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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정서는 여러 가지 감정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상

황에 따라 여러 가지 행동을 유발하며 정신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인 제반 활동에도 큰 향을 미치므로 인간생활에 있

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허혜은, 2006; 김태인, 2003).  

  평생을 좌우하는 정서가 아동기에 발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동의 정서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아동의 정서교육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

되고 있지만 이중 놀이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통해 자신의 상

황과 유사한 상황을 진술하고 적절한 언어표현과 함께 적응

적인 극복전략을 시범 보이게 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획득

하게 된다(이정숙, 안윤 , 2001; 송 혜, 1997). 이때 놀이세

계에서 경험하는 촉각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형이나 소형 대상물 등을 이용함으로써 심리상태

를 이해하고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곽 숙, 2000).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교육이란 자연 속에서 자연스

러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시하 다. 즉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정이나 자연환경 

속에서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정서발달과 사회성이 증가되고 책임감과 이해심이 

높아진다(이화수, 2001에 인용됨).

Bowlby(1980)는 유아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

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안아주기, 만지기, 흉내 내기, 편지쓰

기, 동물에게 이름 지어주기를 통해 애착이 형성되며 이를 통

해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며 지적성장을 증

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 조절능력을 배우게 된다고 하

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기대

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이화수, 2001에 인용됨). 그러나 이러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 감염의 

가능성은 면역력이 약한 아동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위협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 적용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 여러 나라에서 robot 

pet(로봇 애완동물)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이들 선행연구(Kanamori, Suzuki, & Tanaka, 2002; Libin 

& Cohen-Mansfield, 2004; Martin & Farnum, 2002; Tamura, 

Yonemitsu, Fujimooto, & Nakjima, 2004)에서 로봇 애완동물

을 이용한 정서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가 살아있는 애완동물

을 이용한 치료효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따

라서 아동에게 안전한 robot pet을 이용한 정서적 지원 프로

그램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인간과 

로봇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기술이 도입된 교육방법이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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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면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간호중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로봇 애완동물을 이용한 치료

는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이용한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긍

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서 소아병

동, 아동시설 등 동물치료의 사용이 제한적인 취약시설에서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robot pet을 적용한 

연구들(Libin & Cohen-Mansfield, 2004; Tamura, Yonemitsu, 

Fujimooto, & Nakjima, 2004)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Kimura et al., 2004; Shibata et al., 2001)이 있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며, 적용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로봇 애완동물이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한 

교육과 간호중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는 우리나라의 robot pet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매우 의의 있다고 본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교육을 위한 robot pet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아동과 robot pet의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다.

용어 정의

 Robot pet

애완동물에 대한 과학적 대체물로서 인간과 물리적인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감각시스템, 작동기, 인공피

부로 덮인 몸체를 갖춘 로봇을 말한다(Kahn, Friedman, 

Perez-Granados, & Freier, 2004; Shibata, Tashima, & Tanie, 

1999).

본 연구에서는 일본 AIST에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설계된 하프 바다표범 모양의 robot pet

인 파로(paro)를 의미하며 무게는 2.8kg으로 흰 털로 덮여 있

으며 시각, 청각, 균형, 촉각에 대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Wada, Shibata, Saito, & Tanie, 2004).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robot pet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서 사례연구이다.

연구 대상

서울소재 H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통학하는 4∼6세의 아동

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아동 25명 중 사전관찰을 통해 robot pet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4명을 선정하 다. 이는 연구목적이 robot pet

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아닌 아동과 robot pet과의 상호작

용 행동을 심층적으로 관찰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적응장애

와 불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 관련 선행연구들

(Pamela, 1996; 송 혜, 이명희, 1997)이 1인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

구시작 전에 어린이집 담당자에게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

으며 부모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와 비디오 촬 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 도구

 기질특성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천희 (1992)의 기질평정척도를 이용하 다. 

이 도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

구로서 우리나라 유아에 해당하는 5개 하부 요인 즉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생

리적 규칙성을 제외한 4가지 하부 요인의 19문항으로 수정하

으며 아동의 부모에게 협조를 구한 후 부모가 기입하는 방

법으로 측정하 다.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

상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부 요인별로 높

은 점수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활동성’은 신체

적 움직임이 활발함, ‘반응성’은 약한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

하며 강하게 반응을 보임, ‘정서성’은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

태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천희 (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Cronbach's alpha=.64이었다.

 상호작용 행동

아동이 robot pet과 자연스럽게 놀이(상호작용)를 하면서 나

타나는 긍정적 반응행동(예로 만지기, 안아주기, 쓰다듬기 등)

과 부정적 반응행동(예로 때리기, 무서워 함, 거리두기 등)을 

의미하며 이를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 다.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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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기질특성은 부모들에게 배포한 설문

지를 회수하여 분석하 고 robot pet의 적용은 어린이집 아동

의 자유놀이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연구로서 2007

년 4월 9일 전체아동들의 robot pet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비디오촬 을 하 다.

그 결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보인 4명을 선정하여 2007년 

4월 23일∼27일까지 총 5일간 5회에 걸쳐 각 회기 당 25∼30

분 동안 robot pet과 자유롭게 놀이를 하도록 하고 robot pet

과의 상호작용 행동과 아동의 반응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비

디오 촬 을 하 다. 

본 연구에서 5회를 선정한 이유는 1회의 robot pet과의 자

유로운 상호작용 후 질문지를 이용하여 주관적 평가와 분석

을 한 연구들(Shibata et al., 2001; Shibata & Tanie, 2000)과 

입원환아에게 주 1회 총 8회에 걸쳐 교사개입 방식의 프로그

램 진행 후 캠코더 촬 결과를 분석한 연구(Kimura et al., 

2004)결과를 기반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을 통한 중재가 아닌 robot pet과의 자유로운 상호작용 유형

을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연속적 관찰을 위해 주 5회로 진행

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기질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robot pet과의 

상호작용 행동분석은 비디오 촬 결과를 연구팀이 반복시청하

면서 각 사례별로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한 후 카테고리 분류

가 일치할 때까지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언어적 상

호작용, 긍정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부정적 비언어적 상호작

용으로 요목화 하 다.

상호작용에 대한 요목화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사례를 

분석한 Libin과 Libin(2002)의 연구에서 언어적 상호작용, 비언

어적 상호작용으로 요목화 한 것 중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다시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세분화 하 다.

연구 결과

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기질 특성

대상아동의 연령범위는 4세～6세로 평균연령은 5.3세 이었

다. 성별분포는 남아가 3명, 여아가 1명 이었으며 형제자매 

순위는 4명 모두 첫째 이었다. 대상아동 모두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었으나 동물을 좋아한다고 응답하 으며 이중 3명

이 개를, 1명이 코끼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아동의 기질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emperamental subcategory in participants & 

total children

Subcategory Mean±SD(n=4) Mean±SD(n=25)

Adaptability 2.09±.19 2.27±.32
Activity 1.96±.24 1.87±.28
Reaction 2.13.±.14 1.98±.31
Emotionality 2.50±.58 2.72±.68
Total 2.18±.49 2.18±.18

전체 아동 25명의 하부 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성(4점 

척도 중 평균 2.72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적응성(4

점 척도 중 평균 2.27점), 반응성(4점 척도 중 평균 1.98점), 

활동성(4점 척도 중 평균 1.8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아동 4명의 하부 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성

이 가장 높았고(4점 척도 중 평균 2.5점) 그 다음으로는 반응

성(2.13점), 적응성(2.09점), 활동성(1.96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아동들이 전체 아동들에 비해 적응성, 정서성이 낮았

고 반응성과 활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기질특

성을 살펴보면 A 아동의 경우 하부 역 중 반응성(2.2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성(1.71점)이 가장 낮았다. B 아동

의 경우 정서성(3.0점)이 가장 높았고 활동성(1.86점)이 가장 

낮았다. C 아동의 경우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 역 모두 동

일한 점수(2.0점)를 보 으며 적응성(1.88점)이 가장 낮았고, D 

아동은 정서성(3.0)이 가장 높았고 반응성과 적응성(2.25점)이 

가장 낮았다<Table 2>.

전체 아동 25명과 대상아동 4명의 기질 하부 역별 평균 

비교는 <Figure 1>과 같다.

<Table 2> Temperamental subcategory of each participant

(n=4)

Subcategory A B C D Total

Adaptability 2.00 2.25 1.88 2.25 2.27
Activity 1.71 1.86 2.00 2.29 1.87
Reaction 2.25 2.00 2.00 2.25 1.98
Emotionality 2.00 3.00 2.00 3.00 2.72
Total 1.99 2.28 1.97 2.45 2.28

아동과 robot pet과의 상호작용 행동 분석

 예비관찰 결과

여아들은 주로 탁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그리기 등의 

정적인 놀이를, 남아들은 자동차 놀이나 총싸움 등의 동적인 

놀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아 중 몇 명은 놀이

를 주도하는 편 이었으나 이중 몇 아동은 정적이거나 혼자 

놀이를 하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 다. robot 

pet인 파로(paro)에 대해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호기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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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temperamental subcategory in each participant & total children

<Table 3> The contents of child-robot interaction in each participant

Period A B C D

Before the 
intervention Play alone Play alone, Passive play Wander quietly, Passive play Paint a picture

The 1st day

Embrace, Face to face with 
robot, Stroke, Tap a robot, 
Touch, Put on make up, Give a 
toy, Dance with robot, Smile

Stroke, Invert a robot, Touch, 
Sing to robot, Roll with a 
robot, Embrace

Face to face with robot, 
Swing his arms in front of 
a robot, Strike, Stroke, Sing 
to robot, Embrace, Feed to 
a robot, Open eyes by force

Stroke, Embrace, Tickle 
a robot

The 2nd day
Face to face with robot, Stroke, 
Give a toy, Touch, Put on make 
up, Tap a robot, Sing to robot

Face to face with robot, 
Gaze, Have a robot to 
himself, Embrace, Stroke, 
Rub, Tap a robot

Roll a toy on the back, Step 
on a robot, Ride on a robot, 
Stroke, Show a toy to robot

Embrace, Put the robot 
in friend's arms, Shave, 
Wish to embrace

The 3rd day

Face to face with robot, Tap a 
robot, Embrace, Stroke, Rub, 
Observe, Read a book to robot, 
Take care of robot, Give a 
phone to robot, Soothe a bell

Lie on robot, Touch, 
Observe, Face to face with 
robot, Prod eyes

Jerk a whisker, Open eyes 
by force, Step on a robot, 
Prod a robot, Strike, Rub a 
robot using foot, Tap a 
robot, Roll with a robot

Wish to embrace, 
Embrace, Press ear 
against the robot

The 4th day
Stroke, Embrace, Make a 
expression to robot, Tickle, 
Observe, Take care of robot

Touch, Take a picture with 
robot, Embrace, Face to face 
with robot, Stroke, Tap a 
robot, Lie with robot

Show a ball to robot, 
Embrace, Open eyes by 
force, Ride on a robot, Talk 
with robot

Have a decreasing 
interest in robot

The 5th day

Face to face with robot, Gaze, 
Take care of robot, Embrace, 
Dance with robot, Pick up a 
robot on child's back, Give a 
kiss to robot

Embrace, Try to have a 
robot to himself, Show have 
to swim to robot, Introduce 
robot to friends

Touch, Prod a robot, Throw 
a ring to robot, Jerk a 
whisker, Feed to robot, Talk 
with robot

Wish to embrace

며 둘러 앉아 쓰다듬기, 때려보기, 대화하기, 만져보기 등의 

상호작용을 시도하 다.

 아동 4명의 사례관찰 결과

예비관찰 후 robot pet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4명의 아동

에 대해 5일간 관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아주기, 바라보

기, 쓰다듬기, 이야기하기, 만져보기, 때려보기, 찌르기, 문지

르기, 밟아보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별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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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ponses of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 in participants

Item Response

Verbal interaction Talk with a robot, Sing with robot

Positive-nonverbal interaction
Embrace, Touch, Roll with a robot, Hold a robot in child's arms, Give a kiss to robot, Pick up a robot 
on child's back, Take care of robot, Tap a robot, Face to face with robot, Show a toy to robot, Look, 
Stroke, Tickle a robot

Negative-nonverbal interaction Step on a robot, Prod eyes, Rub a robot using foot, Jerk a whisker, Strike a robot, Ride on a robot 

 종합분석 결과

5회의 중재기간동안 분석대상 아동 4명의 관찰내용을 분석

하여 robot pet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언어적 상호작용과 긍정

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부정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3가지로 

요목화 하 다<Table 4>.

언어적 상호작용으로는 로봇과 이야기하기, 노래 부르기로 

나타났고 긍정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는 안아주기, 만져보

기, 로봇과 함께 뒹굴기, 뽀뽀하기, 업어주기, 돌보아주기, 바

라보기, 장난감 보여주기, 간질이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는 로봇의 등 밟기, 눈 찌르기, 발

로 로봇 문지르기, 수염 당기기, 때려보기, 올라타기 등으로 

나타났다.

파로(paro)에 대해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

는 행동으로는 안아주기, 만져보기, 때리기, 먹이주기, 장난감 

보여주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안아주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대상물과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포근

함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로(paro)에 대해 지속적인 친밀감을 나타내어 개별적인 

사례 분석을 한 아동 중 A, B, C의 경우 다른 아동들에 비해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로 혼자 조용히 놀이를 하

는 정적인 성격유형으로 관찰되었으나 파로(paro)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독차지하려는 행동들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아동들은 파로(paro)를 마치 아기인 것처럼 때

로는 애완동물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으로 보 다. 공통적으로 

파로(paro)를 돌봄이 필요한 대상물로 인식하는 듯하 다.

그러나 아동 D의 경우는 친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상호

작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 한 A, B, C 아동들과는 달리 소

극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물개 모양

의 파로(paro)와의 상호작용 후에도 물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

아한다는 표현을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동물의 선호도에 따라 

상호작용 행동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robot pet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를 

하기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

었으며 학령전기 아동과 robot pet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응

행동의 변화 및 선호도를 평가하는 사례분석 연구이다. 연구

결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robot pet에 대한 관심과 반

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시작시기에는 robot 

pet인 파로(paro)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기심을 보이며 상호작

용을 시도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 이었고 이중 몇 명만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상호작용

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4명의 아동들에 대한 

기질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 25명에 비해 하부요인 중 적

응성과 정서성이 낮았다. 본 연구의 기질특성 도구의 신뢰도

가 비교적 낮아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성이 낮은 자폐아에게 애완동물을 적용한 후 긍정적 결

과를 가져온 연구들(신성자, 권신 , 2001; 신성자, 2001)을 볼 

때 향후 아동들에게 robot pet을 장기적용 한다면 긍정적인 

성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robot pet에 대한 관심

도 저하는 아동이 성인에 비해 인지적 능력과 사고가 덜 발

달되어 있으며 집중시간이 짧아 한 가지에 쉽게 흥미를 잃는 

특성을 갖는다는 장은 과 김춘경(2004)의 연구결과를 반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특성 이외에도 본 연구

에서 적용한 robot pet인 파로(paro)가 단순한 행동만을 보여

준다는 점, 그리고 애착과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단기

간이었음을 반 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또한 아동들의 선호

동물을 조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파로(paro)는 우리나라 아

동들에게 비교적 친숙하지 않은 외형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순히 선호도 파악을 위한 평가 뿐 아니

라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친근감

을 느낄 수 있는 외형과 소리를 갖춘 로봇 적용을 통해 로봇

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으로 유도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대상 아동들에서 나타난 언어적 상호작용, 긍정적 비언

어적, 부정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반응 중 안아주기, 만져보

기, 때리기, 먹이주기, 장난감 보여주기가 많았고 이중 안아주

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로봇을 기계의 한 종

류로 인식한 조작행동 보다는 파로(paro)를 마치 살아있는 생

명체로 간주하며 아기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여 

안아주기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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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들이 편안한 놀잇감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

록 충격에 강하면서도 가볍고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한 재질

의 로봇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아동들의 이러한 반응들은 Kimura 등(2004)이 입원환아에

게 robot pet을 적용했을 때 나타난 만짐, 껴안음, 쓰다듬기 

등의 반응결과와 Shibata 등(2001)의 robot pet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만지고 싶음, 사랑스러움에 대한 평가결과, 그리고 

입원환아에게 robot pet인 파로(paro)적용 시 미소 짓기, 쓰다

듬기의 반응을 보인 결과, 입원아동에게 1년간 robot pet인 아

이보(AIBO)를 적용한 Yokoyama(2002)의 연구에서 쳐다보기, 

쓰다듬기, 관심 갖기, 만지기, 이름 부르기, 흉내 내기 등의 

반응을 보인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긍정적 반응들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상호작용 형태를 보면 A 아동의 

경우 주로 비언어적 상호작용만을 하다가 세션이 진행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했으며, B 아동과 C 아동의 경우 처

음부터 비언어적, 언어적 상호작용이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D 아동의 경우 주로 비언어적 상호작용만을 하는 것으

로 관찰 되었다. 이는 주로 여아에게 고양이 모양의 robot pet

을 적용한 Libin과 Libin(2002)의 사례분석에서 대상자의 상호

작용 중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언어적 상호작용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D 아동의 경우와는 

유사한 결과이지만 A, B ,C 아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양상에 있어 안아주기와 쓰다듬기가 가장 많았던 

본 연구결과와 접촉(touch)을 비롯하여 쓰다듬기, 돌봄, 기쁨 

표현, 끌어안기, 뽀뽀해주기 등의 반응이 많았던 위의 선행연

구들과 비교해 볼 때 로봇을 통한 긍정적 정서표현 행위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Libin과 Libin(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의심하기, 접촉시도 없이 응시하기, 지루

함 표현, 때리기 등의 분석결과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C아동

의 상호작용 중 밟기, 올라타기, 눈 찌르기, 강제로 눈 떠보게 

하기, 발로 문지르기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로봇에 대한 불확실성, 호기심 내지는 두려움을 지적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은 다르지만 치매노인에게 robot pet을 적용한 Wada와 

Shibata(2006)의 연구에서 인사하기, 말하기, 쓰다듬기, 이름 

부르기, 로봇 손질하기 등의 반응을 보인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Libin과 

Libin(2002)의 robot pet 적용연구에서 만져보기, 때려보기, 놀

기, 안아주기, 뽀뽀해주기, 귀여운 이름 붙여주기, 인사하기, 

먹이주기, 재우기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예민함, 무

서워 함, 무시함, 화를 냄 등의 부정적 반응표출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부정적 비언어적 반응과 유사한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외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바다표

범 모양의 robot pet 개발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국내에

서는 현재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로

봇과 아동의 상호작용 분석결과는 로봇을 이용한 놀이 프로

그램의 개발과 정서교육을 위한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상호작용 

이었으나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으로서 심리적, 정서적인 맥

락에서 접근을 하기위한 시도이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흥미를 높

일 수 있는 오락적 기능 추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주관적 분석을 위한 질적 방법론, 양적 방법

론적인 탐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아동의 정서적 지지 측면에

서의 로봇활용이 교육현장 뿐 아니라 간호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들에게 robot pet에 대한 선호도와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행동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비디오 촬 과 

분석을 한 사례분석 중심의 예비연구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아동의 연령범위는 4세～6세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3

세 이었다. 성별분포는 남아가 3명, 여아가 1명으로 대상자 

4명 모두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었으나 모두 동물을 좋

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를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

하 다.

• 대상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하부 역별로는 정서성(2.5점)이 

가장 높았고 활동성(1.96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디오 촬 을 통해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한 결과 

언어적 의사소통과 긍정적 비언어적 반응, 부정적 비언어적 

반응이 아동에 따라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상호작용 중 안아주기를 통한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아동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때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관찰된 점으

로 보아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반 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

서 로봇을 이용한 아동의 정서교육과 간호중재 적용 시 개인

차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양적, 질적 분석방

법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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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로봇의 문제점 중 때가 잘 타고, 

아동의 몸무게에 비해 무거우며, 털이 빠져 상기도 감염의 원

인이 될 위험이 있고 외형이나 소리가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

에는 친숙하지 않다는 점과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

해 대상자들의 흥미저하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보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오락적 기능추가 등의 기술적 보

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질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

으므로 향후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이용한 측정과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Robot pet 중재를 5회보다 긴 기간을 적용하고 표본수를 늘

려서 그 효과를 파악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 아동의 정서적 지원에 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고려한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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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behavioral responses to a robot pet in pre-school 
children. Method: This activity for children was conducted for 5 days at a kindergarten and each session lasted 30 
minutes. In order to measure children's temperament, Chun Heeyoung's Temperament Rating Scale was used. In 
addition, to investigate the behavioral responses to a robot pet, each session was videotaped. The videotape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child-robot interaction. Result: On the average, subjects scored highest in emotionality 
and lowest in activity for the temperamental subscale. The videotape data revealed verbal, positive nonverbal, and 
negative nonverbal interaction.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robot interaction reflects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using a robo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dividual differences and recreational factors to grab children's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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