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9.455

지능형 로봇 아이로비큐(IrobiQ)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Contents Development of IrobiQ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현은자*, 이하원*, 연혜민** 

성균  아동청소년학과*, 성균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Eunja Hyun(hyunej@chol.com)*, Hawon Lee(hawonlee@hanmail.net)*, 

Hyemin Yeon(hyemin29@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지능형 로  IrobiQ를 활용한 유아용 학교폭력 방교육 로그램 [모두 지킴이]를 개

발하는 것이다. 개발 내용은 첫째, 장에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폭력 유형인 집단 따돌림(왕따), 성폭력 

그리고 기본 인성교육이다. 둘째, 각 주제에 합한 활동형태는 집단, 개별, 소집단, 자유선택활동  학교

와 부모의 연계를 목 으로 하는 부모교육이다. 셋째, 활동유형은 동시, 동화, 동요, 미술, 이야기 나 기 

등이다. 넷째, 콘텐츠는 이미지, TTS(text to speech), 터치기능, 음량인식기능  녹음기능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 다. 본 콘텐츠를 유아에게 용하고 30명의 문가들을 상으로 시연하여 수용성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정 반응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로 을 활용한 학교 폭력 방 로그램의 효과를 최 화하기 

한 기  자료로서 상호 작용성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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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Modujikimi” 

for young children to be embedded in IrobiQ, the teacher assistive robot. The themes of this 

program consisted of basic character education,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he activity types included large group, individual and small 

group activities, free choice activities, and finally parents’ education, which included poems, fairy 

tales, music, art, sharing stories. Finally, the multi modal functions of the robot were employed: 

image on the screen, TTS (Text To Speech), touch function, recognition of sound and recording 

system. The robot content was demonstrated to thirty early childhood educators whose  

acceptability of the content was measured using questionnaires. And also the content was 

applied to children in daycare center. As a result, majority of them responded positively in 

accep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two-way  interactivity of teacher assistiv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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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몇 년간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

에 따라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  

근 을 한 다양한 정책안이 고시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학교폭력 근 을 한 기 자료  분석체

계 틀을 구축하고자 국가수 의 학교폭력 실태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KEDI)에서 조사하 다. 조사 상은 

139만 명의 , , 고등학교 학생들이며 12.3%에 해당

하는 17만 명의 학생들이 최근 1년 사이에 학교폭력 피

해를 경험한 이 있으며 24.5%가 학교 내 일진이 있다

고 생각하거나 재 존재한다고 응답했다[1]. 한 2010

년 체 학교유형  53.6%가 등학교 때 최 로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최  발생 연령이 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 2012년 7월 4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60%가 유아 왕따를 본 

이 있고 교실에서 힘 있는 아이가 외모 혹은 옷차림

을 이유로 래유아들을 왕따 시키는 등 상 학교들의 

왕따 형태와 다른 이 없음을 보고하 다[3]. 보다 심

각한 상은 유아기에 가해행동을 한 유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고체계가 

되어 형성된 폭력습 이 청소년기에 가해자 조

를 보인다는 것이다[3].

한 2009년, 2010년에 아동을 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부각된 ‘조두순사건’과 ‘김길태사건’ 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아동 상 성범죄율은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있다[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에서 10년

(2000년-2009년)간 조사한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이 체 피해자  36.0%로 가장 높았고[4]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국 규모 데이터

에서도 등학생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장난과 폭

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체계 인 성교육이  연령으

로부터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1]. 아동 성폭력 

피해는 다른 연령 와 비교할 때, 후유증과 상처가 지

속될 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인격 괴를 래한다는 

에서 심각성이 크다[5].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

되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는 방차원에서 미취학 아동

부터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 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근  7  종합

책을 발표하 다[6]. 특히, 본 내용  근본 책과 기본

책 역의 총 세 가지, 방교육 확 , 학부모교육 확

  학부모 책무성 강화에서 교육 반에 걸쳐 인성교

육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의 일

환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아교육용 로 을 

국 유치원에 100%이상 보 할 계획으로 장에 보  

에 있다[7]. 특히, 보 되고 있는 로   본 연구의 

상인 아이로비 큐(iRobi Q, (주) 유진로 )는 교사보

조 로 으로서 다양한 휴머노이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서 유아에게 친구이자 학습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다

[8-11]. 

따라서 본 로 을 활용한다면 학교폭력 방 로그

램은 유아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제공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들은 CD 상  평면자

료들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지식제공 방식이

었다. 이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단하

여 후속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

나 행동을 연습하는 상호작용  실행 기능은 부족하다. 

이는 컴퓨터 스크린 혹은 동 상등이 평면 이고 일 방

향  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 은 이동, 

표정, 팔ㆍ발의 움직임, 말 건네기 등 다양한 휴머노이

드 기능들을 산출함으로서 유아와 양 방향  정서교류

를 가능  하고 행동 실행 구 이 가능하다. 

아이로비 큐를 교육 장에서 활용하고 그 효과를 측

정한 선행연구는 멀티미디어와 비교할 때 방향  교

육방식이라는 에서 로 이 더  높은 효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12]. 따라서 유아와 로 이 상호작용함으로

서 능동 인 폭력 방교육이 가능하다면 기존 로그

램들 보다 차별화되고 효과 인 학교폭력 방교육을 

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 의 고유한 기

능들을 활용하여 유아를 상으로 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 [모두 지킴이]를 개발하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배경

미취학 시기에 유아들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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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지를 양화한 자료는 교사를 상으로 한 설

문[3]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폭력이  

연령 화 되고[2] 발달이 연속성(continuity) 원리를 따른

다고 볼 때 유아교육 기 에서 요구하는 집단 따돌림, 

성폭력 그리고 인성교육 콘텐츠는 유아기부터 제공되

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인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의하면, 학

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 , 박, 약취(略取)ㆍ유인, 명 훼손ㆍ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를 말한다[1]. 종류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왕따)이 있다[1]. 이  ‘집단 따돌림’은 여러 명

의 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반복 이고 지속 으로 부정

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타와 폭행 등의 

직 따돌림과 소외, 심리  배제라는 간 따돌림으로 

나 어지며 힘의 불균형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1996년 

핀란드 발달심리학자인 살미발리의 ‘참여자 역할론

(participant role)’이 등장하기 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라는 이자  계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피해/가해 

심의 이자  재 로그램은 큰 효과가 없거나 약간의 

감소를 보 다[13]. 반면 살미발리는 학  내 폭력역동

을 가해지지자, 가해강화자, 방 자, 방어자, 피해자, 가

해자라는 6자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고 방 자 집단이 

방어자 집단으로 움직임으로서 가해자 심의 힘의 불

균형을 상쇄하도록 하 다. 그 결과 공격행동이 크게 

감소하여 효과 인 방 로그램 안으로  등장했다

[14]. 

그리고 ‘성폭력’은 상 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 , 

심리 , 혹은 경제  압력을 가해 행하는 성행 를 말

한다. 이는 아동, 장애인 등의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 도 

포함되며 역할 계ㆍ연령ㆍ지 수 ㆍ사회  지  등

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  

행 를 의미한다[15]. 성교육은 이를 방하기 해 필

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익 서 잠재 으로 험이 있

는 상황에서 능동 으로 처하여 안 하고 건강한 생

활을 할 수 있는 습 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자신의 몸에 한 지식, 보호 방법  필요

성에 한 지식, 험한 상황을 인식  처하는 태도 

그리고 험한 상황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거나 처하

는 기술 등이 속한다[6]. 

인성은 21세기 미래 로벌 리더 양성의 핵심 역량으

로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사람의 됨됨이로 정의된다[16]. 특

히, 인성은 미취학 시기에 가정  교육기 의 경험이 

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도덕 경험을 해서라도 

실천 주의 인성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요청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만 5세 

리과정’에서는 인성을 사회생활 역에 국한하던 차

원에서 벗어나  역으로 확  용시켰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 배려, 존 , 력, 나눔, 질서, 효 등이 제시

되었다[17]. 이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기본 토 가 되

는 ‘인권’을 포함하여 ‘배려, 존 , 력, 나눔’ 구인에 해

당하는 ‘공동체 의식’을 콘텐츠로 개발하 다[18]. 그 이

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아기 인성교육의 요성 

 미래시  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더불어 살  아는 인재 양성’[17]을 제시하 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완성은 상기 덕목을 지식으로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을 통해 타

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생성될 때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유아와 등 학년 아동들은 

감정이입이 이타심에 반 되는 정도가 도 (modest)

이며 이를 매개하여 진할 수 있는 변인으로 ‘책임감 

가설’을 제시하 다[19]. 책임감 느끼기란 피해유아를 

도와야 한다는 책무감을 갖고 그 의무를 무시하는 것에 

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한다[19]. 

2. 유아의 로봇인식 및 학습효과
언어사용력(speech register) 원리를 활용하여 유아

가 로 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은 로 이 가진 다양한 인지  기능들로 인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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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 느낀다[9]. 그러나 흥

미로운 것은 로 을 유아들이 감정 교류가 가능한 기계

로도 동시에 생각한다는 것이다[8]. 이는 기존의 생물과 

무생물의 데카르트식 이분법  존재론이 아니라 혼종

(hyribrid)이라는 새로운 유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21]. 특히, 지능형 로 은 휴머노이드 외형으

로 인해서 유아와 애착형성이 가능하고 감정교류를 이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22] 친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

게 한다[8]. 그러나 ‘친구’라는 개념이 래친구 혹은 우

정을 나  수 있는 친구 계 즉, ‘friendship’이라기보다

는, 혼종인식이라는 에서, 놀이친구 ‘playmate’에 가

깝다[8]. 따라서 유아는 로 을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매체로서 주도 으로 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이 같은 요소는 교육효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교육매체로서의 로 은 이미 오래 부

터 가능성이 검증되고 활용되어 왔다[23][24]. 특히, 최

근에는 교육기 에서 사용되는 지능형 로 이 CD와 같

은 기존 매체보다 유아들의 언어발달(어휘력, 이야기 

구성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12]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로  콘텐츠에 탑재된 강화용 로  발화 기능

( :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의 이야기가 무 재

미있어. 다음에  이야기 만들어  거지? 등)이 발달

기 유아들의 학습 동기를 진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들은 즉시성 원리에 입각한 강화를 통해 발달한다. 

따라서 로  콘텐츠에 구 된 로 의 즉각  피드백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극 화하여 교육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등학교에서 교과목의 

보조 교사로서 수업목표, 내용들을 제시하고 교실을 돌

아다니며 발표자를 선정하거나 질의응답을 통해 피드

백을 제공하는 교사보조 로 도 등장하고 있다[25]. 로

을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능동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최 의 학습효과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밝

졌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 

[모두 지킴이] 콘텐츠는 발달심리학  에서 합한 

방 구인과 정서교류를 통해 학습 효과를 최 화시키

는 유아들의 로  인식을 반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 다. 

Ⅲ.‘모두 지킴이’콘텐츠 설계

1. 개발 방향
로 을 활용한 유아 상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방을 해 유아기부터 근본 으로 

함양되어야 할 인성교육과 유아기 발달수 에서 이해

되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들(집단 따돌림, 성폭력)로 개

발하 다. 즉, 학교폭력은 근본 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에 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에서 기인한다[27]. 따라서 

자존감과 이타성이 형성되는 유아기 때 인성교육을 통

하여 근본  학교폭력 방교육이 필요하다. 한 구체

인 학교폭력유형  유아 수 에서 많이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과 사회 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유아 상

의 ‘성폭력’을 콘텐츠 내용으로 선정하 다. 

둘째, R-Learning의 큰 장 인 유아의 자율성과 높은 

흥미  성취감이 잘 발 되어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 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개발하 다

[28][29]. 이는 재 유아교육용 로 의 기능을 모두 활

용하며, 유아가 스스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콘텐츠의 구  형태를 단순화하도록 하 다.

셋째, 활동형태  활동유형을 다양화한 통합 콘텐츠

로 제작하고 유아기 발달수 에 합하도록 고안하여 

최 의 방 효과를 갖도록 하 다. 통합 콘텐츠란 유

아교육의 가장 요한 특징이자 추구하는 목 으로서  

유아의 인 교육과 효율 인 학습을 하여 유아의 경

험, 흥미  요구와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30].    

2. 개발 과정
2.1 주제 및 목표 선정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

단 따돌림(왕따), 성폭력 등이다. 이  신체폭력과 언어

폭력 방교육은 미취학 아동들로 하여  모방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폭력은 유아의 컴퓨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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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지 않으므로 방교육 주제로서 시기가 하

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

은 ‘집단 따돌림’과 ‘성폭력’을 주제로 선정하 다. 그

리고 본 콘텐츠는 치료임상 로그램이라기보다는 1차 

방(primary prevention) 성격의 콘텐츠이다. 따라서 

가해자 비율을 낮추고 학  체의 건 한 분 기를 형

성하기 한 기본 인성함양(공감능력, 인 계 기술, 

정서조 ) 내용[27]도 함께 개발하 다. 선정 주제  

해당 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콘텐츠 주제 및 목표 

주제 목표

기본
인성
(공동
체의
식)

(1) 유아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인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인권).
(2) 유아는 다름을 수용하고 다름이 주는 유익을 습득할
    수 있다(배려, 존중).                          
(3) 유아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협력, 나눔).   

나와 
친구
지킴
이

(1) 유아는 피해유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유아는 피해유아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처방식을 알 수 있다. 
(3) 유아는 로봇을 사용해서 기관 내 집단 따돌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4) 부모들은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자가
    진단, 대처 양식 등)를 알 수 있다.

내 몸 
지킴
이

(1) 유아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2) 유아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질 수 있다.
(3) 유아는 로봇을 사용해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4) 부모, 교사와 협력해서 유아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2.2 로봇의 기능 탐색을 통한 교육활동 모색
아이로비 큐는 화면을 통한 이미지 재생, TTS(Text 

To Speech) 그리고 총 6군데(머리 양쪽, 양손, 양발)에 

센서를 통한 터치인식, 음량인식, 이동  동작, 카메라, 

녹음 기능 등이 있다[그림 1].

 이러한 기능들은 학교폭력 방 로그램 [모두 지

킴이] 콘텐츠가 유아교육의 통합콘텐츠로 제작되기 

해 유아의 발달 역, 흥미 역 등의 통합 인 경험을 

하도록 개별 주제마다 강의형태인 부모교육을 제외한 

체 활동에서 복합 으로 다양하게 구 되었다. 즉, 로

의 기능은 유아교육 장에서 유아가 로 의 스크린

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서 로 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

는 기능, 유아가 로 의 부분을 만졌을 때 로 이 인식

하여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는 기능, 로 이 유아의 음성

을 인식해서 화면 환과 함께 답변하는 기능, 콘텐츠에 

따라 로 이 동작하는 기능, 유아의 작품 등을 촬 하여 

장할 수 있는 기능, 유아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

능 등이 한 활동 당 두 가지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유아의 발달에 합한 교육 내용의 특성에 따

라 ㆍ소집단  개별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를 들

어 음률 활동인 경우, 단순히, 로 의 화면에 나오는 

래시 이미지만 보며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로 의 

음악에 따른 동작과 함께 ‘노래 감상하기’, ‘가사 익히

기’,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녹음하기’ 등 4가지 활

동을 할 수 있고, 동시 활동인 경우, ‘동시 감상하기’, ‘로

과 번갈아 낭송하기’, ‘유아가 혼자 낭송하기’, ‘녹음하

기’ 등을 할 수 있으며, 개별 학습인 경우, 일 방향으로 

로 이 제시하는 자료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  학

습해야 할 언어나 행동을 로 에게 수행할 때에만 로

이 인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유아가 로

과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며 폭력이 유발하는 환경에

서 어떻게 단하고 처해야 하는지를 직  체험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 아이로비 큐

2.3 활동 형태 및 영역 선정
본 로그램은 유아교육의 기본 원리인 통합과 균형

원리에 따라 주제마다 활동형태, 활동 역들을 다양하

게 구성하 다[31]. 각 주제별 활동형태  활동 역 선

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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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제별 활동형태 및 활동영역 

주제 활동형태 활동 역

기본인성
(공동체 의식)

대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소집단활동 미술
자유선택활동 동시
부모교육 강의

나와 친구 
지킴이

대집단활동 동화, 이야기나누기
소집단활동 역할
자유선택활동 음률
부모교육 강의

내 몸 지킴이
대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소집단활동 음률
자유선택활동 언어
부모교육 강의

3. 개발 내용
3.1 콘텐츠 활동내용
에서 설명한 개발과정에 따라 본 로그램은 총 13

가지의 콘텐츠로 제작되었다[표 3]. 모든 콘텐츠는 역

에 따라 유아용 로 자료, 활동지, 활동자료와 부모교육

용 자료( 로그램 설명, 학교폭력 신고 련정보, 폭력 

발생유무 별기 , 처 방법  차안내, 피해유아로

서의 자녀 하는 방법)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가 다름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극 으로 타인

을 도울 수 있는 ‘공감능력’[32]과 자신과 다른 타인과

도 함께 할 수 있으며 로 을 통해 친구를 로하고 돕

는 훈련이 가능한 ‘정서조 ’[33]이 구 되도록 하 다

[그림 2]. 

이를 해 ‘나와 친구 지킴이’ 콘텐츠는 유아가 피해

유아의 마음을 이해하여 극 으로 돕고 처할 수 있

도록 직  말하고 행동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즉, 로 의 터치센서  음량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동화를 개하는 R동화 ‘소심이를 도와줘’를 통해서 학

 내 피해유아를 돕는 올바른 태도 즉, 방 자에서 방

어자로 역할을 옮기는 연습을 한다.

특히, 본 동화를 통해 스토리를 인식한 유아들은 동

화 내용을 기 로, 칭찬하고 싶은 친구를 로 에 녹음

하여(활동명:　친구, 칭찬하고 싶어요!) 하원 시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 는 활동도 가능하도록 탑재하 다. 이

와 같은 활동은 가해자를 교사에게 보고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학  

체 분 기를 칭찬과 수용으로 환하여 건 한 학교 

분 기를 형성하고자 한 취지이다. 

한 피해상황에서 유아 자신이 의사를 분명하게 표

하도록 하기 해 처 표 어를 담은 동요(‘함께해

요’)를 함께 부른다[그림 3]. ‘내 몸 지키기’는 유아가 자

신과 타인의 몸을 소 히 여기며, 성폭력에 항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지도록 자신의 신체부 의 정확

한 명칭을 익히며 성과 련된 험한 상황에서 어떤 

표 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지 처어를 연습하

고 자신의 몸을 소 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 

동요(‘소 한 내 몸’)를 통해 제시하 다[그림 4].

       

표 3. 콘텐츠 활동 및 로봇 기능 

주제 활동명 활동유형 로 기능

기본
인성(
공동
체의
식)

인권,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제배움터 이미지, TTS, 
동작

나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주제배움터 이미지, TTS,
동작, 사진찍기

나는야 도움맨! 학습
이미지, TTS, 
동작, 터치인
식, 음량인식

다르지만 같아요. 동시
플래시이미지, 
소리, 녹음, 번
갈아 말하기

기본 인성, 알려주어야 합
니다. 주제배움터 이미지, TTS

나와
친구 
지킴
이

소심이를 도와줘! 동화
이미지, TTS, 
동작, 터치인
식, 음량인식

함께 행동해요. 주제배움터 이미지, TTS, 
동작

친구 마음 알 수 있어요. 주제배움터 이미지, TTS,
동작, 녹음

함께 해요. 음악
플래시이미지, 
음악, 동작, 사
진찍기

집단 따돌림 예방책 및 자
가 진단법 주제배움터 이미지, TTS

내 몸
지킴
이

소중한 나의 몸 학습 이미지, TTS, 
동작

소중한 내 몸 음악
플래시이미지, 
음악, 동작, 녹
음

이럴 때, 이렇게 말해요. 학습 이미지, TTS, 
동작, 음량인식

성폭력, 알고 대처합시다. 주제배움터 이미지,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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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 인성’ 개발 내용

그림 3.‘나와 친구 지킴이’개발 내용

그림 4. ‘내 몸 지킴이’ 개발 내용

3.2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3.2.1 미취학용 콘텐츠 개발

기존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들은 부분 등학

생을 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본 콘텐츠는 한국의 

학교폭력 특징인  연령화[34]  가해, 피해경험이 이

후 상 학교에서 학교폭력 유발자  피해자가 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지속성을 고려하여 미취학아동을 

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개발하 다. 특히, 발달심리학 차

원에서 인지, 정서, 행동의 3가지 측면을 연령에 맞게 

고려하고 발달 심리학자, 미취학 R-Learning 콘텐츠 

문가, 교사  부모 의견 수렴  검증을 통해 개발되

었기 때문에 그 기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2.2 유아, 교사, 부모를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

본 콘텐츠는 학교폭력 방을 한 일반유아 상의 

콘텐츠이다. 그러나 콘텐츠 내용은 험요인을 잠재

으로 갖고 있는 가해, 피해 유아에게도 활용될 수 있고 

체 집단, 소집단 그리고 개별교육에도 가능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한 교사용 지도서와 부모교육용 자료를 

모두 제작하여 탑재했기 때문에 가정과 기  연계가 가

능하다. 따라서 로그램의 용 상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3.2.3 디지털 세 에 합한 로그램 

본 로그램은 디지털 세  수혜자들에게 익숙한 로

 기능들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오늘날의 유아들은 

이  세 와 비교하여 볼 때, 각종 매체를 통한 동 상,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의 여러 자극에 친숙하다. 따라서 

기존의 평면  근 혹은 상을 통한 일 방향  지식 

달 방식 로그램은 매체에 한 학습자들의 기  수

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교육 효과에도 

향을 다. 따라서 래시 이미지, 상, 애니메이션  

음량인식, 터치인식 등의 다양한 로  기능들을 구 하

여 제작된 본 콘텐츠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유아들

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 동기를 고양시켜 교육효과

를 보다 높여  것으로 기 된다.  

Ⅳ.‘모두 지킴이’콘텐츠의 현장 적용 

본 콘텐츠의 장 용성을 조사하기 해 서울소재 

어린이 집 두 곳에서 총 35명의 만5세 유아들을 상으

로 일주일동안 ‘모두 지킴이’ 로그램을 실시하 다.  

 실시한 로그램은 ‘기본 인성’  미술 활동인 ‘나와 

달라도 우리는 친구’, 동화인 ‘소심이를 도와줘!’, 이야기

나 기 활동인 ‘소 한 나의 몸’ 으로 세 가지 활동은 활

동 과정  유아가 직  자신의 생각과 이해한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로서 본 콘텐츠

에 한 유아의 흥미도  반응과 내용에 한 이해도

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실시 시간은 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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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 가지 로그램을 진행하 다. 실시 결과, 유아

들은 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여 각 활동지마다 요구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 다. 담당 교사의 반응을 인터뷰

한 결과, 유아들이 콘텐츠에 흥미를 보 고, 특히 로

의 터치인식, 음량인식기능을 활용한 콘텐츠에 극

으로 참여하 다. 활동 내용 한 활동 후 기억하여 말

하 다. 

이에 한 유아의 반응 결과의 구체  는 [그림 5]

와 같다. 한 유아교육기  원장, 교사 30명을 상으

로 2012년 12월 6일 연구 책임자의 학에서 콘텐츠 사

용성을 검하기 한 연수를 실시하 다. 실시 내용은 

콘텐츠 개발 취지, 발달 심리학  에서의 콘텐츠 

타당성  사용 방법을 강의  시연 형식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표 4]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 조

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체로 ‘매우 그 다’와 ‘그 다’ 등의 정 인 반응을 

보 다. 특히, 문가들은 본 콘텐츠가 유아교육 장에 

필요한 폭력 방 로그램 주제이며 그 주제에 알맞은 

교육활동인지를 질문하는 문항에서 [그 다]와 [매우 

그 다]로 합산된 답변이 각각 96.7%와 100%로 정

인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제시한 연구

에 따르면 기존 방 로그램들이 의미 있는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발달특성 반  미비  낮은 

실 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35]. 그러나 본 콘텐츠는 

발달 합성  실 용가능성 문항(문항 1, 8) 모두

에서 정 답변이 97%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콘텐츠

가 ‘유아 행동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

항에서 모두에서 장 문가들은 90%, 93%가 정하

다(문항 9,10). 

한 기존의 미취학 아동들을 상으로 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들은 폭력 방 유형에 따른 체계  교수

가 아니라 인형극, 역할 놀이 혹은 노래 부르기 등의 방

법들을 통해서 단 회성으로 제시한 경우가 부분이다

[36][37]. 그러나 본 콘텐츠는 교사가 교육과정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자발  의지에 

따라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반 한 

근용이성, 래 커뮤니 이션 유도  흥미로운 활동

매체 정도를 측정한 문항은 각각 90%, 97%, 97% 정 

응답 율을 보 다(문항 7, 13-1, 16). 

한 교사 근 용이성에서도 90% 정답변을 보

다(문항 13-2). 이 결과는, 본 콘텐츠가 기존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문제 으로 지 된 개입빈도[38]를 보

완한 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한 기존 로그램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로그

램이라는 에서 다  요인  포  근이 없다는 지

을 받아왔다[39]. 그러나 본 콘텐츠는 가정과 기 이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하 고 본 내용과 련

된 평가 문항 결과 83% 이상이 부모의 태도  인식 변

화가 가능할 것으로 답하 다(문항 11). 

그리고 로 이 본 로그램 구 에 얼마나 합한 매

체인지를 묻는 문항(문항 12, 14, 15)에서 각각 90%, 

83%, 93%로 정답변을 하 다. 이것은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새로운 매체인 로 으로 구 하는 것이 타

당함을 시사한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 로 은 매력 이

고 친근한 매체이며 다문화 인식을 높이는 로그램들

이 보다 더 추가되고 로 의 움직임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림 5. 유아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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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문지 문항구성 

문항 역 문항내용 문항수
질문
형식

프로그램의 적절성 수준, 필요성, 사용여부 4

4점
척도

프로그램의 내용 주제에 맞는 활동선정, 다양
성, 흥미 4

프로그램의 효과 행동 및 생각의 변화, 부모
의 태도 및 인식 변화 3

로봇의 사용 적절성, 용이성, 사용성 7

기타 단점 및 개선점, 로봇 사용
이 좋은 이유, 추가 의견 3 자유

응답

교사의 일반적인 배
경

직위, 교사경력, 연령, 담당
유아연령, 유아교육기관 유
형, 소속기관, 아이로비 사
용유무

7 체크리
스트

표 5. 설문 응답결과 

문항
번호

문항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합계

1 유아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0(0) 1

(3.3)
15

(50.0)
14

(46.7)
30

(100)
2 유아교육현장에 필

요한 프로그램 0(0) 0(0) 16
(53.3)

14
(46.7) 30(100)

3
학교폭력예방을 위
해 필요한 주제 선
정

0(0) 0(0) 10
(33.3)

20
(66.7) 30(100)

4 본인 교육기관에서
의 프로그램 사용 0(0) 4

(13.3)
13

(43.3)
13

(43.3) 30(100)

5 주제에 맞는 교육
활동 구성 0(0) 0(0) 12

(40.0)
18

(60.0) 30(100)

6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 제공 0(0) 3

(10.0)
9

(30.0)
18

(60.0) 30(100)

7 유아에게 흥미로운 
활동 0(0) 1(3.3) 11

(36.7)
18

(60.0) 30(100)

8 현실 적용 가능한 
내용 0(0) 1(3.3) 12

(40.0)
17

(56.7) 30(100)

9 유아의 행동변화 0(0) 3
(10.0)

15
(50.0)

12
(40.0) 30(100)

10 유아의 생각변화 0(0) 2(6.7) 12
(40.0)

16
(53.3) 30(100)

11 부모의 태도 및 인
식의 변화 0(0) 5

(16.7)
16

(53.3)
9

(30.0) 30(100)

12
본 프로그램 매체
로서의 로봇의 적
절성

0(0) 3
(10.0)

17
(56.7)

10
(33.3) 30(100)

13
1 유아의 로봇사용의 

용이성 0(0) 3
(10.0)

17
(56.7)

10
(33.3) 30(100)

2 교사의 로봇사용의 
용이성 0(0) 3

(10.0)
14

(46.7)
13

(43.3) 30(100)

14 로봇의 역할의 중
요성 0(0) 5

(16.7)
16

(53.3)
9

(30.0) 30(100)

15 프로그램의 로봇활
용에 대한 기여도 0(0) 2(6.7) 17

(56.7)
11

(36.7) 30(100)

16 또래 커뮤니케이션 
유도 0(0) 1(3.3) 18

(60.0)
11

(36.7) 30(100)

17 능동적 사용 유도 0(0) 1(3.3) 15
(50.0)

14
(46.7) 30(100)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외 최 로 지능형 로  아이로비 큐

(iRobi Q)를 활용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 [모두 지

킴이]의 기획  개발을 목 으로 하 다. 본 콘텐츠는 

수혜자인 유아가 로그램을 교육기 에서 경험할 때,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 유아발달에 합하고 사용 시 

쉽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를 해 

본 연구자들은 다양한 로  기능의 활용  유아교육과

정 합성, 장  학교폭력 문가 의견 수렴  로  

콘텐츠 문가 등의 검토를 하 다. 검토 결과, 문가

들은 기존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문제 으로 지

된 발달 합성, 장 실효성, 단회성 개입  가정, 학

교 등의 다차원 포  근성 미비 등을 보완하여 보다 

발 된 형태의 방 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결과를 얻

었다. 본 콘텐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콘텐츠는 수혜자 발달특성  국가수  학

교폭력 실태 조사 데이터를 고려하여 집단 따돌림(왕

따), 성폭력 그리고 기본 인성교육을 주제로 선정하

다. 둘째, 로  기능은 이미지와 TTS를 기 로 터치기

능, 음량 인식기능, 녹음기능, 이동과 동작 기능, 사진촬

 기능 등이다. 셋째, 역별 활동형태는 집단, 개별

집단  소집단, 자유선택 놀이 그리고 부모교육으로 

구성하 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 최 의 효

과를 나타내도록 하 다. 넷째, 활동유형은 동시, 동화, 

음악, 미술, 이야기 나 기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본 

콘텐츠는 유아의 놀이친구로서 정서  유 와 상호작

용성이 높은 지능형 로 을 활용하 고 부모교육 자료

와 교사 자료집을 함께 개발함으로서 가정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로 을 활용하여 국내외 최 로 개발된 미취학 아동

용 학교폭력 방 로그램 [모두 지킴이] 개발에 한 

본 연구의 제한   추후 연구를 한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콘텐츠 신기성에 입각해서 매

체를 다루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계속 으로 확장되고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로 과 

다른 IT 기기와의 차이는 로 의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과 자율성(autonomy)에 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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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매체 인 특성을 더 잘 구 하기 해서는 

그에 련된 기술 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유

아를 인식하고 개별화된 상호작용성이 가능하도록  

RFID 기능 도입과 스크립트 개발을 제안한다. 넷째, 유

아교육기 에서 장기 으로 본 콘텐츠의 효과를 측정

하는 연구와 더불어 다른 폭력 방 교육 로그램과의 

연계 활동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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