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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가족역동과 MBTI 성격유형 분석
이혜승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상담사

An Analysis of the Familial Dynam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Characters in the Novel Our Happy Time
Lee, Hye Seung
Psychology Counselor, Hellosmile Counselling Center, Su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through a character analysis of a novel an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types of people. This study
aimed to increase nurses' understanding and empathy regarding the personality of various patients. Methods:
This study categorized the characters in the novel Our Happy Time based on MBTI and analyzed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Results: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understand that the following types of patients can be identified
using the MBTI: those with a concise explanation (ENTP), a modest attitude (ISFJ), an objective response (ENFJ),
and a logical response (ENTJ). Conclusion: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various
personality types and background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patients' personalities that they encounter in the
clinical field via analyses using the MBTI personality types. Furthermore, understanding communication skills can
be an important first step in resolving conflicts that occur during peer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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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質, temperament)이란 감정적인 경향이나 반응을 나타내는

론

성격의 일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기질과 성격이 비슷한 의미

사람은 누구나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체형조건이 다르듯이,
성격도 저마다 자기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사람의 행

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성격은 의지적인 측면을, 기질
은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할 수 있겠다.2)

동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유전자

성격분석방법의 하나로, 융의 심리유형론과 이를 바탕으로

와 타고난 능력, 각자 자라온 성장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또는

한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

특정 상황까지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MBTI)가 주로 사용되는데, 융의 심리유형론은 세상을 받아들

1)

의 상황에서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는 관점과 그것을 판단하는 양식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3)

성격(性格, personality)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나타

고 제시하며, 인간의 행동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파악이 불

내는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고, 기질(氣

가능하다고 보여 질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무척 질서정연

주요어: 성격 목록, 성격, 특성, 간호사
Corresponding author: Lee, Hye Seung
Hellosmile Counselling Center, 16, Bandal-ro 7beon-gil, Yeongtong-gu, Suwon 16704, Korea.
Tel: +82-31-203-5412, Fax: +82-31-206-5412, E-mail: hello.sw@hellosmile.kr

투고일 2018년 2월 6일 /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5일

ⓒ 2018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rins.snu.ac.kr

이 혜 승
4)

8)

하고 일관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인간

만족도를 살펴 본 연구 를 통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

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을 알게 되었다. 또한 드라마 속 캐릭터를 분석 하거나 만화나

이를 선호경향이라고 한다.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 모두 사용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분석3,4,10,11)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 주변

할 수 있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사용이 더 편하고 왼손잡

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화법 등에 대한 이해

이는 왼손 사용이 더 편한 것처럼, 자기가 편한 손을 먼저 사용

를 높일 수 있었다.

9)

5)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일에 능률도 오른다. 융

MBTI를 적용하여 소설 속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한 기존

에 의하면,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기능을 먼저 또 자

의 연구들의 경우, 등장인물들의 성격유형을 표면적으로 분석

주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기능은 점차로 발달이 늦어져

하는 다소 평면적인 분석에 그쳐왔다. 예를 들어, Hwang 의

무의식 속으로 침착되는데, 이를 각각 우월기능과 열등기능이

논문에서는 단지 등장인물들의 외적인 요건과 외모, 말투나

3)

3)

4)

라 명명하였다. 하지만 우월기능 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열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위주로 성격을 분석하였고, Kang 의

등기능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열등기능이 계속 열등한

논문에서는 황순원이라는 작가의 여러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의식을 의식화시킴으로써

등장인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등장

3)

열등기능을 분화 시켜 전인격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인물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Yang과 Kim 의 논

요컨대 융은, 성격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등기능을 통한

문에서는 베가본드라는 만화 속 등장인물들이 강렬한 개성은

3)

10)

자기실현’이라고 보았다. 이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갖고 있으나 대척 관계의 구도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구조적인

브릭스(Briggs)와 마이어스(Myers)라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

균형을 유지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 그

게 되었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MBTI라는 검사가 탄생되었다.

쳐, 등장인물들의 성장배경, 가족관계의 역동, 그리고 그러한

MBTI는 사람들이 어떤 선호경향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출발

요소들이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3)

하며, 이 네 개의 선호경향은 외향성(Extraversion)과 내향성

분석이 미흡했다.

(Introversion), 감각(Sense)과 직관(iNtuition), 사고(Think-

이에 본 논문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가족사와 가족역동

ing)와 감정(Feeling), 판단(Judgment)과 인식(Perception)으

탐색을 통해 그들의 성격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좀

로 분류된다(Fig. 1).

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꾀함으로써 다양한 인간의 성

MBTI는 이렇게 개인의 성향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

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

해주는 검사이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갈

러한 분석결과를 임상상담가인 연구자가 실제 상담현장에서

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만나온 실제 사례들과 접목하여 보다 실질적인 적용을 도모하

양한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MBTI를 부모교

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인간의 성격유형에

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간의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7)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함으로써 부모-자녀 간에도

다양한 대상자들의 성격과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고,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간호접근 방식이 무엇

알게 되었고,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인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Extraversion
Sense

The direction of energy
Information

Introversion
Intuition

Thinking

Decision

Feeling

Judgment

Lifestyle

Perception

Fig. 1. The 4 preference tendencies (Modified from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6),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of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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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연구를 위한 MBTI의 이해

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2. 분석대상: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1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경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대

본 연구에서는 Gong 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표적인 표현을 알아보고자 한다. 에너지의 방향에 의한 분류

소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소설은 남자주인공 정윤수가

중 외향형은 주된 관심사와 힘을 얻는 방향이 주로 외부를 향

사전(死前)에 남기고 간 블루노트에 담긴 그의 가족에 관한 내

해 있고, 내향형은 주로 내부를 향해 있다. 그리고 정보를 인식

용으로 시작한다. 그는 술 중독에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폭

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중 감각형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력과 가난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어머니로 인해 불우한 어린

것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직관형은 경험보다는 느낌과 미래

시절을 보내면서, 여리고 약한 남동생 은수를 지키며 사회에

가능성으로 인식한다.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분류 중 사고형은

대한 분노의 감정을 키우게 된다. 이후 아버지의 자살로 보육

상황을 논리적 ․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고, 감정형은 상황

원에 맡겨지지만, 더욱 끔찍한 학대를 당하면서 범죄에 노출

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결정한다. 생활양식에 의한 분류 중 판

되고 소년원을 전전하다가 사랑하는 동생 은수의 죽음을 맞는

단형은 명확하고 규칙적인 것을 선호하므로 빠르게 결정하고

등 극도의 고통스런 유년시절을 보낸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식형은 생각의 여지를 많이 남겨 둔

여자를 만나 그녀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상태에서 천천히 결정하고 여유 있게 실행하는 것을 좋아한

되고, 동료의 성폭행 죄와 살인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어 사형

1)

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을 언도 받고 죽음을 맞게 된다.

위와 같이 4가지 차원의 유형이 있고, 모든 사람은 각각의

여자주인공 문유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침없고 제멋대로

편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순서쌍처럼 모두 16가지의 조합을 만

사는 부르주아처럼 보이지만, 허세와 체면치레로 정서적인 보

들어 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성격유형을 4개의 문자로 표시할

살핌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녀의 어머니로 인해 내면에 씻을

수 있으며, 차원에 대한 편향성이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인물이다. 방탕한 삶을 살던 중,

라 타고난 성향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격유형의 편향

수녀인 고모의 주선으로 정윤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서

성은 결정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고, 그 성격유

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아 왔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지만, 차츰

1)

형으로 일생을 살아간다. 16가지 조합으로 구성된 성격유형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의 감정을 키우게 된다. 정윤수

Table 1. Representative Expressions for 4 Preference Tendencies
Extraversion
· Attention to the outside
· A wid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After acting, think later.
Sense
· Focus on here and now
· Factual description of events
· Acquisition information through 5 senses
Thinking
· Logical, analytical
· A solution to a solution
· Justice and fairness
Judgement
· Systematic, organized, and planning
· Objective orientation
· A quick conclusion

Introversion
· Attention to self (thinking)
· A deep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After thinking, act later.
iNtuition
· Focus on future possibilities
· A figurative implicit description
· Acquisition information through Intuition
Feeling
· Situational, comprehensive
· Empathy and praise
· Relationships and harmonization
Perception
· Autonomous and contextual openness
· Process orientation
· A free process

Modified from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6),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of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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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pretation for 16 Types
ISTJ

ISFJ

INFJ

INTJ

douceness thorough

familiarity responsibility

patience insight

creativity analytical skills

ISTP

ISFP

INFP

INTP

observation sensibility

good nature kindness

passion romance

taciturnity logical

ESTP

ESFP

ENFP

ENTP

solve problems adaptability

sociable permissive

passion talent

creative talent interest

ESTJ

ESFJ

ENFJ

ENTJ

concrete directive capacity

harmony sociability

active responsibility

honest determined

Modified from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6),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of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

의 죽음 후 혼자 남겨진 문유정은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이

흥을 추구하다가 이 모든 것이 지겨워지면 삶 전체를 쓰레기통

겨내고, 고모의 뒤를 이어 사형수들을 교화하고 종교에 귀의

에 처박아 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며 자살을 시도하곤 하는

시키는 등의 진심 어린 일을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몹시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캐릭터이다. 그녀의 성격 특징을

는 내용이다.

나타내는 본문 내용을 통해 그녀의 구체적인 성격유형을 살펴

여기에는 주인공 이외에도 정윤수의 동생 은수, 문유정의

보자.

고모, 문유정의 어머니, 문유정의 오빠들과 올케들, 그리고 교
도소에서 사형수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주임 등 다양한 인

나는 쾌락의 신도였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밤

물들이 등장한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성격

새 춤을 추었다. 나는 온 은하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유형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가족 역동까지 파악할 수 있는, 문

만 성이 차던 존재였고... (중략) ...왜 태양은 나를 중심으

유정, 정윤수, 문유정의 고모, 문유정의 어머니 이렇게 네 등장

로 돌지 않는 거야? 왜 니들은 내가 외로울 때만 내 곁에

인물들의 성격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없는 거야? 왜 내가 미워하는 놈들은 승승장구를 하는 거
지?(p. 15)

3. 연구방법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신중하고 깊
본 연구는 MBTI 16가지 유형 틀에 근거하여 소설속의 등장

게 생각하기보다 일단 충동적으로 밖으로 발산하며 분출함으

인물의 성격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임상사례에 적용하는

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외향형(E)일 것으로 보이며, 자기

사례연구이다. 먼저, 소설속의 인물분석 과정의 객관성 확보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듯 보여 자

를 위해, 정신간호학전문가 1인과 상담심리전문가(저자) 1인

칫 감정형(F)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MBTI 16가지 유형 틀에 근거하여 각

받아야 한다는 사실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원리원칙대로 생각

자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두 전문가 간의 일치도를 평가하였

하는 사고형(T)일 것으로 보인다.

1,4)

다. 이후 최종적으로 확보한 가장 핵심적인 네 명의 등장인물
들의 성격유형분석을 실제 임상사례에 적용하였다.

죽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루하고 진부했어... 지겹고
짜증났어... 이렇게 더 살면 지루한 세상에 진부한 일상이

4. 연구결과

하루 더 보태질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야.(p. 32)
그를 처음 본 순간 내 과(科)라는 생각을 했다. 나의 직

1) 문유정: ENTP형

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p. 46)

문유정은 부모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능력 없는 미대
교수이자 화가이다. 그녀는 쾌락을 즐기며 자유롭게 동거하는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과거 ․ 현재 ․ 미래를 전체적으로 살

등 타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맘 내키는 대로 엉망으로 살아

펴 미래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

간다. 진부하고 지루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쾌락과 방종 ․ 유

며, 현재에 싫증을 잘 느끼는 것과 직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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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채서 반응해 주되 본인만의 독선적 논리로 인한 인지적 왜곡

보아 직관형(N)일 것으로 보인다.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직면시켜 주었다.
약속시간에 30분이나 늦자,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

큰 그림에 강하나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타입이라, 여자 친구

이 들 때 언제나 그랬던 대로 책임을 미뤘다. 이에 대해 고

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에 있어 세심함의 부족

모는 “너한테는 아무렇게나 쓰레기통 버려도 되는 그 삼십

으로 인해 감정적인 갈등은 없었는지를 사소한 에피소드를 통

분이 그들에게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삼십 분이야.”라고

해 돌아보게 하였다. 그 결과, 총 8회기의 상담과정을 거쳐 대

하였다.(p. 40)

상자는 훨씬 친화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로 상담에 임하며 자신
이 독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자유롭고 틀에 매인 생활을 싫어하

보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며,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처하기보다는 가능한
뒤로 미루거나 후반부에 집중하는 타입인 인식형(P)일 것으로

2) 정윤수: ISFJ형

보인다. 그러므로 그녀는 ENTP형으로, 독창적이고 창의력이

정윤수는 어릴 때 부친의 폭력과 자살, 모친의 가출로 인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으나,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불리하

어린 동생과 함께 고아원을 전전하며 세상의 온갖 아픔을 다

게 만드는 논쟁 기술을 통해 항상 상대방보다 유리한 입장을

겪다가 동생의 객사까지 맞는 등 모진 시련을 겪는다. 그러다

지키려 애쓰며, 수려한 말솜씨나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는 상

가 사랑하는 여자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

황에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변덕스럽고 경

르게 되고, 공범의 살인죄까지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

5)

솔한 태도와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사를 보면 그녀의 성격형성을 이해할 수

는 인물이다. 본문 내용을 통해 그의 구체적인 성격유형을 살
펴보자.

있을 것이다. 15살 나이에 유부남인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그녀의 어머니에게 울면서 알렸으나, 타인 시선만 중

수녀님께서 수녀님을 만나는 것이 꼭 종교를 가지라는

요시하고 허세 가득한 히스테리 성향의 어머니는, 다 큰 계집

거는 아니라고 하셔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사랑과

애가 꼬리를 쳐서 그렇다며 그녀의 감정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정의의 신이 있다면 제가 살인자가 될 필요도 없었을 테니

이후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감정을 호소하지 못하게 되고 자

까요...(p. 85)

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독선적인 성격

만일 하느님이 계시다면 지금 제게 최고의 형을 내리고

으로 변했을 것이고, 이런 아픈 감정을 시니컬하고 독한 말로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

쏟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처음으로, 생각해보았어요.(p. 152)

실제로 연구자가 전문심리상담사로 일하는 임상현장에서

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먼저 싸움을 걸고, 그러니

도 이런 유형의 대상자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한 예로, ENTP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내가 아니었을까...... 저 혼자 소설을

형의 28세 미혼남성 H씨는 여자 친구와의 갈등으로 상담실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p. 149)

방문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상담에 대한 기본 설명과 상담구
조화를 듣는 자체를 탐탁치 않아하는 모습이었고, 상담 진행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생각을 많

중에도 무언가에 심기가 불편해지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

이 한 후 행동하는 타입이며,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마

거나 자신만의 독선적인 논리를 들이대는 등 다소 공격적인 모

음을 여는 것으로 보아, 좁지만 깊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내

습을 보였다. 그는 여자 친구가 작은 규범까지 강요하는 잔소

향형(I)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밀한 관찰력으로 이미지를

리가 너무 지겨워, 연구자의 말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설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며,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처럼 들려 반발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간단한

말을 질서정연하게 하는 감각형(S)일 것으로 추측된다.1,4)

농담으로 인사를 시작하고, 우선 그날의 상담주제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유형 특성상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데,

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그 돈을

도움 받고자 하는 주제를 내놓는다는 건 개선 의지가 있다는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한 성격과 인내심이 부족한 성향이

다. 이것이 정의라고도 생각했습니다.(p. 7)

므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

그 때 결심했죠. 동족이 아니면, 어차피 서로 만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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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신이 있다 해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은 딴 세상서

서서히 자기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업무처리 방식

살면서 우리 같은 인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

에 있어 너무 일적으로 완벽하려다 보니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까...(p. 87)

융통성이 없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타인의 노력을 인정함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으로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객관적 ․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틀림을 인정하기 전까지 무조건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장점일 수

잘잘못을 따지거나 결점을 잘 찾아내는 사고형(T)일 것으로

있지만, 혹시 반대의견을 수용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고집스런

보이며,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결정하며, 당위성을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더니, 총 6

1,4)

ISTJ형으로 보인

회기의 상담과정을 거치며 대상자 역시, 외적으로 표현하지는

다. 그러나 아마도 환경에서 만들어진 성향이 많을 것으로 보

않으면서 꾸준히 밀고 나가려는 노력이 오히려 타인의 눈에는

여 그의 가족역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극도의 불안정

고집스럽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 같다며 인

한 성장기를 보내며 눈이 보이지 않는 나약한 동생을 지키기

정하게 되었다.

갖고 있는 판단형(J)일 것으로 추측되어,

위해서는 감정 따위는 거추장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문유정의 고모(모니카 수녀): ENFJ형
교도관들 보기에는 윤수가 나쁜 놈이지만 저희들 사이

문유정의 고모는 70세 정도의 수녀로, 문유정의 상처 받은

에서는 좋은 녀석이에요. 걔가 지난번 수녀님이 넣어주신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유일한 사람이자, 전국의 교도

영치금, 여기 노인네 무기수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다 주었

소를 다니며 사형수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교화 시키는,

나 봐요. <동료재소자의 말>(p. 76)

사형수들의 어머니 같은 인물이다. 정윤수의 닫힌 마음을 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게 하고 문유정과의 사랑의 연결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윤

본 적이 없는데 내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대단하게 바라

수 사망 후에도 문유정이 이전과 같이 방탕하게 살지 않고 새

봐주니 좋다고... 이런 감정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생각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다. 본문 내용을 통해 그녀

봤어요. 이런 감정이 너무나 두려워요.(p. 153)

의 구체적인 성격유형을 살펴보자.

라는 글로 미루어 보아, 그는 원래 감정형(F)이었을 것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수녀원까지 모셔다 드린다는 것을

보인다. 이런 ISFJ 유형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따뜻하며 인내심

모니카 고모는 한사코 거절했다. 아마도 그것이 고모와

이 강한 대신, 표현에 인색하므로 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

내가 부리는 쓸데없다는 그 고집일 것이었다. <문유정의

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정서가 억눌려진 상태에서 타

말>(p. 56)

인의 무심한 말 한 마디에도 상처를 잘 받으므로 정도 이상의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4,5)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현장에서 만난 ISFJ형의 35세 미혼여성 J씨는, 직장에
서 능력도 인정받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나 하루일과를 끝내고

라는 글과,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도소를 돌아다니
며 사형수들을 만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지체함이 없고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
1,4)

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외향형(E)일 것으로 보인다.

나면 우울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이라며 상담을 신청하
였다. 우선 연구자는, 대상자가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받을 것
으로 추측되어 충분한 감정적 공감을 통해 접근하였다. 일에

오늘 널 처음 보지만 나는 안다. 넌 마음이 따듯한 녀석
이야!(p. 50)

있어 본인이 잘하는 분야나 긍정적인 부분은 겸손을 넘어서 지

난 오늘 저애를 처음 만났다. 그게 다야. 사람과 사람이

나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만나는데... 오늘의 저 아이가 내게는 저 아이의 전부

부분에는 자책하거나 상처를 받는 등 감정소모가 클 것으로 파

야.(p. 58)

악되었다. 이에 대상자의 소소한 성취나 업적 등을 통한 작은
긍정적 자원부터 끌어내어 그것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인지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경험을 통한 인식보다는 자신의 감

인지적으로 재평가 하게 하고 지지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

(感)대로 생각하고 믿는 직관형(N)일 것으로 보이며, 원리원

하였다. 처음에는 무척 의아해하며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으나

칙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주관적 가치와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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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확신으로 결정하는 감정형(F)일 것으로 보인다.

는지 등을 실제 에피소드를 통해 돌아보게 하였다. 또한 타인
의 신념과 견해, 그리고 그들의 성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너 땜에 그들의 귀중한 삼십 분이 날아갔다.(p. 40)
수녀님께서 좀 다치셨어요. 병원으로 바로 가시라고 해
도, 수녀님께서 조카분을 부르라고 하시더라구요. <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인지적으로 보여주
었더니, 총 10회기의 상담과정을 거쳐 대상자는, 자신이 주관
적인 견해를 표현할 때는 무척 감정적이 되어 이성적인 판단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관의 말>(p. 146)
4) 문유정의 어머니: ENTJ형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조직적이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구

문유정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타입으로, 당위성을

를 자신의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며 사는 허세 가득한 인물이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밀고 나가는 판단형(J)임을 알

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았던 막내딸의 임신으로 인해 피아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ENFJ형으로,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

스트 꿈을 접어야 했고, 말썽 많은 그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

고 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참을성도 많고 사교적이며

로 늘 못마땅한 삶을 산다. 유방암 수술과 재발에의 두려움, 자

의사소통을 아주 잘 한다. 관대하고 공감능력이 뛰어나 관계

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엉뚱한 곳에

를 잘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신념도 자신과

분출하는,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본문 내용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 ․ 신념 등을 지

통해 그녀의 구체적인 성격유형을 살펴보자.

1,5)

나치게 이상화하는 경향도 있다.

그녀의 경우는 가족역동보다는 종교적 측면으로 성격형성

난 이제 걔한테 질렸어. 정말 내 속으로 낳았나 싶어. 지

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현실과 괴리

오라비들 다 일류대학 나왔는데 학교도 그렇게 후진 데를

가 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내적신념이 있기 때문

가더니...(p. 25)

에, 종교에 거부적인 거친 사형수들의 강한 반발을 인내하며

미쳐, 내가 널 왜 낳아서 이 고생을 하니? 너무 나이 들

교화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랑하

어 한 임신이어서 의사가 권했을 때 그때 지워버렸어야 했

는 조카의 자살시도를 보며,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

던 건데!(p. 119)

형수들을 통해 새롭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마음
의 병을 치료해 주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실제 임상현장에서 만난 ENFJ 유형의 K씨는 25세의 미혼

하는데 거침이 없고 혼자 삭히기보다 외부로 발산하며 에너지

여성으로, 워낙 사교적이고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주변인

를 얻는 타입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기 전에 충동적으로 말하

들의 카운슬링을 도맡아 했고 인기도 많았다. 종교단체에서

는 외향형(E)일 것으로 보인다.

1,4)

일하며 타인의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 주고 도와주다 보
니 어느새,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검사를 받아야겠어. 머리 속에서 뭐가 고장이 났는지

듯한 과한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다. 또, 자신의 신념을 타인

머리가 아파. 그 약만 먹으면 화장이 안 받아... 잠을 못 자

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잘 되지 않을 때는 상

니까 늙는 거 같애, 피부가 엉망이야...(p. 41)

당한 공허함과 우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대
상자가 가진 내적신념과 이상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건강염려증 환자이긴 하지

였고, 뛰어난 사회성을 지지함으로써 래포를 형성하였다. 실

만, 실제 눈에 보이는 증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자신의

제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진 높은 이상과 신념, 그리고 설

감(感)을 믿고 사실로 확신을 해 버리는 직관형(N)일 것으로

득력과 언변은 타인에게 충분히 호의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보인다.

1,4)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
관적인 견해와 객관적인 사실을 혼동하는 면은 없는지, 어느

행복이 어딨니? 젊어서는 무식한 네 할머니 노망 다 받

정도는 조망이 필요한 시간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해

아주면서 모셨지, 네 아버지 사업 부도 날까 조마조마했

야 하는 시간에서도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

지, 사내 녀석들 셋이나 키우다가 다시 피아노 시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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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데 너 덜컥 들어서서 결국 피아노도 포기했지. 너

설 속 인물과 같은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나 전통적인 지방색이

속 썩이지.(p. 122)

강한 마을의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공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배라는데 그만하면

만 잘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양육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무척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사람 점잖고... 서른이나 넘은 주제

자기중심적 ․ 지배적이었고, 그로 인해 부인, 자녀들과의 갈등

에 지가 어딜 가서 또 그런 신랑감을 찾겠어.(p. 25)

이 심했다. 가정생활에서도 매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처럼 행동하였고, 노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는 참을성을 잃고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사람의 감정과 주관적 가치

불평을 쏟아내었다. 상담에서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보다는 객관적 가치, 이성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타

불리한 느낌이 들면 쉽게 흥분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성급하

입이며, 잘잘못 따지기를 좋아하고 결점이나 비판꺼리를 찾아

게 상담을 이끌지 않고 우선 대상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부감

1,4)

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고형(T)이라 할 수 있겠다.

자체를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여기(here-and-now)’에
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대상자를 불편하게

고모도 알잖아. 우리 집에서 엄마가 규정해버리면.. 그
렇게 되는 거... <문유정의 말>(p. 24)

하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였더니, 상황을 깊게 보지 않은 채 자
신이 지적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과민하게 반

엄마는 저녁 인사처럼 일하는 아이에게 고래고래 이 트

응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안목이 넓어 장기적인

집 저 트집 잡아 소리를 지르며 하루를 마감할 것이다.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는 대상자의 장점이

릇이 이가 빠졌다느니, 장식장에 먼지가 앉았느니 할 것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발현되기에 장점보다는 갈등요인으로

이었다.(p. 125)

작용하는지, 가족과의 일상생활 얘기를 통해 짚어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러자 총 12회기의 상담과정을 거쳐 대상자는 자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환경

신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음을 인식하고 그런 자신의 속도에

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환경을 선호하

맞추지 못하는 부인이 비계획적이고 생각 없어 보일 때가 있었

며, 자기 식대로 통제하기 좋아하는 판단형(J)일 것으로 보인

음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어린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화

1,4)

다.

그러므로 그녀는 ENTJ형일 것으로 보이며, 이 유형들은

를 많이 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활동을 좋아하며 논리적 ․ 분석적이다. 관념 자체를 중시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급하게 단정

5. 논의 및 제언

짓고 결정하여 참을성이 부족하며, 타인의 감정에 소홀하니
1,5)

강압적이 되어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성격유형 분석결과를 임상

그러나 다른 등장인물들과 달리, 문유정의 어머니는 정상적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인간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인 MBTI 성격유형보다는 성격장애대상자로 보아야 이해가

높이고자 하였다.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다양한 성격유형의 대

쉬울 것이다. 그녀의 가족역동을 살펴보면, 남동생은 정신과

상자들을 대할 때, 갈등상황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이고 그녀 역시 일류여고를 나와 피아노를 전공한 재원인

어떤 부분을 유념해 두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반면, 그녀의 남편은 상고를 나온 ‘배운 것 없는 집안’의 장남

자 한다.

일 뿐이었다. 남편은 이런 아내에게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떠
받들어 살았고, 그녀의 허영과 허세를 성실히 도우며 살았을

1) 문유정과 같은 ENTP형

것으로 보인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피아니스트로서의

그들은 타인에 의해 지시받거나 조종당한다고 생각되면 치

꿈이 날아가 버리니, 미성숙한 그녀로서는 모성애의 자리에 딸

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소 규칙이나

에 대한 원망과 분노감이 자리했을 것이고, 수치스럽기만 한 딸

규정을 대수롭지 않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 체제에 순응하지 않

을 받아 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전무(全無)했을 것이다. 그녀

는 성향을 가졌음을 인식하여, 간호사들의 설명이나 조언이

를 연극성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또는 자

권위적이거나 명령조로 들리지 않도록 상냥하고 자상하게 응

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보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항적이고 체

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제에 불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사교적이고

임상현장에서 만난 40세 기혼남성 L씨는 ENTJ형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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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생활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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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는 장점도 있으므로, 논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

러므로 이들에게는 간호사들의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그리고

나치게 논리적으로 응대할 필요는 없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유

객관적인 상황 설명과 안정감 있는 응대가 필요하며, 그런 관

머러스함을 자극할 수 있는 가벼운 농담과 부드러움을 통해 좋

계가 형성된다면 그들이 가진 장점이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대개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느긋
5)

4) 문유정의 어머니와 같은 ENTJ형

하고, 비판이나 잔소리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황

그들은 과정보다는 목적이나 목표에 중점을 두는 타입으로,

에 적절하게, 요건만 간단히 전달한다거나 일관성 있는 응대

비능률적인 일에는 참을성이 매우 부족하며, 분명한 목적과

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변덕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협조를 하는 성향 임을 인식하고

스러움이나 경솔함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상처 받지 않고 좋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가 어떤 처방을 어떤 이유로 내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으며, 간호사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처방에 기대되

5)

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등을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2) 정윤수와 같은 ISFJ형

이해시킨다면 쉽게 수긍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5)

그들이 잘난 체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그러나 이러한 성격유형에, 위에서 언급한 연극성 성격장애까

있다면, 응대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상

지 가지고 있는 대상자라면, 타인의 애정이나 관심을 끌기 위

대방이 겸손한 자세로 권위적이지 않게 대한다면 그들도 충분

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의 노력을 하다 보니, 지나치게 감정

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손히 응대할 수 있는 성향이라는 말이

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자기를 과시하게 위해 애

다. 그리고 사회 규범을 잘 따르며 지위나 직분에 맞게 행동하

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훌륭한 간호사나 헌신적인 교

아 투덜대며 자신의 건강이나 신체 증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

5)

사가 될 성향을 다분히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13)

이들은 늘 불평불만이 많

14)

한다.

성실히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협조적으

여기에 자기애성 성격장애까지 동반한다면, 자기에 대한 극

로 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위에 말한 것처럼 때로

심한 몰입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

는 타인 뿐 아니라 본인이 기여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다 보니, 자신을 드러내고 최고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정도 이

들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드러내기

상의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14)

이들은

도 하므로 간호사들 역시 그들이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공통적으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에 대해 마음을 다치거나 상처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하는지에 극도로 예민하고 인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해줘야 갈등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3) 문유정의 고모와 같은 ENFJ형

이들은 대인관계를 강렬하게 갖기를 원하면서도 피상적인 관
5)

그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수용적인 유형 이라 대화법이나

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마음이 쉽게 변하며 싫증을 빨리
14)

친절하되 기본적이고도 공식적인 거리만 유

행동양식에서 간호사들이 크게 불쾌함을 경험할 것 같지는 않

느끼기 때문에,

지만, 병원이라는 장소는 질병이라는 고통스러운 매개체로 만

지해서 응대한다면 의외로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고 쉽게 넘어

나는 곳이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는 취약점이 발현될 수도 있다. 그들이 가진 뛰어난 공감
능력이 오히려 위험스러울 때가 있는데, 타인의 정서를 마치

결

론

자기 것인 양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타인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
거나 과하게 감정이입이 된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육

본 연구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성격유형 분석결과를 임상

감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감정적이

사례에 적용한 사례연구로써,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접할 수

5)

된다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기 쉽다. 예를 들어, 간

있는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자들에게 적

호사들이 설명하는 여러 조언들 중에서도 근거 없는 본인의 육

합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MBTI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성

감만으로 일부만을 받아들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질 수도 있

격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곧,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만나는 다

고, 같은 병상에 있는 다른 대상자들의 사연과 정서에 지나친

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미리 경험하게 하여 그들

감정이입을 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불안해 할 수도 있다. 그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혹시라도 부딪힐 수 있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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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6.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 What's MBTI [Internet]. Busan: Korea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itute;

하겠다.
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 부적절한 근무환

c2008-2018 [cited 2018 Mar 23]. Available from:
http://www.mbti.co.kr/. Korean.

경, 인력부족 등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다양

7. Lee HR, Ryoo HJ, Kim JH. The effects of active parent educa-

한 성격, 다양한 행동양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

tion training program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들과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을 경
15)

험하게 되고,

인간관계 갈등은 정신적 ․ 육체적 에너지의 소
16)

진, 그리고 결국 간호사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MBTI

성격유형 분석을 통해 대상자들의 다양한 성격유형과 성격형
성 배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격유형별로 전략적인 대응
법과 의사소통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대상자 그리고 나아가서
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의 인간관계 갈등 해소의 중요한 첫걸

communication. Korea J Couns. 2007 June;8(2):533-47.
8. Hwangbo S, Jang H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MBTI personality patterns (Focused on 3th military Cadet). J Converg Secur. 2016
May;16(3):11-26.
9. Kang GH. A Study on the No Hi-gyeong's TV drama <GoodBye Solo> - focusing on MBTI-based psychological analysis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10.
10. Yang SH, Kim DG. Antipodal structuralization strategy of

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심리적으로 상처 받는 것을 줄

character appearing in <Vagabond>: based on psychological

일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functions of MBTI personality types theory. Cartoon Animat

기대된다.

Stud. 2013 Jun;(31):117-52.
https://doi.org/10.7230/KOSCAS.2013.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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