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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셜로봇’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
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서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인식되었
다. 그러나 오늘날의 로봇은 각종 산업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Smart’의 등장을 기점으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교감이 가능한 ‘소셜로봇(Social Robot)’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로봇,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성격의 로봇, 그리고 인간과의 교감, 상호작용에 주목한 감성로봇 등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ICT 서비스 환경이 급격한 발전을 이룬 현재까지 소셜로봇의 대중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소셜
로봇의 핵심 기능이 사용자와의 사회적 교감임을 고려하면, 소셜로봇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적용되는 기
술 이외의 요소들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봇의 디자인 요소가 소셜로봇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로봇의 외형이 유발하는 감성은 사용자의 인지, 추론, 평가와 기대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로봇에 대한 태도와 호감 그리고 성능 추론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러나 소셜로봇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로봇의 개발방법론을 제안하거나, 소셜로봇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단편적
으로 검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로봇의 외형으로부터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이 소셜로봇에 대
한 사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때 서로 다른 출처의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하여 소셜로봇 
디자인평가 모형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소셜로봇의 외형에 대하여 사전에 구축된 ABOT Database로부터 다수의 소셜로
봇에 대한 세 가지 정량적 지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소셜로봇의 디자인 감성은 (1) 기존의 디자인평가 문헌과 (2) 소셜
로봇 제품 후기와 블로그 등의 온라인 구전, (3) 소셜로봇 디자인에 대한 정성적인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후 사용
자 설문을 통하여 각각의 소셜로봇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과 태도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였다. 세부적인 감성 평가 
항목 23개에 대하여, 차원 축소 방법론을 통해 6개의 감성 차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도출된 감성 차원들이 사용자의 소
셜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감성과 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마지
막으로 정량적으로 수집된 소셜로봇의 외형에 대한 지표가 감성과 태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적인ABOT Database 속성 지표들과 감성 차원들 간의 순수조절효과를 확인하고, 도출된 
조절효과에 대한 시각화를 수행하여 외형, 감성, 그리고 태도 간의 관계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종
간 데이터를 연결하여 소셜로봇의 기술적 속성과 소비자 감성, 태도까지 변수 간 관계를 총체적으로 실증 분석했다는 점
에서 이론적 공헌을 가지며, 소셜로봇 디자인 개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비자 감성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는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소셜로봇, 디자인평가, 소비자 감성, ABOT Database, 이종간 데이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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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변화되고 있다. 기존의 로봇은 산업 현장에

서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단순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의 로봇은 인간과 소

통하고 교감하기 위한 ‘Social Robot’이라는 개념

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Breazeal, 2003). 사람

과 소통하고 감정적 교류를 하는 소셜로봇은 최

신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점차 공공시설, 사무실, 

병원, 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교육, 생

활지원, 정서적 교감, 의료, 가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소셜로봇은 인간

과 상호작용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개인 맞춤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새로운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 소셜로봇이 인간의 전유물이었

던 사회적 소통 기능을 가짐에 따라, 로봇이 개

인의 정서적 어려움, 고령화, 가족 체계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개인 삶의 질을 

향상,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셜로봇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크다. 호주 투

자은행 맥쿼리(Macquarie)는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32% 성장하여 2025년 1000억 달

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고, 정보기술 컨설팅 

기업 가트너(Gartner)는 스마트 로봇 기술이 향후 

5~10년(2023년~2028년) 이내로 주류 기술에 편

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로봇

의 미래 비전과 기술 진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과 달리, 소셜로봇의 대중화는 지연되고 있다. 

신시아 교수가 개발한 ‘지보’는 출시 후 판매량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며 로봇 시장 견인에 기

여하지 못했으며, 실리콘 밸리의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메이필드 로보틱스(Mayfield Robotics)는 

가정용 로봇 ‘큐리’의 실적 부진을 감당하지 못

하고 폐업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출시된 로봇들

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소셜로봇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로봇에 적용되는 기술 외에도 인간과 로봇의 사

회적 교감 형성을 돕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로봇의 

디자인이 로봇 차별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품의 디자인이 

유발하는 감성은 사용자의 제품 인지, 추론, 평

가, 기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제품에 대한 태도와 호감 그리고 성능 추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소셜로봇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로봇의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거

나(Ishiguro et al., 2001), 소셜로봇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효과에 대한 단편적 검증이 주를 이루

며(Wirtz et al., 2018), 로봇의 디자인과 소비자 

감성, 소비자 태도 간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연

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로봇의 디자인으로부터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이 소셜로봇에 대한 사용

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소셜로봇에 부여된 디자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의 로봇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소셜로봇에 대해 소비자가 형성하는 감

성이나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체적으

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출처의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하여 

소셜로봇 디자인평가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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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ocial Robot Definition Previous Research

Appearance

A robot which resembles living organisms such as a human or an animal Choi et al. 2014

A robot that interacts with humans using voice or gestures rather than 
remote manipulation

Fong et al. 2009

A robo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ombin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place human mental and emotional labor

You et al. 2018

A robot which is human-oriented and product-oriented Kwak et al. 2014

Function

A robot that learns by itself through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technology by imitating the learning process of humans

Kim et al. 2016

A robot with the ability to respond and interact with human emotional 
reactions and expressions

Breazeal et al. 2003

A partner robot that supports basic human needs in everyday life, and 
provides various communication functions

Ishiguro et al. 2001

A robot based on human cognitive function and social intelligence Dautenhahn et al. 2007

Contents
And

Service

A robot that exchanges emotions with people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provides various services to people

Shin et al. 2020

A robot with system-based autonomous and adaptable interface that 
interacts, communicates, and serves an organization's customers

Wirtz et al. 2018

A robot that performs the role of an assistant through intimate 
interaction in activities such as learning or rehabilitation

Feil-Seifer et al. 2005

A robot with socially acceptable, safe, and understandable behavior Pandey et al. 2012

<Table 1> Definitions of Social Robots

2. 이론  배경

2.1. 소셜로 과 디자인

소셜로봇은 인간에게 물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간과 사회적으로 교감하고 소

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로봇을 의미한다

(Fong et al., 2003; Hegel et al., 2009; You and 

Cho, 2018). 초기의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기 힘

든 일을 대신하거나 단순반복적 작업을 수행하

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

는 로봇이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

는 로봇이 소셜로봇이라는 세분화된 개념으로 

정의되었다(Breazeal, 2003). 현재 소셜로봇은 교

육 및 의료, 가정, 돌봄, 반려, 접객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며, 개인용 로봇부터 전문 용도의 

로봇 또는 상업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

에게 선보여지고 있다. 소셜로봇은 최신 ICT 기

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클라

우드 기술 등이 로봇에 탑재되면서 급격히 발전

하였다. 빅데이터 기술의 고도화는 사용자 및 주

변 환경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과

정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

전은 로봇으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을 실시간으

로 학습하고 소비자의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맞

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현재까지 소셜로봇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

으로 구분할 수 있다(Forlizzi, 2007). 첫 번째는 

로봇의 크기, 구조 및 비율, 스타일, 소재, 재질, 

질감, 색상, 인공적 요소(의복, 액세서리 등)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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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태 및 외형이 갖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Kwak, 2014), 두 번째는 로봇의 시선, 목소리, 

몸짓 또는 움직임, 개성(기대 역할, 성격, 성별)과 

같은 행위요소나 사회적 속성들이 로봇에 대해 

느끼는 인간다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연

구(Epley et al., 2007), 세 번째는 로봇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 관

점에서 로봇과 관련된 컨텐츠 및 서비스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는 연구(Wirtz et al., 2018) 등이 수

행되어 왔다.

2.2. 디자인평가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시대 역사적 배경에 따

라 그 범위와 사용 목적이 변화되어 왔다. 디자

인은 ‘계획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Designare’가 그 어원으로, 산업 혁명 이전까지 

순수 미술적 요소로 이해되어 왔다. 대량 생산 

시대와 기능주의 철학이 도래함에 따라 디자인

은 이들 철학과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

되기 시작했다. 현대에 접어들며 디자인은 ‘미적

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여 어떤 목적

을 위해 설계되고 구현된 것 혹은 그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Kim and Park, 2017). 제품 및 서

비스 측면에서 디자인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하고자 대상을 기획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조

형 및 예술적 측면에서는 대상의 외형 형태를 의

미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이

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으나, 본 연구는 좁은 의미에서 ‘소셜로봇의 얼

굴, 몸통, 팔, 다리 등 소셜로봇을 구성하는 외형

적 요소의 형태’를 로봇의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로봇 디자인 분야에서는 로봇이 인간과 유사

할수록 로봇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지만 유사도

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

진다는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 이론(Mori, 

1970)에 주목하여 현실세계에서 언캐니밸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핀 연구들이 다수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단순히 로봇과 인간 간의 유

사성에 따른 언캐니밸리 외에도 근래의 로봇 디

자인 분야의 연구의 흐름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

다. 특히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외형, 성격, 행동 등 인간과 로봇 간의 감성적 상

호작용을 고려한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Song, 2019).

첫 번째, 소셜로봇의 외형을 의인화 개념과 결

합하여 설명하는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어떤 소셜로봇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로봇의 형태요소나 그 요소들 

간의 비례를 조사하며 로봇 디자인의 가이드라

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Park et al., 2014). 그러

나 로봇의 디자인 상의 구조적 비율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의 외형 디자인

이 소비자의 감성이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 소비자가 로봇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서 상호 간의 관계 및 로봇의 역할에 부합하는 

대상을 설정하고 인식한다는 연구이다. 특히 소

비자가 로봇을 단순히 기능적 보조의 역할이 아

니라 서로 교류하는 관계형 역할로 인식하는 경

우 언캐니밸리에 의한 호감도의 감소가 더 잘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Jin and Kwon,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관계형 역할로 

강하게 인식되는 동물형 소셜로봇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셜로봇의 역할에 따라 소비자

가 기대하는 감성과 이미지, 성격 등이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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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tream Research Main Theme Previous Research

Anthropomorphism 
from design

General individuals’ reactions to anthropomorphic robots in a 
social context such as aninterview between a robot and a person

Fussell et al. 2020

The issues of social interaction between robots and humans when 
they are anthropomorphized according to their physical design and 
behavior

Duffey et al.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ity behavior of social robots 
and user’s perception

Tan et al. 2020

Relationships and 
roles

The level of interaction skills of robots, their anticipated future 
roles,and the potential impact of people's background knowledge 
about robots

Horstmann et al. 2020

A conceptual model of social robot acceptance with a theoretical 
base

de Graaf et al. 2019

A study on the role of socially interacting social robots Fong et al. 2003

Predicting robot 
behavior

Design proposal for Kinesics for emotion recognition of social 
robot

Kim et al. 2018

Social robot interaction design for seniors Lee et al. 2017

Investigation on the difference in sense of agency comparedto 
free will when actions were determined by another person or 
humanoid robot

Barlas et al. 2019

<Table 2> Research Streams on Social Robot Design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것을 검증하고자 하

는 시도 또한 존재한다(Lee and Lee, 2020). 이와 

같은 연구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로봇에게 사회

성을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로봇의 역할과 그 관

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

행연구들 또한 일부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하려

는 시도는 존재하나, 로봇의 외형 속성과 감성 

그리고 소비자 인지의 영향을 다룬 전반적인 메

커니즘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 탐색

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

면과 함께 로봇의 음성, 움직임, 표정 등의 행동

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이다.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에는 비언어적 행동도 포함된다. 

이때 소비자는 로봇의 표현으로부터 감정을 유

추하고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는 소셜로봇이 인간의 행동 양식을 따르는 다양

한 유형의 행태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로봇의 행

동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로봇의 비언

어적 행동인 동작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로봇의 

감정을 인식을 하는지 검토한 연구가 존재한다

(Kim and Oh, 2018). 나아가 로봇의 감정 표정이 

소비자의 기억 회상과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Lee and Yoo, 2017). 이와 같은 연구들의 공통점

은 로봇의 기능이 소비자의 인지 및 정서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를 정량화 하려는 시도라

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의 외형 속성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간 단계가 간과

되었다는 점과, 소비자가 지각하는 감성에 대하

여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

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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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BOT Database Webpage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로봇의 물리적 요소로

부터 소비자의 태도에 이르는 연속적인 영향 관

계와 선행 연구들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디자

인평가 체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구성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소셜로봇 디자인 연

구 흐름으로부터 확장하여 소비자가 소셜로봇으

로부터 지각하는 감성이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

는 영향과 함께 정량적인 외형 속성이 감성과 태

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또한 검증해보

고자 한다. 이때 연구자마다 로봇의 기종을 선정

하는 기준과 로봇 디자인의 평가 체계가 상이함

을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에 따라 측정된 외형 속

성에 대한 지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ABOT Database의 정량적 외형 속성과 디자인평

가를 위해 수집된 소비자의 감성 간의 이종간 데

이터 결합을 기반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2.3. ABOT Database의 정량화된 외형 속성

소셜로봇 디자인이 소비자의 감성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비구조적인 개념인 로봇 디자인을 

정량적이고 구조적인 데이터로 재정의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로봇 디자인 연구의 

한계는 연구자마다 로봇 디자인을 데이터로 정

의하는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여, 선행 연구 결과

를 후속 연구에 이식하거나 확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Phillips 

et al.(2018)은 의인형 로봇의 디자인을 구조적으

로 메타데이터화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ABOT 

Database를 제시하였다.

ABOT Database는 로봇 디자인 분야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의

인화 로봇 공개 데이터셋이다. ABOT Database는 

학술지, 미디어 매체, 로봇 공학 기업 및 대학 산

하 연구실 등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된 의인형 로

봇 약 250개에 대한 제품명, 이미지, 인간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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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chnical Attributes from 
ABOT Database (example of Kirobo)

점수, 개발자 및 출처 정보를 제공한다. ABOT 

Database가 제공하는 인간 유사성 점수는 로봇에 

부여될 수 있는 물리적 구성 요소 18개에 대한 

유무를 통해 계산된다. ABOT 연구팀은 의인형 

로봇의 구성요소를 팔, 손, 손가락, 몸통, 다리, 

속눈썹, 머리, 머리카락, 피부, 성별, 코, 눈썹, 의

류, 얼굴, 눈, 입, 바퀴, 트레드/트랙이라는 총 18

개 요소로 정의하고, 정의한 구성요소를 주성분 

분석하여 4가지 차원의 디자인 외형 속성 요인

을 도출하였다.

네가지 차원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Body Manipulators으로명

명된 부위로서, 손, 팔 몸통, 손가락, 다리의 신체 

기관 움직임을 지닌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Surface Look으로 정의되었고, 속눈썹, 머

리카락, 피부, 성별, 코, 눈썹, 의류 등의 전체적

으로 겉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 속성을 포함한다. 

세번째는 Facial Features로서 얼굴, 눈, 머리, 입

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신체 기관 중 얼굴에 해당

하는 부위들이 묶인 결과이다. 마지막 차원은 바

퀴, 트레드/트랙으로 묶인 Mechanical Locomotion

로서 로봇만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담고 있다. 

이 중 Body Manipulators, Surface Look, Facial 

Features는 모든 로봇들에 대해 데이터가 공개되

어 있고, Mechanical Locomotion의 경우는 제한

된 로봇에게만 존재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모든 로봇에게 범용적으로 존재하는 3

가지 차원(i.e. Body Manipulators, Surface Look, 

Facial Features)의 소셜로봇 외형 속성만을 연구

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4. 소셜로  디자인평가 임워크

본 연구는 소셜로봇 디자인평가를 모형화 하

고자 감성 속성에서부터 외형 속성을 거쳐 태도

까지 3단계의 총체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

러한 유기적이고 단절 없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

가 소셜로봇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어떻

게 소비자의 소셜로봇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지 

메커니즘을 알아볼 것이다(<Figure 3> 참조). 

로봇의 외형 속성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 데이

터는 이미 ABOT Database로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소셜로봇에 대

한 감성을 평가받고 수집된 감성 점수와 ABOT 

Database의 외형 속성 수치를 연결하여 최종 분

석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데이터 이종간 연결

이란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동일한 사건 또는 동일한 대상을 기준으로 결합

하여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

다(Han et al., 2004).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ABOT Database에서 제공된 로봇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22개의 로봇을 선별하

여, 소셜로봇 디자인 감성과 태도, 그 안에서 외

형 속성의 역할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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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Framework of Social Robot Design Evaluation

3. 연구 설계  방법

3.1. 연구 로세스

본 연구는 소셜로봇의 외형으로부터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이 소셜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때, 서

로 다른 출처의 이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셜로봇의 외형에 대한 

데이터는 사전에 구축된 ABOT Database로부터 

다수의 소셜로봇의 세 가지 정량지표가 확보되

었고, 이후 소셜로봇에 대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과 태도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

되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로봇으로부터 지각하는 

감성과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소셜로봇의 외형과 디자인이 감성과 태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셜로봇 감성을 다음의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의 디자인평가 문헌에서 소셜로봇 디자인 

감성과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였고, 두 번째는 온

라인 상에 있는 소셜로봇 제품 후기와 블로그 등

의 구전정보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셜로봇 디자인에 대한 정성적 인터뷰를 수행

해서 소수의 전문가의 디자인 감성을 획득하였

다. 이렇게 도출된 감성들을 정리하여 23가지 최

종 소셜로봇 디자인 감성을 정의할 수 있었고, 

이 감성들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활용되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소셜로봇의 사

진을 보여주고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과 태도를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 때 소셜로봇 감성으로 앞

서 도출된 23가지 감성들이 사용되었고, 소셜로

봇의 태도는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소비자들

의 감성 점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소셜로봇 대표 

감성 차원으로 재구성되었고, 감성 차원들과 소

셜로봇 태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ABOT Database를 

통해 수집된 소셜로봇 외형 속성이 소셜로봇 디

자인감성과 태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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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earch Process

<Figure 5> Stimuli of Social Robots for the Experiment

이때 공선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외형 지

표들에 대한 평균 집중화를 수행한 후, 감성 차

원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

여 각 외형 지표들과 감성 차원들 간의 순수조절

효과를 확인하고, 도출된 조절효과에 대한 시각

화를 수행하여 외형, 감성, 그리고 태도 간의 관

계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3.2. 상 로   설문 참여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봇은 전술했던 바와 같

이 ABOT Database에 포함된 22개의 소셜로봇이

다. ABOT Database에는 2019년까지 실제 출시 

및 전시된 로봇과 연구용으로 현재 개발된 로봇

들을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1) 사

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2) 사람의 행동을 

대신해 줄 수 있으며, (3) 상용화 가능성이 큰 로

봇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자 설문 조사는 국내 리서치회사의 패널

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총 465명

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는 

33%(155명), 30대는 33%(154명), 40대는 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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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motions for Social Robot Design

투박한-매끈한 기계적인-유기적 단순한-복잡한 여성적인-남성적인 

단절된-연결된 인위적인-자연스러운 내향적인-외향적인 연약한-강인한

고지식한-유연한 조잡한-정교한 정형화된-이례적인 따듯한-차가운

우둔한-똑똑한 생소한-친숙한 평범한-독특한  통통한-날씬한 

보수적인-혁신적인 정적인-역동적인 대중적인-고급스러운 무거운-가벼운

각진-둥근 수동적인-활동적인 단조로운-화려한

<Table 3> Consumer Emotionsfor Social Robot Design

명)이고, 성별 분포는 남성 50%(235명), 여성 

50%(230명)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령이나 성

별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소셜로  디자인 감성 도출

소셜로봇 디자인의 주요한 감성 차원을 도출

하기 위해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23가지 소

셜로봇 감성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

다(<Table 4> 참조).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 측도의 값은 

0.885로 0.8이상 0.9 이하의 값을 충족하여

Meritorious 수준을 만족하며, 요인분석을 진행하

기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에서도 99%의 신뢰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여 적합성이 확

보되었다(p < 0.001). 요인분석은 고유 값을 기준

으로 한 주성분 분석으로 수행되었으며, 계수 행

렬에 대한 베리 맥스 회전을 통하여 최종 차원을 

도출하였다. 고유 값 1을 기준으로 총 여섯 가지 

차원이 도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약 66%를 설명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선 요인분석의 결과 도

출된 여섯 가지 소셜로봇 디자인 차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은 ‘투박한-매끈한,’ ‘단절된

-연결된,’‘고지식한-유연한,’ ‘우둔한-똑똑한,’ ‘보

수적인-혁신적인,’ ‘각진-둥근’의 감성 요소가 결

합되어 도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련된

(Sleek)’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차원은 

‘기계적인-유기적,’ ‘인위적인-자연스러운,’ ‘조

잡한-정교한,’ ‘생소한-친숙한’의 감성이 하나로 

묶였으며, ‘유기적(Organic)’이라는 차원으로 정

의하였다. 세 번째 차원은 ‘정적인-역동적인,’ 

‘수동적인-활동적인,’ ‘단순한-복잡한,’ ‘내향적

인-외향적인’의 감성을 중심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역동적인(Dynamic)’이라는 차원으로 정의

하였다. 네 번째 차원은 ‘정형화된-이례적인,’ 

‘평범한-독특한,’ ‘대중적인-고급스러운,’ ‘단조

로운-화려한’의 4가지 감성이 결합된 형태로서 

‘독특한(Unique)’이라는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차원은 ‘여성적인-남성적인,’ ‘연약한-

강인한,’ ‘따듯한-차가운’이 하나로 묶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강인한(Strong)’으로 정의하였

으며, 마지막 차원은 ‘통통한-날씬한,’ ‘무거운-

가벼운’의 두 개의 감성을 기반으로 ‘가벼운

(Light)’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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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Sleek

투박한-매끈한 0.783 0.287 0.028 0.167 -0.045 0.126

단절된-연결된 0.747 0.277 0.149 0.080 -0.079 0.093

고지식한-유연한 0.742 0.162 0.310 0.006 -0.059 0.143

우둔한-똑똑한 0.741 0.092 0.177 0.051 0.025 0.260

보수적인-혁신적인 0.655 0.109 0.317 0.157 0.129 0.062

각진-둥근 0.620 0.249 -0.117 0.073 -0.257 -0.106

Organic

기계적인-유기적 0.156 0.773 0.163 0.146 -0.099 0.075

인위적인-자연스러운 0.247 0.767 0.153 0.028 -0.129 0.178

조잡한-정교한 0.415 0.663 0.038 0.072 0.158 0.108

생소한-친숙한 0.304 0.632 0.133 -0.274 -0.130 0.228

Dynamic

정적인-역동적인 0.187 0.113 0.772 0.188 0.081 0.070

수동적인-활동적인 0.306 0.153 0.751 0.182 0.044 0.124

단순한-복잡한 -0.089 0.201 0.583 0.476 0.105 -0.074

내향적인-외향적인 0.410 0.028 0.540 -0.015 0.328 0.043

Unique

정형화된-이례적인 0.069 0.004 0.157 0.794 0.002 0.171

평범한-독특한 0.114 -0.140 0.133 0.787 0.083 0.099

대중적인-고급스러운 0.310 0.310 0.115 0.582 0.180 -0.052

단조로운-화려한 0.110 0.411 0.491 0.498 0.067 -0.031

Strong

여성적인-남성적인 -0.089 -0.081 0.202 -0.004 0.709 0.080

연약한-강인함 0.107 0.073 0.395 0.133 0.695 -0.106

따듯한-차가운 -0.172 -0.165 -0.334 0.201 0.663 0.001

Light
통통한-날씬한 0.140 0.127 0.073 0.068 0.147 0.854

무거운-가벼운 0.225 0.280 0.017 0.160 -0.154 0.734

Sleek Organic Dynamic Unique Strong Light

Eigenvalue 7.141 2.964 1.498 14.371 1.296 1.016

% of Variance 31.046 12.886 6.515 5.960 5.636 4.420

Cronbach’s Alpha 0.865 0.816 0.776 0.750 0.560 0.682

Note: KMO = 0.88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 7046.571, df = 253, p < 0.001)

<Table 4> Major Dimensions for Social Robot Design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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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ocial Robot Design Evaluation Model

3.4. ABOT 외형 속성과 종속변수

소셜로봇의 외형 속성은 세 가지를 고려하였

는데, 각각의 속성은 Body Manipulators, Surface 

Look, Facial Features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소셜

로봇의 각 수치들은 ABOT Database에 있는 표

준화된 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디자인 태도는 호감도, 

유용성, 편리성 차원에서 측정되었다. 각각은 

“나는 제시된 로봇이 좋다”, “나는 제시된 로봇

이 편리하다고 느낀다”, ”나는 제시된 로봇이 유

용하다고 느낀다”로서, Park et al. (2014)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

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7점 리커트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자신의 의사

를 표현했으며, 분석에는 세 문항의 평균값을 대

푯값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3.5. 소셜로  디자인평가 모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자인평가 모형은 

<Figure 6>와 같다. 소셜로봇에 대한 다양한 감

성들로 구성된 6개의 디자인 차원이 소비자의 

소셜로봇 디자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또한, 연구 모형에서는 디자

인 감성과 디자인 태도 간의 관계에 소셜로봇의 

외형 속성이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즉, 소셜로봇의 외형이 어떠한 지에 따라 

소비자의 감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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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Utd.  St. t-value p-value Utd.  St. t-value p-value

(상수) 0.000 0.000 1.000 0.006 0.181 0.856

Sleek 0.464 0.464 15.448 0.001 0.457 0.457 15.118 0.001

Organic 0.335 0.335 11.172 0.001 0.335 0.335 11.235 0.001

Dynamic 0.151 0.151 5.021 0.001 0.152 0.152 5.030 0.001

Unique 0.091 0.091 3.044 0.002 0.084 0.084 2.827 0.005

Strong -0.021 -0.021 -0.697 0.486 -0.022 -0.022 -0.748 0.455

Light 0.185 0.185 6.174 0.001 0.186 0.186 6.283 0.001

Facial Features*Light -0.335 -0.085 -2.549 0.011

Body Manipulators*Dynamic 0.183 0.069 2.216 0.027

Body Manipulators*Strong -0.085 -0.030 -0.991 0.322

Body Manipulators*Light 0.241 0.088 2.703 0.007

Surface Look*Sleek 0.384 0.068 2.231 0.026

Surface Look*Unique -0.354 -0.064 -2.113 0.035

Adjusted R Square R Square Change F Change p-value

Model 1 0.388 0.393 72.753 0.001

Model 2 0.404 0.022 4.137 0.001

<Table 5> Results of Social Robot Design Evaluation Model

4. 연구 결과

4.1. 소셜로  디자인 차원과 태도 간의 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절회귀분석을 통하여 소셜로

봇의 감성과 태도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앞선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감성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태도를 살펴보았다. 조절회

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먼저 조절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 1의 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셜로봇에 대

한 소비자의 감성들 중 ‘강력한(Strong)’을 제외

한 ‘세련된(Sleek),’ ‘유기적(Organic),’ ‘역동적인

(Dynamic),’ ‘독특한(Unique),’ ‘가벼운(Light)’이 

99%의 신뢰수준 하에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성과 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

련된(Sleek)’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련된(Sleek)’이라는 감성은 

소비자들이 로봇의 형태가 둥글고, 유연한 움직

임을 보일 것 같으며, 똑똑하고 혁신적인 이미지

를 가진 로봇에 대하여 느끼는 감성이다. 즉 로

봇에 대하여 세련됨을 느낄수록 로봇에 대한 소

비자들의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이다. 두 번째, ‘유기적(Organic)’이라는 감성은 

로봇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을 보이며, 정교한 작업 수행 능력을 느낄 수 있

어 생물체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기적

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일수록 소비자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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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역동적인(Dynamic)’이라는 감성은 로봇의 움직

임이 수동적 움직이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느

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직접 로봇

을 조정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네 번

째, ‘독특한(Unique)’이라는 감성은 로봇의 외관

이 화려하거나, 소비자들이 다른 로봇에 비하여 

차별화되고,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감성이다. 이

러한 독특함은 소셜로봇의 특성 상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

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의 인상에 

잘 남을 수 있는 로봇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Light)’이라는 감성은 두껍고 투박한 형

태보다 날씬하고 가벼워 보이는 로봇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감성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크고 무거운 로봇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

운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태

도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2. 소셜로  디자인 차원과 ABOT 

Database 외형 속성 간의 조 효과

이후 모형 2에서는 ABOT Database로부터 수

집된 소셜로봇의 외형 속성이 감성과 태도에 미

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상호

작용 항을 구성하여 특정 변수의 조절효과를 통

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의 상호작용

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분

석이다. 이때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하는 조절변

수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평균 집중화(Mean Centering)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앞선 <Table 

3>의 모형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절회귀분석의 결과,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모형 2의 R-Square 변화량을 살펴보면 99% 신뢰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조절회귀 모형의 설명

력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조절효과가 

확인되는 상호작용 항은 모형 1에서 소비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세련된(Sleek),’ 

‘독특한(Unique),’ ‘가벼운(Light)’의 세 변수이다. 

이를 통하여 소셜로봇의 외형을 구성하는 속성

들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 달라짐을 확

인할 수 있다.

이후 소셜로봇 디자인 차원이 외형 속성에 따

라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하여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이때 모형 

2의 결과로 조절효과가 확인된 상호작용 항에 

대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High / 

Low 로 분류되는 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조절효과와 태도 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Facial Features와 ‘가벼운(Light)’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벼운

(Light)’의 경우 Facial Features이 높을 때 Light가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acial Features가 낮은 

집단이 평균적인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얼굴이 없는 로봇을 

더 선호하며, 로봇의 얼굴이 있는 경우에는 더 

가볍다고 느껴지는 로봇일수록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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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teraction Effect of‘Light’and Facial Features

<Figure 8> Interaction Effect of‘Light’and Body Manipulators

두 번째, Body Manipulators와 ‘가벼운(Light)’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벼운

(Light)’이 낮은 집단인 경우 Body Manipulators

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가벼운(Light)’이 높은 경우에는 Body Manipulators

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긍정적 태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Body Manipulators가 높은 

경우 ‘가벼운(Light)’이 증가할 때 높은 수준의 

태도 변화량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관절이나 팔과 같은 신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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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teraction Effect of‘Dynamic’and Body Manipulators

<Figure 10> Interaction Effect of‘Sleek’and Surface Look

없는 로봇은 크기나 모양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의 태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로봇의 관절이동 및 움직임이 자유로

운 로봇인 경우에는 소셜로봇의 형태가 휴대하

기 편하고 날씬할 때 소비자의 태도가 크게 향상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Body Manipulators와 ‘역동적인(Dynamic)’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동적인

(Dynamic)’이 낮은 집단인 경우에는 Body 

Manipulators가 증가하면 긍정적 태도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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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nteraction Effect of‘Unique’and Surface Look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ody Manipulators가 

높은 집단의 경우 역동적인 감성이 태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동적인(Dynamic)’이 높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태도 변화는 매우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리

하자면 움직임이 적은 로봇에 비하여 관절 및 구

동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 있는 로봇이 

소비자의 로봇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네 번째, Surface Look과 ‘세련된(Sleek)’ 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련된

(Sleek)’이 낮은 집단인 경우와 높은 경우 모두 

Surface Look이 증가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

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urface Look의 경

우 모든 집단에 있어서 ‘세련된(Sleek)’이 높을 

때 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며, 특히 Surface Look이 높은 집단에서 그 조절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미래 지향적 이미

지와 스마트함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일수록 로봇

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Surface Look은 높지만 기대 이

하의 기술 수준이나 세련되게 느낄 수 없는 로봇

의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Surface Look과 ‘독특한(Unique)’ 

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특한

(Unique)’이 높은 집단인 경우, 낮은 집단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Surface Look의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달

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Surface Look이 

낮은 집단에서 ‘독특한(Unique)’의 수준에 따른 

긍정적 태도의 향상 폭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

다. 또한 Surface Look의 경우 그 수준이 낮은 집

단이 오히려 소비자의 평균적인 긍정적 태도는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로봇의 외면적인 특징과 태도에 

대해 추론하자면 머리카락이나 눈썹, 피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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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면적인 요소가 로봇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

된다는 것이다. 즉, 로봇의 외형적인 속성들을 

사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디자인한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소비

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나아

가 추상적으로 디자인된 로봇에 있어서 부수적

으로 독특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고급

스럽고 화려한 요소를 포함한다면, 소비자의 긍

정적인 태도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소셜로봇에서 지각되는 감성이 소

비자의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로봇 고유의 외형 속

성이 지각되는 감성을 조절하여 소비자의 태도

에 미치는 조절효과와 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성들을 요인분석

을 통하여 축소한 결과 ‘세련된(Sleek),’ ‘유기적

(Organic),’ ‘역동적인(Dynamic),’ ‘독특한(Unique),’ 

‘가벼운(Light),’ ‘강력한(Strong)’의 여섯 가지 차

원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소셜로봇

으로부터 지각되는 감성과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력한(Strong)’을 제외한 

다섯 가지의 소셜로봇 디자인 차원들이 소비자

의 긍정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셜로봇의 외형 속

성이 감성과 긍정적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OT Database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Facial Features’와 ‘가벼운(Light)’, 

‘Body Manipulators’와 ‘역동적인(Dynamic)’, ‘Body 

Manipulators’와 ‘Light’, ‘Surface Look’와 ‘세련

된(Sleek)’, ‘Surface Look’과 ’독특한(Unique)’ 간

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각 요

소들의 고/저에 따른 집단 분류를 통하여 구체적

인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모형 1과 모형 2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첫 번

째,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세련된(Sleek)’ 속

성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강

력한(Strong)’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오직 상호

작용 효과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이론

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출처

를 가지는 이종간 데이터 연결을 통하여 로봇으

로부터 지각되는 감성과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

도, 그리고 소셜로봇의 고유한 외형 속성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보다 소

셜로봇과 소비자의 태도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

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소비자가 소셜로봇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성에 대하여 디자인평가 문헌과 제

품 후기 및 온라인 구전,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정성적인 인터뷰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집하

였다는 점이다.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고착화된 

감성들 뿐만 아니라 디자인평가와 온라인 구전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감성들을 포괄하여 접근하

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 소

셜로봇의 외형 속성들이 로봇으로부터 지각되는 

감성과 소비자의 태도 형성에 미치는 조절효과

를 검증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로봇

의 외형을 주로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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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외형 속성에 따라 지각되

는 감성이 달라지는 양상을 검증함으로써 소셜

로봇의 구조적 형태가 소비자의 감성과 사고방

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소셜로봇의 디자인 

가이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로봇의 

디자인 과정은 정성적 요인이 주 고려사항이 되

어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의 

정량적 지표를 통하여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소비자의 유형에 적합한 디

자인 선정과 긍정적인 태도 향상을 통한 최적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소셜로봇의 경우 주요 사용자층에 따라 로

봇의 기능과 외형이 상이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고려하자면, 각 사용자층이 중심적으로 고려하

는 감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선정하여 고객 경

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외형적 속성과 감성 그리고 태

도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모형이 로봇 뿐만 아니

라 다른 제품에도 적용 가능한 디자인평가 모형

이라는 것이다. 소셜로봇이라는 도메인에 한정

되지 않고, 디자인적 요소와 감성이 중요한 다양

한 산업 분야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

다. 첫 번째, 소비자가 소셜로봇으로부터 지각하

는 감성과 긍정적인 태도 간의 관계에 관한 상호

작용 요인으로써 로봇의 외형 속성을 한정하였

다는 것이다. 소셜로봇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는 로봇의 구조적 

형태 뿐만 아니라, 로봇의 행동이나 음성 등 다

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

집 가능한 외형 속성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했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빅데이터 분석(Yoo 

and Park, 2018)이나 네트워크 분석(Yoo et al., 

2018)을 통해 외형 속성과 기타 속성들간의 관계

를 함께 포괄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구성한다면 

보다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소비자

들이 로봇에 대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인식이나 사전 지식, 로봇의 브랜드와 같은 배경

적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형성된 소비자의 태도가 실험에 미칠 수 있는 효

과에 의하여 소비자가 로봇을 판단하고 평가하

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마지막으로 로봇에 대하여 판단하는 소비자 

개인의 특성이나 성향,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환

경이나 상황과 같은 개인적, 맥락적 요인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

의 초점이나 심리적 거리, 성향 등은 소비자의 

태도 형성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이는 추후 보다 세분화된 설문 

문항을 통하여 소비자들을 성향과 가치관에 따

라 구조화한 모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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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t Look, Different Feel: Social Robot 

Design Evaluation Model Based on ABOT 

Attributes and Consumer Emotions
1)

Sangjip Ha*ㆍJunsik Lee**ㆍIn-Jin Yoo***ㆍDo-Hyung Park****

Tosolve complex and diverse social problems and ensure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social 

robots that can interact with humans are attracting attention. In the past, robots were recognized as beings 

that provide labor force as they put into industrial sites on behalf of humans. However, the concept of 

today's robot has been extended to social robots that coexist with humans and enable social interaction with 

the advent of Smart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an important driver in most industries. Specifically, 

there are service robots that respond to customers, the robots that have the purpose of edutainment, and 

the emotionalrobots that can interact with humans intimately. However, popularization of robots is not felt 

despite the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in the modern ICT service environment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idering social interaction with users which is an important function of social robots, not 

only the technology of the robots but also other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he design elements of the 

robot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tomake consumers purchase essentially a social robot. In fact, 

existing studies on social robots are at the level of proposing "robot development methodology" or testing 

the effects provided by social robots to users in pieces. On the other hand, consumer emotions felt from 

the robot's appearance has an important influence in the process of forming user's perception, reasoning, 

evaluation and expectation. Furthermore, it can affect attitude toward robots and good feeling and 

performance reasoning, et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appearance of social robot 

and consumer emotions on consumer's attitude toward social robot. At this time, a social robot design 

evaluation model is constructed by combining heterogeneous data from different sources. Specifically, the 

three quantitative indicator data for the appearance of social robots from the ABOT Database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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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del. The consumer emotions of social robot design has been collected through (1) the existing 

design evaluation literature and (2) online buzzsuch as product reviews and blogs, (3) qualitative interviews 

for social robot design. Later, we collected the score of consumer emotions and attitudes toward various 

social robots through a large-scale consumer survey. First, we have derived the six major dimensions of 

consumer emotions for 23 pieces of detailed emotions through dimension reduction methodology. Then,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 of derived consumer emotionson attitude toward social 

robots. Finally,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 of quantitatively 

collected indicators of social robot appea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emotions and attitudes 

toward social robots. Interestingly, several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were identified, these effects are 

visualized with two-way interaction effect to interpret them from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This study 

has theoretical contrib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ically verifying all stages from technical 

properties to consumer's emotion and attitudes toward social robots by linking the data from heterogeneous 

sources. It has practical significance that the result helps to develop the design guidelines based on 

consumer emotions in the design stage of social robot development.

Key Words : Social Robot, Design Evaluation Model, Consumer Emotion, ABOT Database, Heterogeneous 

Data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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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 개

하상집

국민대학교 BIT CX트랙 석사 과정 이수 중이다. 심리학/사회복지학 학사를 취득 후, 사
람과 실제 제품 간의 interaction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심리학 기
반 고객행동이론(User/Customer Behavior), 통계 및 인공지능 기법 기반 고객애널리틱스
(User/Customer Analytics), 디자인사고 기반 고객경험디자인(Experience Design)이며, 현
재 Data-Driven 컨셉 기획 및 개발, 텍스트 분석 및 사용자 감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도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준식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 심화전공, EmTeD(Emerging Technology Beyond Design; 
미래기술융합디자인) 부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전문대학원 CX트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사회심리학 기반 사용
자/소비자 행동 이론(User/Customer Behavior), 통계 및 인공지능 기법 기반의 사용자/소
비자 애널리틱스(User/Customer Analytics), 디자인사고 기반의 사용자/소비자 경험 디자
인(Experience Design)이며, Data-Driven UX개발, 온라인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
객전략 수립, 소비자 감성 기반 디자인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인진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에서 CX Lab.에 소속되어 Customer Experience, Business Analytics 트랙으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Customer Behavior & Analytics이며, 그 외
Time-series Clustering & Analysis, SME, R&D, Trading area 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도형

KAIST 경영대학원에서 MIS 전공으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경
영대학 경영정보학부/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객경험연구실 
(CXLab.)을 책임지고 있다 (www.cxlab.co.kr).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KISTI)에서 
유망아이템 발굴, 기술가치 평가 및 로드맵 수립, 빅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였고, LG전
자에서 통계, 시선/뇌파 분석,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소비자 평가 모형 개발을 담당 
했었고,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Car 등에 대한 Technology, Business, Market Insight 
기반 컨셉 도출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였다. 현재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심리학 기반의 
사용자/소비자의 행동 이론(User/Customer Behavior), 통계 및 인공지능 기법 기반의 사

용자/소비자 애널리틱스 (User/Customer Analytics), 디자인사고 (Design Thinking) 기반의 사용자/소비자 경험 
디자인 (Experience Design)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