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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놀이가
유아의 스토리텔링에 근거한 그림 표상활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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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와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와의 놀이 활동이 유아-스마트 토이 상호작용 이전과 이후에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유치원 만5세 유아 26명을 대상으로 총 8회, 각 3분 정도 유아-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비스
킷’과 놀이를 하기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개’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 후 그림 내용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아의 그림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에 대한 유아의 스토리텔링 서
사분석, 등장인물, 시간배경, 공간 배경을 분석해 사전과 사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전에는
과거 현실에서 유아가 과거, 현실 공간에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경험, 비유 서사가 주를 이루었고,
사후에는 가상의 시공간에서 개나 다른 동물이 중심이 된 플롯형 서사가 많이 나타나고 유아가 ‘개’의
감정에 공감하는 서사가 새롭게 나타났다. 즉,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놀이 활동이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확장시켜 주며, 동물에 대한 감정이입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 토이를 활용한 놀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를 구매하는 부모나 교사에게는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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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2010년 1조원대에 머물었던 국내 애완동물 관련 산업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거듭해 올해 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이호건, 2015). 시중에 다양한 반려
동물이 공급되면서 고급사료, 미용용품, 전용호텔, 유치원서비스, 펫 카페 등이 생겨나는 것
은 물론, 장기외출이나 여행기간동안에도 돌봄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어디서든 애완동
물을 지켜볼 수 있는 ‘펫 캠’(pet cam)까지 출시되고 있는 현황이다. 한편, 이러한 급속한 성
장세를 타고 있는 동물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아동의 건강과 관련해서
애완동물 기르기가 6세 이하 유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보고(Back, J. O., et al 2012)도 있었다. 이러한 감염의 가능성은 면역력이 약한 아동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있어 동물들은 부모나 교사에 비해 친구로서 다가가기 더
쉬운 존재로 자연스럽고 친숙한 존재, 흥미 있는 존재, 좋아하는 존재로 인식된다(허정민,
성소영, 2009). 실제로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의 동물에 대한 경험이 발달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왔다.
미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아동과 동물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동

․

물에 대한 아동의 인문적 태도, 책임감 형성,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Fitzgerald, 1981; Coleman, Hall&Hay, 2008; Ascione Latham, Worthen, 1985; Ascione, 1992; Mariti
et al., 2011). 먼저, Fitzgerald(1981)은 학교에서 동물을 통한 인문교육(Humane Eduacation) 프로
그램이 아동의 동물에 대한 인문적 태도를 높였음을 밝혀내었고, 1년 뒤 사후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나아가 Ascine et al(1985), Ascione(1992)는 동물매개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연령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어린 연령의 그룹일수록 동물을 통한
매개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Mariti et al(2011)은 교사와 아동이 함께 동
물들의 행동에 대해 관찰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 실행된 아동과 동물 기르기 관련 연구는 비록 2000년대 이후에 이르러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다양한 방면에 걸친 그 효과들이 검증 되고 있다. 아동은 동물 기르기를
통해 인지적 발달이 도모될 수 있으며(허윤정, 2001),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언어능력이 증
진(이윤희, 2003)되고, 생명에 대한 올바른 상을 가질 수 있다(박성은, 2003). 뿐만 아니라 동

․

물 기르기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신체적 발달까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마상진,
2004; 최완오, 2007; 김현숙, 2009; 김다래, 2013 등). 한편, 허정민, 성소영(2009)의 보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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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국내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동물 기르기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매우 높으나, 동시
에 동물을 기를 때 발생하는 어려움 역시도 크게 느끼고 있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좋아하
고 친숙해하는 동물’로 토끼, 강아지, 고양이 순으로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
어류(33.3%)를 가장 많이 기르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 교실 안에서 동물을 기를 때 편의성
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의 동물 기르기 관련 통계에서도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가 78.4%로 압
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고양이(11.4%)’, ‘햄스터(5.6%)’ 순이었으며 지난 2년 간 차이는 없었
다(반려동물관련조사, 2012).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의 47%(7천 8백만 명 이상)가 반려
견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2012).
그러나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반려동물을 양육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30.6%에 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
우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
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텃밭이나 사육장 등을 마
련하여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동식물을 접하고 관찰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허윤정,
2001). 사실상 이 같은 대안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유아가 하루일과의 절반을
보내게 되는 유치원 교실 안에 사랑스러운 동물이 있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사고와 감정,
의사소통 방법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Janlogo, 2014). 그러나 교육기관 내에서도
유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나 토끼 등의 포유류는 제외되고 어류 및 곤충으로 제한되고 있
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자리 잡고 있다. 동물이 교실로 옮겨져 키워지는 경우 그들의 실
재 서식지는 파괴되는 것이므로, 유아에게 생태보호 차원과 생명존중 차원의 면밀한 교육
이 필요하다. 또, 면역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영유아의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 즉, 영유아와
동물 모두에게 유익한 생태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가정집에서 보다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CDCP, 2014).
이러한 동물 기르기에 대한 긍정적 측면들과 한계점에 대한 절충안으로 몇몇 학자들은
‘매체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생태와 서식에 맞지 않는 동물 기르기를 실행할
경우 동물의 죽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유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Jalongo(2014)는
여러 매체들 중 그림책과 미디어가 인문교육에 있어 중요한 리소스가 된다고 말했다. 먼저,
그림책은 유아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매체로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책
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아를 위한 수업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서식환경
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은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접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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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smart toy)를 통해 돌봄의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즉, 스마트 토이를 활용할 경우 실제 동물 기르기의 예행연습이 되고, 진짜
생명체가 교실에 들어올 때 받는 스트레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형 스마트 토이는‘스마트토이(smart toy)’의 일종으로 정교한 센서와 전기회로를 내장
함으로서 자동동작, 음성인식, 말하기, 터치반응 등이 있어 아동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동물
외형을 가진 토이를 의미한다(Goldstein et al, 2004; 현은자, 윤현민, 2015). 동물형 스마트 토
이의 예로는 ‘밀크메롱’, ‘말하는 햄토리’, ‘로봇물고기’, ‘사이버 고양이’ 등이 있다.
동물형 스마트 토이가 아동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Beetz와 그의 동료들(2011)은
불안정 애착의 증상을 보이는 7~12세 독일남아 31명을 대상으로 실제 개와 장난감 개, 친
근한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 개와 장난감 강아지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말을 거는 안정애착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Howard & Vick(2010)은
35-57개월 영유아 20명에게 각각 로봇동물, 실제 개, 곤충류를 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동은 실제 강아지와 로봇동물에게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며 세 유형중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문금희(2013)는 로봇에 대한 유아의 인식조사를 위해 만5
세 아동 71명에게 개별 면접을 실시한 결과, 유아들이 동물로봇이나 자동 차 모양을 로봇
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디
자인은 ‘동물형’,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스마트 토이는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촉진
하고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 기능이 있는 Stoytech라는 스마트
토이는 이것을 가지고 논 아동들이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의
성을 증진시켰으며(Kara, Aydin, & Cagiltay, 2013), 가상 현실과 물리적 현실의 토이를 접목한
Stoymat(Casswell & Ryokai, 2001; Ryokai & Cassell, 1999; Ryokai, Vaucelle & Cassell, 2003)나
Storytoy 또한 아동의 이야기 창작이나 기존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도왔다(Fontijn
& Mendels, 2005). 그리고 이 때 스마트 토이가 동물 봉제 인형의 형태라면 비교적 낮은 수
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동이 놀이하는 동안 더 실제처럼 느낄 수 있고, 이야기에 토
이를 결합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아의 스마트 토이를 통한 스토리텔링은 ‘가작화 놀이’와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가작화 놀이는, 실생활의 주제나 경험이 아닌 가상적 이야기의 주제를 갖
는 놀이 형태로(임춘금, 2006), 이러한 놀이는 유아의 경험을 통합시켜주고 사고를 발달시키
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대인문제해결 사고기술의 발달을 돕는다(단현국,199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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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반적인 역할놀이에는 놀이의 시작과 끝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작화 놀이에는 시작
과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 사건, 배경, 문제해결과 같은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포함하
고 있어 유아들은 가작화 놀이의 주제 및 역할을 통해 언어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큰별, 2011).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반려동물 양육의 확대와 유아에게 미치는 긍
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서 ‘매체활용’이 제안되어,
스마트 토이의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동물 봉제인형의 외형을 가진 스마트 토이
는 유아에게 친밀감이 높으므로 이들 토이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스마트 토이 시장의
현실(Toy Industry Association, 2014)과는 달리, 동물형 스마트 토이는 물론, 스마트 토이 놀이
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다양한 스
마트 토이 중에서도 어린 연령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형 스마트 토이 사용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
물형 스마트 토이 중에서도 유아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형인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와의 놀
이 활동이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 토이를 활용한 놀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구매하
는 부모나 교사에게는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스마트 토이 놀이 경험이 ‘개’에 대한 유아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2. 스마트 토이 놀이 경험이 ‘개’에 대한 유아 스토리텔링의 등장인물, 시간배경, 공간배
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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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에서 7월 서울소재 유치원 만 5세반 유아 26명(남 9명, 여 17명, 평
균71개월)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강아지 양육경험 및 상호작용 경
험은 <표 1>과 같다. 26명의 유아 중 자신의 집에서 실제 ‘개’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유아는 4명(15.4%) 이었고, 현재까지 키우고 있는 유아는 2명이었다. 이외에 직접 개를 키워
보지는 않았지만 친척 및 지인의 집, 길거리 등에서 개를 보았다고 응답한 유아가 18명이
었고 이 중 13명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해보았다고 응답했다.

항목
유
무
계

<표 1> 유아의 ‘개’ 양육, 관찰 및 상호작용 경험 빈도 (N=26)
양육경험
관찰경험
상호작용경험(N=26)
빈도(%)
항목
빈도(%)
항목
빈도(%)
4 (15.4)
유
18(69.2%)
유
13(50%)
22(84.6)
무
8(30.8)
무
13(50%)
26(100)
계
26(100)
계
26(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와 놀이를 하기 전과 후에 ‘개’에 대한 인식
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가. 스마트 토이

社

본 연구에 사용된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는 미국 하스브로(Hasbro)사( )에서 2007년 제작
한 퍼 리얼 프렌즈 펫(Furreal Friends Pet)제품인 비스킷(Biscuit) 으로 골든 리트리버종의 갈색
견이다([그림 1]). 비스킷은 높이 62.2cm, 무게 4.8kg으로 하스브로에서 나온 동물형 스마트
토이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제품의 하나로, 9개의 센서와 7개의 명령어에 반응하는 높은
수준의 스마트 기능을 갖추었다(<표 2>).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놀이가 유아의 스토리텔링에 근거한 그림 표상활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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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스킷
구분
크기
Sensors(9)

명령어(7)

<표 2> 스마트 토이의 사양 및 기능
내용
무게 4.8kg
높이 62.2cm
터치센서(7)
머리 뒤, 귀 아래(2), 등, 코, 입, 왼발
소리센서(1)
마이크
빛센서(1)
이마
앉아(Sit), 엎드려(Lie down), 짖어(Speak), 일어나(Sit up and beg),
먹이먹자(Do you want a treat), 손줘(Give me a paw), 악수(Shake)

나.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유아와 강아지 외형의 동물형 스마트 토이와의 놀이 활동이 유아-스마트 토이
상호작용 이전과 이후에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그림그리기 및 면담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그리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거의 모든 유치원에 미술영역이 있
어 유아들에게도 친숙한 활동(김혜전, 2011)이다. 연구 대상인 만 5세 유아는 그림으로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물 크기, 형태, 비율 등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다
(허혜경, 류진순, 2009). 또한 만 5세 유아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어려워
하지만 그림그리기는 친숙하게 여기므로 유아의 그림은 상대방과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으며(최재영, 2009),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면담에서 유아가 표현
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조성연, 2011). 또한 유아들은 가작 놀이를 한
후 자신의 놀이를 재현하는데, 이때 몇몇 유아들과 언어적 표상에 익숙하지 못한 유아들은
언어 이외에도 동작이나 행동 및 음악적 요소, 그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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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고문숙, 임영심,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와의 4주간의 놀이 전과 후
‘개’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고, 이 그림에 대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분석 준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에 대한 그림과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분석하기 위해 안혜
영(2014)의 스토리텔링 서사구조 분석을 사용했는데, 이는 박소화(2012)가 도출한 스토리텔
링의 요소와 조장호(2014)의 서사구조 준거 및 등장인물, 시간적 배경 및 공간적 배경 분석
을 근거로 안혜영(2014)이 재구성한 것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story)를 이야기(tell)하는(-ing)의 합성어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현재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행위뿐만 아
니라 음성이나 행위까지 포함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이란 유아들의 ‘개’에 대한 그림 및 그에 대한 유아들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말한다.
서사구조는 사건들이 결합하는 방식이나 서로 맺고 있는 연관 관계 또는 질서를 가리킨
다. 이러한 결합 방식이나 연관 관계는 서사물의 표현 층위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이 보통
이다. 그런 점에서 서사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사구조를 밝히는 일이라고 할

<표 3> ‘개’에 대한 유아의 스토리텔링 분석 범주
구분
하위 범주
① 페르소나 인물 성격 또는 패턴에 의해 주어진 역할이나 캐릭터
② 감정이입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동질감을 유발하도록 가공된 감정경험
유사한 대상이나 아이디어가 상상 연상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속성
서사 ③ 비유
분석 준거 ④ 플롯
내용을 복잡한 문제 갈등으로 제시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
⑤ 경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환 경요소를 자신의 맥락에서 창출
⑥ 시간성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연결하여 맥락을 도입하거나 가정하거나 추론
등장인물
① 인간 ② 동물 ③ 사물 ④ 기타
분석 준거
시간배경
① 과거 ② 현재 ③ 미래 ④ 시간 불분명
분석 준거
공간배경
① 현실 공간 ② 가상 공간 ③ 공간 불분명
분석 준거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놀이가 유아의 스토리텔링에 근거한 그림 표상활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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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분석범주는 <표 3>과 같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유아와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의 상호작용 전후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어
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4년 6월(3주, 4주)에서 7월(1주, 2주)에 걸쳐 총 4주 동
안 1주일에 2회씩 총 8회 방문하였고, 총 26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방문에서는 유아들에게 ‘개’나 ‘강아지’ 하면 떠오른 것이 무엇인지 A4지에 색연필
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한 후 그림을 다 그린 유아의 그림을 보며, 내용에 대해 연
구자와 일대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렸나?)에 입각해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림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의 기능을 소개한 후 탐색활동 회차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
쳐 스마트 토이 놀이를 실시하였다. 각 회차는 1차는 탐색, 2차는 이야기해주기, 3차는 돌
보기, 4차는 위로해주기, 5차는 조언해주기, 6차는 마무리 라는 주제를 설정해 대집단 활동
으로 이야기를 해준 후에 유아가 강아지형 토이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토이 간 개벌 상호작용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오전과 오후 일과 시작 전 자유
선택놀이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유아는 교실 한편에 마련된 코지(cozy) 코너에 유아와 스마
트 토이만 둔 상태에서 일대일로 3분간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다. 상호작용 시간을 3분으로
책정한 이유는, 1차시의 탐색활동에서 유아들의 평균상호작용 시간이 3분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유아가 원하면 3분 안에도 상호작용을 멈추고 나올 수 있도록 하
고, 시간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유아의 경우 1분 정도의 추가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후
마지막 차시에 유아들에게 1차시와 동일하게 ‘개’나 ‘강아지’ 하면 떠오른 것이 무엇인지
A4지에 색연필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한 후 그림내용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담을 실
시하였다.

4.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 수집한 유아들의 사전 사후 그림과 그림의 내용에 대한 유아의 개별 면담
은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수집된 유아들의 그림은 내용정리, 범주화, 빈도분석, 의미
해석 및 사례추출의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그림의 내용정리 단계에서는 면담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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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사진과 그림에 대한 면담내용을 엑셀파일에 정리하였다. 범주화의 단계에서는 그림
과 면담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림의 주제를 통해 비슷한 의미가 있
는 그림들은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였다. 서사유형은 감정이입, 비유, 플롯, 경험으로 범주화
하였고, 시간(과거, 불분명)과 공간(현실, 불투명)도 범주화하였다.
등장인물은 그림 속 요소를 사람, 동물, 사물, 기타로 범주화되었고, 사물은 다시 자연물
과 동물과 관련된 사물로 분류하였다. 해당 범주는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의미해석 및 사례추출의 단계에서 는 범주에 해당하는 그림의 내용을 다시 읽
으며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고,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사례를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과 해
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쳤다.

Ⅲ

. 연구결과

유아와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비스킷’과의 놀이 활동이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스마트 토이 상호작용 이전과 이후에 그림
그리기를 실시한 후 그 내용에 대한 유아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개’ 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를 주서사와 부서사로 나누어 페르소나, 감정
이입, 비유, 플롯, 경험, 시간성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유아들이 사전에 그린 그림과 그에 대한 면담 내용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자신
이 개를 양육해 보았거나 경험한 것에 대한 진술이 17명(65.4%)로 가장 많았고, 비유(5명).
플롯(4명) 중심의 서사였다. 반면 사후 스토리텔링의 서사는 플롯이 8명(30.8%)으로 가장 많
았고, 비유, 경험, 감정이입 순이었다.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비스킷’과의 놀이 활동 전 유
아의 스토리텔링 서사는 주로 개를 직접 양육하거나 만나 본 유아의 경우 자신의 경험 중
심 서사, 개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유아의 경우 비유중심 서사를 보였고 이때, 기-승전-결의 플롯을 갖춘 서사는 적었다(4명). 반면, 스마트 토이와의 놀이 활동 후 유아의 서사
는 플롯 구조를 가진 서사가 8명(30.8%)로 가장 많았고, 비유(7명), 경험(6명), 감정이입(5명)
서사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비해, 단순경험의 나열식 서사는 크게 줄었고,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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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에는 없었던 ‘개’에 대한 감정이입이 중심이 된 서사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
를 보였다.

<표 4> 사전사후 스토리텔링의 서사분석 결과 (N=26)
항목
사전 (빈도, %)
사후 (빈도, %)
① 페르소나
② 감정이입
5(19.2)
③ 비유
5 (19.2)
7(26.9)
④ 플롯
4 (15.4)
8(30.8)
⑤ 경험
17 (65.4)
6(23.1)
⑥ 시간성
계
26(100)
26(100)
서사에 대한 유아들의 구체적인 그림 및 응답 예시는 <표 5>에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거나, 직접적 상호작용이 있는 유아는 유아 15의 예처럼 강아
지 관련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직접적 상호작용이 없었던 유아는 매
체나 가족의 이야기 등을 통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강아지에 대한 비유적 서사
(유아 26: “강아지 하면 고양이가 생각나요”)를 보였다. 반면, 4주간 토이와의 상호작용 후
유아의 주요 서사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문제에 대한 갈등과 문제해결 등이 포함된 경우
가 가장 많아 <표 5>의 유아 24의 예처럼 등장 동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드러난다. 특히, 유아의 발화 속 ‘토토’는 4주간의 놀이 기간 중 유아들이 스마
트 토이에게 붙여준 이름으로 유아의 서사에 스마트 토이를 결합하였다. 유아 19는 사후에
처음 나타난 감정이입 서사구조를 보이는데, 이 유아는 스마트 토이 놀이 전 그림그리기에
서 “강아지를 본 적이 없어서 못 그리겠어요” 라며, 친구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렸던 경
우였다. 그러나 스마트 토이와 4주간의 놀이 후 ‘개’에 대한 자연스런 그림 그리기는 물론
정서적 공감까지 표현하는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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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전사후 스토리텔링 서사 그림 및 응답 예 (N=26)
그림 및 응답 예
항목
그림 및 응답 예

항목

경험

유아 15) “내가 6살 적에 숲속에서 주인
없는 강아지랑 같이 놀았어요. 같이 공
가지고 논거에요.”
(

플롯

유아 24) “토토가 입에 물고 있던 장
난감 뼈다귀를 먹는 게 아니라 장난
감이라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집에
서 토토의 친구랑 싸움을 했어요. 토
토토의 친구가 ‘미안해’ 했는데, 토토
가 ‘됐어’ 그래서 친구표정이 슬프고
한숨을 쉬는 거에요.”
(

감정
이입

비유
유아 26) “컴퓨터 만화에서 강아지와 고
양이가 싸운 걸 본 적 있는데 둘 다 피
를 철철 흘렸어요. 그래서 강아지 하면
고양이가 생각나요.”
(

유아 19) “강아지 엄마랑 아빠랑 산
책하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어요.
가분이 좋은 것 같아요.”
(

2. 유아의 ‘개’ 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등장인물,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유아-스마트 토이 상호작용 이전과 이후에 그림그리기를 실시한 후 그 내용에 대한 면담
내용의 스토리텔링 속 등장인물, 시간 배경, 공간 배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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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등장인물 분석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등장인물을 사람, 동물, 사물 등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등장인물 중 인간의 경우 사전에는 22회 등장한 반면 사후에는 7회
로 나타나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 동물의 경우 강아지는 29회와 25회로 사전/사후 나타나는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강아지 외의 동물은 사전(5회)에 비해 사후(13회)에 2배 이상 많
이 나타났다.

분류
인간
동물

사물
기타

<표 6> 사전사후 스토리텔링의 등장인물 분석 결과 (중복응답, N=26)
사전
사후
항목
빈도(%)
빈도(%)
나
16(28.57)
4(8.89)
가족
3(5.36)
3(6.67)
이웃
3(5.36)
계
22(100)
7(100)
강아지
29(51.78)
25(55.55)
기타동물
5(8.93)
13(28.89)
(고양이, 호랑이 등)
계
34(100)
38(100)
먹이
10(15.6)
20(26.7)
(밥그릇, 뼈다귀, 강아지 사료)
자연물
41(64.1)
42(56)
(해, 구름, 땅, 나무, 꽃 등)
기타
13(20.3)
13(17.3)
계
64(100)
75(100)
기타 (하트, 감정선, 말풍선 등)
15(100)
11(100)

사물이 나타나는 빈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연요소에는 44회(사전), 45회(사후)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개’의 양육과 관련이 있는 사물의 경우 사전(20회)에 비해 사후(30회)에
50% 정도 더 많이 나타났다.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들의 구체적인 그림 예시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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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전사후 스토리텔링 등장인물의 그림 및 응답 예
그림 예시
항목
그림 예시

항목
인간

동물
유아 10) 나, 할머니

유아 3) 강아지, 돼지, 생쥐

(

사물
자연물)

(

사물
먹이)

(

(

유아 23) 해, 나무, 꽃

(

유아 16) 뼈다귀, 밥그릇

(

기타
유아 6) 하트

(

유아 24) 말풍선

(

다.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시간배경 분석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시간배경을 과거, 현재, 미래, 불분명한 시간 등으로
분석한 결과 사전에는 과거시간이 24명(92.4%), 사후에는 불분명한 시간이 21명(80.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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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전사후 스토리텔링의 시간배경 분석 결과 (N=26)
항목
빈도(%)
유아응답 예시
유아13: 6살 때 6월 7일 날이에요
① 과거
24(92.4)
유아18: 옛날에 엄마가 키웠던 강아지에요
② 현재
③ 미래
④ 시간불분명
2(7.6)
유아 4: 상상해서 그린 강아지에요
계
26(100)
① 과거
5(19.2)
유아19: 시골에서 봤던 강아지에요
② 현재
③ 미래
④ 시간불분명 21(80.8)
유아20: 강아지 엄마랑 아빠랑 산책하고 있어요
계
26(100)

라.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공간배경 분석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공간배경을 현실공간, 가상공간, 불투명한 공간 등으
로 분석한 결과 사전에는 현실공간이 24명(92.4%), 사후에는 가상공간(57.7%)에 대한 스토리
텔링이 가장 많았다(<표 9>).

<표 9> 사전사후 스토리텔링의 공간배경 분석 결과 (N=26)
항목
빈도(%)
유아응답 예시
5: 여기는 공원이에요
① 현실공간 23(88.5) 유아
유아26: 집 안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었어요
사전 ② 가상공간
③ 공간불투명 3(11.5) 유아 7: 강아지를 본적이 없어서 상상으로 그렸어요.
계
26(100)
① 현실공간 12(46.2) 유아16: 캠핑장에서 만난 강아지에요
가상공간
4(15.4)
유아 8: 구름 위에서 놀고 싶어서 놀고 있어요
사후 ②
③ 공간불투명 10(38.4) 유아 5: 강아지가 우유 먹을지 뼈다귀를 먹을지 망설여요.
계
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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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와 강아지 외형을 가진 스마트 토이 ‘비스킷’과의 놀이 활동이 유아-스마
트 토이 상호작용 이전과 이후에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만5세 유아 26명을 대상으로 총 8회의 유아-강
아지형 스마트 토이의 상호작용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유아에게 ‘개’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
록 하고, 그림내용에 대해 일대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아의 그림과 면담 내용
을 바탕으로 ‘개’에 대한 유아의 스토리텔링 서사분석, 등장인물, 시간배경, 공간 배경을 분
석해 사전과 사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는 사전에는 주로 개를 직접 양육하거나
만나 본 유아의 경우 자신의 경험 중심 서사를 보였고, 개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유
아의 경우 비유중심 서사를 보였다. 그러나 스마트 토이와의 놀이 활동 후 유아의 서사에
는 플롯 구조를 가진 서사가 가장 많았고, 사전 스토리텔링에는 없었던 ‘개’에 대한 감정이
입 서사가 나타났다. 즉,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와의 놀이 경험이 유아에게 ‘개’에 대한 스토
리텔링에 있어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 플롯을 가진 가상적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고 ‘개’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 경험
이 유아의 스토리텔링 능력 향상과 정서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등장인물, 시간 배경, 공간 배경 등을 분석한 결과, 사
전에는 사후에 비해 인간이 자주 등장하고, 사후에는 강아지 외의 동물이 나타나는 빈도가
2배 이상 많아졌다. 사물이 나타나는 빈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자연요소에는 사전-사후 간
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개’의 양육과 관련이 있는 사물 즉, 사료나 뼈, 먹이그릇 등 개를
돌보는 행동과 관련된 사물이 사후 스토리텔링에서 50% 정도 더 많이 나타났다. 시간배경
의 경우,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시간은 사전에는 과거시간이, 사후에는 불분명
한 시간이 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개’에 대한 스토리텔링 속 공간배경은 사전
에는 현실 공간, 사후에는 가상공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아의 강아지 외형 스마트 토이를 통한 ‘가작화 놀이’와 스토리텔링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유아가 스마트 토이와의 놀이 후 그린 그림에서 내용이 복잡하
고 갈등, 해결이 나타나는 플롯형 서사가 늘어났으며, 주로 가상의 시공간이 서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유아가 실제 상호작용한 토이를 자신의 서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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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마트 토이가 동물 봉제 인형의 형태라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동이 놀이하는 동안 더 실제처럼 느낄 수 있고, 이야기에 토이를 결합하는 경향이 높았
다(Ryokai, Vaucelle & Cassell, 2003; Fontijn & Mendels, 2005)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와의 가작화 놀이는 유아가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
제, 역할, 사건의 표상에 중점을 두면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는 Smilansky의 주장처럼 유아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재인용, Johnson, Chrisrtie &
Wardle, 2005).
또한 사후 유아의 ‘개’에 대한 그림서사에서 사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감정이입 서사가
나타나고 주요 인물로 인간보다 동물이 더 많이 등장하며, 강아지의 먹이와 관련된 사물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동의 스토리에 그들의 정서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Appleyard(1991)는 스토리 규칙(story grammars)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야기
구조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발달 측면에만 집중해왔음을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아동의 스
토리텔링은 발달된 인물형식이나 인물들의 동기 및 생각, 느낌들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고 하였다. 만일 7-12세 아이들이 이야기 기술이 상당히 늘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린이가
이야기의 구성전략을 조정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 관계에 대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마트 토이와의 상호작용 후 스토리텔링에서 주요 서
사, 등장인물 및 사물요소의 변화 등을 통해 유아가 ‘개’와 다른 동물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동물의 먹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스마트 토이 간 놀이가 유
아의 정서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강아지형 스마트 토이의 주요 사용자인 유
아가 실제로 스마트 토이와의 놀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
한 연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스토리텔링은 그들이 스마트토
이와 놀이 경험을 한 후 공감과 감정이입의 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본연구의 제한점을 든다면, 우선 연구에 적용한 스마트 토이가 외국산으로 영어 음성인
식만이 가능했고 유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크기의 중형견 크기의 토이라는 점이 유아들의
놀이와 언어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이루
어질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같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서 스마트토이와의 놀이가 유아의 스토리텔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둘째, 유아의 스토리텔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스마트토이의 개발을 위한 정교한 UX와
UI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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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mart-Stuffed Animal Play on
Kindergartner's Drawings based on Storytelling

Hyun, Eunja․Yoon, Hyunmin․Lee, Shin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smart-stuffed animal toy on their storytelling
of ‘dog’ in a class of five-year-olds. This study includes 26, 5-year-olds from a private kindergarten
located in Seoul, Korea. In order to identify children’s storytelling of ‘dog’, drawn pictures by children
and interviews were commenced twice, before and after children played with the smart toy, ‘Biscuit’
for 3minutes, eight times over a 4-week period. The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by content,
frequency output, semantic analysis, and analyzed. The children's drawings of ‘dog’ and interview were
analyzed based on such as narrative structure(persona, empathy, analogy, plot, experience, time factor),
character, temporal background, and spatial background. The frequently appeared narrative types found
in storytelling in pre-drawings are empathy and analogy in the past time and real space. Whereas in
case of post-drawings, the plot type narrative frequently found in storytelling and empathy type
appeared newly in the uncertain time and space. The result showed The interactive play between
kindergartners and dog-type smart expanded children’s storytelling of ‘dog’ and promoted their
empathy of ‘dog’.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in understanding children’s play with smart-stuffed
animal toy and provide valuable educational implication for parents and teachers purchasing smart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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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동물형 토이(smart-stuffed animal)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
그림 표상(drawing)
개(d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