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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서 지원 애완용 로봇에 대한 소비자의 담론을 살펴보고 키워드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노년 소비
자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아마존 사이트 내 하즈브로(Hasbro)의 Companion Pets 제품 사용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리뷰를 수집하고, R을 이용하여 단어 빈도분석, 토픽모델링 LDA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애완
용 로봇의 형태가 실제 동물과 유사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픽모델링 결과 5개의 토픽으로 
인지, 감정, 행동적 반응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긍정 및 부정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셋째,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의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제품 및 환경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애완용 로봇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노년 소비자와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애완용 로봇에 대하여 이해
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정서 지원 로봇, 애완용 로봇, 노년 소비자, 사용자-애완용 로봇 상호작용, 토픽모델링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consumers’ responses to socially assistive robotics by using text-mining 
method focusing on Companion Pets from Hasbro as it gives emotional support. We conducted text 
frequency analysis, LDA analysis using R programming. The key findings are 1)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the mimicry of living pets and the appearance of companion pets, 2)the five topics were derived 
from the LDA analysis and classified keywords in each topic split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3)user, 
product, environment affect the interaction between consumer and companion pets, 4)consumers who 
have difficulty in cognition and physical conditions use companion pets to replace living pets. This 
study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consumer responses in companion pets and giv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may improve the efficacy of usage for consumers and understand the companion 
robot, which provides emotional support in COVID-19.
Key Words : Socially Assistive Robotics, Companion robots, Elderly, User-Companion robo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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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서 돌봄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행
동을 수행하여 사람과 교감 및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돌
봄 로봇(Socially Assistive Robotics)은 인간에게 도움
을 주는 로봇 중 하나로 애완용 로봇 및 동반자 로봇 등
의 정서 지원 로봇을 포함한다[1]. 특히 살아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특성을 모방한 애완용 로봇은 애완동물을 대체
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2,3] 가격과 기능면에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국 하즈브로(Hasbro) 사의 
Joy For All Companion Pets에서부터 보다 정교한 상
호작용이 가능한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에서 
개발된 고가의 ‘파로(PARO)’가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로봇 개발이 주로 교육용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한국과
학기술연구원에서 치료 목적의 실버 로봇, ‘실벗(Silbot)’
을 개발하였다. 이는 내장된 17개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여 치매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으
며, 다양한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서 어린이 치료에도 활
용되고 있다. 애완용 로봇과 유사하게 정서적 지원 역할
을 수행하는 국내 제품으로는 어린 손자나 손녀를 연상
시키는 인형의 형태를 띈 ㈜스튜디오 크로스컬쳐의 스마
트 토이봇, ‘효돌이’가 있다. 이는 다양한 센서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노인과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교감이 가
능하다. 또한, 해당 제품에 고령자의 복약 및 식사 알람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활 관리 뿐만 아니라 치매와 
우울증 예방 차원의 정서 및 안전 관리 등의 노인들을 돌
보는 기능을 제공한다[4].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정서 
지원 로봇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더디며[5], 이러한 사
회적 돌봄 로봇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발생 이후 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가 고강도로 진행됨에 따라 다른 연
령 집단에 비해 치명률이 높은 노인의 이동이 제한되었
다. 더불어 경로당과 요양원 등 복지시설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노인들의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다[6]. 특히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요양원
에 거주하는 시설 환자들의 고립은 심각하다. 이러한 팬
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사람들에게 정서
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애완용 로봇의 중요성이 더욱 증
가하고 있다[5]. 이에 따라 노년 소비자의 만족과 정서적 
안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사회적 돌봄 로봇 시장에

도 다양한 애완용 로봇을 소개하여 제품의 다양성을 추
구할 필요가 있다.

애완용 로봇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노년학, 간호
학 등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애완용 로봇을 제공받은 인
지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
당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 완화, 외로움 
개선 등의 심리적 효과[7-9]와 생체 신호 향상 등의 신경
학적 효과[10,11], 그리고 간병인 및 지인들과의 교류 증
가 등의 사회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밝혔다[12,13]. 이러
한 결과들은 사용자들이 애완용 로봇을 교감하는 존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애완용 로봇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지적 문제가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애완용 로봇을 대상으로 
사용 효과를 살펴보았다[13,14]. 이에 따라 추후 애완용 
로봇 시장이 확대되어 다양한 노년 소비자가 이를 경험
하게 되었을 때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사
점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피응답자들이 제한된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한 경험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예를 들어, Saito & Wada(2004)[15]는 소수의 
제한된 피연구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루에 40
분 미만으로 제품을 제공하여 사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애완용 로봇을 구매한 후 이를 실생활에
서 사용하며 제품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들의 다양한 경험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제품
을 제한적인 기간 동안 제공받는 상황이 아닌 실생활에
서의 제품 경험을 탐색하여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 경험
을 인지적, 감성적 및 행동적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사람과 기기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자 특성, 제품 특성 및 환경
적 특성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어[16,17] 
노년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용자, 제품 및 환경적 특성 측면에
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 소비자의 실생활에서 이
루어지는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인
지적, 감성적 및 행동적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
자, 제품 및 환경 측면의 다양한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
다. 애완용 로봇이 아직 국내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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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완구 회사 하즈브로(Hasbro)에
서 출시한 애완용 장난감 로봇 Joy For All Companion 
Pets(이하 Companion Pets)를 대상으로 작성된 아마
존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리뷰에는 이들이 지각한 구매 및 
사용 경험과 피드백, 제품 특성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18].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애완용 
로봇 경험에 대한 노년 소비자들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생활에서 제품을 사용한 노년 소비자들의 
제품 반응에 대한 리뷰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애완용 로
봇 간 상호작용이 무엇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치료용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애완용 로봇에 대한 기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 제품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대
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불어 국내의 돌봄 로봇 시장에 해외 사용자들의 애완용 
로봇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소개함으로써 추후 
Companion Pets와 같은 애완용 로봇이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될 때 잠재적 국내 노년 소비자가 보다 긍
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
에 취약한 노년층 소비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애완용 로
봇을 개발해 정서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강조
되는 이 시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제품 개발에 유용한 도
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애완용 로봇

현대 사회에서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은 인
간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동반자의 관계인 반려
동물(Companion animal)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노
인의 신체적, 심리적 외로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19-21]. 그러나 거주 환경 및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
들이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례
로 일본에서는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치료용 목적으
로 반려동물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
였으나, 살아있는 동물의 돌발행동이나 청결과 알레르기 
및 전염 등의 위험이 있어서 실제 상황에서 살아있는 동

물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22]. 이러한 노년 소비자
에게는 살아있는 동물 대신 반려동물을 연상시키는 애완
용 로봇을 사용하여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제고할 수 있
다[20]. 

노년층 소비자를 타겟한 애완용 로봇의 외형적 특성은 
주로 물개, 강아지와 같은 형태를 띄며 살아있는 동물과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외 시장에 출시
되어 노년 소비자에게 특화된 애완용 로봇 제품은 Fig. 
1과 같다. 이러한 애완용 로봇 제품은 다양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비교적 고가의 제품부터 그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에서 제작된 
물개 모형의 로봇 파로(PARO)는 $6,000(약 685만원)에
서 $8,000(약 91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시각과 
청각, 촉각, 온도 및 자세 등 5가지의 센서가 몸체에 내
장되어 있어서 빛의 명암, 자극 소리의 방향과 칭찬 소
리, 터치 강도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 이를 사용한 
치매 노인들의 외로움이 감소하였고 뇌 기능이 개선되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8,10]. 또한 일본 소
니(SONY)의 아이보(AIBO)는 강아지 형태의 가정용 엔
터테인먼트 로봇으로 $2,899(약 327만원)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한 치매의 정도가 심한 고령층 소비자
의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제시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공을 물어오고, 내장
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집을 순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강아지 로봇 제니(Jennie)는 미국 톰봇(Tombot)
에서 출시되어 $399(약 45만원)으로, 미국 내 고령층 및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골든리트리
버의 다양한 소리 및 움직임을 표현하고, 스마트폰과 연
동되어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3]. 

이러한 고가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도 
해외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살아있는 고양
이와 강아지 형태의 로봇 조이포올 컴패니언 펫(Joy For 
All Companion Pets)은 미국 하즈브로(Hasbro)에서 
출시되어 $109.99(약 12만원)에서 $129.99(약 14만원)
로 판매되고 있다. 해당 로봇은 혼자 사는 노년층을 타겟
한 제품으로 배와 머리, 볼, 등 부분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람이 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이에 반응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당 제품은 노년층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유사하게 고양이와 강아지 형태를 띈 오리지
널 펫츠(Original Petzzz)는 미국 퍼펙트 펫츠(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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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zzz)사에서 출시하여 $39.99(약 5만원)으로 판매되
고 있다. 해당 제품은 반려동물을 모방하는 행동을 수행
하며, 노년층 뿐만 아니라 유아 또한 그 사용자로 타겟한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파로(PARO)’

소니(SONY) ‘아이보(AIBO)’

톰봇(Tombot) ‘제니(Jennie)’

하즈브로 ‘조이포올(Joy For All Companion Pets)’

퍼펙트 펫츠 ‘오리지널 펫츠(Original Petzzz)’

Fig. 1. Types of overseas Companion robots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노년 소비층을 대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동물 형태의 애완용 로봇은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
매 예방 및 건강 지원 등의 측면에서 개발된 로봇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스튜디오컬쳐의 효돌이는 손자, 손
녀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띄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돌
봄 로봇으로 약 8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사람의 터
치 및 음성에 반응하여 작동하고 약 복용 알림 등의 기능
을 제공하여 노년층의 우울 및 건강 관리 측면에서 긍정
적 효과를 보였다[4].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서 개발되어 이의 기술 출자회사로 설립된 로보케어에
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효과가 확인된 실벗

(Silbot)은 약 2천 500만원에서 약 3천만원으로 판매되
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다소 고가인 가격 때문에 
노인 요양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구매하여 활용되고 있다
[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경증치매환자의 생
활을 돕고자 응급 상황 시 대응이 가능한 마이봄은 약 
500만원으로 상용 제품 출시 계획에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애완용 로봇이 출시되지 않아 이러한 사회적 
돌봄 로봇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 연구자가 연
구 대상을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로 한정하고 이
들에게 돌봄 로봇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주어 사용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애완용 로봇 제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스튜디오 컬쳐 ‘효돌이’

로보케어 ‘실벗(Silbo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마이봄’

Fig. 2. Types of Companion robots in South Korea

2.2 사용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 관련 연구
2.2.1 사용자와 로봇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복수의 주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17]. 사람과 로봇 간 상호작용은 사용자의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을 로봇이 인지한 후 사람에게 피
드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로봇 간 상호작
용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로봇 간 상호작용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로봇에 대
한 사용자의 관여도 뿐만 아니라 라포의 증가에 기여하
였음을 확인하였다[17,24]. 둘째,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도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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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그 요인으로 사용자 특성, 제품 특성 및 환경 특
성으로 구분하였다[16,17]. 구체적으로 이은지, 성용준
(2020)[17]의 ‘사용자-AI 기기 상호작용 이론적 체계’에 
따르면, AI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 측면의 특성들
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성격, 심리적 특성과 같은 사용
자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을 의미한다. 사용
자와 AI 기기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 특성은 
사용자의 전반적인 태도와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과 기술 등 제품과 관련된 측면의 요인을 나
타낸다. 또한, 환경적 특성은 사용자들이 처한 상황 및 
제품이 놓여 사용되는 장소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뜻한
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은 다른 특성과 달리 사용자와 
AI 기기 간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
와 기기 간 상호작용 시 신뢰 발전에 조절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사
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문헌들을 고찰한다.

2.2.2 사용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
사용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들의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
응을 가져온다고 제안한다. 먼저 인지적 반응에 대해 살
펴보면, Thunberg(2020)[25]는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들에게 Joy For All Companion Pets 애완용 로봇
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용 경험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들이 애완용 로봇을 살아있는 반
려동물처럼 수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애완용 로봇의 디자인 및 형태
에 대해서는 감정적 반응이 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부드럽고 털이 많으며 큰 눈을 가진 애완용 
로봇을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외형적 특성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6]. 반면 애완용 로봇 제품의 형태가 섬뜩
하다는 반응과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꺼리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다양한 행동적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Bradwell(2020)[27]의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애완용 
로봇과 많은 대화를 하는 행동적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
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애완용 로봇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애완용 로봇을 매개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

하는 등의 행동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3]. 
그러나 위 연구들의 결과는 연구자나 시설에서 제공한 
제품을 제한된 실험 조건 하에서 살펴본 사용자들의 애
완용 로봇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노년 소비자들
이 실생활에서 구매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용한 상
황에서의 다양한 애완용 로봇 사용에 대한 반응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2.2.3 사용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3.1 사용자 특성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특

성은 해당 제품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연
령과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있다[16]. 또한, 사
용자들의 애완용 로봇에 대한 태도와 교육 수준 및 컴퓨
터 사용 경험 등의 사용자 관련 특성이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친다[28]. 

Heerink, Krose, Evers, Wielinga(2010)[29]에 따
르면 고령층이 젊은 사람들보다 로봇 사용 의도가 낮았
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로봇을 사회적 실체로 인식하
는 수준이 낮았으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 경험이 많
을수록 로봇을 사용하기 쉽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애완
용 로봇의 사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상태[30]와 치매와 같은 사용자의 건강상태
[31-34]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실험을 통해 
진행되어 사용자 특성이 연구자들의 실험 설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애완용 로봇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
용한 노년 소비자들이 기술한 리뷰를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3.2 제품의 특성
애완용 로봇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으로 로봇의 기능과 외형 및 가격이 있다
[16,17]. 구체적으로 이은지, 성용준(2020)[17]에 따르
면 기능은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35]. 특히 애완용 로봇이 표
정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친밀하게 반응할 때 사용자의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이 높아졌다[36-38]. 로봇이 사용
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사회
적 기능을 더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은 로봇을 사회적 존
재로 느꼈으며 이는 더욱 높은 수준의 지각된 즐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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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였다[38].
로봇의 외형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로봇의 역

할을 결정지으며, 로봇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 사용자들은 애완용 로봇을 반
려동물과 같은 동반자 관계로 지각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25], 털이 있는 섬유 재질의 로봇을 
플라스틱 재질보다 선호한다[38]. 또한 휴머노이드나 애
완동물형 로봇의 경우 외형이 인간이나 동물과 유사할수
록 호감도가 증가하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유사한 
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불
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현상이 나타났다[39]. 그
러나 흥미롭게도 반려동물의 형태를 띈 애완용 로봇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40].

가격 효용성은 노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얻는 
혜택 대비 지출하는 비용으로 결정되며, 가격 효용성이 
클수록 노년 소비자의 제품 사용 의도는 제고된다[41]. 
제품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탑재하여도 노년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지 못하면 구매가 
불가하여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42]. 이에 따라 노년 소
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의 특성으로 가격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3.3 환경적 특성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주로 양로원과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고령
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15,32,34,43]. 이러한 공동 
공간에서는 타인의 이목과 제품 사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사용자가 애완용 로봇과 풍부한 정서적 교감을 나
누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여 혼자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보다 솔
직하고 풍부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44]. 그
러나 이러한 공동 시설 이외에 집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 
시간적 환경에 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는 노년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 및 거주하
는 환경적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28].

2.3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
는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 
중 하나로써 비구조적인 문서나 텍스트 내에 일정한 패

턴을 찾아서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들을 찾는 분석
방법이다. 토픽모델링 기법 중 LDA는 비지도 학습의 알
고리즘으로 문서에 등장한 단어들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토픽별로 분류하는 확률적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이다
[18,45]. LDA는 텍스트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확률분포
라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전체 문서에서 어떠한 
주제가 지배적인지, 그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게 하며 중요 키워드를 선별하여 빈도수 측정 및 기
간별로 지배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46]. 
이 분석은 키워드 간의 관계에 따라 주제를 분석하여 연
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며 잠재된 지적 구조들을 파악
하는데 용이하다[47]. 

토픽모델링 기법에서는 최적의 토픽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해석 가능성과 해당
하는 연구 분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를 지정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 주제를 파악하는 과
정에서 연구자마다 상이한 기준에 근거하여 직접 내용을 
분류하므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 가치가 반
영될 위험성과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48]. 둘째로, Griffiths, Steyyers 
(2004)[49]의 연구와 Cao 등(2009)[50]과 Arun 등
(2010)[51]에서 제안한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는데 도
움을 주는 알고리즘을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R의 
ldatuning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준값을 활용하는 방
법이 있다. 이는 토픽별로 등장할 확률이 높은 순서에 따
라 단어들을 배열해주어 추출된 토픽의 의미 및 관계를 
파악 가능하다[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A 토픽모
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ldatuning 라이브러리로 제공된 
토픽의 수를 참고해서 노년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노년 소비자의 특성과 제품 특
성 및 환경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을 
‘사용자가 애완용 로봇에게 행동을 취하고 이에 애완용 
로봇이 반응하는 것과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는 양 객체 간 일
련의 모든 상호과정’으로 정의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미국 노년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Joy For All Companion Pets에 대한 아마존 리뷰를 
중심으로

475
토대로 본 연구는 이은지, 성용준(2020)[17]이 제안한 
‘사용자-AI 기기 상호작용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실
생활에서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하는지를 긍
정 및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상호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용자와 제품 및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이 담긴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온라인 리뷰로부터 도출된 노년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관한 담론은 어
떠한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a-c: 담론에 드러난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에 대한 a) 인지적, b) 감정적 및 c) 
행동적 반응은 어떠한지 긍정적 및 부정
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연구문제 3a-c: 노년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 a) 사용자, b) 제품 및 
c) 환경적 특성은 무엇인지 담론을 통해 
살펴본다.

3.2 분석 대상과 자료 수집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Hasbro 사의 Joy 

For All Companion Pets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되는 
강아지와 고양이 형태의 애완용 로봇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품은 
Fig. 3의 제품 패키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 타겟층이 
노년층이다. 둘째, 이 제품의 가격은 $109.99(고양이 로
봇) ~ $129.99(강아지 로봇)으로 다른 고가의 제품에 비
해 노년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아 이 제품을 
대중적인 애완용 로봇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아마존 사
이트에서 판매되는 노년층에 특화된 애완용 로봇 제품 
가운데 이 브랜드에 대한 리뷰가 유일하게 제시되어 있
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로 가장 많
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연구에서 아마존 구
매자들의 제품 리뷰 데이터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
다[53]. 이에 따라, 본 연구도 아마존 웹사이트
(Amazon.com)에 게시된 Joy For All Companion 
Pets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리뷰 데이터를 연구 자료
로 채택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래밍
(rvest, RSelenium 패키지 등)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인 과정은 Fig. 4와 같다.
먼저, 본 연구는 API를 사용하여 아마존에서 분석 대

상 로봇에 대한 리뷰를 추출하였다. 리뷰 내용 수집은 
API로 추출한 URL을 통해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html 
구조를 가져오고, 아마존 사이트 내에 처음으로 게시된 
리뷰 날짜인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애완용 장난감 로봇 Companion Pets에 대한 
2,949건의 미국 소비자들이 작성한 리뷰 내용을 크롤링
(Crawling)하였다. 이후, Python 3.9 버전을 사용하여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제품 리뷰(107건)을 제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노년층 소비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
으므로 리뷰 내용에서 60대 미만 연령대의 키워드(예, 
teenagers, 23 years old)가 포함된 리뷰(192건)를 제
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에 사용된 제품 
리뷰 수는 2,650건이다.

Fig. 3. Packaging of Companion Pets

Fig. 4. Process of Text Analysis

3.3 데이터 전처리 과정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로 수집한 리뷰에는 문서 

내용이 없는 결측값이 존재하거나 의미가 없는 불용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
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18]. 본 연구에서는 데이
터를 전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tm 패키지를 사용하여 리뷰 데이터를 단어의 단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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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분류해주었다. 이후 분류된 단어들은 R 프로그램
에 내장된 textstem 패키지 중 접사나 어미가 붙어 변형
된 단어들의 기본 형태로 바꾸어주는 표제어추출
(lemmatization)로 정규화해주었다[54].

둘째, 리뷰 데이터에는 의미가 없거나 정보량이 적은 
단어가 산재해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주어야 하므로
[55]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을 제외한 모
든 숫자와 특수 문자, 전치사, 부사, 조동사와 같이 문법
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어들은 데이터에서 제거해주었으
며, stringr과 tidyverse, tm 패키지를 사용하여 대문자
를 소문자로 변환하였다. 또한 문장에서 해당 단어의 빈
도수가 높아져서 주요 단어의 의미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것을 예방하고자 연구의 목적에 불필요한 단어들
(haha, even 등)을 추가로 불용어 처리하였다.

셋째, 유의어 사전 thesaurus를 활용하여 동일한 뜻
을 가진 ‘lonely’, ‘alone’등의 단어들은 ‘lonesome’으
로 합쳐주었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나타내는 단
어를 ‘elderly’로 합쳐주었다. 인접한 두 개의 음절인 
bigram을 추출하여[56] ‘low price’의 경우에는 
‘low_price’로, ‘soft fur’과 같은 단어도 ‘soft_fur’로 
하나의 단어로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세 개의 
인접한 음절인 trigram을 추출한 이후 ‘nursing home 
staff’의 경우에는 ‘nursing_home_staff’로 수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데이터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문
자인코딩 또는 임베딩을 하는 방식으로 각 문서에 등장
하는 전처리된 텍스트의 단어 빈도로 구성된 행렬인 
DTM(Document Term Matrix)을 형성해주었다. 이때 
효율적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하여 전체 문서의 수
에서 특정한 단어가 사용된 문서의 수의 비율에 따라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57]. 이에 빈도가 낮은 단어를 삭제하고자 tm 패키지의 
RemoveSparseTerms 함수를 통해 기준값을 0.999로 
설정하여 리뷰 내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에 기반한 
DTM에서 전체 문서 중에서 두 개 이하의 소수의 문서에
서만 출현한 단어들을 제거해주었다[58,59]. 

3.4 LDA 및 LDAvis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인 확률적 토픽모델
링 알고리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기
반으로 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18,45]. 이를 
위해 앞서 전처리한 DTM에 Blei(2003)[45]의 모델을 
구현한 후 R 프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를 적용하

였다. Murzintcev(2016)[60]에서는 토픽모델링에서 사
전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R의 ldatuning 
패키지는 각각의 통계량이 일정한 값을 띄거나 증가율이 
변화하는 지점이 적절한 토픽의 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토픽의 개수 K값은 Murzintcev(2016)[60]
에서 제안한 R의 ldatuning 패키지를 참고하여 LDA를 실
시하였다. 이 패키지에서 토픽의 수효를 결정하는데 도
움을 주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Griffiths(2004)[49]는 베이지안 모형을 기반으로 한 
깁스 샘플링 알고리즘으로 사후분포를 추정하여 로그-우
도함수의 조화평균이 최대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토픽의 
수로 결정된다. CaoJuan(2009)[50]은 토픽 분포들 간 
코사인 유사도의 평균값을 추정한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경우에 이를 토픽의 수로 결정된다. Arun(2010)[51]은 
토픽에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나타낸 행렬의 singular 
values와 corpus에서 토픽 분포 간의 symmetric 
Kullback-Liebler divergence가 최소값이 될 때 토픽
의 수로 결정된다.

토픽모델링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
문에 추출된 토픽이 해석이 가능한지(interpretability)
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의 몫이므로 LDA 결과를 웹 기반
으로 시각화하고자 Sievert와 Shirley[61]가 개발한 
LDAvis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LDA의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왼쪽과 오른쪽의 두 부
분으로 나누어 토픽들의 연결 및 의미를 해석하는데 유
용하다. Intertopic Distance Map은 추출된 토픽들을 
원 모양으로 표현하여 토픽의 출현율(prevalence) 및 토
픽 간 연결성을 보여준다. 특정한 토픽이 리뷰 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원의 크기로 표현하며 각각의 토픽에 할
당된 단어들의 확률분포마다 토픽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
난다. Topic-30 Most Salient Terms는 전체 토픽에서 
빈도가 높아서 주요한 단어들을 30순위까지 순서대로 표
현하였고 Top-30 Most Relevant Terms of Topic n
은 특정 토픽을 선택할 때 해당 토픽과 관련이 높은 주요 
단어를 뜻한다[61]. 이는 람다값(λ)을 0에서 1로 조절하
는 옵션을 제공하여 특정한 토픽에서 등장할 확률이 높
은 키워드들의 해당 토픽과 관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
되며, 람다값이 0에 가까울수록 해당 토픽에만 등장할 
확률이 높아서 토픽 간 차이가 많은 단어들을 의미한다
[62]. 따라서 본 연구는 LDA 토픽모델링으로 추출한 각각
의 토픽의 의미를 파악하여 명칭을 부여하고자 LDAvis 
패키지를 통해 람다값 1에서 0까지 조절하며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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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출현한 단어 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애완용 로봇에 대한 노년 소비자 리뷰
에서 출현한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전처리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위 50개의 단어들을 
출현빈도 순으로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parent(4845
회)’, ‘grandparent(764회)’, ‘family(706회)’, ‘friend(192
회)’ 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빈도가 높았으며, 이를 
통해 애완용 로봇을 부모, 조부모, 가족 또는 친구들을 위
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
품에 대한 리뷰 또는 이러한 구매자가 사용자의 경험을 
관찰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단어들은 높은 빈도수에 비해 
노년층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이후 
분석을 수행할 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에 제한적이
라고 판단되어 이들을 제거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에서 토픽모델링 분석에 사용된 단어 중 상위 50개를 정
리하면 Table. 1과 같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단어는 ‘lifelike(973회)’
이며 이와 유사하게 ‘cat_sound(763회)’, ‘living_cat(334
회)’, ‘soft_fur(254회)’ 등 실제 동물을 연상시키는 단어
들이 높은 빈도수로 추출되어 해당 애완용 로봇이 실제 
동물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talk(858회)’로 사용자가 애완용 로봇과 가장 두드러지
게 상호작용하는 행동이 ‘대화’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
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respond(259회)’, ‘name(199
회)’, ‘interact(176회)’ 등이 비교적 높은 빈도수로 추출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애완용 로봇과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수
를 보인 단어는 ‘elderly(821회)’로 노년층의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도출된 단
어는 ‘delight(798회)’로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함으
로써 ‘기쁨’을 느끼고, ‘enjoy(187회)’, ‘entertaining(171
회)’ 또한 상위 25위 이내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애완용 로봇이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dementia(611회)’, ‘alzheimers(280회)’ 등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
의 빈도수가 높아서 애완용 로봇의 노년 소비자는 치매
나 알츠하이머병 등의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임이 
나타났다. 또한, ‘calm_down(457회)’, ‘beneficial(204

No. Words Frequency
1 lifelike 973
2 talk 858
3 elderly 821
4 delight 798
5 cat_sound 763
6 dementia 611
7 calm_down 457
8 living_cat 334
9 nursing_home 332
10 alzheimers 280
11 respond 259
12 soft_fur 254
13 worth_penny 212
14 beneficial 204
15 lonesome 203
16 name 199
17 companionship 189
18 enjoy 187
19 toy 186
20 robotic 184
21 event 177
22 interact 176
23 battery_life 173
24 entertaining 171
25 blink_eyes 167
26 dead 167
27 mechanical 167
28 facility 164
29 grateful 160
30 turn_head 155
31 pat 151
32 noise 147
33 puppy_sound 143
34 delivery 138
35 assisted_living 136
36 replace 135
37 house 134
38 stop_work 129
39 memory_care 128
40 cuddle 126
41 refund 116
42 take_care 116
43 loud 109
44 laugh 107
45 visit 107
46 expensive 106
47 roll_over 104
48 lick_paw 103
49 touch 101
50 living_puppy 98

Table 1. Frequently reporte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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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companionship(189회)’등이 상위 단어로 도출
되어 애완용 로봇이 노년의 소비자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ursing_home(332회)’, 
‘facility(164회)’, ‘house(134회)‘등의 환경에서 노년층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attery_life(173회)’, ‘noise(147회)’, ‘stop_work(129
회)’가 출현하여 사용자들이 애완용 로봇을 사용할 때 해
당 제품의 짧은 배터리 수명과 소음 및 멈춤 등이 발생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refund(116회)’, ‘expensive(106
회)’가 도출되어 제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였을 때 
애완용 로봇을 환불하거나 이를 비싸다고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2 LDA 결과

4.2.1 토픽 추출
연구문제 1, 즉 온라인 리뷰로부터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R 프로그래밍의 
ldatopicmodels 패키지를 사용하여 LDA 분석을 실시
하고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선정하고자 ldatuning 패키
지를 사용하였다. 이후 ldatuning plot을 참고하여 토픽
을 3개에서 12개로 각각 설정한 LDA 모형을 순차적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도출된 지표를 참고하여 최종
적으로 토픽의 수를 5개로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인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다양
한 특성과 제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5개의 토픽으로 나타난 잠재된 주제를 
파악하고자 각각의 토픽 간 독립성이 높고 토픽에 할
당된 키워드들의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선정하여
[63] 토픽별 표시 단어의 수는 12개로 도출하였다.

LDAvis 패키지를 활용하여 도출한 LDA의 웹 기반 시
각화 결과, default 상태에서 원의 크기와 위치로 토픽의 
비중 및 분포가 Intertopic Distance Map에 표시되며 
상위 30개의 가장 두드러진 단어들이 나열된다. 토픽의 
비중에 따라 토픽에 순서대로 숫자가 부여되는데, Topic 
1, Topic 2, Topic 5는 독립적으로 분포된 토픽들로 나
타났다. 반면에 Topic 3과 Topic 4는 서로 중첩되어 나
타났는데, 이러한 중첩에 기여하는 단어들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단어를 각각 클릭하여 해당 단어와 관련된 토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LDAvis 그림은 원래 단어의 개수만
큼의 고차원을 평면인 2차원에 시각화하기 위하여 축소
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토픽을 각각 선택하여 람다 값(이
하 λ)을 0, 0.5, 1로 조절하며 변화하는 단어들을 살펴보

았다. Fig. 5는 LDAvis 결과에서 각 토픽별로 λ을 1, 
0.5, 0으로 조정하여 각 조건에 해당하는 토픽과 관련이 
높은 상위 키워드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 상위 단어들 
중 출현 빈도수가 최소 5회 이상인 단어들만 고려하였으
며, λ=1일 때 나타나는 salient와 λ=0일 때 드러나는 
discriminative power을 고려하였다. 특히 λ=0.5인 지
점과 λ=0인 지점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토픽 간 차이를 
검토하며 적절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Fig. 5. Results of LDAvis

LDAvis 결과를 세 가지 λ일 때를 기준으로 한 상위 
키워드 12개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64]. 
Topic 1의 경우에는 ‘broken_hip(λ=0)’이 나타나 실제 
상황에서 애완용 로봇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 소비자였음이 도출되었다(예문: ‘I bought 
this for my husband who had Parkinson’s disease. 
When he was in rehab with a broken hip, it was 
with him all the time. 저는 파킨슨 병이 있는 남편을 
위해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남편이 고관절 골절로 재활
원에 있을 때 이 제품이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었죠’). 또
한, ‘bedridden(λ=0.5, 0)’이 출현하여 제품을 사용한 
노년 소비자는 움직임이 어려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들로 나타났다. ‘physical_distancing(λ=0)’이 도출되
어 제품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worth_penny(λ=1, 0.5)’가 나타나 애완용 로봇을 사
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제품이 구매할 가치가 있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resence(λ=0)’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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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노년 소비자는 애완용 로봇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예문: ‘I thought this 
would be perfect for my 75 years old sister 
almost died from acute kidney. It has been a 
constant presence (급성 신부전으로 죽을 뻔한 75세 
언니에게 이 제품이 딱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
품은 언니에게 지속적인 실존감을 주네요’). 즉, 해당 토
픽은 특수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년 소비자들이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며 느끼는 혜택으로 해석되어 
‘Benefits for bedridden consumers’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해당 제품을 실존하는 것처럼 지각
하는 ‘social presence’와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economic benefit’로 드러났다. 

Topic 2에서 ‘house(λ=1, 0.5, 0)’, ‘facility(λ
=0.5)’와‘hospital(λ=0)’이 도출되었고 ‘visit(λ=0.5, 
0)’, ‘meet(λ=0)’이 나타나 노년 소비자는 아무도 만나

지 못하거나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
에서 애완용 로봇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예문: 
‘We worried about the time mom in a nursing 
home would spend there when no one was 
visiting or during the periods of time with no 
activities. 어떤 사람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 않거나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황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또한, ‘beneficial(λ=1, 0.5, 0)’, 
‘enjoy(λ=1, 0.5, 0)’가 도출되어 노년층 소비자는 애완
용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emotional_support(λ=0)’와 
‘bonding(λ=0)’이 등장하여 노년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유대감을 형성하였음이 확인되었
다. 이에 따라 노년층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을 사용에 대
하여 사회적 활동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으므로 토픽의 이름을 ‘Social & emotional 

Topics Topic name λ = 1 λ = 0.5 λ = 0

1 
Benefits for 

bedridden consumers 
(Social presence, 
economic benefit)

talk, delight, elderly, 
lonesome,
worth_penny, 
living_cat, 
blink_eyes, robotic, 
living_puppy, 
turn_head, facility,
touch 

talk, living_puppy,
touch, bedridden, 
lonesome, delight, 
blink_eyes, elderly, 
worth_penny, 
turn_head, facility, 
take_care 

small_size, whisker, 
physical_distancing,
broken_hip, authentic, 
presence, 
engaging, bedridden,
fun, heartbeat, 
living_puppy, talk

2  Social & emotional 
benefits

cat_sound, lifelike, 
elderly, beneficial, 
enjoy, delight, talk, 
living_cat, house, 
dementia, soft_fur, 
blink_eyes 

cat_sound, lifelike, 
beneficial, enjoy, 
house, elderly, 
living_cat, visit, 
soft_fur, blink_eyes, 
stroke, facility

synthetic, beneficial,
fascinated, enjoy, house, 
hospital, meet, stroke, 
bonding,
emotional_support, 
visit, sleep 

3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functions & 

price

elderly, cat_sound, 
calm_down, delight, 
battery_life, lifelike, 
dementia, name, 
refund, noise, 
puppy_sound,
alzheimers 

elderly, battery_life, 
refund, calm_down, 
noise, puppy_sound, 
cat_sound, expensive, 
name, roll_over, 
entertaining, 
wag_tail 

offend, turn_off, attention, 
peaceful, advertisement,
slow, volume_control,
veteran, disabled, refund, 
hospitalized, negative 

4  Gift to the cognitive 
impaired for events

lifelike, dementia, 
delight, elderly, 
cat_sound,
calm_down, 
living_cat, soft_fur, 
event, toy, robotic, 
alzheimers 

dementia, lifelike, 
delight, event, toy, 
robotic, elderly, 
soft_fur, calm_down, 
cat_sound, living_cat, 
grateful

joy, light, proud, arthritis, 
faux, dementia, low_price, 
size, invention, novelty, 
artificial_intelligence, event

5 Nursing home Usage

nursing_home,
lifelike, talk, delight, 
calm_down,
alzheimers, 
cat_sound, respond, 
worth_penny, 
dementia, 
companionship,
interact

nursing_home, 
calm_down,
alzheimers, lifelike, 
talk, delight, respond, 
worth_penny, interact, 
companionship,
expect_feed,
nursing_home_staff

nursing_home, 
medication, opportunity, 
no_vet, 
rechargeable_battery, 
weight, lucid, 
nursing_home_staff, 
invest, recover, cancer, 
parkinson_disease

Table 2. Words within each topic regarding lambda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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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로 명명하였다.
Topic 3에서는 ‘noise(λ=1, 0.5)’가 출현하여 노년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였을 때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urn_off(λ=0)’, ‘offend(λ=0)’이 도
출되어 이러한 소음 발생 시 사용자는 애완용 로봇을 불
쾌하게 느끼고 제품의 전원을 꺼버리는 것이 확인되었
다. 또한, ‘refund(λ=1, 0.5, 0)’, ‘expensive(λ=0.5)’가 
나타나 사용자들은 애완용 로봇의 비용이 비싸다고 지각
하고, 제품을 환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제품
의 기능 및 가격과 관련된 부정적인 반응의 단어들이 출
현하였으므로 해당 토픽의 이름을 ‘Negative response 
regarding function & price’로 명명하였다. 

Topic 4에서 ‘event(λ=1, 0.5, 0)’가 나타나 소비자
들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 해당 제
품을 구매 및 선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mentia(λ=1, 0.5)’, ‘alzheimers(λ=1)’ 등이 모두 
상위 단어로 도출되어 애완용 로봇 제품 사용자들은 치
매나 알츠하이머 등을 가진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을 ‘Gift to 
the cognitive impaired for event’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Topic 5에서는 ‘nursing_home(λ=1, 
0.5, 0)’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nursing_home_staff
(λ=0.5, 0)’이 등장하여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
는 환경은 양로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품 사
용 반응을 주로 양로원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이처
럼 양로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했음이 두
드러져 해당 토픽명을 ‘Nursinghome usage’로 명명하
였다.

4.3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과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

연구문제 2a-c를 위해 담론에 드러난 노년 소비자들
의 애완용 로봇에 대한 a) 인지적, b) 감정적 및 c) 행동
적 반응은 어떠한지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서 파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출된 5개의 토픽에 대해 λ=1, 
0.5, 0일 때 포함된 각각의 상위 12개 단어들 중 출현 빈
도수가 최소 5번 이상인 단어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감정
적, 행동적 반응을 추출하였다. 각 반응에 대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4.3.1 인지적 반응
각 토픽에서 추출된 세 가지의 반응 중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인지적 반응은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완용 

로봇의 형태, 기능 및 혜택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먼
저 애완용 로봇의 형태에 대한 노년 소비자의 인지적 반
응(연구문제 2a)을 살펴본 결과, ‘soft_fur(Topic 
2, λ=1, 0.5)’, ‘lifelike(Topic 4, λ=1, 0.5)’, 
‘presence(Topic 1, λ=0)’등이 도출되었다. 이러
한 단어들은 다른 토픽에서도 상위권으로 출현하였
으므로 노년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의 외형이 실제와 같
다고 인식하고, 이를 실존하는 존재로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obotic(Topic 1, λ=1, 0.5)’과 
‘toy(Topic 4, λ=1, 0.5)’가 도출되었고 빈도수는 상대적으
로 낮았지만 ‘artificial_intelligence(Topic 4, λ= 0)’도 
출현하였다. 따라서 노년 소비자들은 제품을 로봇과 장난
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으로 제품을 인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반면 애완용 로봇의 형태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반응도 
확인되었는데, ‘synthetic(Topic 2, λ=0)’, ‘faux(Topic 
4, λ=0)’가 등장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애완용 로봇을 반
려동물을 모방한 인조적인 제품으로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mall_size(Topic 1, λ=0)’가 나타나 
‘From a design perspective, I would have to say 
the size of this could be slightly smaller to be 
more realistic.(디자인 측면에서 제품의 사이즈가 조
금 더 작다면 더욱 현실성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의 예문을 통해 애완용 로봇의 크기가 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노년 소비자의 제품 외형 및 디자인에 대한 
인지적 반응이 도출되었다.

노년 소비자의 제품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반
응으로는 ‘noise(Topic 3, λ=1, 0.5)’와 ‘volume_control(Topic 
3, λ=0)’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노년 소비자들은 애완용 로봇에
서 발생하는 소음을 지각하였고 제품의 음량을 노년 소
비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chargeable_battery(Topic 5, λ=0)’가 출현하
여 제품에 충전이 가능한 형태의 배터리가 추가되기를 
바라는 사용자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beneficial(Topic 2, λ=1, 0.5, 0)’을 통해 노
년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 유익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문:‘For anyone with a parent with dementia or 
Alzheimer‘s, I can’t say enough about this 
beneficial product. She is anti-social with other 
residents. But when I bought this for her and she 
suddenly became social and the caregivers told 
me that her personality was changing, that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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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ed to show off her companion pet. 치매나 알
츠하이머병이 있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에게 이 제품이 
정말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사
교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드리니까 어머니께
서 사교적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간병인들도 제게 어머니 
성격이 변하셨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medication(Topic 5, λ=0)’, ‘opportunity(Topic 
5, λ=0)’, ‘invest(Topic 5, λ=0)’, ‘recover(Topic 5, 
λ=0)’가 나타나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년층 소비자들이 
애완용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약물 복용 횟수가 감소하여 
치료의 기회에 대한 투자로 해당 제품을 지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예문: ‘It has significantly reduced her 
behavior issues and need for medication. 이 제품
은 행동 문제와 약을 복용할 필요성을 감소시켜주었습니
다’). 이를 통해 노년 소비자들이 애완용 로봇을 사용함
으로써 약물 복용이 감소하여 제품을 치료의 기회에 대
한 투자로 지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no_vet(Topic 5, λ=0)’이 도출되어 노년 소비자는 애
완용 로봇이 반려동물을 기를 때 요구되는 행동들을 수
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대체하는 용도로
써 제품을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예문: ‘Many hours 
of laughter for sure, and no feeding, vet bills or 
clean-up. 이 제품을 통해서 많이 웃을 수 있고, 살아있
는 반려동물처럼 먹이를 주거나 동물병원에 데려갈 필요
가 없어서 좋아요’). 특히 위 단어들은 모두 Topic 
5(Nursing home usage)에 해당하는 단어로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년 소비자들이 이러한 인지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격에 대한 상반된 인지적 반응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worth_penny(Topic 1, Topic 5, λ= 1, 
0.5)’가 상위로 도출되어 노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
매하기를 잘하였다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expensive(Topic 3, λ= 0.5)’가 나타나 애완용 로봇의 
품질에 비하여 비싸다고 지각한 노년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반응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4.3.2 감정적 반응
노년 소비자가 지각한 애완용 로봇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반응(연구문제 2b)을 파악하고자 도출된 토
픽 및 단어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Topic 1, 2, 4, 5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발견되었다. 해당 토픽들에서 모두 

‘delight(Topic 1, Topic 4, λ=1, 0.5)’가 상위에 도출
되었고, ‘fun(Topic 1, λ= 0)’, ‘enjoy(Topic 2, λ= 1, 
0.5, 0)’가 나타나 노년층 소비자는 애완용 로봇을 사
용하여 기쁘고 재미있으며,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해
당 제품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lonesome(Topic 1, λ=1, 0.5)’, ‘calm_down(Topic 
4, Topic 5, λ=1, 0.5)’, ‘emotional_support(Topic 
2, λ=0)’, ‘bonding(Topic 2, λ=0)’을 통해 외로운 
상태의 노년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과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느끼고, 해당 제품을 통해 마음이 진정되었
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rateful(Topic 4, 
λ=0.5)’을 통해 구매자가 실제 사용자인 노년 소비자
에게 애완용 로봇 제품을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문: ‘I am very grateful 
that I swallowed my initial doubts and got this for 
my mom who is suffering from Alzheimer’s. 처음에 
의심했던 마음을 버리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저희 엄마를 위해 이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한, ‘companionship(Topic 5, λ=1, 0.5)’이 도출
되어 노년 소비자는 애완용 로봇 제품에 대해 우정을 느
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예문: ‘Simply it was a new 
friend(companionship) to keep company. 이 제품
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어요’).

반면, Topic 3(Negative responses regarding 
functions & price)에서 주로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 사용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이 도출되었다. 
‘noise(Topic 3, λ=1, 0.5)’의 키워드를 통해 소음 등 제
품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년 소비자는 
애완용 로봇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offend(Topic 3, λ=0)’, ‘negative(Topic 3, λ=0)’
를 통해 노년 소비자는 애완용 로봇을 불쾌하게 느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예문: 
‘She still got offended by this companion pets. 이 
제품 때문에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네요’). 

4.3.3 행동적 반응
실제로 애완용 로봇을 구매하여 사용한 노년 소비자의 

행동적 반응(연구문제 2c)을 각각의 토픽을 통해 확인하
였다. 특히 ‘talk(Topic 1, λ=1, 0.5, 0과 Topic 2, λ
=1 및 Topic 5, λ=1, 0.5)’와 ‘name(Topic 3, λ=1, 
0.5)’, ‘touch(Topic 1, λ=1)’, ‘expect_feed(Topic 5,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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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interact(Topic 5, λ=1, 0.5)’, ‘take_care 
(Topic 1, λ=0.5)’를 통해 노년 소비자는 애완용 로봇에
게 말을 걸고 이름을 불러주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이와 대화를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노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살아있는 반려동
물처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refund(Topic 
3, λ=1, 0.5, 0)’을 통해 노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환
불하는 등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a-c와 3a-c를 탐구하기 위하여 
수행한 LDA 분석 결과를 종합적인 도식으로 표시하면 
Fig. 6의 하단과 같다.

4.4 노년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 추출

4.4.1 소비자 특성
실생활에서 애완용 로봇을 사용한 노년 소비자들의 제

품 사용 반응에 대한 리뷰를 통하여 소비자와 애완용 로
봇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연구문제 3a-c)을 
살펴보고자 5개의 토픽에 드러난 소비자, 제품, 그리고 
환경 특성을 추출하였다. 

먼저 사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elderly(Topic 1-4, 
λ=1, 0.5)’가 상위 단어로 도출되어 ‘노년 소비자’에 대한 
담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령 측면에서 
이 제품의 주 사용자는 노년 소비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어에 가장 높은 비율로 할당된 토픽 번호를 제시하였음
Fig. 6.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action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on pet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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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측면에서는 ‘dementia(Topic 2, 3, 5, λ=1 및 
Topic 4, λ=1, 0.5)’, ‘alzheimers(Topic 3-4, λ=1 및 
Topic 5, λ=1, 0.5)’가 나타나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
람들이었음이 도출되었다. 또한, ‘bedridden(Topic 1, 
λ=1, 0.5, 0)’, ‘broken_hip(Topic 1, λ=0)’, 
‘stroke(Topic 2, λ=0.5, 0)’, ‘disabled(Topic 3, λ=0)’, 
‘hospitalized(Topic 3, λ=0)’, ‘arthritis(Topic 4, λ
=0)’, ‘lucid(Topic 5, λ=0)’, ‘cancer(Topic 5, λ
=0)’, ‘parkinson_disease(Topic 5, λ=0)’가 출현하
여 각 토픽에서 주체가 되는 노년 소비자들의 특성으
로 인지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애완용 로봇을 사용자를 인지적 어려움
이 있는 사람과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
됨을 알 수 있다.

4.4.2 제품적 특성
다음으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시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은 수행이나 속성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존재하
므로[16,17] 기능과 외형 및 가격으로 구분되었다. 소비
자가 지각한 제품 특성 중 기능과 관련된 단어들로는 
‘cat_sound(Topic 2-4, λ=1, 0.5)’, 
‘puppy_sound(Topic 3, λ=1, 0.5)’, ‘respond(Topic 
5, λ=1, 0.5)’, ‘blink_eyes(Topic 1-2, λ=1, 0.5)’, 
‘turn_head(Topic 1, λ=1, 0.5)’가 나타나 사용자가 애
완용 로봇에게 말을 걸거나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할 때 해당 제품이 반응하여 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eartbeat(Topic 1, λ=0)’가 도출되
어 애완용 로봇에 심장박동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노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느
끼도록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제품의 외형에 대해 살펴보면 ‘weight(Topic 
5, λ=0)’, ‘size(Topic 4, λ=0)’가 출현하여 애완용 로봇 
제품의 무게와 크기 또한 노년 소비자가 지각한 애완용 로
봇의 특성으로 이들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light(Topic 4, λ=0)’, 
‘small_size(Topic 1, Topic 5, λ=1, 0.5)’를 통해 노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았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제품의 가격에 대
한 직접적인 언급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
지적 반응으로 ‘expensive(Topic 3, λ=1, 0.5)’, 
‘worth_penny(Topic 1 및 Topic 5, λ=1, 0.5)’가 나타
나 가격 또한 사용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제품적 특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4.4.3 환경적 특성
노년층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의 상호작용 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은 상황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되었는데, ‘birthday’와 ‘christmas’같은 단어가 발
견되어 노년 소비자는 이러한 기념일과 같은 
‘event(Topic 4, λ=1, 0.5, 0)’의 상황에서 제품을 구
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ursing_home(Topic 5, λ=1, 0.5, 0)’, 
‘facility(Topic 1-2, λ=1, 0.5)’, ‘hospital(Topic 
2-3, λ=0)’등이 도출되어 실생활에서 노년 소비자들
이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는 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양로원이나 시설, 병원 등의 거주 환경 뿐만 
아니라 ‘house(Topic 2, λ=1, 0.5, 0)’등 집과 같이 
사적이며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도 해당 제품을 사
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실생활에서 애완용 로봇 제품을 사용한 다

양한 노년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게시된 하즈
브로(Hasbro) 사의 애완용 로봇 Companion pets 제
품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여 R 프로그램의 토픽모
델링 LDA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이와 같다. 

첫째, Companion pets 제품 리뷰에 대한 상위 50개 
키워드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felike’, ‘cat_sound’, 
‘living_cat’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제 동물과 
유사한 형태로 애완용 로봇을 지각하는 노년 소비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talk’, ‘respond’, ‘name’, 
‘interact’와 같은 단어가 도출되어 노년 소비자는 살아
있는 동물과 같이 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윤선, 권오병(2019)[40]의 연구에서 확
인된 것처럼 반려동물의 형태를 띈 애완용 로봇에 대해
서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현상과 같은 혐오
감은 나타나지 않아 애완용 로봇을 살아있는 반려동물처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와 상호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애완용 로봇 제품 리뷰를 통해 노년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대한 담론을 탐색하고자 토
픽모델링 LDA 분석을 수행한 결과, Topic 1 병상에 누
워있는 소비자들이 지각한 혜택(Benefits for 
bedridden consumers), Topic 2 사회적 및 감정적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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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Social & emotional benefits), Topic 3 기능과 가
격에 대한 부정적 반응(Negative responses regarding 
function & price), Topic 4 특별한 날 인지적 어려움
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Gift to the cognitive 
impaired for event)과 Topic 5 양로원에서 소비자의 
제품 사용 (Nursinghome usage) 등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토픽에서 나타난 노년 소비자의 애
완용 로봇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을 긍정
적 및 부정적 측면에서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인지적 반응인 
‘lifelike’, ‘presence’를 통해 노년 소비자들이 애완용 
로봇을 실존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노년층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을 실제와 같은 존재로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36-38]. 이를 통해 노년 소비자들은 살아있는 동물
과 같은 애완용 로봇의 실존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애완
용 로봇을 지각한 노년 소비자는 ‘talk’, ‘name’, 
‘touch’, ‘expect_feed’, ‘interact’, ‘take_care’는 실
제 애완동물에게 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동적 반응을 통
해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robotic’, ‘toy’, ‘artificial_intelligence’와 
같이 Companion pets 제품을 로봇과 장난감, 인공지
능 등으로 지각한 노년 소비자 또한 있었으며, ‘faux’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애완용 로봇을 모조품이라고 지각하
는 노년층 소비자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애완
용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마다 제품의 생명성을 서
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요양원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소비자의 일상에서 애완용 로봇 사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결과가 눈에 띄었다. ‘medication’, 
‘opportunity’, ‘invest’, ‘recover’는 노년 소비자가 해
당 제품 사용을 약물 복용을 대신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로 지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노년 소비자가 치료 목적으로 애완용 로
봇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실험 상황에서 발견한 애완용 로봇의 뇌 기능 회
복 효과[65]를 노년 소비자들이 더욱 장기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실제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no_vet’은 사용자가 애완용 로봇을 동물병원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로, 
특히 양로원이나 시설과 같이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키우
기에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애완용 로봇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체하여 사용자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감정적 반
응도 도출되었는데, 제품의 기능과 가격에 대한 토픽
(Topic 3: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functions 
& price)에서 발견된 ‘noise’와 ‘offend’, ‘negative’는 
애완용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제품의 기능 
부족 또는 품질 대비 높은 가격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품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반응은 기존 연구
에서도 확인한 바와 유사하게 해당 제품이 노년 소비자
의 외로움(‘lonesome’)을 완화(‘calm_down’)하여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7-9].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노년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과 우정을 쌓고(‘companionship’)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bonding’) 정서적인 지지를 받
는다(‘emotional_support’)는 등 사용자가 오랜 기간동
안 자신의 일상에서 제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얻는 긍정
적 정서적 혜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다섯째, 애완용 로봇과 노년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영
향을 미치는 사용자 특성으로 연령과 건강상태가 도출되
었다. 빈도분석 결과, elderly가 892회로 최상위에서 3
번째로 높게 나타나 Hasbro 사의 애완용 로봇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조부모, 가족 또는 친구들을 
위해 이 로봇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이 드러났다. 또한, 
다양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도출되었는데, 이
러한 키워드들은 크게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가 가능하다. 인지적인 장애의 
경우는 Shibata, Wada, Tanie(2003)[34]와 Wada 
(2004, 2008, 2011)[15,32,14] 등의 기존 연구에서 주
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dementia’, ‘alzheimers’등으
로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이 주된 질병으로 언급되었
다. 선행연구에서 애완용 로봇 사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실험 설계 시 선정한 대상자는 인지적 어려움이 있
는 사람들로 국한되었던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들인 ‘bedridden’, ‘broken_hip’, ‘stroke’, 
‘disabled’, ‘hospitalized’, ‘arthritis’, ‘lucid’, 
‘cancer’, ‘parkinson_disease’도 본 연구에서는 도출
되었다. 이는 실제로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는 노년 소비
자는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정신 건
강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관절 골절이나 뇌졸중, 장애나 
관절염, 암, 파킨슨병 등이 있어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들
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완용 
로봇의 사용자가 인지적 어려움을 지닌 사람에만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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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보여주어 국내 애완용 로봇 시장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노년 소비자들의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건
강상태를 고려하는 제품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애완용 로봇과 노년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영
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은 크게 제품의 기능, 외형, 그리고 
가격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turn_head’) 
눈을 깜빡(‘blink_eyes’)이거나 사용자의 행동을 인지하
여 답하고(‘respond’) 동물 소리를 내는(‘cat_sound’, 
‘puppy_sound’) 등의 제품 기능은 사용자가 애완용 로
봇을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인지하게 도움을 주었다. 이
와 동시에 해당 제품이 로봇이기에 발생하는 배터리 수
명의 부족(‘battery_life’)이나 소음(‘noise’) 문제는 애
완용 로봇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반응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무게와 크기를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지적 반응인 ‘small_size’와 ‘light’는 노년 소
비자가 애완용 로봇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제
품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로봇 제품
의 특성상 발생하는 기본적인 성능 문제를 해결해야 하
며, 노년 소비자가 제품을 다루기 용이한 형태와 크기를 
반영해 제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째, 노년 소비자가 애완용 로봇을 사용한 상황 및 
환경적 요소를 탐색한 결과, ‘event’를 통해 노년 소비자
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을 맞이하여 구매
하거나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애완용 로봇을 
선물하는 상황이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년 소
비자가 제품을 사용한 물리적 환경을 살펴본 결과, 
‘nursing_home’, ‘facility’가 도출되어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양로원이나 시설 등에서 애완용 
로봇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hospital’, ‘house’과 같이 비교적 사적이고 자유로운 
제품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 대한 단어들이 추가로 도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시설과 같
은 상호작용에 제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제품 
사용 환경을 병원, 집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제한적인 환경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유사하
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28].

일시적으로 피연구자에게 제품을 제공하여 인터뷰나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는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된 소비자들의 의견이 담긴 온
라인 리뷰를 분석하여 제품을 실생활에서 사용한 소비자
의 관점에서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살펴보았
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학술적,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으로 애완용 로봇은 단순한 제

품을 넘어서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발
하므로 본 연구는 실생활에서 노년 소비자들의 애완용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
적 경험을 하는지 긍정 및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상호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용자와 제
품, 환경적 특성 측면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확인하였
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용자
와 애완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이론을 구축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소비자
들이 실생활에서 애완용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치료적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하고 이러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
적으로 고립된 노년층 소비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가 
제고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문
제가 있는 노년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인지적 문제가 없으
나 다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도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므로 국내의 애완용 로봇 시장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밝힌 다양한 건강상
태의 소비자를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소비층의 니즈를 
파악한다면 국내에 이러한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노년 소비자와 애완
용 로봇 간 상호작용에 제품 특성이 관련이 있었으므로 
Bradwell(2019)[26]의 연구와 유사하게 노년 소비자가 
반려동물의 형태를 띤 애완용 로봇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로봇 공학
자들은 노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
용하도록 반려동물의 외형 및 행동 특성을 모방한 로봇
으로 개발 및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애완용 로봇 시
장 국내 도입 시 애완용 로봇을 사용할 때 제품의 오작동
이나 낮은 품질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 경험을 최소
화하여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제품 경험을 제공하여 이들
의 만족도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애완용 로
봇의 소음이나 오작동 등에 대하여 로봇 제조업체에서 
원격으로 지원해주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노년 소비자들은 애완
용 로봇 제품의 가격이 비싸서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
매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애완용 로봇 제
조업체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제품적 특성을 참고하
여 살아있는 반려동물과 같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구매 및 사용하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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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양로원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병원, 집, 방 안 등
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거주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노년 소비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애완용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탐색한 주된 사용자 집단인 사용자의 연령
과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까
지 고려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한 가지의 애완용 로봇 제품에 대한 리뷰만을 선
정하여 살펴보았으므로 Companion pets의 차별화된 
특성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여러 가지의 애완용 로봇 제품을 통하여 소비자들
의 상호작용 경험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자료를 수집한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사용자의 상황 및 물리적 환경
의 변화를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이 
고조됨에 따라 고령층의 사용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상황 
및 환경에서 제품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애완용 로봇 제품 리뷰의 분석 기간을 확장하여 코로
나19 전과 후의 반응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한다면 시공간
의 변화에 따라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제품 경험을 탐
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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