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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ognition of life phenomenon regarding anthropo-
morphic charact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s’ properties amongst children aged 3, 4, and 5.      
Methods: 95 children aged 3 to 5 years from two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do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child was interviewed individually and completed cognition 
and inference of life phenomenon tasks.     
Results: First, preschoolers considered anthropomorphic animal characters as animals. Children 
aged 3, 4, and 5 were likely to refer to the animation characters as alive and considered animation 
characters to have many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trait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inferences of life phenomena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the 
anthropomorphic characters. Preschoolers considered low anthropomorphic animation characters 
to have more biological traits and reality. For low actuality characters, preschoolers considered 
them to have more reality.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inferences of 
reality according to their age: 5-year-olds were more likely to infer the animation character as an 
imaginary entity, compared to 3- year-olds.
Conclusion: As the literature related to children’s cognition about anthropomorphic characters is 
limited,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children think about animation characters and offers useful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edia or applications for young children.  

Keywords: cognition of life phenomenon, inference of life phenomenon, anthropomorphic animal 
character, animatio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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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아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의인화된 캐릭터는 친

숙한 존재이다. 유아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자

주 보고, 의인화된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생활용품을 

사용한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인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반해 유아가 

의인화된 캐릭터에게 생명현상을 인지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아는 의인화된 캐릭터를 살아있다고 여길까? 유

아는 의인화된 캐릭터를 동물로 인지할까 아니면 사람으로 인

지할까? 그리고 의인화된 캐릭터는 유아에게 실재하는 존재

로 여겨질까 가상의 존재로 여겨질까? 본 연구는 이러한 궁금

증에서 시작되었으며, 유아가 의인화된 캐릭터를 살아있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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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여기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생물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가 생물과 무생물 범

주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여 왔는데, 이는 가장 기초적

이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Opfer & Gelman, 2011). 생물

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인 생명은 생명현상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데, 생명현상은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발생, 성

장, 번식, 쇠퇴 등의 현상을 말한다(D. Jeon & Moon, 2012). 생

명현상 인지는 주어진 대상이 이러한 생명현상을 보이는 살아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유아가 전형적인 생

물과 전형적인 무생물의 속성을 지닌 대상을 구분하여 생명현

상을 인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범주 경계선에 있는 

대상을 유아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

다. 생명현상 인지에서 경계선적 대상(boundary object)은 생물

과 무생물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말한다(Okita, 

Schwartz, Shibata, & Tokuda, 2005). 경계선적 대상은 유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범주화 기제에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유아

의 생물개념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용하

다(M. K. Kim, 2017; Okita & Schwartz, 2006). 또한 대상의 어

떤 속성이 대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지를 확인

함으로써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경계선적 대상을 통하여 생명현상 인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상을 로봇에 한정하고 있다. 로봇은 생명을 모사하고자 하

는 노력에 의해 자발적인 움직임과 정서적 반응이 가능해졌으

며, 생명과 인공물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리

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살아있다고 여겨지는 경

계선적 대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산타클로

스나 마녀 같은 가상의 존재를 유아가 생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있는 물리적 실재로 여기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

을 뿐이다(Sharon & Woolley, 2004). 애니메이션은 창조와 재

현의 경계에서 리얼리티를 변형하여 실제 세계보다 더욱 실재 

같은 상징을 만들었다(Hong, 2008). 하지만 이러한 애니메이

션 속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유

아에게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성인에게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인도 의인화된 캐릭터를 단순히 만화나 그

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인간처럼 지각하는 

것이다. fMRI를 통하여 의인화된 캐릭터를 보았을 때  뇌의 어

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Sung, Lee, & Jung, 

2004), 생명 유무를 범주화하는 영역으로 알려진 하후두이랑

(inferior occipital gyrus)과 하두정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이 

활성화되었다. 즉, 성인들도 의인화된 캐릭터를 보면서 그 캐

릭터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의인화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

게 의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진

적 재현을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현실감을 획득하기 위

해서는 ‘믿는 체’라는 관습이 필요하고, ‘말하는 쥐’가 존재한

다고 ‘믿는 체’했을 때 비로소 미키마우스는 살아서 움직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Kum, 2004). 또한 인간 의식 속에 의인화

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의인화 동인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애니미즘을 꼽을 수 있다(S.-W. Park, 2003). 애니미즘

(animism)은 생명이 없는 모든 자연물에 생명과 감정을 부여

하는 경향으로 정의되는데(“animism,” n.p.), 이 용어는 종교학

에서 모든 대상에 영혼이 있다는 믿음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

작하였고, 심리학에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Guthrie, 1993). 애니미즘은 초기 인간을 지

배하던 세계관이자 아동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은 살아있으

며 정신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보편적 생명주의에 기초하고 

있다(S.-W. Park, 2003). 아동의 애니미즘은 물활론적 사고라고

도 하며 피아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탐구되었다. 

Piaget (1929)는 개념 조작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전조작기 

유아는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물활론적 사고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즉, 유아는 자기중

심성이라는 인지적 제약으로 생명이 없는 사물과 자연물에 의

도와 목적이 있다고 여기는 물활론이 나타나는 것이다. Piaget

는 전조작기 유아는 생명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며, 아동이 구

체적 조작기를 지나야 물활론적 사고가 사라지고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의 물활론

적 사고는 전통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한계로 이해되었지만, 

아동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인 ‘나(인간)’에 빗대어 

새로운 대상을 이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Turkle, 

2005). 

유아의 애니미즘적 사고 경향과 의인화된 캐릭터와의 관

령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의인화된 캐릭터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탐구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선행연구에

서 의인화된 캐릭터는 유아의 가상(환상)과 실재(현실) 구분

의 맥락에서 연구되었으며(Corriveau, Kim, Schwalen, & Harris, 

2009; Skolnick & Bloom, 2006), 유아가 의인화된 캐릭터를 살

아있는 존재로 여기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또한 유아의 생명

현상 인지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가 생물범주와 비생물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가 동물과 인공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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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는지(Gelman & Gottfried, 1996; Massey & Gelman, 

1998)와 움직임이 없는 식물을 살아있다고 여기는지(Hatano & 

Inagaki, 1994; Inagaki & Hatano, 1996)에 주목해왔다. 

유아가 생명현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Piaget (1929)가 사용했던 개방형 질문보다 정교하고 대답하

기 쉬운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살아있다(alive)’라는 말

의 의미가 아동이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것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Carey, 1985), 살아있는지를 묻는 

존재론적 구분은 아동의 이해를 포착해내기에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 Inagaki와 Hatano (1996)는 ‘다람쥐와 악어는 죽을 

수 있다. 그러면 튤립이나 소나무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니?’라고 질문하여 유아가 식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

함을 밝혔다. 유아는 생리현상을 근거로 움직임이 없는 식물

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5세와 6세 유아는 동

물과 식물은 모두 영양이 필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Hatano & Inagaki, 1994). 또한 유아는 자발적으로 움

직이는 동물과 인공물을 구별할 수 있으며, 동물은 내적 원인

에 의해 움직이고, 인공물은 배터리 같은 외적 원인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Gelman & Gottfried, 1996; Margett & 

Witherington, 2011; Rakison & Butterworth, 1998).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Piaget (1929)가 제시했던 발달단계보다 유

아의 생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만 유아기 내에도 발달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살아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보완하여 폐쇄형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적 대상인 로봇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특성 추론 질

문을 통해 유아가 가지는 로봇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자 하였

다. 유아는 로봇이 생물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같이 놀 수 

있고 감정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였다(Hyun & Son, 2011). 또

한 운동성과 정서적 반응성이 다른 로봇에게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생물특성과 심리특성을 낮게(M. K. Kim, 2017; No 

& Yi, 2017; Okita & Schwartz, 2006), 행위자특성을 낮게(Okita 

& Schwartz, 2006), 그리고 인공물특성을 높게(No & Yi, 2017) 

추론하여 발달적 차이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생물특성 추론과 심리특성 추론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밝

힌 Carey (198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유아가 로봇이 생

물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심리특성은 가지고 있다고 추론

한 연구결과들은 유아가 모호한 대상의 속성을 추론할 때 단

일한 구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들

의 판단은 대상이 살아있는지, 생물특성이 있는지, 심리특성

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Jipson & Gelma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생명현상 추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물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을 묻는 질문을 

사용했던 것처럼 생물특성과 심리특성을 묻는 질문들로 유아

의 추론 양상을 조사하였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허구적 존재이지만 애니메이션 속에서 

생생히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살아있다고 여겨

진다(Sung et al., 2004). 이러한 의인화된 캐릭터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의인화된 캐릭터가 유아에게 가상의 존재로 여겨지는

지 아니면 물리적인 실재로 여겨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가상과 실재 구분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는 성인이 명백히 

가상의 존재라고 인식하는 산타클로스 등을 현실에 존재한다

고 여기도 한다(Clark, 1995). 하지만 일상생활 맥락에서 3세 

유아도 장난감과 실제, 그림과 실제, 그리고 가장(pretending)

과 실제를 구분하여 말한다는 상반된 결과 역시 보고되었다

(Woolley & Wellman, 1990). 누군가가 대상을 만질 수 있는지, 

그 대상이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

을 통해 유아가 가상의 존재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리적 

실체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haron & Woolley, 

2004). 본 연구에서도 가상의 존재인 의인화된 캐릭터가 유아

에게 물리적 실체로 인식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재성 추론 

문항을 구성하여 그 양상을 알아보았다. 

유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인화를 자발적이

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유아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대할 

때 그 대상이 인간과 비슷하다거나, 인간이 그 현상을 유발

했다고 생각한다(Guthrie, 1993). 유아는 대상을 인간의 특질 

단서를 사용해서 인간으로 추론하고(Y. Park & Yi, 2007), 사

물을 의인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생명현상 인

지에서 대상의 의인화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인화

(anthropomorphism)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인간이란 뜻을 지닌 

‘anthropos’와 형태이라는 뜻을 지닌 ‘morphos’가 합하여 생성

된 말로, 인간이 아닌 동물, 사물, 자연현상 등에 인간의 특성

을 투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nthropomorphism,” n.d.). 애니

메이션에서 의인화된 캐릭터는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줄거리

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시각적 표상을 통해 형체를 부여

받고 이야기의 맥락 안에 존재한다(Power, 2008). 즉, 의인화된 

캐릭터는 인간의 속성을 부여받는 비인간 행위자로 애니메이

션에서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수준은 동물에게 인간의 

속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지를 통하여 구분된다. 의인화가 

높을수록 캐릭터는 인간과 유사하고, 의인화가 낮을수록 캐

릭터는 동물과 유사하게 제시된다.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수

준은 Lee와 Kim (2009)의 연구에서 캐릭터의 외형적 형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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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처, 동작, 표정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얼마나 동

물적인지 혹은 인간적인지를 고려하여 구분되었다. 즉, 목소

리 및 표정의 의인화와 의복 및 액세서리 착용 등을 근거로 동

물형, 인간형, 혼합형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물형은 동물의 골격을 유지하고 4족보행 등 동물적 습성을 

지니는 것으로 동물에 가깝게 표현된 유형이다. 인간형은 완

전한 인간의 골격에 제스처와 훈련된 동작을 보이며, 옷을 입

고 장갑이나 신발 등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우이다. 혼합형은 

인간과 동물의 특성이 적당히 혼합된 중간 형태로 애니메이

션 동물 캐릭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혼합형 캐릭

터는 목소리가 의인화되어 대화가 가능해지고, 표정이 의인

화되며,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앞발의 구체적 제스처가 표

현된다.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에 관한 또 다른 연구(S. N. Kim, 

2003)에서는 인간처럼 옷 입기, 말하기, 행동하기를 기준으

로 ‘옷을 입지 않고 동물처럼 행동함’, ‘옷을 입지 않고 동물처

럼 행동하면서 말함’, ‘옷을 입지 않고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말

함’, ‘옷을 입고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말함’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정도의 차이가 유아에게 

그 캐릭터가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

인하고자, 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동물처럼 행동하면서 말을 

하는 캐릭터(혼합형)와 의복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사람처

럼 행동하면서 말을 하는 캐릭터(인간형)를 선정하여 캐릭터

의 의인화 수준 차이가 유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영상 속에 존재하고 영상

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식된다. 영상이라는 매체는 실제 존재

하는 대상을 녹화한 결과일 수도 있고, 작가의 상상 속에 존재

하는 대상을 시각화 기술을 통해 구현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의

인화된 캐릭터는 영상을 통해서만 전달가능하고, 영상은 실재

와 가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유아가 실재하지 않는 

의인화된 캐릭터를 살아있다고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 컴퓨

터 그래픽으로 창조한 영상은 실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하

게 하는 리얼리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

을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이미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리얼리티를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G. Jeon, 2010). 애니메이션은 현실을 모사하고자 하는 

오랜 노력 끝에 현실보다 더 그럴듯한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며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Rieh, 2005). 

애니메이션에 적용된 컴퓨터 기술이 실재보다 더 실재 같

은 환영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면서(Rieh, 2005), 영상의 사실

성 차이가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인화된 캐릭터는 

2D 혹은 3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다. 2D 애니메이션은 종

이나 셀 등에 그린 그림을 연속 촬영하여 움직이는 장면을 만

드는 기법이고, 반면 3D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

로 디지털 작업을 통해 사실적인 장면을 만드는 기법이다(M.-

J. Kim & Kwak, 2017). 컴퓨터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실사 영화

와 애니메이션이 결합이 가능해졌는데(C. Park, 2014),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로 사실적으로 표현된 의인화된 캐릭터가 실사

영화의 현실적인 배경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2D 애니메

이션과 실사영화라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제시되는 맥락의 차

이 및 3D 기술을 통해 의인화된 캐릭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

는 것이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현상 인지에서 경계선적 대상이 중요함

에도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가 선행연

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여 캐릭터의 의인

화 수준과 영상의 사실성 정도에 따라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 

및 생명현상 추론이 달라지는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

은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

였다. 

연구문제 1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는 유아의 연령

(3, 4,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추론은 유아의 연령

(3, 4, 5세)과 대상의 속성(의인화, 사실성)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어린이집 두 곳에서 언어와 

인지에 문제가 없는 3, 4, 5세 유아 95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의인화된 캐릭터(가필드, 스튜어트 리틀)에 대한 사전경험

이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사전경험이 있는 8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

다. 참여 유아의 평균 월령은 만 3세 41개월, 만 4세 53.1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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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64.45개월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 월령, 

그리고 성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ge and Gender of the Participants

Age
Mean age in month 

(range)
Gender (n)

TotalBoys Girls
3 41.00 (36-47) 17 14 31
4 53.19 (48-59) 13 18 31
5 64.45 (60-71) 18 15 33

Total 53.13 (36-71) 48 47 95

연구도구

의인화된 캐릭터 영상의 구성

의인화된 캐릭터는 Figur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인화와 사

실성 수준에 따라 4개로 제시하였다. 의인화 수준은 Lee와 

Kim (2009)및 S. N. Kim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

고하여 구분되었다. 의인화 수준이 낮은 캐릭터(혼합형)로 ‘가

필드’를 선정하였다. 가필드는 목소리와 표정은 의인화되었지

만 옷을 입지 않고 동물처럼 행동하면서 말을 한다. 한편, 의인

화 수준이 높은 캐릭터(인간형)로 ‘스튜어트 리틀’을 선정하였

다. 스튜어트 리틀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있으며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한다. 사실성 수준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

었다. 사실성 수준이 낮은 의인화된 캐릭터는 2D 애니메이션

의 맥락에서 만화의 주인공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사실성 수

준이 높은 의인화된 캐릭터는 실사영화의 맥락에서 3D 방식

으로 제작되어 영화의 주인공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인화된 캐릭터로 가필드와 스튜어트 리틀을 

선정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먼저 두 캐릭터는 

각각 고양이와 쥐를 의인화한 것으로, 고양이와 쥐는 모두 유

아에게 친숙하고 동화책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동물일 뿐

만 아니라 강아지, 곰과 함께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라는 점(Lee, Hong, & Kim, 2010)이 고려되었

다. 또한 두 캐릭터는 의인화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애니메이

션과 실사영화로 제작되어 사실성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의인화된 캐릭터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 영상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의인

화와 사실성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미국 CBS 방송에서 방

영된 Garfield and Friends (1988-1994년) 애니메이션, 의인화 

수준 낮고 사실성 수준 높은 것으로 2004년 개봉한 ‘Garfield: 

The Movie’ 실사영화, 의인화 수준 높고 사실성 수준 낮은 것

으로 2005년 개봉한 ‘Stuart Little 3: Call of the Wild’ 애니메이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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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morphism

Low

 

 

High   

Figure 1.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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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의인화 수준 높고 사실성 수준 높은 것으로 1999년 개봉한 

‘Stuart Little’ 실사영화를 사용하였다. 개별영상은 녹화프로그

램에 의해 녹화 및 편집되어 유아에게 각각 30초 간 제시되었

다. 영상의 녹화 및 편집 기준은 등장인물로 주인공 애니메이

션 캐릭터(가필드, 스튜어트 리틀)만 나오면서 애니메이션 캐

릭터의 의인화 및 사실성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즉 영상은 

캐릭터의 전체적인 외양 및 동작이 잘 드러나는 장면과 표정

과 제스처가 잘 드러나는 장면들을 편집하여 구성하였다. 또

한 생명현상 추론과제에서 사용하는 생물특성, 심리특성, 실

재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면이 선택되었고, 서로 

다른 배경음이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의인화된 캐릭터의 

영상은 음이 소거된 채로 상영되었다.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 과제

본 연구에서는 영상으로 의인화된 캐릭터를 제시한 후 유아에

게 “이것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하여 의인화된 캐

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을 인지를 확인하였다. 의인화

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추론은 세 가지 하위 특성

에 관한 폐쇄형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생명현

상의 하위 항목인 생물특성, 심리특성, 실재성이 제시된 의인

화된 캐릭터에 있는지 묻고 유아는 ‘예’ 혹은 ‘아니요’로 응답

하여 유아의 생명현상 추론을 알아보았다. 생물특성은 생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적 특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성장, 섭취, 치유, 번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특성

은 정서와 인지적 특성을 의미하며, 대상이 행복감이나 분노

를 느낄 수 있는지, 집을 찾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실재성은 대상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존

재인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추론과제에서 사용하는 질문

은 Jipson과 Gelman (2007), Sharon과 Woolley (2004)의 연구에

서 사용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아가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각 범주 별 만점은 생

물특성 4점, 심리특성 4점, 그리고 실재성은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는 제시된 대상의 생물특성, 심리특성, 그리고 

실재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질문의 구체적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연구절차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이후 연구 참여

자 모집 및 조사가 이루어졌다(IRB No. 1310/001-009). 조사는 

연구자 및 아동학 전공자 3인에 의해 실시되었고 조사원은 사

전에 과제와 연구윤리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조사에 임하였

다. 2013년 10월 서울과 경기도의 어린이집 두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린이집 내의 조용한 장소에서 약 10분 정도의 

일대일 면접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원은 유아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영

상을 제시하기 전 유아에게 선생님이 만화를 보여줄 것이고, 

보고 나서 선생님이 묻는 질문을 듣고 유아의 생각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다. 영상은 의인화 캐릭터의 속성 크기에 따라 

일정한 순서(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낮은 영상-의인화 낮고 

사실성 높은 영상-의인화 높고 사실성 낮은 영상-의인화와 사

실성 모두 높은 영상)로 제시한 후 생명현상 인지과제와 추론

과제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응답을 바로 인터뷰 결

과표에 표시하였으며, 유아가 대답을 망설일 경우에는 두 번 

더 물어보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다.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PASW 18.0 (SPSS Inc., Chicago, I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

상 인지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카이제곱 검정(χ2-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령과 대

상의 속성에 따라 유아의 생명현상 추론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개체 간 변인으로, 의인

화된 캐릭터의 속성을 개체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3 × 4 분할

구획요인으로 설계하였다. 이 경우 반복측정변량분석을 통해 

유아의 생명현상 추론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개체 간)와 의인

Table 2
Categories and Questions of Inferencing of Life Phenomenon

Category Questions Scores

Biological trait

Does this grow?
Does this need water?
Is this cured after injury?
Can this have a baby?

0-4

Psychological trait

Does this feel happy?
Does this fight when angry?
Can this find its home?
Can this think?

0-4

Reality
Can anyone see this?
Can anyone touch this?
Can anyone hear the voice of thi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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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캐릭터 속성에 따른 차이(개체 내)를 구분하여 알 수 있

다. 개체 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 Scheffé 사후검정, 개체 내 차

이가 유의한 경우 Helmert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생명현상 인지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의인화와 사실성 수준이 다른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생명현상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

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제시된 대상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유아의 비

율을 의인화된 캐릭터의 속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낮은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응답은 3세 

83.9%, 4세 87.1%, 5세 90.0%로 나타났다. 의인화는 낮고 사

실성이 높은 캐릭터의 경우 3세 87.1%, 4세 90.3%, 5세 90.9%

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의인화가 높고 사실성이 

높은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응답은 3세 83.9%, 4세 87.1%, 5세 

87.9%로 나타났다. 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높은 캐릭터의 경

우 3세 77.4%, 4세 74.2%, 5세 87.9%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응

답하였다. 제시된 의인화된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3, 4, 5세 유아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3세와 4세

보다 5세의 살아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유아의 연령과 의인화된 캐릭터의 속성에 따른 
생명현상 추론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생물특성 추론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생물특성 추론 

양상은 Table 4와 같다. 유아는 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낮은 

캐릭터의 생물특성을 3세 3.38점(SD = .93), 4세 2.83점(SD = 

1.44), 5세 3.00점(SD = 1.23)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높은 캐릭터의 경우 생물특성을 3세 3.19점(SD 

= 1.22), 4세 2.80점(SD = 1.47), 5세 2.82점(SD = 1.26)으로 추

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세가 4세와 5세보다 의인화된 캐릭

터의 생물특성을 높게 추론하고, 캐릭터의 의인화와 사실성 

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유아가 생물특성을 더 높게 

추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
Differences of Cognition of Life Phenomenon According to Infants’ Age

Age n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Low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Low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3 31 26 (83.9) 27 (87.1) 26 (83.9) 24 (77.4)
4 31 27 (87.1) 28 (90.3) 27 (87.1) 23 (74.2)
5 33 30 (90.9) 30 (90.9) 29 (87.9) 29 (87.9)
Total 95 83 (87.4) 85 (89.5) 82 (86.3) 76 (80.0)

χ2 (df ) .72 (2) .28 (2) .24 (2) 2.06 (2)
Note. Unit = N (%).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Inference of Biological Traits)

Age n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Low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Low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3 31  3.48 (  .93) 3.52 (  .96) 3.26 (1.00) 3.19 (1.22)
4 30  2.83 (1.44) 3.17 (1.12) 2.47 (1.46) 2.80 (1.47)
5 33  3.00 (1.23) 3.12 (1.22) 2.76 (1.39) 2.82 (1.26)
Total 94 3.11 (1.23) 3.27 (1.11) 2.83 (1.33) 2.94 (1.32)

Note. Unit = N (%).



No and Yi  42

위에서 살펴본 유아의 생물특성 추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과 의인화된 캐

릭터의 속성에 따라 생물특성 추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연령에 따른 생물특성 추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의

인화된 캐릭터의 속성에 따른 생물특성 추론의 차이는 유의하

였다(F = 6.79, df = 3, 273, p <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Helmert 대비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아는 의인화 수준이 

높은 캐릭터보다 의인화 수준이 낮은 캐릭터의 생물특성을 더 

높게 추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 4, 5세 유아에게 의인화 수

준이 낮은 캐릭터가 의인화 수준이 높은 캐릭터보다 성장, 섭

취, 재생, 번식 등의 생물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심리특성 추론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심리특성 추론 

양상은 Table 6과 같다. 유아는 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낮은 

캐릭터의 심리특성을 3세 3.55점(SD = .81), 4세 3.27점(SD = 

1.23), 5세 3.06점(SD = 1.32)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높은 캐릭터의 경우 심리특성을 3세 3.35점(SD 

= 1.08), 4세 2.93점(SD = 1.41), 5세 3.00점(SD = 1.24)으로 추

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세가 4세와 5세보다 의인화된 캐릭

터의 심리특성을 높게 추론하고, 캐릭터의 의인화와 사실성 

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유아가 심리특성을 더 높게 

추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유아의 심리특성 추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과 의인화된 캐

릭터의 속성에 따라 심리특성 추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 및 대상의 속성에 따른 심리특성 추

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실재성 추론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실재성 추론 양

Table 5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Inference of Biological Traits)

Source SS df MS F Helmert
Between factor 437.30 93

Age 20.67 2 10.34 2.26
Error 416.63 91 4.58

Within factor 153.39 282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10.51 3 3.20 6.79*** a, b >  c, d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 Age 2.17 6 .36 .70
Error 140.71 273 .52

Note. a = low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character, b = low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character, c = high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character, d = high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character
***p < .001.

Table 6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Inference of Psychological Traits)

Age n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Low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Low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3 31 3.55 (  .81) 3.42 (1.12) 3.35 (1.05) 3.35 (1.08)
4 30 3.27 (1.23) 3.33 (1.18) 3.13 (1.25) 2.93 (1.41)
5 33 3.06 (1.32) 3.06 (1.25) 3.03 (1.38) 3.00 (1.20)
Total 94 3.29 (1.15) 3.27 (1.18) 3.17 (1.23) 3.10 (1.24)

Note. Unit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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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Table 8과 같다. 유아는 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낮은 캐

릭터의 실재성을 3세 2.71점(SD = .69), 4세 2.47점(SD = .97), 5

세 1.97점(SD = 1.13)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의인화와 사실성

이 모두 높은 캐릭터의 경우 실재성을 3세 2.55점(SD = .93), 4

세 2.07점(SD = 1.14), 5세 1.79점(SD = 1.29)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세보다 4세, 4세보다 5세가 의인화된 캐릭터

의 실재성을 낮게 추론하고, 캐릭터의 의인화와 사실성 수준

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 유아가 실재성을 더 낮게 추론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유아의 실재성 추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과 의인화된 캐릭터의 

속성에 따라 실재성 추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아의 연

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F = 7.78, df = 2, 91, p < .01). 연

령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 유아와 5세 유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3

Table 7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Inference of Psychological Traits)

Source SS df MS F
Between factor 415.98 93

Age 9.56 2 4.78 1.07
Error 406.42 91 4.47

Within factor 123.36 282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2.33 3 .78 1.77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 Age 1.44 6 .24 .55

Error 119.59 273

Table 8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Inference of Reality)

Age n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Low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Low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High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3 31 2.71 (  .69) 2.71 (  .64) 2.55 (  .93) 2.55 (  .93)
4 30 2.47 (  .97) 2.53 (  .94) 2.20 (1.13) 2.07 (1.14)
5 33 1.97 (1.13) 1.76 (1.28) 1.70 (1.16) 1.79 (1.29)
Total 94 2.37 (  .99) 2.32 (1.07) 2.14 (1.12) 2.13 (1.17)

Note. Unit = N (%).

Table 9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Inference of Reality)

Source SS df MS F
Scheffé  

Helmert
Between factor 76.49 93

Age 11.17 2 5.59 7.78** a > b
Error 65.32 91

Within factor 126.24 282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4.51 3 1.50 3.07* c >  d, e, f
Properties of  anthropomorphic characters × Age 2.14 6 .36 .73
Error 119.59 273

Note. a = 3 years, b = 5 years, c = low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character, d = low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character, 
e = high anthropomorphism & low actuality character, f = high anthropomorphism & high actuality character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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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의인화된 캐릭터의 실재성을 높게 추

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는 3세 유아에 비하여 의인

화된 캐릭터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재성 추론에서 의인화된 캐릭터의 속성에 따른 차이 역

시 유의하였다(F = 3.07, df = 3, 273, p < .05).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Helmert 대비검정 결과 의인화와 사실성이 낮

은 캐릭터와 나머지 의인화된 캐릭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의인화와 사실성이 낮은 캐릭터를 속성

이 다른 나머지 의인화된 캐릭터에 비하여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살아있다

고 여겨지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유아에게 어떻게 인지되는지

가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캐릭

터의 의인화와 사실성 수준을 달리하여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의인

화와 사실성 수준이 다른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

현상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유아가 생물특성, 심리특

성, 실재성을 추론하는 양상이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3, 4, 5세 총 

9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과제를 실시

하였으며, PAS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3, 4, 5세 유아는 의

인화된 동물 캐릭터를 동물로 인지한다. 본 연구에서 의인화

된 캐릭터가 살아있는지 묻는 질문에 3, 4, 5세 유아 모두 높

은 비율로 살아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아는 연령에 상관

없이 의인화된 캐릭터의 생물특성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추

론하였다. 의인화는 캐릭터에 생동감과 실재감을 부여하는 과

정으로(Lee, Kim, & Kim, 2015), 의인화를 통해 캐릭터는 애

니메이션 속에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며 행동한

다. 캐릭터는 의인화되어 실제 동물과 다르고 인간에 가깝게 

제시되었지만 유아는 이러한 캐릭터를 동물이라고 여긴 것이

다. 영유아가 외양이나 재질과 같은 대상의 지각적 특성을 근

거로 대상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Jones, 

Smith, & Landau., 1991; Rakison & Butterworth., 1998)를 고려

할 때, 캐릭터가 의인화 된 것보다는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이

라는 점이 더 우세하게 인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의

인화된 캐릭터가 동물에 인간의 모습을 더 한 것이지만 일반

적으로 인간의 얼굴보다는 동물에 가깝게 인식된다는 연구결

과(Lee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영상이 외부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변형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유아가 알지 못할 수 있다(Cho & Yi, 2002; Flavell, Flavell, 

Green, & Korfmacher, 1990)는 점을 고려할 때, 의인화된 캐릭

터가 유아에게 현실에 있는 동물의 재현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인화된 캐릭터는 유아에게 동물로 인지되어, 생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둘째, 캐릭터의 의인화 수준에 따라 유아의 생물특성 추론 

양상이 다르며, 의인화 수준이 낮은 캐릭터가 생물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

아는 의인화 수준이 낮은 혼합형 캐릭터가 의인화 수준이 높

은 인간형 캐릭터보다 몸이 자라고, 물이 필요하고, 자기와 닮

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은 생물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

을 것이라 여겼다. 본 연구에서 캐릭터의 의인화 수준은 의복

과 장신구 착용여부 및 행동 특성에 의해 구분되었다. 즉 의인

화 수준이 낮은 캐릭터(혼합형)는 의복과 장신구를 하지 않고 

동물과 같이 행동하고, 의인화 수준이 높은 캐릭터(인간형)는 

의복과 장신구를 하고 두 발로 서서 인간과 같이 행동한다. 아

동의 생명 개념은 ‘생각한다’, ‘말소리를 내고 듣는다’와 같이 

인간위주 개념과, ‘움직인다’, ‘숨쉰다’와 같이 동물 위주 개념

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동물 위주의 개념이 더욱 우세하다는 

연구결과(M.-J. Kim, 2008)를 고려할 때, 의인화 수준이 낮은 

혼합형 캐릭터가 인간형 캐릭터에 비해 아동이 지닌 생명개념

에 더욱 부합하여 생물이 보이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유아가 동물 캐릭터의 의인화 수준에 

따라 그 캐릭터에게 생물의 특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3, 4, 5세 유아는 의인화된 캐릭터를 심리적 실재로 

여긴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물리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 허

구적 존재이지만 이야기 속에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줄거리

를 이끌어가도록 고안되었다(Power, 2008). 이러한 가상의 존

재인 의인화된 캐릭터가 심리적으로는 살아있는 실재처럼 여

겨지는 지 알아본 결과 유아는 의인화된 캐릭터의 심리특성을 

높은 수준으로 추론하였다. 즉, 유아의 연령 및 의인화된 캐릭

터의 속성에 상관없이 유아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행복이나 분

노를 느끼는 정서적 존재이자, 집을 찾을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인지적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성인에게 친근한 사람처럼 지각되고 추억과 같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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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정서를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Sung et al., 2004)와 마찬

가지로 유아에게도 친근하고 정서적인 존재로 여겨졌음을 의

미한다. 또한 로봇과 같이 물리적 실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심

리적 실재로 여겨지는지 모호한 대상을 유아가 말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Hyun & Son, 2011)이자 정서가 있고 사

고를 할 수 있는 존재(M. K. Kim, 2017; No & Yi, 2017)로 인식

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의인화된 캐릭터는 가상의 존

재이지만 유아에게 심리적 특성을 가진 존재로 인지되는 것으

로 보인다.  

넷째, 높은 연령의 유아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현실에 존재

하지 않는 허구적 존재임을 인지한다.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

다 의인화된 캐릭터의 실재성을 유의하게 낮게 추론하였는데, 

이는 5세 유아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실제로 볼 수 없고, 소리

를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가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4세와 5세 유아가 가상과 실제 

존재의 물리적 특성을 다르게 추론했으며 그 양상이 성인과 

유사했다는 연구결과(Sharon & Woolley, 2004)와 맥을 같이한

다. 즉 유아기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가상의 존재가 물리적으

로 존재하는 실체인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유아는 의인화와 사실성이 모두 낮은 캐릭터의 실

재성을 다른 세 종류의 의인화된 캐릭터보다 더 높게 추론하

였다. 이는 의인화 수준이 낮은 혼합형 캐릭터가 사실성 수준

이 낮은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시되는 경우 의인화된 캐릭터

의 실재성이 높게 인식된 것이다. 즉, 만화의 형태로 제시된 혼

합형 캐릭터가 실제로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 의인화 수준이 낮을 때 

실재성이 높게 인식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의인화된 캐릭

터가 유아에게 동물의 재현으로 인식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즉 의인화 수준이 낮은 캐릭터는 동물로 여겨졌기 때

문에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한

편, 사실성이 낮은 2D 애니메이션이 사실성이 높은 실사영화

보다 실재성이 높게 인식된 것은 3D 기술이 리얼리즘의 문제

를 야기할 정도로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영상을 구현한 것(G. 

Jeon, 2010)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은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면서도 지나치게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상태를 언

캐니 밸리(uncanny valley)라고 칭하는데, 본 연구결과도 언캐

니 밸리를 통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캐니 밸리는 본래 로

봇공학 분야에서 사용된 용어로, 로봇과 인간의 유사성이 증

가할 때 로봇에게 느끼는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감소하는 지점이 있으며, 그 감소 지점을 의미하는 용

어이다(Mori, 1970). 섬뜩함, 불쾌함, 혐오스러움을 의미하는 

언캐니는 3D 애니메이션에서 사실적으로 표현된 캐릭터에게 

관객이 느끼는 감정에도 적용가능한데,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이 관객에게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언캐니 밸리

가 나타날 수 있다(S.-D. Park & Jung, 2014). 유아가 사실성이 

높은 의인화된 캐릭터에게 언캐니 밸리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인간과 가상 

캐릭터에 대한 언캐니 밸리를 조사한 연구에서, 12개월 영아

가 인간과 가상 캐릭터를 구분하여 인간 얼굴 보기를 선호하

였고(Lewkowicz & Ghazanfar, 2012), 9세에서 11세 아동은 가

상 캐릭터의 얼굴 표정과 정서에 따라 친숙하거나 낯설게 느

끼는 정도가 달랐다는 결과(Tinwell & Sloan, 2014)를 고려할 

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사실적으로 제시된 의인화된 캐릭

터는 유아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져 실재성이 낮게 인식된 것으

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

요가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의 맥락에

서 제시된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를 

살펴 본 것으로, 제한된 시간동안 상영되는 영상이 대상의 특

징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 연

구는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을 살펴본 것으로, 스펀지 밥이나 로보카 폴리 같이 사물

이 의인화된 캐릭터에 대한 유아의 생명현상 이해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의인화된 동물 캐릭

터 뿐 아니라 의인화된 사물 캐릭터 혹은 의인화된 자연물 캐

릭터를 포함하여 유아의 생명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인화된 캐릭터가 유아에게 어떤 존

재로 인식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생명현상 인

지와 관련하여 경계선적 대상인 의인화된 캐릭터를 대상으로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을 밝혔다. 의인화된 캐릭터는 물리적

으로는 실재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실재한다고 여겨지는 존

재로,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를 알아본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부족했던 가상의 존재에 대한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 결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생명현상 인지와 관련하

여 5세 유아는 3세 유아에 비해 의인화된 캐릭터의 실재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의 생명현상 이

해 수준을 전조작기 물활론으로 이해하기 불충분하며, 유아기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셋째, 유아가 경계선적 대상인 의인화된 캐릭터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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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할 때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에게 대상이 살아있는지, 생물특성이 있는지, 심리특성이 

있는지, 실재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따라 유아의 응답이 달

라졌다. 3세 유아에게 의인화된 캐릭터는 살아있으며, 생물특

성과 심리특성을 갖는 물리적 실체로 인지된 것에 반해, 5세 

유아에게 의인화된 캐릭터는 생물특성과 심리특성을 가지면

서 실재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의인화된 캐릭터의 의인화 수준이 낮은 것이 유아가 대상을 

생물특성을 지닌 존재이자 실재하는 존재로 여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사실성 수준이 낮은 것이 유아가 대상을 실재하는 존

재로 여기는 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캐릭터의 속성인 

의인화와 사실성 수준이 캐릭터가 실재하고 살아있다고 인식

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인화된 캐

릭터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매체

를 구성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였다. 즉 

동물 캐릭터에 인간적 요소를 많이 부여하거나 컴퓨터 그래픽

을 활용하여 캐릭터를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맥락에서 동물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를 제시하는 것이 유아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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