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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정서장애 아동의 심리치료를 목 으로 한 동물로  디자인을 해 필요한 상동물 선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한 연구이다. 정서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 로 표 하지 못하므로 

기존의 치료  교육 방법에 제약이 많다. 1990년  후반부터 시도되기 시작한 동물모양 로 의 활용연구 

방법은 학습장애아들에게 효과 이다. 정서장애 아동의 심리치료를 한 동물로 을 개발하기 해서는 

우선 어떤 동물을 상으로 선정하느냐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기단계에는 정서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상으로 동물에 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동물로 의 상을 결정하 다. 한 어떤 

형태의 동물을 가장 선호하는가에 한 것도 선호도 조사하 다. 로 의 외형디자인에 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소인 형태, 색상, 표정, 소리  움직임 등에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서장애 아동의 

심리치료를 한 동물로 을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 중심어 :∣동물로봇 디자인∣정서장애 아동∣심리치료∣

Abstract

This research is for selection of animal and establishment of guideline which for animal robot 

design for the purpose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s psychotherapy. In the case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because of poor expression about themselves's emotional 

condition, there are many restriction in the existing cure and educational method. Using research 

method of animal shape robot which is starting to make attempt since the late 1990s is effective 

to learning disturbed children. For the development of animal robot for psychotherapy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first of all which animal is selected is very important. Therefore 

at the early stage of research preference surveyed to children including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and decide an object of animal robot. And what kind of shape is very preferred is also 

preference surveyed. Through focusing group interview about shape, color, facial expression, 

sound, and move which have an influence on outward shape design of robot,  present the 

guideline which is needed to animal robot design for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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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정서장애 아동의 심리치료를 목 으로 한 

동물로  디자인을 해 필요한 상동물 선정과 가이

드라인 수립을 한 연구이다. 정서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 로 표 하지 못하므로 기존의 

치료  교육 방법에 제약이 많다. 따라서 장애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

념의 치료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동물매개치료는 긴

장  스트 스를 완화시키고, 치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심리  효과가 있다. 한  동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신체  건강이 회복되고 신체활동을 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진하고 사회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사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러나 동물이라는 매체

는 아동이나 노인과 같은 상에게 감염이나 알러지 등

과 같이 건강을 할 만한 요인이 있어서 실제로 병

원이나 요양원, 아동입소시설 등에 동물의 출입이 지

되기도 한다. 한 배설물 등 리 면에서도 실 으

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

매개치료의 효과를 지니면서도 실제 동물이 가진 험

요인이나 리의 어려움이 없는 로 치료가 체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어왔다. 1990년  후반부터 시도되기 

시작한 동물모양 로 의 활용연구 방법은 학습장애아

들에게 효과 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모양 로 의 

용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

도 주로 일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에 한 연구가 

부분이라 다양한 형태의 로 개발이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로 에 한 사용자의 심요소와 사용자의 태

도 등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개발자의 

시각으로 개발된 로 은 그 효용성이 매우 낮을 것이

다. 따라서 사용자를 디자인개발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들의 로 에 한 심과 선호를 극 반 한 로 디자

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가 어린이일 경우에

는 어린이들의 독특한 성향에 한 주의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심리치료를 한 동물로 의 캐릭터로는 지 까지 

바다표범(Paro), 코끼리(Probo), 코알라(Coby) 등이 연

구,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 동물들이 선

택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아마도 움직임이 무 

크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개발에 유리하고 심리치료에 

합한 크기와 형태로 디자인 될 수 있다는 에서 채

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서장애 아동의 심리치료

를 한 동물로 을 개발하기 해서는 우선 어떤 동물

을 상으로 선정하느냐가 매우 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동물을 상으로 할 것인지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연구의 기단계에는 정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상으로 동물에 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동물로 의 상을 결정하 다. 그

리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동물의 외형디자인을 악

하기 해 어떤 형태의 동물을 가장 선호하는가에 한 

것도 연구 조사하 다. 동물의 형태는 캐릭터화 된 형

태, 기계 인 로 의 형태, 실제 동물과 닮은 형태로 나

어 조사하 다. 이 후 로 의 외형디자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동물로 의 형태, 색상, 표정, 소리 

 움직임 등)에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서장애 아동의 심리치료를 한 동물로 을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 다.

Ⅱ. 기존 동물 치료로봇 연구동향

1. 정서장애 아동의 심리치료
정서장애를 지닌 자폐아동을 상으로 치료  매체

로 활용한 표 인 로 은 국 하트포드셔 학에서 

개발한 AuRoRA Project로 불리우는 KASPER이다.  

Robin 외(2005)는 4명의 자폐아동을 상으로 휴머노

이드 로 을 가지고 상호작용에 한 연구결과 상호작

용 지속시간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Feil-Seifer 

and Mataric(2008) 역시 자폐를 지닌 정서장애아동을 

상으로 로 을 활용하여 치료를 실시한 결과 로 과

의 상호작용은 물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동을 상으

로 로 을 활용한 연구들은 그동안 매우 조한 실정이

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최근 들어 정서장애아동들

을 상으로 로 과의 상호작용, 표 활동, 로 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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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ONY의 AIBO

그림 3. AIST의 Paro

그림 4. Sensitive Skin

그림 1. ETRI의 KOBIE

호작용을 통한 아동들의 반응연구 등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 로 로 을 발달장애아동 치료

에 용한 조정수ㆍ권정민ㆍ신동욱(2009)은 발달장애

청소년 고등학생 3명을 상으로 휴머노이드 로 과 

주 1회 10분씩 8주간 휴머노이드 로 과 상호작용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로 과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것을 

발견하 다. 한편 정서장애아동 3명을 상으로 장난감 

로 의 원이 꺼진 상태와 켠 상태에서 아동들의 상호

작용빈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한 이효신 외(2010)의 

연구에서는  원을 켠 상태의 장난감 로 이 상호작용

의 빈도  지속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로 이 정서장애아동의 치료  학습

에 매체로서의 효과 인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한 연구

project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

구결과 발표라는 제한 이 있고 한 이러한 연구들이 

3명～4명 정도의 소수 정서장애아동에게 수행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 이 있다. 

2. 동물치료 로봇의 기술
최근 인간과 감성을 교류하기 한 로 들이 많이 개

발되고 있다. 국내 ETRI(한국 자통신연구원)의 

KOBIE란 로 은 사람과 로 이 정서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감성로 이다. KOBIE는 얼굴, 소리 

그리고 몸짓을 통하여 7

가지 감정표 (공포, 놀

라움, 기쁨, 분노, 슬픔, 

부끄러움, 애매한)을 할 

수 있다. 

SONY사의 AIBO(Fujita,2000)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동물 타입의 로 이다. 이러한 감정표

 기술은 다양한 표 에 한계를 가진다. 상, 음성  

터치 센서의 외부 정보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모델

을 통하여 감지되는 개체 

정보에 기 하여 좋고, 싫

음의 정도를 계산하여 감

정을 표 한다. 

 AIST의 Paro는 새끼

바다표범 모양의 치료로

이다. 이 로 은 각 

센서를 가지고 있어 

을 깜박이고 꼬리를 움

직이는 것으로 쓰다듬는 

것에 반응한다. 한 소리에 반응하고 이름을 가르칠 

수 있다. Paro는 ‘놀라움, 기쁨, 화남’과 같은 감정을 보

여  수 있으며, 소리를 내며, 낮에는 활동 이고 밤에

는 잠을 자는 등의 동물 활동의 형태를 닮은 행동을 하

여 감정 달할 수 있는 표 인 감성 로 의 형태다. 

최근, 보다 생물체와 

가까운 로 을 개발하기 

해 다양한 센서들이 개

발되고 있다. 특히 MIT

에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인간과 로 의 상호작용

을 해서 Huggable 

Project를 통해 로  

체에 “sensitive skin”을 설치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감성로 은 다수가 공

학에 치 된 연구 분야로, 동작  표 은 다양하게 구

되어 있으나 실제 장에서 응용하기는 가격의 부담

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 

감성 치료에 합한 동작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리

고 디자인  외  설계에 있어서도 감성에 을 맞

춘 디자인이기 보다는 공학 장치를 담기 한 설계라 

볼 수 있으며, 실제 응용 분야에서 사용자의 감성을 감

안한 각  감성 달을 한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

았다. 

3. 동물치료 로봇의 디자인
최근 인간의 일상에서 상호작용하는 감성로 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8]. 사람의 로 에 한 공감 

정도에 한 연구는 주로 휴머노이드 로 의 외형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감은 감정 인 반응이므로 

감정표  방법에 따른 공감 정도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동물 형태의 로 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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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정된 다섯 동물의 이미지 

간과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형태 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인간과 로  사이의 감정 상호작

용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얼굴표정, 생체신호, 언어, 

비언어 커뮤니 이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로 의 감정

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곽소나, 김은호(2009)의 

실험에 의하면 로 이 감정표 을 통해 상냥한 인상을 

보일수록 피험자들은 로 의 감정표 에 보다 많이 공

감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로 에게 보다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로 이 친구 같고, 따뜻하며, 

상냥한 인상을 가지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실제로 동물

의 표정은 사람과는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물 로

에 공감을 하고 호감을 갖게 하기 해서는 어느 정

도는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의인화 과

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로 디자인 연구들은 주로 그 

상이 일반인을 상으로 하고 있고 부분 인간을 형

상화하고 있다. 로 디자인의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 

선호도 조사에 근거한 로 디자인에 한 연구」양승

호 외(2007)에서는 소재, 소재의 표면처리, 조형구조, 색

상 등으로 구분하 고, 「로 디자인에 한 선호반응

에 향을 미치는 조형요소의 특성」정성필 외(2008)에

서는 주로 얼굴에 한 연구로 의 형태, 의 수량, 

코, 얼굴형태, 입 등으로 구분하 다. 「로 디자인을 

한 평가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이동규 외(2003)에

서는 로 디자인 분야를 크게 외 디자인, 행동디자인, 

개성디자인으로 나 었다. 「로 디자인에서 의인화 

기법의 활용평가 방법에 한 연구」최정건 외(2008)에

서는 사용자 호감도 증가를 해 의인화 기법의 활용도

를 형태의 의인화, 인터랙션의 의인화, 형태와 인터랙션

의 의인화 조화 정도로 구분하 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첫째, 장애 아동과 일반 아등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1 문가의 견해에 따라 일반 아동을 

상으로 동물의 선호도와 선호 형태를 조사한다. 들째,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장애 아동들의 동물 선호도와 선

호 형태를 조사한다. 셋째, 장애 아동의 학부모와 치료

사를 상으로 동물로 의 형태, 색상, 표정, 소리  움

직임에 한 장애 아동의 선호  반응에 해 조사한

다. 본 연구의 내 타당도를 높이기 해 문가의 자

문, 비조사를 하 다.

2. 측정도구
2.1 동물 선호도에 관한 설문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의 선호 동물을 조사하기 해 

그 상으로 일반 으로 일반 아동  정서 장애아동 

치료에 주로 쓰이는 동물 인형의 상 동물  곰, 고양

이, 펭귄, 원숭이, 강아지의 다섯 동물을 선정하 다. 선

정된 동물의 이미지를 비슷한 크기로 가시화하여 어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드로 만들었다. 본 연구의 

경우 완 한 의미의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유아기 아동

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해서 설문지가 아닌 이미지화 

된 사진들을 활용하 다. 이미지 선택에 있어서도 각별

히 신경을 썼다. 그림의 여러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선호

동물 선택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섯 동물 모두 호

감이 가는 새끼들의 이미지를 선택하 다. 

2.2 동물 선호 형태에 관한 설문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선호하는 동물의 형태를 조

사하기 해 가장 일반 인 강아지를 상으로 그 형태

를 캐릭터 화 한 형태, 기계 인 로 의 형태  실제의 

동물과 닮은 형태로 구분하 다. 각 각의 이미지를 비

슷한 크기로 가시화하여 어린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드로 만들었다.  

＊1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장애인 공이며 발달장애 아동

치료 장에서 치료사 경력을 가진 직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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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캐릭터 형, 로봇 형, 실제 동물형 이미지 

2.3 동물로봇의 형태, 색상, 표정, 소리 및 움직임에 
대한 장애 아동의 선호 및 반응에 관한 설문

동물로 의 형태, 색상, 표정, 소리  움직임에 한 

장애 아동들의 선호  반응을 조사하기 해 치료사 3

명과 학부모 3명 두 포커스 집단에 한 인터뷰라는 질

 연구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 다. 앞 장의 기

존 동물치료 로  연구동향  3. 동물치료 로 의 디자

인 연구에서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한 로 디자인의 선

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악하 다. 양승호

(2007)는 소재, 소재의 표면처리, 조형구조, 색상 등으로 

구분하 고, 정성필(2008)은 주로 얼굴에 해 의 형

태, 의 수량, 코, 얼굴형태, 입 등으로 구분하 다. 이

동규(2003)는 외 디자인, 행동디자인, 개성디자인으로 

나 었고, 최정건(2008)은 의인화 기법을 형태의 의인

화, 인터랙션의 의인화, 형태와 인터랙션의 의인화 조화 

정도로 구분하 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용 로 의 외형

디자인에 향을 미치는 표  가이드라인의 요소들

로 형태, 색상, 표정, 소리  움직임을 추출하 다.

3. 조사실시 및 분석방법
선호 동물과 형태에 한 연구를 해 충북지역에 소

재한 3곳의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상으로 2012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약 1주의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 다. 첫 조사지인 제천시 고명동에 치한  ‘한

천어린이집’은 여아 26명, 남아 20명이 설문에 참여하

다. 두 번째 조사지 충주시 가면에 치한 ‘은성어린

이집’은 여아 11명, 남아 5명이 설문에 참여하 다. 마

지막 조사지인 충주시 가면에 소재한 ‘푸른하늘 어린

이집’은 여아 20명, 남아 38명이 조사에 응답하 다. 조

사 결과를 어린이집, 여아, 남아 별 선호 동물과 형태에 

한 빈도분석을 하 다. 일반 아동과 정서 장애아동들

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같은 내용의 설문을 치료사

들의 도움을 받아 장애 아동들에게도 실시하 다. 제천

장애인복지 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 여아 11

명, 남아 11명을 상으로 2012년 5월 16일부터 5월 23

일까지 약 1주의 기간 동안 조사하 다. 조사 결과에 

해 여아, 남아 별 선호 동물과 형태에 한 빈도분석을 

하 다. 

그림 7. 설문조사 

동물로 의 형태, 색상, 표정, 소리  움직임에 한 

장애 아동들의 선호  반응에 한 연구 자료 수집을 

해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5일의 기간 

동안 제천장애인복지 의 치료사 3명과 학부모 3명의 

포커스 집단에 한 인터뷰를 실시하 다. 면담내용의 

육성녹음을 분석하여 동물로 의 형태, 색상, 표정, 소

리  움직임에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악하 다. 

4. 연구대상의 특성
4.1 설문조사 대상의 특성
설문조사 상인 정서 장애 아동들의 직 조사의 어

려움이 측되어 기에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

이가 없을 것이라는 문가의 조언에 따라 일반아동을 

우선 조사하 다. 응답자들은 충북에 소재한 어린이집

의 원생들로 여아 47명(42.7%), 남아 63명(57.3%) 총 

110명이었다. 정서 장애아동의 조사를 해 치료사들을 

통해 간 조사를 하 다. 응답자들은 제천장애인복지

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아 11명(50%)과 남아 11명

(50%) 총 22명이었다.  

4.2 포커스집단 인터뷰 대상의 특성
포커스집단 인터뷰는 치료사들 3명의 집단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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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3명의 집단을 상으로 진행하 다. 정서장애 아동

의 정서 유형과 정도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조사 상

은 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동의 학부모로 제한하 다. 

5. 결과 및 논의
5.1 선호동물 조사결과

표 2. 선호동물 조사결과표(일반아동) 

일반 아동을 상으로 한 선호 동물에 한 선호도 

조사 결과 곰은 여아 4명 남아 6명 총 10명이 선호한 것

으로, 고양이는 여아 27명 남아 11명 총 38명이 선호한 

것으로, 펭귄은 여아 5명 남아 19명 총 24명이 선호한 

것으로, 원숭이는 여아 4명 남아 14명 총 18명이 선호한 

것으로, 강아지는 여아 18명 남아 16명 총  34명이 선호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 고양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선호동물 조사결과표(장애아동) 

제천 장애인 복지 의 발달장애 아동 22명을 상으

로 동일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

로 (곰 여아 1명 남아 3명 총 4명, 고양이 여아 6명 남아 

1명 총 7명, 펭귄 여아 1명 남아 0명 총 1명, 원숭이 여

아 0명 남 4명 총 4명, 강아지 여아 3명 남아 3명 총 6

명) 고양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선호 동물형태 조사결과
어떤 동물을 가장 선호하는가 하는 조사와 병행해서 

어떤 형태의 동물을 가장 선호하는가에 한 것도 연구 

조사하 다. 동물의 형태는 캐릭터화 된 형태, 기계 인 

로 의 형태, 실제 동물과 닮은 형태로 나 어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일반 아동의 경우 캐릭터화 한 형태는 

여아 14명 남아 5명 총 19명이 선호한 것으로, 기계 인 

로 의 형태는 여아 12명 남아 51명 총 73명이 선호한 

것으로, 실제 동물과 닮은 형태는 여아 29명 남아 8명 

총 37명이 선호하여 기계 인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선호형태 조사결과표(일반아동)  

그림 9. 선호형태 조사결과표(장애아동)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캐릭터화 된 형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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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명 남아1명 총 3명이 선호하 고, 기계 인 로 의 

형태는 여아 1명 남아 4명 총 5명이 선호하 고, 실제 

동물과 닮은 형태는 여아 6명 남아 2명 총 8이 선호하

여 실제 동물과 닮은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존 볼비(John Bowlby)의 원숭이 실험

에서 새끼원숭이가 양철로 된 어미원숭이 모형의 젖병

에서 우유를 먹지만 노는 건 포근한 소재로 된 어미원

숭이 모형에서 하루 종일 놀더라는 애착이론과 연 이 

있어 보인다.

5.3 동물로봇의 형태, 색상, 표정, 소리 및 움직임에 
대한 조사결과

질문1. 동물로 의 형태는 어떠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1 동물로봇의 형태는 어떠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2 동물의 표정은 어떠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3 동물의 움직임은 어떠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4 동물로봇은 어떤 소리를 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5 아동들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가?
질문6 동물로봇을 치료에 사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표 1.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위한 질문 문항들 

치료사2: 실제와 가장 흡사한 인형을 가장 많이 선호

하는 편이다.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 한다면 로 형태

의 인형을 선호 하지만 치료 용도라면 실제와 흡사한 

로 이 가장 좋은 것 같다. 학부모1: 실제 동물과 같은 

인형을 좋아하고 움직임에는 심을 보이긴 하지만 많

은 심은 없다. 부분 털이 많은 인형을 좋아한다. 학

부모2: 유 감을 생각한다면 실제 동물의 형태가 좋을 

것 같다. 캐릭터를 좋아하긴 하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

지는 않는다.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한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 로 의 형태는 실제동물과 흡사한 털로 된 

형태여야 할 것이다. 

질문2. 동물의 표정은 어떠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가?

치료사3 : 다양한 표정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확실히 

좋은 것 같다. 슬픔, 기쁨, 화난 모습 등이 표 된다면 

효과 으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학부모1 : 구르거나 춤추는 인형을 좋아하고 표정은 

밝은 표정이 좋을 것 같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 로

의 표정은 슬픔, 기쁨, 화난 모습 등 다양한 표 을 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밝은 표정이어야 할 것이다.

질문3. 동물의 움직임은 어떠해야 치료에 도움이 되

는가?

치료사1 : 움직임이 많다면 일반 인 딱딱한 로 과 

비슷하게 디자인 될 것 같다. 감의 질도 떨어지지 않

을까 생각 된다. 치료사2: 과격한 움직임을 하기는 어려

워도 최소한 같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만 되도 좋을 듯

하다. 로 이 움직임이 없다면 생물 같다는 인식을 하

기 어려워 할 것이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 로 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걷기 이상의 동작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질문4. 동물로 은 어떤 소리를 내야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치료사2: 장애 아동의 경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소리가 기계음인 경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좋아하는 아이들은 따라 하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귀를 막는다던지 

소리 지르는 아이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 드리기는 

어렵다. 최 한 동물의 소리와 흡사하다면 괜찮겠지만 

조 이라도 기계음 같다면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 치료사1: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해 강아

지 형태의 로 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심

을 보 지만 무 시끄럽고 기계음이 심해서 나 에는 

아이들이 싫어했다. 치료사3: 아이들이 실제 동물소리

를 내는 로 이라면 충분히 흥미를 보이고 치료에도 효

과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로 의 경우에는 소리가 항

상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지 않는 다

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다. 학부모1: 무 날카로운 소리

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다. 학부모2 : 시 에 매되

는 장난감은 항상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게 되면 아

이의 흥미를 유도하기 힘들 것 같다. 다양한 종류의 음

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부분 청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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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이 발달되어 있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 로

의 소리는 실제 동물과 흡사하며 날카로운 기계음을 

피하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5. 아동들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가?

치료사3 : 하얀색이나 실제 동물들의 색이 아이들에

게 친숙하니까 가장 좋을 것 같다. 치료사1: 색이나 생

김새는 경우에 따라 실제 동물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것이 좋을 것 같다. 치료사1: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분

홍색을 좋아한다.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따로 선호하는  

색은 없는 것 같다. 치료사2: 특별히 싫어하는 색은 없

는 것 같다. 표 하기에 어려운 도 있겠지만 옷이나 

장난감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색이 싫어서 거부감을 

표 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색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나이가 어리지는 

않지만 일반 아동에 비해 미숙한 이 있어서 색을 구

분하기는 하지만 무슨 색이라고 정확하게는 모르는 경

우가 있다. 학부모1: 제 딸은 분홍색이나 흰색을 가장 

좋아한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 로 의 색상은 일반

인 동물의 색상이나 흰색이 당할 것이다.

질문6. 동물로 을 치료에 사용할 때 상되는 문제

은 무엇인가?

치료사2: 고장 나는 것이 가장 문제 인 것 같다. 비

슷하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선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 조 을 잘 못했을 경우 자주 고장

이 날 것 같다. 진짜 동물이라면 아 다는 표 을 하거

나 피를 흘리거나 부모가 놀라서 아이에게 아 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겠지만 로 이라면 그런 표 이 부족

해서 아이들이 힘 조 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치료사1: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물을 입에 많이 

넣기도 한다. 그래서 생 인 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학부모2: 아이의 움직임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가장 문제가 될 거 같다. 만약 터치기능이 

된다면 잘 인식하기 힘들 거 같다.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인식이 된다면 편리할 것 같다. 학부모3: 우리 아이는 

지 장애 남자어린이로 자폐가 심한 편이다. 강아지나 

개를 보면 많이 무서워한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 

로 의 상되는 문제 들은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과 아이들이 힘 조 을 못해 고장이 나는 경

우  아이의 움직임을 잘 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었다.  

Ⅳ. 결론

정서 장애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한 동물로 을 디

자인하기 해서는 상동물이 우선 으로 선정되어야

만 한다. 이를 한 실제 인 조사결과 일반 아동들의 

경우 남녀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고양이를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들과 장애 아동들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문가의 측

로 장애 아동들의 경우도 고양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물로 의 선호형태에 한 조사 결과 

일반 아동들의 경우는 기계 인 로 형태를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 아동들의 경우는 

실제 동물과 닮은 형태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아동들의 경우 여아 55명, 남아 

64명으로 남자 어린이들이 수 으로 우세하 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 아동들의 여아들과 

장애아동들이 실제 동물을 닮은 형태를 좋아한다는 결

과는 볼비(Bowlby)의 애착이론과 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에서도 동물로 의 형

태는 실제 동물을 닮은 형태가 치료에 효과 일 것이라

는 견해를 보 다. 따라서 동물 치료 로 의 형태는 실

제 동물 형태를 닮아야 할 것이다. 

포커스집단 인터뷰 조사결과 동물로  디자인을 

한 동물로 의 형태, 색상, 표정, 소리  움직임에 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형태는 실제 동물을 닮은 

털로 된 형태여야 한다. 색상은 일반 인 동물의 색상

이나 흰색이 바람직하다. 표정은 슬픔, 기쁨, 화난모습 

등 다양한 표 을 할 수 있으면서 평소에는 밝은 모습

이어야 한다.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걷기 이상의 동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리는 실제 동물과 흡사하여야 하

며 날카로운 기계음을 피하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

어야 한다. 그 밖에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경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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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 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아이의 움직임을 잘 

악하고 히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상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포커스 집단을 충북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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