/VV|이유/NN

주인공이 거실로 나간

이유는 언니가 계속

거짓말을 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언니, 엄마는

에피 언니 부모님과

통화했어!"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언니/NN|엄마/

NN|에피/NN|언니/NN|부모

/NN|통화/NN|외치/VV|이

유/NN

엄마가 언니에게 비꼬아

말하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거실 문 뒤에

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거실/NN|문/NN

|뒤/NN|있/VV|이유/NN

주인공은 앞으로 무슨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지

알고 싶어서 거실 문

뒤에 서 있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디를

갔는가?

언니/NN|부모/NN|거짓말/

NN|하/VV|가/VV

언니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암라이와

함께 바에 갔어.

언니가

가출했다.

올리버가 소풍을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리버/NN|소풍/NN|가/VV

|이유/NN

올리버가 소풍을 못가는

이유는 아침 일찍 아빠가

혼자 나가 버렸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가 식탁에서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가?

엄마/NN|식탁/NN|읽/VV|

책/NN

엄마가 식탁에서 읽고

있는 책은 <브리기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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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엄마가 아침밥을 안차려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마/NN|아침밥/NN|차리/

VV|의미/NN

엄마가 아침밥을 안 차려

준다는 건 무척 화가 나

있다는 말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오후에 아저씨가

들어와서 엄마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오후/NN|아저씨/NN|들어

오/VV|엄마/NN|주/VV

오후에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준

것은 꽃다발이었다.

언니가

가출했다.

아저씨가 언니에게

지난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봤을때, 

언니가 대답한 말은

무엇인가?

아저씨/NN|언니/NN|지난

밤/NN|있/VV|물어보/VV|

때/NN|언니/NN|대답/NN|

말/NN

언니는 아저씨에게

"아멘"이라고 대답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가 언니에게 한

조치가 무엇인가?
엄마/NN|언니/NN|조치/NN

엄마는 언니가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오도록

했으며, 용돈도 끊어

버렸어. 그리고 새 옷도

사주지 않는다고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가?
언니/NN|전화/NN|걸/VV

언니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가 전화를 통해

아빠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엄마/NN|전화/NN|통하/VV

|아빠/NN|말/NN

엄마는 전화를 통해

아빠에게 언니에 대한

욕과 거짓말을 하며 지난

밤 새벽 2시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어. 그리고 언니의

행동을 이해해 줄 거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아빠가 전화를 통해

언니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아빠/NN|전화/NN|통하/VV

|언니/NN|하/VV|말/NN

아빠는 언니에게 언니가

착실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엄마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인가?

언니/NN|학교/NN|가/VV|

위/VV|하/VV|행동/NN

언니는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 주인공에게 학교에

가서 감기가 걸렸다고

말하도록 시켰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학교를 결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니/NN|학교/NN|결석/NN

|이유/NN

언니가 학교를 결석한

이유는 암라이를 만나야

하는데 엄마가 학교가

끝나는 오후에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학교를 얼마동안

결석을 하였는가?

언니/NN|학교/NN|얼마/NN

|동안/NN|결석/NN|하/VV

언니는 일주일 동안

학교를 결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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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금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어떻게

얻었는가?

언니/NN|금펜/NN|던트/NN

|달리/VV|목걸이/NN|어떻/

VA|얻/VV

언니는 암라이 언니와

함께 도망친 개를 붙잡고

감사의 표시로 개

주인한테서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언니한테

여기에 남아 있어 달라고

말하려 했는가?

주인공/NN|언니/NN|남/VV

|말/NN

주인공은 언니가 집을

떠나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고 언니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엄마에게

언니가 무엇을 하러

나갔다고 답했는가?

주인공/NN|엄마/NN|언니/

NN|하/VV|답/NN

주인공은 엄마한테

언니가 줄 쳐진 노트를

사러 나갔다고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의 여권은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언니/NN|여권/NN|원래/NN

|있/VV

언니의 여권은 원래 거실

장식장 서랍에 있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누가 언니의 여권을 거실

서랍에서 꺼내 언니에게

주었는가?

언니/NN|여권/NN|거실/NN

|서랍/NN|꺼내/VV|언니/N

N|주/VV

주인공이 언니의 여권을

거실 서랍에서 꺼내

언니에게 주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는가?

언니/NN|통장/NN|돈/NN|

있/VV

언니 통장에는

12000마르크가 있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는 통장에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언니/NN|통장/NN|돈/NN|

어떻/VA|모으/VV

언니는 여러 해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와 삼촌들에게 받은

돈들과 세례 때 받은

돈까지 전부 저축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가 아저씨에게 달걀

프라이를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마/NN|아저씨/NN|달걀/

NN|프라이/NN|하/VV|없/V

A|이유/NN

엄마는 아저씨에게

아침을 차려 줄 시간이

없고 속이 좋지 않아

달걀 프라이는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져서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아저씨에게

달걀프.라이를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아저씨/NN|달

걀프/NN|이/NN|하/VV|없/

VA|이유/NN

주인공이 아저씨에게

달걀 프라이를 차려 줄

수 없는 이유는 달걀

프라이를 만들면 학교에

지각 할 수 도 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는 경찰의 행동을

어떻게 느꼈는가?

엄마/NN|경찰/NN|행동/NN

|어떻/VA|느끼/VV

엄마는 경찰들이

엄마에게 업신여기고, 

막말한다고 느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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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경찰들이 엄마에게

물어본 내용은 무엇인가?

경찰/NN|엄마/NN|물어보/

VV|내용/NN

경찰들이 엄마에게

물어본 내용은 주인공의

언니가 밤에 자주 나돌아

다녔는지 아닌지, 혹시

아이를 임신한게

아닌지와 같은 질문들

이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헬리 언니는 누구인가? 헬리/NN|언니/NN

헬리 언니는 주인공

언니의 친한 친구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학교가 끝나면

왜 우체국으로 향했는가?

주인공/NN|학교/NN|끝나/

VV|우체국/NN|향하/VV

주인공은 주인공의

언니가 보낸다고 한

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학교가 끝나고

우체국을 향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아저씨의

어머니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 주었는가?

주인공/NN|아저씨/NN|어

머니/NN|별명/NN|붙이/VV

주인공은 아저씨의

어머니가 과거에 고위직

관리였다는 이유로

아저씨의 어머니에게

'관리인 할머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NN|계속/NN|설거

지/NN|하/VV|이유/NN

주인공이 계속해서

설거지 하는 이유는

관리인 할머니가 보통

사람들보다 2배 많은

접시를 사용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왜 문 청소

하는 것이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인공/NN|물/VV|청소/NN

|일/NN|생각/NN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문은 한 시간만 지나도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타트야나의

뺨을 때린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공/NN|타트/NN|뺨/NN

|때리/VV|이유/NN

주인공이 타트야나의

뺨을 때린 이유는

주인공이 문을

청소하는데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손을

물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올리버가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리버/NN|울/VV|이유/NN

올리버가 우는 이유는

가위에 손을 베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주인공 언니가

거짓말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인공/NN|주인공/NN|언

니/NN|거짓말/NN|어떻/VA

|알/VV

암리이 언니가 주인공의

언니가 가출한 것을

까맣게 모르는 것을 보고

주인공은 주인공의

언니가 주인공에게

거짓말한것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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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는 주인공의

언니가 가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할머니/NN|주인공/NN|언

니/NN|가출/NN|어떻/VA|

알/VV

쿠르트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주인공의

언니가 가출한 사실을

알려줬어.

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가 알고 있는

주인공 언니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할머니/NN|알/VV|주인공/

NN|언니/NN|거짓말/NN

할머니가 알고 있는

주인공 언니의 거짓말은

아주 많아. 그 중에는

아빠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도 있고 자기 집에

방이 열개라고 한

거짓말도 있어. 또

이웃집 여자한테는 자기

엄마가 서커스 감독이랑

결혼 할거라는 거짓말도

했어. 남자친구에 대한

거짓말도 했는데 자기가

사귄 남자친구가

금발에다가 키도 크고

훤칠하고 반에서 공부도

잘한다고 했어. 그런데

주인공 언니 반에는

키크고 금발인 애가

없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주인공 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인공/NN|주인공/NN|언

니/NN|행방/NN|찾/VV|위/

VV|하/VV|처음/NN|하/VV

주인공은 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우선 헬리

언니한테 찾아가서

언니의 행방을

물어볼거야.

언니가

가출했다.

헬리 언니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헬리/NN|언니/NN|알/VV|

사실/NN

헬리 언니가 알고 있는

사실은 주인공의 언니가

헤르베르트 플랑크랑

남몰래 사귀었다는

사실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헬리 언니한테 얘기를

듣고 주인공은 누구한테

찾아갔는가?

헬리/NN|언니/NN|얘기/NN

|듣/VV|주인공/NN|찾아가/

VV

주인공은 헬리 언니 한테

주인공의 언니가

헤르베르트 플랑크랑

남몰래 사귀었다는

사실을 듣고 헤르베르트

플랑크에게 찾아 갔어.

언니가

가출했다.
알리바바는 누구인가? 알리바바/NN

알리바바는 주인공

학교에서 가장 뚱뚱하고

가장 힘 센 남자 애들 중

한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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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에게 언니를

찾도록 도움을 준

헤르베르트 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

주인공/NN|언니/NN|찾/VV

|도움/NN|준헤르/NN|베르

트/NN|동생/NN|이름/NN

주인공에게 도움을 준

헤르베르트 동생의

이름은 니콜라우스이다.

언니가

가출했다.

니콜라우스와 알리바바는

주근깨쟁이가 집에

있을지 어떻게 알았을까?

니콜라우스/NN|알리바바/

NN|주근깨/NN|집/NN|있/V

V|어떻/VA|알/VV

니콜라우스와 알리바바가

주근깨쟁이한테

주근깨쟁이 집에

찾아간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니콜라우스와

알리바바는 주근깨쟁이가

집에 있을지 알았어.

언니가

가출했다.

왜 주근깨쟁이는 주인공

언니가 만난 남자를 황금

거위라고 했는가?

주근깨/NN|주인공/NN|언

니/NN|만나/VV|남자/NN|

황금/NN|거위/NN|하/VV

주인공의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황금 거위' 

레스토랑 건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니콜라우스가 집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니콜라우스/NN|집/NN|가/

VV|이유/NN

니콜라우스가 집에 간

이유는 니콜라우스가

키우는 모르모트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빨리

간거야.

언니가

가출했다.

알리바바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모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알리바바/NN|생각/NN|정

상/NN|부모/NN|사람/NN

알리바바가 약한 사람인

자녀들을 때리지 않는

부모님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황금 거위 레스토랑에

주인공과 같이 간 사람은

누구인가?

황금/NN|거위/NN|레스토

랑/NN|주인공/NN|가/VV|

사람/NN

주인공과 함께

알리바바가 황금 거위

레스토랑에 갔다.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식사를 다하고

알리바바와 어디를

갔는가?

주인공/NN|식사/NN|하/VV

|알리바바/NN|가/VV

주인공은 황금 거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다하고 알리바바와 함께

영화관을 갔다.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영화관에 간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인공/NN|영화관/NN|가/

VV|사실/NN|가족/NN|말/N

N|사람/NN

올리버가 가족들에게

주인공이 영화관에

갔다고 말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아저씨가 텔레비전을

침실로 밀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

아저씨/NN|텔레비전/NN|

침실/NN|밀/VV|가/VV|이

유/NN

거실에서 관리인

할머니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는 침실로

텥레비전을 밀고

들어갔어.

언니가

가출했다.

알리바바가 주인공 집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알리바바/NN|주인공/NN|

집/NN|찾아오/VV|이유/NN

알리바바는 주인공에게

주인공 언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주인공 집에

찾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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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알리바바가 주인공

집에서 불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알리바바/NN|주인공/NN|

집/NN|불편/NN|이유/NN

알리바바가 주인공

집에서 불편했던 이유는

주인공의 엄마와 관리인

할머니가 알리바바를

이상하게 쳐다봤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알리바바가 가져온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알리바바/NN|가져오/VV|

좋/VA|소식/NN

알리바바가 가져온 좋은

소식은 주인공이 찾는

남자의 정체가 황금 거위

레스토랑 주인의

남동생이라는 것이다.

언니가

가출했다.

알리바바가 황금 거위

레스토랑 주인의

남동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가?

알리바바/NN|황금/NN|거

위/NN|레스토랑/NN|주인/

NN|남동생/NN|대/VV|하/V

V|정보/NN|어떻/VA|알/VV

알리바바는 황금 거위

레스토랑 옆집 일층에

사는 할머니에게

물어봐서 정보를 얻었어.

언니가

가출했다.

알리바바가 얻은 황금

거위 주인 남동생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

알리바바/NN|얻/VV|황금

거/NN|위주/NN|남동생/NN

|대/VV|하/VV|정보/NN

알리바바가 할머니에게

얻은 정보는 황금 거위

주인 남동생은 백수이고

형 용돈으로 생활을

하며, 자동차와 여자

애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관리인

할머니와 아침을 왜 같이

안 먹었는가?

주인공/NN|관리인/NN|할

머니/NN|아침/NN|먹/VV

주인공은 관리인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보내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황금 거위 주인이 가지고

있던 볼펜은 누구의

것이었나?

황금/NN|거위/NN|주인/NN

|가지/VV|볼펜/NN

황금 거위 주인이 가지고

잇던 볼펜은 원래

주인공의 것으로 일 년

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야.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주인공 언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인공/NN|주인공/NN|언

니/NN|있/VV|생각/NN

주인공은 주인공의

언니가 피렌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언니를 찾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가?

주인공/NN|언니/NN|찾/VV

|위/VV|하/VV|도움/NN|청/

NN

주인공은 언니를 찾기

위해 쿠르크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아저씨에게

전화 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는가?

주인공/NN|아저씨/NN|전

화/NN|걸돈/NN|구하/VV|

위하/VV|가/VV

주인공은 아저씨에게

전화걸 돈을 구하기 위해

할머니네 집으로 갔다.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엄마/NN|할머니/NN|이야

기/NN|듣/VV|가/VV

엄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레스토랑

주인에게 가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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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관리인 할머니는 엄마가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가?

관리인/NN|할머니/NN|엄

마/NN|가/VV|바라/VV

관리인 할머니는 엄마가

레스토랑 주인에게

가기보다는 경찰서에

가기를 원해

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가 느끼는

주인공과 주인공 언니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할머니/NN|느끼/VV|주인

공/NN|주인공/NN|언니/NN

|처하/VV|상황/NN

할머니는 주인공과

주인공 언니 아주 힘든

상황에 쳐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는 엄마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할머니/NN|엄마/NN|대하/

VV|생각/NN

할머니는 엄마가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가 생각하는

언니의 가출 이유는

할머니/NN|생각/NN|언니/

NN|가출/NN|이유/NN

할머니는 언니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할머니가 생각하는

언니에게 필요한 사람은?

할머니/NN|생각/NN|언니/

NN|필요/NN|사람/NN

할머니는 언니에게

언니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언니가 에르빈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언니/NN|에르빈/NN|거짓

말/NN|이유/NN|할머니/NN

|생각/NN

할머니는 에르빈이

언니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이 잠을 오래 잘

수 없었던 이유는?

주인공/NN|잠/NN|자/VV|

없/VA|이유/NN

올리버가 주인공을

깨웠기 때문이다.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언니가 뭐라고

말할까봐 무서웠나?

주인공/NN|언니/NN|말/NN

|무섭/VA

주인공은 언니가 '엄마와

쿠르트 아저씨가 나를

데리러 온 건 다 네

잘못이야!'라고 말할까봐

무서워 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관리인 할머니는 주인공

언니가 주인공에게 왜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관리인/NN|할머니/NN|주

인공/NN|언니/NN|주인공/

NN|고마워/VV|하/VV|생각

/NN

주인공이 주인공 언니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야.

언니가

가출했다.

엄마와 아저씨가

경찰서에 간 이유는?

엄마/NN|아저씨/NN|경찰

서/NN|가/VV|이유/NN

엄마와 아저씨는 언니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찰서에

갔어.

언니가

가출했다.

아저씨가 에르빈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한

이유는?

아저씨/NN|에르빈/NN|소

송/NN|걸/VV|하/VV|이유/

NN

아저씨는 미성년자인

언니를 가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에르빈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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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가출했다.

언니를 청소년 보호

센터에 들어갈지 말지

여부에 대해 아저씨와

엄마의 생각은 어떠한가?

언니/NN|청소년/NN|보호/

NN|센터/NN|들어가/VV|여

부/NN|대하/VV|아저씨/NN

|엄마/NN|생각/NN

아저씨는 언니가 청소년

보호 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엄마는 찬성했어.

언니가

가출했다.

주인공은 언니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인공/NN|언니/NN|이야

기/NN|대하/VV|어떻/VA|

생각/NN

주인공은 언니의

이야기를 서커스

감독한테나 들어 봄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가출했다.

집에 안 나갈건지에 대한

주인공의 질문에 언니는

뭐라고 답 했는가?

집/NN|나가/VV|건/NN|대/

VV|하/VV|주인공/NN|질문

/NN|언니/NN|답/NN

주인공의 질문에 언니는

"당분간은 그러겠지. 

하지만 영화를 찍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 할

거야. 절대 붙잡지 못해! 

난 갈 거야 …... 

영원히!"라고 답했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마을 이름이

'괭이부리말'이라고

지어진 이유는?

마을/NN|이름/NN|괭이/NN

|부리말/NN|짓/VV|이유/N

N

이전에 '고양이

섬'이라는 이름이어서

'괭이부리말'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괭이부리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괭이/NN|부리말/NN|많/VA

|사람/NN|모이/VV|시작/N

N|때/NN

일제 시대부터

괭이부리말에 사람들이

모였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숙자가 동준의 집에 온

이유는?

숙자/NN|동준/NN|집/NN|

오/VV|이유/NN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셔서 동준의 집에

갔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숙희가 동준의 집에서 못

있겠다고 한 이유는?

숙희/NN|동준/NN|집/NN|

있/VV|하/VV|이유/NN

동준의 형이 집에

돌아와서 머물기

힘들어졌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동준의 아버지가 IMF 

이전에 한 일은?

동준/NN|아버지/NN|이전/

NN|일/NN

동준의 아버지는

철근이나 철로 된 고물을

싣고 나르는 일을 했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괭이부리말에서 초상 난

집은 누구의 집인가?

괭이/NN|부리말/NN|초상

나/VV|집/NN|집/NN

유도 아저씨네가 초상이

났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동수가 동준의 뺨을 친

이유는 무엇인가?

동수/NN|동준/NN|뺨/NN|

치/VV|이유/NN

동준이 동수에게

대들어서 뺨을 쳤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영호가 어머니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영호/NN|어머니/NN|친구/

NN|연락/NN|받/VV|이유/N

N

영호의 어머니가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연락을 주셨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영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영호/NN|아버지/NN|돌아

가/VV|이유/NN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일을 나가셔서

돌아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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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부리말

아이들

숙자의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숙자/NN|어머니/NN|집/NN

|돌아오/VV|이유/NN

숙자 엄마는 아기를

가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동준이가 숙희에게 삐친

이유는 무엇인가?

동준이/NN|숙희/NN|삐치/

VV|이유/NN

숙희가 동준에게 엄마, 

아빠도 없는 애라고

놀려서 삐졌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동수가 본드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동수/NN|본드/NN|그만두/

VV|이유/NN

본드를 하면 꿈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서

그만두지 못했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숙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은

무엇인가?

숙자/NN|아버지/NN|어머

니/NN|하/VV|약속/NN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

아침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야.

괭이부리말

아이들

숙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숙자/NN|아버지/NN|돌아

가/VV|이유/NN

일하시다가 기중기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서

돌아가셨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숙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시는 일은?

숙자/NN|어머니/NN|아버

지/NN|돌아가/VV|하/VV|

일/NN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비디오 가게를 하셔.

괭이부리말

아이들

영호 삼촌이 하는 일은

무었인가?

영호/NN|삼촌/NN|하/VV|

일/NN|무었/NN

영종도 신공항으로 일을

다녀.

괭이부리말

아이들

동수가 공고에서 가고

싶은 과는 무엇인가?

동수/NN|공고/NN|가/VV|

과/NN

동수는 기계과를 가고

싶어 해.

괭이부리말

아이들

숙자 어머니가 하시는

비디오 가게가 어디에

있어?

숙자/NN|어머니/NN|하/VV

|비디오/NN|가게/NN|있/V

V

언덕 위 중국인 마을에

있어.

괭이부리말

아이들

아이들은 누구에게

선물할 물건을 샀나?

아이/NN|선물/NN|물건/NN

|사/VV

숙자, 숙희의 태어날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괭이부리말

아이들

숙자네 태어난 아기의

성별은 무엇인가?

숙자/NN|태어나/VV|아기/

NN|성/NN

태어난 동생의 성별은

여자야.

몽실 언니

몽실이가 아이들에게

놀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몽실/NN|아이/NN|놀림/NN

|받/VV|이유/NN

몽실이 한쪽 다리가

절름발이어서 놀렸어.

몽실 언니

외국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귀국동포

대신에 사용한 단어는?

외국/NN|해방/NN|조국/NN

|돌아오/VV|사람/NN|귀국/

NN|동포/NN|대신/NN|사용

/NN|단어/NN

일본 거지나 만주

거지라고 불렀어.

몽실 언니
아버지 정씨가 자주 집을

나간 이유는?

아버지/NN|정/NN|집/NN|

나/VV|가/VV|이유/NN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셨어.

몽실 언니
새아버지의 성씨는

무엇인가?
아버지/NN|성/NN 새아버지 성은 김씨야.

몽실 언니
김주사가 지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김/NN|주사/NN|짓/VV|아

들/NN|이름/NN
영득이라고 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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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 언니
몽실이가 절름발이인

이유는?

몽실이/NN|절름발이/NN|

이유/NN

새아버지가 화가 나서

밀어서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어.

몽실 언니

몽실이가 댓골에서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몽실/NN|댓골/NN|좋아하/

VV|친구/NN|이름/NN
순덕이야.

몽실 언니

몽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주머니는

누구인가?

몽실/NN|진심/NN|걱정/NN

|아주머니/NN
남주네 어머니야.

몽실 언니

남주네 어머니가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몽실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남주네/NN|어머니/NN|여

자/NN|배우/VV|말/NN|몽

실/NN|주/VV

몽당연필과 종이를

주었어

몽실 언니
몽실이네 새어머니를

무엇이라고 불렀나?

몽실/NN|새어머니/NN|부

르/VV

새어머니를 북촌댁이라고

불렀어

몽실 언니
북촌댁의 비밀은

무엇인가?
북촌댁/NN|비밀/NN

가슴앓이 병이 있다는

사실이야.

몽실 언니

북촌댁이 아기를 낳고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북촌댁/NN|아기/NN|낳/VV

|오/VV|사람/NN

남주네 어머니랑 이웃집

장골 할머니가

도와주셨어.

몽실 언니
북촌댁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북촌댁/NN|낳/VV|아이/NN

|이름/NN
이름을 난남이라고 했어

몽실 언니
아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인가?

아이/NN|이름/NN|짓/VV|

사람/NN

장골 할머니가

붙여주셨어.

몽실 언니
아이 이름이 난남이인

이유는?

아이/NN|이름/NN|나/VV|

남/NN|이유/NN

난리통에 태어나서

난남이라고 지었어.

몽실 언니
남주가 구경 나가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주/NN|구경/NN|나가/VV

|하/VV|이유/NN

인민 해방에 방해한

사람들을 죽인다고

구경가자고 했어.

몽실 언니
여자 인민군이 준 음식은

무엇인가?

여자/NN|인민군/NN|주/VV

|음식/NN

여자 인민군이 나눠준

음식은 쌀과 미숫가루야.

몽실 언니
여자 인민군의 이름이

뭐야?

여자/NN|인민군/NN|이름/

NN

여자 인민군 언니 이름은

최금순이야.

몽실 언니
의용군 아이의 이름은

뭐니?

의용군/NN|아이/NN|이름/

NN
이순철이야.

몽실 언니
몽실이는 고모 다음으로

누구를 찾아갔어?

몽실이/NN|고모/NN|다음/

NN|찾아가/VV
댓골 엄마에게 갔어.

몽실 언니
영득이네 할머닌 왜

돌아가셨어?

영득이/NN|할머니/NN|돌

아가/VV

영득이네 할머니는

중품으로 돌아가셨어.

몽실 언니 영순이 생일은 언제야? 영순이/NN|생일/NN 칠월 스무날이야.

몽실 언니 난남이 생일은 언제야? 남/NN|생일/NN 7월 15일이야.



몽실 언니

몽실이가 식모살이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몽실/NN|식모살이/NN|위

하/VV|하/VV|일/NN

난남이를 떼어놓고 가야

했어.

몽실 언니
성대가 몽실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성대/NN|몽실/NN|주/VV 성대가 모은 용돈이야.

몽실 언니

혜숙이가 몽실이와

난남이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혜숙이/NN|몽실/NN|나/VV

|남이/NN|주/VV|선물/NN

몽실이에게는 손수건과

거울 하나를, 

난남이에게는 꽃이 달린

핀을 주었어.

몽실 언니

몽실이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 곳은

어디인가?

몽실/NN|아버지/NN|병/NN

|고치/VV|위/VV|하/VV|가/

VV|곳/NN

부산으로 갔어.

몽실 언니

몽실에게 자신과

아줌마와 같이 살자고

제안한 인물은 누구인가?

몽실/NN|자신/NN|아줌마/

NN|살/VV|제안/NN|인물/N

N

배근수 오빠야.

몽실 언니
같이 사는 아줌마의

이름은 무엇인가?
살/VV|아줌마/NN|이름/NN 서금년 아줌마야.

몽실 언니
몽실이의 딸 이름은

무엇인가?
몽실/NN|딸/NN|이름/NN 기덕이야.

몽실 언니
영덕이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영덕이/NN|일/NN|하/VV

영덕이는 집배원을 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