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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의 로봇 상호작용 경험 유무, 성별 및 연령이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과의 친밀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배원리를 활용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아 총 7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실험

을 하였다. 실험 1은 상호작용 여부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만 5세 유아 총 34명(실험집단 17명, 비교집단 17명), 실험2는 

성별, 연령 영향에 관한 연구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유아 각 12명씩 총 36명(사전, 사후 집단)이다. 연구 결과, 첫째, 로봇

과 상호작용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에게 유의한 친밀함을 느꼈고 그 이유는 정서로 밝혀졌다(실험1). 둘

째,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과의 친밀함에 유아의 성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연령은 reverted U 추이를 나타냈다(실험2). 

주제어 :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유아, 분배원리, 친밀함, 상호작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action, gender, and age on 

preschool children's intimate relationship with entertainment robot dog. For this purpose, two kinds of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70 preschool children in day care centers in Seoul. Experiment 1 relates to 

the interaction with entertainment robot dog, 34 children aged 5 years (17 experimental groups, 17 

comparative groups). Experiment 2 was a study on the effects of gender and age. A total of 36 children (pre- 

and post-group) of 12 children aged 3, 4, and 5 years old were included. This study interviewed the number 

of distributions and the motivations for distribution by using the “Dividing Game(Distribution Principle)” 

interview. As a result, firstly the group experiencing the interaction felt more intimate with the entertainment 

robot dog, and the reason was emotional factor the most(Experiment 1). Second, gender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ntertainment robot dog intimacy and age showed a reverted U-shape. The abov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it reveals what kind of factors affecting the intimacy between the preschooler and 

entertainment robot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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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목

적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과 놀

이를 보다 부각한『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다

[1]. 이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주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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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타인을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

에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하

는 방법도 놀이를 통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유아

는 놀이를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발달하며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다[2].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예고하면서 유아의 놀

이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나 놀잇감 종류가 변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혹은 M 

세대(Mobile Generation)라고 불리는 유아들의 놀잇

감에는 ‘유비쿼터스 로봇 동반자(Ubiquitous Robot 

Companion)가 있다. 이는 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친구

처럼 친근하게 유아와 함께하는 상용화된 로봇이다[3]. 

로봇은 과거 유아들에게 친근한 교육 매체로 사용된 일 

방향적 놀이용 컴퓨터와 다르게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

한 놀이 친구이다[4]. 그래서 오늘날 상담, 의학,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5,6]. 특히,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누리과정을 탑재한 로

봇,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탑재한 로봇 및 교사를 돕는 

출석 기능, 또래 놀이 친구 역할을 하는 로봇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7-9]. 이에 기술공학적 놀잇감

인 로봇이 나타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유아의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3].

특히, 여러 종류의 로봇 중 로봇 견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간이 기계문명의 발달은 이루었지만 

외로움이 증폭되어 반려견을 선호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

과 과학기술의 변혁이 반영된 결과이다[6,7,10-12]. 선행

연구[6]에 따르면 로봇 견은 유아에게 ‘나를 알아주고 나

와 놀아주는 로봇’이라는 개념 아래에 유아와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놀이자 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유아가 로봇 견을 놀이 자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인간과 로봇의 관계 맺음인 친밀감은 서

로에게 순응하며 적극적 교류를 이루는 상호작용이 핵

심이다. 그러므로 친밀감을 유발하는 요소를 판별하여 

인간과 로봇 견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끄는 구인을 밝히는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친밀감이란 대상을 좋아하고 가깝게 느끼는 것을 의

미하며[13] 로봇을 친근하게 느낄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14] 인간은 로봇과 함께 

하는 작업의 수행력까지도 높아진다[15]. Norman[16]

에 따르면, 친밀감은 인간과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매체 간에도 적용되는데 사용자가 매체

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가 매체 사용 효과에도 자연스럽

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유아가 로봇을 친밀하게 느낀

다면 신뢰와 협력을 더 잘 갖게 되어 로봇 요청에 더욱 

더 지지가 될 수 있다[17].

그렇다면 친밀감을 유발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인간

이 로봇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인간의 사회적 규범에 준

한다[18]. 즉, 유아가 로봇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요소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파악된 친밀감 요소를 바탕

으로 한다. 이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별, 연령 그리고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나타났다[19-21]. 그래서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는 유아를 대상

으로 한 친밀감 요소가 성별, 연령[22,23], 상호작용 여

부 혹은 경험방식[23], 비언어 요소[14,24] 이동성, 센서 

기능 종류[8] 및 촉감, 표정, 얼굴 디자인 등 로봇 외형

[18,25]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로봇 견이 가

정과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시점에도[26] 로봇 

견에 대해 유아가 느끼는 친밀한 요소는 밝혀진 바가 없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로봇 견의 

친밀감 요소를 파악하여 미래시대 놀잇감으로 보다 활

용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용 로봇 견을 연구대

상으로 사용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이란 일상에서 사

용자와 공존하면서 즐거움과 오락을 제공하는 지능형 로

봇으로서 사용자를 기능적으로 돕고 교육지도를 보조하는 

사회 로봇과는 역할이 다르다[24]. 또한 본 연구는 엔터테

인먼트 로봇 견의 친밀감 측정을 위해 ‘분배원리’를 적용

하였다. ‘분배원리’는 유아가 물건을 제공하는 양태에서 

타인에 대한 친밀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27]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이타적 행동과 그 동

기를 측정하는 원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나누어 주는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게 배분될 이익과 대상에 대한 자신

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친밀함을 드러내 

주어 로봇 친밀감 연구들에서 검증된 바 있다[17,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분배원리를 ‘나누어 

주기 게임’이라는 이름으로[17]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한다. 그리고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상호작용 경험 여부를 변

인으로[18] 자유 놀이 상황에서 판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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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유아연령’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세, 

만 4세, 만 5세이며 ‘상호작용 경험’은 『ROBORANG』활

동에 참여한 경우이다. 『ROBORANG』활동은 2019년 

아하원, 이미숙, 신원애가 개발한 로봇과 유아가 자유놀

이 하는 콘텐츠로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을 반영한 것이다. 총 16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기별로 놀이 주제가 다르고 참여 유아들의 집

단 크기가 다양하여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끌어낸다. 본 

활동은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관계능력 향상에 긍

정적인 활동으로 학계에서 검증한 바 있다[1].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로봇 견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따라 유아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간의 친밀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은 유아-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친밀성에 차이를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1.1 상호작용 경험 유무(연구문제 1)

로봇과의 상호작용 경험 여부가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의 친밀감에 유의한 요소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S시 A 어린이집에서 6주간『ROBORANG』을 경험한 만 

5세 유아 17명을 실험집단으로 로봇 경험이 없는 동일

지역의 B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17명을 비교 집단 으로 

설정하였다. 총 34명으로 남아 22명, 여아 12명이며 평

균연령 71.56개월로 t-검증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없다(t=1.142, p<.05).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및 

평균연령의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articipants’ 

average age and gender      (N=34)

Group Gender N
Months of Age

t
M SD

Exp. 

group 

boy 11

72.24 3.68

1.142

girl 6

total 17

Comp.

group 

boy 11

70.88 3.12girl 6

total 17

2.1.2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검증(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이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과의 친

밀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로봇 견 경험

이 없는 S시 C어린이집 아동 총 36명을 대상으로 실험

하였다. 연령은 만 3세, 만 4세, 만 5세 각 12명이며 성

별은 각 연령에 따라 6명씩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 및 평균연령의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articipants’

average age and gender     (N=36)

Years N
Gender

M SD
Boy Girl

3 12 6 6 50.0 3,69

4 12 6 6 64.6 2.46

5 12 6 6 72.1 1.51

Total 36 18 18 47.9 2,71

2.2 연구 도구 

2.2.1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제로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로봇은 2013년 (주)앙토에서 개

발한 ‘대화 형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제로미이다. 제로

미는 애완 강아지 형태로 본체 30cm x 25cm, 무게 

1kg이며 1초대의 90% 음성인식 기능이 있다. 제로미는 

좌, 우, 앞, 뒤 등 이동이 가능하고 노래, 춤, 일상 대화 

주고받기, 동화 들려주기 및 셈하기 놀이 등 다양한 콘

텐츠가 탑재되어 있으며 터치센서와 리모콘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

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자율기능이 가능하여 유아

에게 또래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다.

2.2.2 ‘나누어 갖기’ 게임을 반영한 면접지

유아의 로봇 친밀감 측정을 위해 분배 원리를 활용한 

‘나누어 갖기’ 게임 면접지를 사용하였다[17,28]. 유아

가 로봇에게 제공하는 젤리 개수가 많을수록 친밀함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27]. 문항은 배분원리 인식(1문항)

과 이유(1문항), 이름(1문항), 연령(1문항) 등 일반배경 

그리고 로봇 견 인식(예: 방에서 무얼 봤니?, 1문항), 

젤리 개수(젤리 몇 개 주었니?, 1문항) 등 로봇 친밀감

과 이유(예: 왜 0개 주었니?, 1문항)으로 총 8문항이

다. 면접지 구성요소, 문항 수 및 질문형태는 Table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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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interview contents, ypes and 

number of questions 

Category 

Subcategory

(number of 

question)

Question

Rationale

Recognition  

Recognition(1)

Would you like to give 

more or less jelly to 

your best friend?

Reason (1) Why do you think so?

Background Name(1) What is your name?

Age(1) How old are you?

Intimacy with 

robot 

Robot dog 

recognition(1)
What did you see?

Checking the 

number of 

jelly(1)

How many jelly did you 

give to robot dog ?

Reason(1)
Why did you give

x jelly to robot dog?

Total 8

2.2.3 젤리 

본 연구에서 젤리는 분배 도구로써 사용되었다. 젤리

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대상 유아들이 재원 한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들이 연구 취지 설명을 듣고 유아에게 적합

한 품목으로 젤리를 권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

분 원리를 활용하여 유아 친밀감을 확인한 선행연구에

서도 젤리를 사용하였다[17].

2.3 연구 절차

2.3.1 예비실험

본 연구의 예비실험은 검사 도구 적절성, 실험 소요시

간 및 기타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7월 17

일(연구 문제1), 2019년 9월 23일(연구 문제2)에 진행

하였다. 그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본 실험

에서도 그대로 실시하였다.

2.3.2 교사 교육

본 연구의 교사 교육은 실험1은 2019년 7월 22일, 23

일 총 2회, 실험2는 2019년 9월 24일 1회 실시하였다. 두 

실험 모두 본 연구의 목적, 지도 방법, 교사 역할 및 유의점

을 제시하였고 실험 1의 경우 실험 특성상『ROBORANG』

활동 안내가 필요하여 한 회기 더 실시하였다. 

2.3.3 사전검사

연구문제 1의 사전검사는 2019년 8월 5일(실험집

단), 2019년 8월 6일(비교집단), 연구문제 2는 2019년 

9월 30일에 연구자가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유아들을 

만나 직접 질문하였다. 사전검사의 일체 과정은 해당 어

린이집의 협조와 동의를 미리 받았으며 카메라를 설치

하여 모든 절차를 녹화하였다. 연구문제 1,2, 모두 질문

은 유아에게 5개 젤리를 주고 로봇 견과 나누어 가지라

는 지시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이 보고 있다는 것은 

콜버그의 도덕 단계 중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좋은 행동을 

하려는『착한 소년, 소녀 지향단계』가 적용될 수 있어

[25] 유아에게 연구원은 문밖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전하

고 유아만 로봇 견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젤리를 나누도

록 하였다. 

    

2.3.4 실험 처치

연구 문제 1은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처치를 하였는데 실험집단은『ROBORANG』

활동[1]을 경험하였고 비교집단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학기술부, 2012)을 실시하였다. 실험설계는 

Table 4와 같다. 연구 문제 2는 2019년 10월 7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과 자유 

놀이 활동을 하였는데 연구 문제 1,2,에서 상호작용 경

험방식을 다르게 한 이유는 『ROBORANG』 활동이 만 

5세 유아에게 특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연령차를 보고

자 한 연구 문제 2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문

제 2의 실험설계는 Table 5와 같다.

Table 4. Experimental design (Experiment 1)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 

group
01 x1 02

Comp.

group 
03 x2 04

01, 03: Dividing game, Interview : Pre-test

x1: 『ROBORANG』 activity  

x2: Nuri curriculum activity

02, 04: Dividing game, Interview : Post-test

Table 5. Experimental design (Experiment 2)

Pre-test Treatment Post-test

01 x1 02

01: Dividing game, Interview : Pre-test

x1: Robot play activity

02: Dividing game,  Interview : Post-test

2.3.5 사후검사

  연구 문제 1의 사후검사는 2019년 9월 30일(실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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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월 1일(비교집단), 연구문제 2는 2019년 11월 

19일에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2 모두 연구자가 유아

들을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만났고 사전검사와 동일

하게 어린이집 동의 및 협조를 미리 받아 카메라를 설치 

한 후 실시하였다. 유아의 도덕 단계를 고려하여 사전검

사와 동일하게 유아만 로봇 견이 있는 방에서 젤리를 배

분하도록 요청했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면접지의 답변을 이

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문제 1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배분 변화 총수와 그 이유를 범주별로 나누고 연구문

제 2도 사전, 사후의 배분 변화 총수와 그 이유를 범주

별로 산정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분배 원리를 바르

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아는 친할수

록 젤리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전원(100%) 응답하고 

그 이유도 좋아서, 친해서 등 친밀함을 근거로 답변하였

다. 이는 연구 참여 유아 전원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

임을 알 수 있다. 

3.1 상호작용 경험 유무(연구 문제 1) 

로봇과의 상호작용 경험 유무가 유아-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의 친밀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누리과정에 노출된 

비교집단 모두 사전-사후 간 젤리 수가 모두 증가하였

다. 그러나 증가 폭이 17개(실험집단), 9개(비교집단)로 

실험집단의 변화가 더 컸다. 유아-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젤리분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는 로봇과의 상호

작용 경험이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에 대한 친밀감을 증

가시키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로봇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누리과정에 노출된 비교집단보다 분배 비율

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유아가 로봇 견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2:3(유아-로봇 

견) 비율부터 1:4, 0:5 비율 모두 실험집단은 사전보다 

사후에서 비율마다 각각 4, 3, 2명으로 총 8명 증가되었

지만 비교집단은 1:4에서만 4명 증가하고 2:3과 0:5는 

각각 변화 자체가 없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빈도별 

분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그러므로 로봇의 상호작

용 경험은 유아에게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과의 친밀감

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을 친밀하게 느끼는 이유를 물은 결과, 사전에서 실험집

단, 비교집단 모두 ‘말을 해요’와 ‘노래를 해서요.’ 등 각

각 인지와 기능적 이유가 가장 많고 ‘친해지고 싶어서

요.’, ‘눈이 두 개니까요.’ 그리고 ‘몰라요’ 등 정서, 외형 

및 회피는 이후 순위로 두 집단이 같았다. 그러나 사후

에서는 실험집단, 비교집단 모두 정서가 친밀감의 가장 

높은 응답 반응이었다. 유아-엔터테인먼트 로봇 견 젤리

분배 동기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6. The result of jelly distribution of preschooler

         -entertainment robot dog     (N=34) 

A group with interactive 

experience(exp. group) 

A group without interactive 

experience(comp. group)

Pre

schooler

Pre-test

(child:

robot)

Post-test

(child:

robot)

Pre

schooler

Pre-test

(child:

robot)

Post-test

(child:

robot)

Total 46:39 29:56 Total 51:34 42:43 

Table 7. The result of frequency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N=34)

A group with interactive 

experience(exp. group)

A group without interactive 

experience(com. group)

Pre·Post

Preschooler

: robot

Pre-

test

Post-

test

Pre·Post

Preschooler

:robot

Pre-

test

Post-

test

5 : 0 0 0 5 : 0 0 0

4 : 1 4 0 4 : 1 3 0

3 : 2 7 3 3 : 2 11 10

2 : 3 4 8 2 : 3 3 3

1 : 4 1 4 1 : 4 0 4

0 : 5 1 2 0 : 5 0 0

Table 8. The result of motivation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N=34)  

a group with interactive 

experience(exp. group) 

a group without interactive 

experience(com. group)

Motivation

category

Division

Total 
Motivation

category

Division

Total pre-

test

post-

test

pre-

test

post-

test

cognition 5 5

34

cognition 5 5

34

emotion 4 7 emotion 3 5

function 5 2 function 5 2

appearance 2 2 appearance 2 3

avoidance 1 1 avoidance 2 2

Total 17 17 Total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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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별, 연령에 따른 검증결과(연구 문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의 

친밀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지만 연령은 reverted U 추이를 

나타내 연령이 높아질수록 로봇 견에 대한 친밀감도 증

가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아, 여아 모두 사전-사후에서 

각각 9개(남아), 15개(여아)로 증가하고 남아(47개)보다 

여아(52개)가 더 많은 수의 젤리를 분배함으로써 여아가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에 대해 친밀감을 더욱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남아와 여아의 젤리 수 차

이가 5개로 총 젤리 수 90개에 비해 약 4.5%에 해당한

다. 이는 5% 미만의 결과로서 성별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성별에 따른 젤리분배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성별에 따른 빈도별 젤리 분배 

결과를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에 대해 친밀감

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2:3(유아:로봇 견) 비율지점

부터 남아는 8명, 여아는 10명으로 여아가 친밀감이 크

다. 그러나 그 차이가 2명으로 총수 36명을 고려할 때, 

약 6%에 해당하여 큰 차이로 해석하기 어렵다. 성별에 

따른 배분 동기는 사후 집단에서 남아는 ‘내가 좋아해요’ 

등 정서, ‘이리와 하면 와요’ 등 인지, ‘걸어가요’ 등 기능, 

‘몰라요’ 등 회피, ‘귀엽게 생겼어요’ 등 외형 순위였다. 

여아는 ‘제로미랑 친하고 싶어요.’ 등 정서 그리고 ‘수를 

셀 수 있어요’등 인지, ‘노래를 불러주니까요’ 등 기능, 

‘눈이 예뻐요’ 외형, ‘모르겠어요’ 회피 순위였다. 이는 정

서가 남아, 여아 모두에게 일치되는 주요 배분 동기임을 

알 수 있다. 빈도별 젤리문배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다만, 사전검사에서 남아가 기능, 인지, 회피를 여아는 

인지, 정서, 기능을 주요 이유로 응답한 결과를 고려하

면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과 놀이를 경험하면서 친밀감 

이유의 성별 차가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별에 따른 젤리분배 동기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9. The result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by gender      (N=36) 

Pre-test group Post-test group

Gender

Distribution

(preschooler : 

robot)

Gender
Distribution

(preschooler : robot)

Boy 52 : 38 Boy 43 : 47

Girl 53 : 37 Girl 38 : 52

Table 10. The result of frequency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by gender  (N=36) 

Pre-test group Post-test group

   Gender

Preschooler

:robot

Boy Girl

     gender

Preschooler

:robot

Boy Girl

5 : 0 0 0 5 : 0 0 0

4 : 1 3 2 4 : 1 1 0

3 : 2 10 12 3 : 2 9 8

2 : 3 5 4 2 : 3 4 5

1 : 4 0 0 1 : 4 4 4

0 : 5 0 0 0 : 5 0 1

Table 11. The result of motivation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by gender   (N=36) 

Pre-test group Post- test group

Motivation

category

Gender
Total 

Motivation

category

Gender
Total 

boy girl boy girl

cognition 4 5

36

cognition 4 5

36

emotion 3 4 emotion 6 7

function 5 4 function 3 3

appearance 2 4 appearance 2 2

avoidance 4 1 avoidance 3 1

Total 18 18 Total 18 18

둘째, 연령별 차이이다. 사후 집단에서 만 3세에서 만 

4세에 젤리 수가 증가하고 만 5세에는 그 수가 감소하

여 만 4세 집단이 친밀감을 가장 높게 느끼는 reverted 

U 형태로 파악된다. 연령별 분배결과는 Table 12와 같

다. 연령에 따른 빈도별 분배는 사후 집단의 모든 연령

에서 친밀감 형성 시작 비율로 해석하는 2:3 비율부터 

1:4, 0:5 비율 모두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만 4세가 다

른 연령과 다르게 0:5 비율이 한 명이지만 나타났고 1:4 

비율에서 가장 높은 수를 제공하여 연령 간 차이를 나타

냈다. 연령별 빈도별 분배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연

령에 따른 분배 동기를 살펴보면, 사후집단에서 만 3세

는 ‘나랑 같이 놀아서 좋아요’ 등 정서, ‘이리와 하면 걸

어오니까’ 등 기능, ‘말을 해서’ 등 인지 및 ‘잘 몰라요’ 

등 회피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4세는 ‘노래할 수 

있으니까.’ 등 인지, ‘내 말을 들어주니 사랑스러워요.’ 등 

정서영역이 모두 가장 높았고 ‘앉는 모습.’ 등 외형, ‘소

리를 내서’ 등 기능과 ‘모르겠어요’ 등 회피 순위였다. 만 

5세는 ‘제로미랑 친하고 싶어요.’ 등 정서가 가장 높았고 

‘말하고 셈을 할 수 있어요’ 등 인지, ‘불빛이 들어와요’

등 기능, ‘꼬리가 귀여워서요’ 등 외형은 동일한 순위에 

있었으며 ‘생각 안나요’ 등 회피가 가장 낮은 순위로 응

답했다. 종합적으로 연령에 따른 분배이유는 연령마다 

순위가 다소 다르나 가장 높은 응답 범주가 정서인 것은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에 대한 유아 친밀성 연구- 분배원리를 중심으로 115

Pre-test group Post-group 

  Age

Preschoolers

:robot

3 4 5

  Age

Preschooler

:robot

3 4 5

5 : 0 0 0 0 5 : 0 0 0 0

4 : 1 3 1 2 4 : 1 1 0 0

3 : 2 4 9 8 3 : 2 4 5 8

2 : 3 5 2 2 2 : 3 5 2 2

1 : 4 0 0 0 1 : 4 2 4 2

0 : 5 0 0 0 0 : 5 0 1 0

동일했다. 연령별 젤리분배 동기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Table 12. The result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by age     (N=36)  

Pre-test group Post-test group 

Age
Distribution

(Preschooler : robot)
Age

Distribution

(preschooler : robot)

3 34 : 26 3 28 : 32

4 35 : 25 4 23 : 37

5 36 : 24 5 30 : 30

Table 13. The result of frequency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by age      (N=36) 

Table 14. The result of motivation of preschooler-entertainment

robot dog jelly distribution by age      (N=36) 

Pre-test group Post- test group

Motivation

category

Age
Total 

Motivation

category

Age
Total 

3 4 5 3 4 5

cognition 2 4 3

36

cognition 2 4 3

36

emotion 2 2 3 emotion 5 4 4

function 3 2 4 function 3 1 2

appearance 2 3 1 appearance 0 2 2

avoidance 3 1 1 avoidance 2 1 1

Total 12 12 12 Total 12 12 12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가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에 대해 친밀

감을 느끼는 요소가 무엇인지 상호작용 경험 유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탐색하였다. 연구 문제별 논의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과 상호작용한 경험은 유아가 엔터테인먼

트 로봇 견을 친밀하게 느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여부가 로봇 친밀함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1,17,29]. 그 뿐만 아니라, 유아는 로봇을 ‘나를 알아주

고 나와 놀아주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6] 상호작용 

경험은 친밀감을 느끼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것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봇은 엔터테인먼트용 

로봇으로 유아의 기능수행을 보조하는 사회 로봇과는

[23]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관계를 맺는다[24]. 그

러므로 로봇에 대한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증가에 영향

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6,23,29,30,31,32].

그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을 친

밀하게 느낀 이유로 정서적인 요소를 꼽았다. 엔터테인먼

트 로봇 견은 재미를 제공하는 놀이 친구이기 때문에  로

봇에 대한 친밀함의 이유로 정서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9,29,31,32,33,34]. 이는 유아를 교육적, 기능적으로 보

조하는 사회로봇이 편리성과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아가 친밀함을 느끼는 이유로 ‘똑똑함(smartness)' 즉, 

인지로 답변한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23]. 결국 유아

는 로봇의 종류에 따라 다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친밀함

을 느끼는 요소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이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의 

친밀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의 경

우, 남아와 여아 간에 5% 미만의 차이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만 4세에 가장 친밀

감이 높은 reverted U 형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성별이 로봇 친밀감에 영향

을 미치지 않고 남아, 여아 모두 정서를 친밀감의 주요

한 요인으로 밝혀낸 박지애[34]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인간의 관계 맺음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발달심리학

에서 남아는 독립적이며 성취 지향적이고 도구적인 역

할로 타자와 관계를 맺고 여아는 관계 지향적 속성이 강

해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감정이입을 하며 관계를 맺는 

표현적 역할자이다[20]. 그 뿐만 아니라, 신나민, 이선희

[17] 연구에서 여아 유아들은 남아 유아와 다르게 로봇

의 디자인이 멋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학급에서 상호작

용했던 로봇 즉, 관계를 맺었던 로봇이 더욱 친밀하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선행연구와 발달심리학 이론을 고려할 때, 로봇

에 대한 친밀감은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연

구결과가 지지될 수 있는 것은 관련 선행연구와 발달심리

학 이론에서 제시한 친밀함은 타자가 인간이거나 인간의 

모습을 띤 로봇이다. 즉, 로봇의 친밀감에 대해 성별 차이를 

검증했던 선행연구들은 휴머노이드(humonoid)형 로봇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유아는 보편적인 인간관

계 형태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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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봇은 강아지 형태의 로

봇이다. 결국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상호작용 방식이 적

용되었을 것이며 이는 성별 차이보다 동물 선호성향인 

개인적 특징이 반영되어[26] 로봇 견은 성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 변인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로봇과의 경험 

후, 젤리 수가 증가하여 친밀감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 

추이에 있어서 만 3세 유아보다 만 4세 유아의 젤리 수

가 더 많았고 만 5세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연령에 따른 분배 비율에서도 유아가 로봇에 대해 

친밀감을 갖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해석하는 2:3(유아:로

봇견) 비율에서 만 4세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는 모든 연령에서 동일하게 정서였다. 다만, 

만 3세는 정서 이후에 기능, 만 4세는 정서와 인지가 동

률이지만 만 5세는 정서 이후에 인지로 응답해서 정서 

이후의 순위는 다소 상이했다. 

이는 유아가 로봇 견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는 

모든 연령이 정서로 동일하지만, 친밀감의 정도는 만 4

세가 가장 높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연령에 따른 도식(scheme)속성, 디지털 네

이티브로서 유아들이 연령에 따라 누적된 경험양의 차

이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각 연령대의 도식속성 차이이다. 인지발달심리학

자인 피아제는 만 3세 유아를 전 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시작단계로 제시하였다. 이는 감각운동(sensorymoto stage)

에서 전 조작기 도식으로 전이된 직후로서 역동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는 인지 수준과 언어능

력이 만 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계이다. 그러

므로  로봇과 자유 놀이 활동을 하여 상호작용 경험은 

했지만 만 4세와 비교할 때 친밀감이 적게 형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 

그리고 만 4세와 만 5세는 두 연령 모두 전 조작적 

도식에 속해 있지만,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인 물활론 

적 사고를 고려할 때 만 4세가 로봇과의 상호작용에서 

상상력과 즐거움의 역동을 만 5세보다 더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물활론 적 사고란 무생물에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는 도식으로서 만 5세 유아의 경우, 전 조

작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인식이 과

학적으로 근접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만 5세 유아는 

비록 로봇 견이 말을 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

유 놀이 활동에서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무생물인 강

아지 인형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

우 높아 또래친구와 같은 친밀감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25]. 또한 본 연구에서 만 4세 유아는 로봇 견이 고장 

난 상황에서 ‘제로미 아파요?, 제로미 괜찮아요?’ 등 생

물적 속성으로 반응하지만 만 5세 유아는 ‘고장 났어

요?’, ‘와이파이 안 돼요?’ 등 무생물로 인식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므로 만 5세 유아는 자신이 놀던 일반 놀잇

감과 비록 움직이고 말을 해도 로봇 견은 유사한 존재로 

느껴 만 4세만큼 흥미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대 유아들은 M 세대(mobile 

generation)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서  출생으로부터 일상에서 쉽게 스마트 폰, 스마트 토

이 및 아이패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계에 자연스럽게 노

출된다. 따라서 만 5세 유아는 만 4세와 비교할 때, 이미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누적된 경험이 있어 로봇 견에 대

해 신기성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친밀감의 주요 원인으로 정서를 모든 연령에서 

제시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봇 견이 엔터테인먼

트 용도로서 인간이 아니라 강아지 형태이기 때문에 애

완적 차원에서 즐거움, 재미 등 정서가 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15,23,28,30,36,37]. 그리고 전조작기의 물활

론 적 사고는 스마트 도구인 로봇 견을 연령에 따라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이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6] 친

사회적 성향을 증가 시켜[31] 정서요인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령마다 정서이후에 다소 순위가 달랐던 것

은 만 3세 유아는 감각운동기 직후이기 때문에 시각, 청

각 등 감각적이고 운동적인 로봇의 ‘기능’에 집중된 성향

(predisposition)이 답변에 반영되고 만 4세와 만 5세

는 상징적 사고인 인지적 능력이 만 3세보다 역동적으

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로서 인지적 상호작용이 응답

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6].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간과 엔터테인먼트 로봇 

견과의 친밀감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

미에서 친밀감이란 신기성보다는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연구

를 통해 진정한(authentic) 의미의 친밀감이 지속하는 

지 그 효과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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