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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은 성장하며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으나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

른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꺼내기 힘든 고민들을 인형을 통하여 녹음후 저장하고 부모는 듣고 자녀의 고민을 더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형은 어린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녹음파일을 통하여 부모

와 자녀간의 이해를 돕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친숙한 인형에 녹음장치를 삽입

하고, 어린이가 인형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실시간 또는 녹음 후 청취함으로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서 육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Raspberry pi,  Arduino, smart doll(스마트 인형)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은 알지만 

소중함을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마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인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찾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의사소통 문제로 멀어진 마음의 거리는 좁히기가 

어렵다. 보통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무관심이나 지나친 애정 

등이 이유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자녀의 

고민을 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들이 친숙하게 가지고 

오는 인형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녀와 소통을 통해 

육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라즈베리파이을 이용하며,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하여 부모와 실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II. 본론

1. 개발일정

내용               주 1 2 3 4 5 6 7 8

1.아이디어구상

2.개발일정수립

3.시스템계획

4.시스템설계

5.시스템구현

6.테스트 및 오류수정

7.최종구현완료

8.프로젝트문서화

Table 1. Development Schedule

2. 개발목적

요즈음 현대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할수 있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3개의 센서와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보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면서 

시스템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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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ystem Flow Chart(1)

그림 2. System Flow Chart(2)

그림 3. System Flow Chart(3)

4. 개발 시스템

본 SMART DOLL 시스템은 인형에서 통신되는 정보와 센서의 

정보를 앱을 통해 전하게 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4와 같이 제작되었다.

FIg. 4. 시스템의 구성

앱의 초기화면은 그림 5에서처럼 연결된 IP주소, 통신 여부, 센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녹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녹음 

파일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지금까지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System의 앱 구현 화면

III. 결 론

오늘날 육아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바쁜 일상의 

부모들은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녀가 진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인형을 이용하여 자녀의 소통하도록 

하여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개발 SMART DOLL에서 보여주는 효과이다.

1. 아이의 심리적 문제에서는 인형을 통하여 녹음된 파일로 아이에

게 말을 건네기 때문에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2. 평소에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 생활 이야기들을 

인형이 녹음하여 부모는 아이의 고민 생활들을 듣고 자녀와의 의사소

통 단절을 해결 할 수 있다. 

3. 자녀가 인형에게 고민이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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