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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re robots are exposed and utilized in human society, defining the usage 

context and the function of the robot is becoming difficult. Therefore, the 

importance of designing the effective Human-Robot Interaction increases. 

Generally, gaze control is considered as effective and essential communication tool 

not only in human relationships but also in robot-including relationship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platform test of the target robot used in the 

experiment, it was found out that gaze is an effective interaction modality that can 

be utilized with less limitations. 

Th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robot’s gaze on user’s 

likability and attention level toward the robot. Four different types of gaze behavior 

were applied to a robot platform situated in the environment which ha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function or the purpose of it.  

The experiment showed that consistent direct gaz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user’s high likability level toward the robot. Another finding was that mixture of 

direct gazed and aversion had positive correlation to the user’s attention level 

toward the robot.  

This study clarified that the appropriate gaze control can create more likable, or 

attention brining robot which arouse user’s interest to get closer to and spend more 

time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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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로봇분야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로봇과 로봇 기술을 쉽게 접하게 되었다. 대량, 정밀 

생산기계로서의 로봇을 넘어 교육, 국방,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이 인간의 

일상 생활 공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Roy et al, 2000). 최근에는 로봇기술을 활용한 

문화공연 및 예술작품도 많은 관심을 얻으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진출하는 추세이며 

엔터테인먼트 로봇과 관련된 산업은 21 세기를 주도할 주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Matsui, 

2002). Kim 등은 HRI, ICRA, RO-MAN 등 주요 로봇공학 학회지의 제출논문을 분석하여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공학기술에 대한 학문적 고찰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Kim et al, 2013). 이렇듯 로봇이 인간 삶의 한 구성원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화되고 사회적인 로봇과 인간 사이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로봇 상호작용 디자인 영역에서는 로봇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사회심리학적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고,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을 형성하는 전략이 

차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로봇을 대할 때 기존의 인간사회에서 

학습된 익숙한 관습과 감정적 경험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맥루한은 모든 미디어가 인간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재능의 확장이라고 제시하였다. (McLuhan, 2001) 여기서 미디어는 단순히 

매스미디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고안한 기술이나 도구, 나아가 

로봇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개념에서 볼 때, 인간을 닮은 로봇은 인간능력의 확장이자 또 다른 인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이 로봇이라는 미디어를 대할 때 인간사회의 규범에 따른 인간적인 방식으로 

로봇을 평가하는 경향성(Breazeal, 2003)이나 인간이 로봇을 생명체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존재로 여기며 사회적 상호작용적 행동을 시도하는 것(Gusti & Marti, 2006; Turkle et 

al., 2006) 등이 맥루한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사회 내의 사회심리학적 

개념과 행동관습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로봇과 인간의 관계 형성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접근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많은 기존 연구자들이 인간사회의 규범을 적용한 

로봇디자인을 연구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호작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모달리티(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감각인상의 종류)들을 로봇에게도 적용하는 것 등이다.  무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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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lu, 2006; 2009)는 인간의 다양한 모달리티 중에서도 특히 시선(Gaze Cue)연구에 

집중하여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게 시선을 조절하게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대화 순서를 

조정하거나 (Turn-taking), 로봇이 언급하고 있는 대상 및 물체를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도록 

(Joint Attention) 하여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기존의 서비스 로봇이나 사회적 로봇이 그 적용 환경과 맥락을 통하여 각각의 기능과 목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봇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인간과 

로봇이 다양한 장면에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로봇이 놓여진 상황이나 로봇의 

외형만으로는 그 존재 의미와 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활용되는 로봇들이 그 예이다. 이처럼 외적 정보만으로는 내적 의미와 

기능을 판별하기 어려운 로봇의 경우, 적절한 인터랙션 디자인을 통하여 사용자가 로봇에게 

호감도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로봇에게 먼저 다가가고 로봇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불러일으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 할 때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로봇 또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시선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주요 수단이며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주요 모달리티 이기도 

하다. 만일 로봇이 사용자를 만나서 최초로 인터랙션을 시도하는 첫 순간에 사용자의 관심과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시선 전략을 활용한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로봇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더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발자 혹은 기획자가 

의도한 로봇의 의도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더 깊은 차원의 인터랙션을 유도하는 

촉발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시선이 사용자의 호감도 및 관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로봇의 시선 디자인을 통해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촉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로봇의 시선을 분화하여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로봇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상황에서 로봇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로봇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적절한 시선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로봇이 놓여진 상황이나 외형 정보만으로는 그 내적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를 고려한 로봇의 인터랙션 디자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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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의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모달리티로서의 시선을 탐구한다.  

둘째, 로봇의 시선을 다양하게 분화하여 적용해보고 로봇의 시선이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을 형성하는 효과를 알아본다.  

셋째, 효과적인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하여 로봇의 시선연구가 향후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어야 할지 논의한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로 이루어졌다. 사회학 및 인문학적 배경지식을 정리하여 

활용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실험 설계를 위하여 기존의 인간-로봇 상호작용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고, 실험연구를 통해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했다.  

 

문헌연구는 로봇의 대중화 및 적용범위의 확장, 로봇의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 및 효과적인 

모달리티로서의 로봇 시선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을 형성하는 로봇의 시선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연구를 통하여는 로봇의 시선 처리방법이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 형성에 관여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인은 로봇이 사용자에 대하여 취하는 시선 처리방법의 종류이며, 

종속변인은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로봇에 대해 갖게 되는 호감도 및 관심으로 설정했다. 

호감도의 경우 검증된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관심의 경우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보이는 

반응 및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성별이나 성향 등의 특성이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 형성에 관여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에의 호감도 및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로봇의 시선 처리방법에 대한 발견점을 

도출했다.  

 

 

 

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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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내용 및 방법, 연구의 구조에 대해 기술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과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로봇의 적용범위 확장을 언급하고 로봇의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중에서도 효과적인 모달리티로서의 로봇 시선에 대해 알아보고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로봇 시선의 적용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로봇의 인터랙션 모달리티를 연구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 및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에 관해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서 로봇의 시선 처리방법이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 형성에 

관여하는 효과를 살펴보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간-로봇 인터랙션에 보편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냈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결과의 

활용방안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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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로봇의 인터랙션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로봇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가는 흐름을 알아본다. 또한, 로봇의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들의 탐색을 바탕으로 로봇 시선이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효과적인 

모달리티로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로봇 시선의 적용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실험 설계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다.  

 

2.1   로봇 적용영역의 확장 

 

일상생활에서 로봇과 로봇 기술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UN(2002)의 로봇관련 조사에 

의하면 로봇 제품들은 크게 산업 로봇(Industrial Robot), 전문 서비스 로봇(Professional 

Service Robot), 그리고 개인용 서비스 로봇(Personal Service Robot)으로 분류된다. 현재 

로봇제품의 흐름은 산업현장에서 생산설비로써 사용되는 로봇을 넘어 인간의 일상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Roy et al, 2000).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에 정의에 의하면 개인용 서비스 로봇은 인간을 

위한 서비스 로봇(Servicing human), 장비로서의 서비스 로봇(Servicing equipment), 그 

밖의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로봇’은 인간을 위한 서비스 로봇, 그 

중에서도 인간 사회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간과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으며 인간에게 즐거움과 

친근함, 오락성을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브리질(Breazeal, 2003) 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주고 받기 위해 인간화한 로봇, 즉 사회적 

로봇들의 적용분야가 다양화, 대량화 되는 추세이며, 사회적 로봇(Social robot)의 궁극적 

목표는 적극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로봇 자신의 생존확률을 높이고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과 인터랙션하는 

사교적인 로봇(Sociable robot)임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로봇 기술이 진출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로봇과 

관련된 산업은 21 세기를 주도할 주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Matsui, 2002). Kim 등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공학기술에 대한 학문적 고찰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Kim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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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로봇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화되고 

사회적인 로봇과 인간 사이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감정 및 의도를 효과적으로 인지 및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달리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안되었다.   

 

2.2   로봇의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 

 

정확한 움직임 계산 및 제어(Manipulation), 빠르고 안정적인 이동 구현(Mobility), 공간에 대한 

지도 생성 및 계산된 목적지로의 이동(Navigation)이 과거 산업용 로봇 연구의 주요 목표였다면, 

개인용 서비스 로봇 및 사회적 로봇 등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상호작용 파트너로 개발된 

로봇들은 다양한 모달리티 구현을 통하여 인간과 보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다양한 

모달리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로봇간의 상호작용을 개선, 발전시키는 방안을 통틀어 

인간-로봇 멀티모달 인터랙션 (Human-Robot Multimodal Interaction)이라 칭한다.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활용하여 로봇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독일 Bielefeld 대학의 

연구팀은 로봇이 가정이나 사무실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멀티모달 

인지 인터랙션 기능을 가진 로봇을 고안했는데 카메라, 마이크, 레이저스캐너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대화상대의 위치와 이동방향 등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화상대의 

의도와 상황을 더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Lang et al., 2003).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활용하여 로봇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브리질은 로봇 플랫폼 

키스멧(Kismet)이 표정, 눈짓, 응시하기, 소리내기 등 다양한 사회적 신호(Envelope display)를 

활용하여 인간과 대화 순서를 주고 받도록 개발했는데, 실험 결과 시선을 활용한 사회적 신호 

(눈짓, 응시하기 등)는 키스멧이 의도하는 대로 인간과 대화 순서를 주고 받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드러났다 (Breazeal, 2003)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모달리티를 활용하여 인간과 로봇간의 인터랙션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개별 모달리티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시각적 표현 

모달리티, 즉 시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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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효과적인 모달리티로서의 시선연구 

 

2.3.1 인간의 시선 연구  

 

일반적으로 시선은 인간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효과적인 모달리티로 평가된다(Goodwin, 

1981). 인간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선은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필수 요소로 활용되며 (Argyle 

1976), 심멜은 눈맞춤을 일컬어 “인간 관계 영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호혜성(reciprocity)”라 칭한 바 있다(Simmel, 1921). 화자간의 상호응시는 대체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자기를 더 자주 바라보는 

사람을 더 우호적으로 (능력 있고, 사교적이며, 신용할만하고, 활발하고, 사회적이고, 설득력 

있는 등)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Kleinke 1986). 대화 시 사용되는 시선의 조절은 화자가 

언급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Chovil, 1992). 자기를 응시해주는 대상이 있으면 

학습의 효과나 업무 수행능력이 높아지기도 한다 (Ottenson, 1980; Sherwood, 1980, Fry & 

Smith, 1975).  

 

한편, 시선에 대한 인간의 평가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엑슬린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Exline et al, 1965). 또한 

여성들은 대화 상대가 본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Argyle et al, 

1968). 개인적인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시선을 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llsworth and Ross, 1975). 

 

2.3.2 서비스 로봇의 시선연구  

 

시선은 소셜 로봇의 효과적인 인터랙션 수단이기도 하다. 인파노이드 로봇(Nagai et al, 2005), 

로보비(Kanda et al., 2002), 코그(Brooks et al., 1999), 키스멧(Breazeal et al., 2000) 등 

대표적인 소셜 로봇 플랫폼을 활용하여 로봇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시선 조절 능력을 가진 로봇이 이야기를 들려줄 경우 사용자에게 더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다(Mutlu et al, 

2006). 이와 더불어, 세 명 이상의 화자가 대화하는 상황에서 시선을 조절하여 대화의 순서를 

조정하거나(Mutulu et al,, 2012), 시선을 통해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고 의도하지 않은 듯 

무의식적으로 인터랙션 시작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Mutlu et al, 2009).  시드너와 그의 

동료들은 시선 조절 및 제스쳐 능력이 있는 로봇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로봇과 더 많이 

관여되어있다고 생각하게 함을 증명한 바 있다 (Sidner et al, 2004)  

 



 

- 10 - 
 

최근에는 로봇의 시선 회피가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hoi 등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시선을 회피하는 로봇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선을 

회피하는 로봇보다 더 사회적이고 더 지능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Choi et al, 2013).  

시선의 회피를 통하여 로봇이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 인지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대화의 전반적 친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 (Andrist, 2013; 2014)   

 

2.3.3 아트/엔터테인먼트 로봇의 시선연구  

 

로봇의 시선을 조정하여 감정 및 의도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무대 위 배우로 활용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오사카대학 Ishiguro 교수 팀에서 개발한 여성형 안드로이드 Geminoid 는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시선, 표정, 고개를 컨트롤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섬세한 얼굴 조절을 

활용하여 사요나라 등의 연극에 배우로 기용된 바 있다(Guizzo, 2010). 영국 엔지니어드 

아트(Engineered Arts Ltd.)사에서 개발한 로보데스피안은 연기로봇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연스러운 표정 및 제스쳐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6 개의 축을 가지는 목 움직임과 

그래픽으로 표현되는 눈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가 

가능하다(robothespian) 

 

로봇의 시선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골란 레빈 (Golan 

Levin) 은 로봇의 시선을 주제로 다양한 로봇예술작품을 선보였다. 2007 년작 옵토-

아이솔레이터(Opso-Isolator)는 안구 모양의 로봇 예술작품이다. 이는 관람객과 지속적으로 

시선을 주고받기 위하여 눈맞춤을 시도하며, 관람객이 눈을 깜빡일 경우 정확히 1 초뒤에 로봇 

자신도 눈을 깜빡인다. 관람객이 로봇을 바라보는 방향에 맞추어 안구의 각도를 변형하기도 

한다(optoisolator). 2008 년작 더블테이커 (Double-Taker(Snout))는 커다란 자벌레 모양의 

몸체 끝에 커다란 안구가 달려 있는 움직이는 로봇 야외 설치예술 작품으로, 종을 초월하여 

인간과 눈맞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인간 보행자의 반응에 따라 놀라는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snout).  

 

2.3.4 로봇 시선의 적용 가능성 및 방향  

 

개인화된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인간과 인터랙션을 

행하고 공존할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이처럼 로봇의 개인화가 진행되어갈수록 로봇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기대는 기능적인 도움보다는 감성 교류를 통한 실제 생활의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로봇에 있어서는 단순한 기능을 

부각시킨 로봇보다는 인간과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이 

요구된다. 즉 실용적 목적의 로봇이나 제품에 있어서는 제한된 기능으로도 그 목적이 충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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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지만 개인화된 서비스 로봇이나 아트/엔터테인먼트 로봇에 있어서는 제한된 기능으로는 

친근감과 즐거움, 관심, 호감도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제한된 기술로도 다양한 

재미의 요소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로봇의 행동에 의외성을 부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흔히 개인화된 서비스 로봇이 자신을 좋아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연구들이 

로봇의 성격 형성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개발해왔다 (Kim 2011; 

Park et al, 2008; Koo & Kwon, 2007). 한편, 앞선 연구를 통하여 로봇의 시선 회피가 로봇의 

다양한 의도를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로봇의 시선회피를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적용하여 로봇이 사용자를 좋아하고 따를 것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깨뜨리고 

의외성을 부여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봇의 모방적/순응적 시선이나 상반적/회피적 시선 및 각 시선전략의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개인화된 서비스 로봇이나 아트/엔터테인먼트 로봇의 다양한 재미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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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의 인터랙션 모달리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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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발목표 

3.2 시스템 디자인 

3.3 관찰내용 및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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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로봇의 인터랙션 모달리티 연구 플랫폼 

 

본 장에서는 로봇의 인터랙션 모달리티를 연구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 및 시스템 디자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를 보유한 본 플랫폼을 구현한 후 

사용자가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관찰하고 알아본다.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설계를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3.1   개발목표 

 

로봇의 인터랙션 모달리티 연구 플랫폼은 권동수 소장을 주축으로 한 KAIST HRI 연구센터 및 

조각가 임영선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다. 몸체를 갖지 않은 두상 로봇이 일반인 관객과 주고 받는 

다양한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가의 요구에 따라 고갯짓과 몇 종류의 표현 

인터랙션 기능을 가진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본 개발품은 작가에 의도에 따라 제작된 로봇 예술 작품으로 이해됨과 동시에, 관객과의 다양한 

인터랙션을 위해 인지 및 표현 기술이 탑재된 로봇을 만들어 로봇을 처음 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로봇의 어떤 모달리티에 쉽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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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디자인 

 

3.2.1 하드웨어 

 

하나의 로봇 플랫폼은 2 자유도의 기계부와 두 개의 거리센서, 스피커, 그리고 로봇 몸체부에 

장착된 프로세서로 이루어졌다. 2 자유도의 기계부는 느릅나무로 제작된 두상에 연결 장착되어 

두상의 목 기능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두상은 서로 다른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인 두상의 80%에 해당하는 크기를 지녔다. 전체적인 작품은 12 개의 로봇 플랫폼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로봇 플랫폼은 60cm 높이의 박스 위에 장착되었다.  

 

그림은 완성된 로봇 플랫폼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완성된 로봇 플랫폼 

 

시스템 유닛의 컨트롤러로 사용된 LM3S8962 를 활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키고 관람객(사용자)의 

위치 및 로봇과의 거리 정보를 측정하였다. 사운드파일은 ATmega 16 을 추가적인 프로세서로 

장착하여 재생하였다. 12 개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각각 개별 전원에 연결되었으며 하나의 메인 

컨트롤러로 구동되었다. Figure 2 는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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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 

 

 

3.2.2 소프트웨어 

 

Figure 3 은 소프트웨어와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시작신호가 가면 세션 1 이 

시작되고 로봇이 사용자(관람객)을 추적하게 된다. 사용자 추적에 성공한 로봇은 세션 2 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판별하고 해당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말을 재생한다. 사용자 

추적에 성공하지 못한 로봇은 사용자 추적에 성공할 때까지 사용자 추적을 시도한다. 일정 

시간이 흐르면 로봇 전원이 세션 3 과 세션 4 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음악에 맞추어 군무를 

춘다. 세션 4 가 끝나면 세션 1 로 복귀한다.  

 

Figure 3 시나리오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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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구현 

 

개발된 인터랙션 모달리티 연구 플랫폼이 일반 사용자들과 주고받는 인터랙션을 관찰했다. 

관찰이 이루어진 곳은 해인사 성보박물관 1 층 전시실로, 일반적으로 로봇을 접하기 어려운 

장소이며, 전시작품으로서의 로봇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인간이 로봇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상황에서 로봇이 놓여진 정황이나 외형 정보만으로는 그 내적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를 고려한 로봇의 인터랙션 디자인이 어떻게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 탐구해보기 적합한 환경이었다.  

 

관찰을 위하여 실험자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2 일간 머무르며 사용자들이 로봇에 

대하여 취하는 반응이나 태도를 기록하였다.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비디오 

촬영은 진행하지 않았다. 12 개의 로봇들이 관람객을 효과적으로 센싱할 수 있도록 로봇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복 센싱 등의 오류를 방지했다. 12 개의 로봇들은 서로 40cm 간격을 

두고 설치되었으며, 반원형태로 배치하여 사용자들이 로봇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로봇의 

센싱 거리도 확보할 수 있었다.  12 대의 로봇들을 구현하여 전시장에 설치한 배치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Figure 4 최종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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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찰내용 및 논의사항 

 

  3.3.1 관찰내용 

 

 관람객과의 인터랙션이 있는 미디어 작품을 대할 때, 작품을 응시하고 작품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도와 비례한다(Melton, 1936; Robinson, 1928; Hein, 2002; 

Falk, 1982; Serrell, 1995) 관람객 센싱을 시작하기 전 모든 로봇이 정면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는 대부분의 관람객이 로봇 앞을 지나가려고 했으나, 로봇이 지나가는 관람객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려 목례를 한 후 인사말을 건내면, 관람객들은 로봇에게 가까이 다가와 

로봇의 작동 매커니즘 탐구를 시도했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로봇과의 인터랙션을 시도했다. 많은 경우 로봇의 목례에 대한 

대답으로 로봇을 향해 허리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자신을 알아보는 로봇 두상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외선 센서나 스피커 등 모든 로보틱 인터랙션 요소들이 

로봇의 몸체 부분에 장착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로봇의 인터랙션 

매커니즘을 로봇의 두상 부분에서 찾고자 시도했다. 많은 관람객들은 로봇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거나 로봇의 눈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로봇의 상태가 세션과 세션 사이에 위치하여 

로봇이 아무런 행동 반응이나 소리를 내지 않은 경우, 관람객들은 로봇의 귀에 대고 

“안녕하세요”, “들리니?”등 로봇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Figure 5 관람객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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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논의사항 

 

관람객들은 로봇의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에 대하여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시사점은 로봇 움직임의 유려함이나 군무의 화려함보다 개별 로봇이 관객을 

알아보고 일대일 인터랙션을 시도하는 편이 더 큰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는 점이다. 작품 내 세션 

3 과 세션 4 는 로봇 각각의 움직임을 정밀히 조절하여 세밀한 연사나 정확한 군무 등 12 대의 

두상로봇이 연출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목표로 다양한 댄스모션을 생성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관람객들은 로봇이 사람을 감지하여 인사하고 인사말을 건넨 세션 2 에서 로봇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많은 인터랙션을 시도했다.   

 

본 작품의 세션 2 에서 로봇의 표현수단은 크게 시각적 모달리티와 청각적 모달리티로 나뉘는데, 

시각적 모달리티의 경우 LED 불빛이라는 정적인 시각적 모달리티와, 로봇 두상의 움직임이라는 

동적인 시각적 모달리티가 있었고, 청각적 모달리티로는 로봇이 사람에게 건내는 인사가 있었다.  

 

이 중 정적인 시각적 모달리티(LED 불빛)의 경우, 첫날에는 탐재한 상태로, 이튿날에는 

탑재하지 않은 상태로 전시하였으나 그 효과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또한 LED 불빛의 경우 주변 

환경의 조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밝은 곳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제와 적용이 

어려운 모달리티인 것으로 판단했다.   

 

청각적 모달리티(인사말)의 경우 관람객들의 흥미를 끄는 효과가 가장 높았다. 반면, 장소의 

특성상 본 평가에 사용된 로봇 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주변에 배치 되어 있는 관계로, 

청각 모달리티의 활용이 여타 작품의 감상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청각적 모달리티의 경우 그 

효과가 우수하지만 적용조건이 제한되어있는 모달리티인 것으로 판단했다.  

 

동적인 시각적 모달리티(로봇 두상의 움직임)의 경우 관객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와 

병용함으로써 로봇이 관객을 바라보는 효과, 즉 로봇의 시선을 표현하는 효과를 생성하였다. 

로봇의 시선 표현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작품 앞에서 머무르게 하는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관객이 작품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뿐 만 아니라, 

관람객이 일정 거리 내에 등장하기만 한다면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점이 거의 없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미미하기 때문에 통제 용이성, 효과 및 적용가능성이 모두 높은 

모달리티인 것으로 판단했다.   

 

로봇이 점차 대중화 되어가는 추세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처음 대하는 로봇에 대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 자체의 기능적 우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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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사용자가 로봇에게 더 많은 호감과 관심을 갖게 하고 로봇에 

대해 더 탐구하도록 유도하여 로봇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촉발하는 연구 또한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없는 로봇에게 있어,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는 사용자가 로봇에게 더 큰 

호감과 관심을 갖게 하여 인터랙션의 촉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서술된 관찰 및 논의 

내용에 의하여,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본 실험에서는 의미와 기능이 불명확한 로봇의 시선 

조절에 따른 사용자의 인터랙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로봇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20 - 
 

 

 

IV 
4. 실험 및 결과분석 

4.1 실험 개요 

4.2 실험 수행 

4.3 실험 결과 

4.4 논의   



 

- 21 - 
 

제 4 장 실험 및 결과분석 

 

본 장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서 로봇의 시선 처리가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 형성에 

관여하는 효과를 살펴보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간-로봇 인터랙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발견점을 찾아낸다. 

 

4.1   실험 개요 

 

   4.1.1 실험 목적 

 

본 실험의 목적은 로봇의 시선 처리가 사용자의 호감도 및 관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함이다. 문헌 연구에 따르면 의도를 가진 로봇은 보다 사회적이고 지능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Sohn, 2011) 그렇다면 의도를 표현하는 로봇의 시선을 어떻게 조절해야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와 관심을 최대화 할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로봇의 시선 처리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은 로봇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게 하고(Mutlu, 2006), 사용자의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로봇이 지능적이라고 

느끼게 한다(Choi, 2013). 또한, 의외성은 로봇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요소이다(Oh, 2010).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시선의 분화를 한 로봇에게 적용하고, 해당 로봇과 한 명의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경우,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 및 관심의 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성별 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4.1.2 실험 가설  

 

앞선 장에서 로봇의 시선 처리에 따라 로봇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이 달라진다는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한 기존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로봇이 보이는 시선 인터랙션을 

자신의 행동이나 맥락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고 향후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기대한다. 이런 점을 이용해 본 실험에서는 로봇의 시선을 

비교할 때에 그 세부항목을 1) 지속적으로 응시하는지 (CDG: Constant Direct Gaze), 2) 

지속적으로 회피하는지 (CGA : Constant Gaze Aversion), 3) 응시-회피 복합적인지 (MDGA : 

Mixture of Direct Gaze & Aversion) 4) 사용자의 행동과 무관한지 (NI : Non-Interactive) 

로 구분하고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에 대하여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기 위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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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호감도가 상이할 것이다. 

[H 2]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이다.  

[H 3]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거리가 상이할 

것이다.  

 

[H 4]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호감도가 상이할 것이다.  

[H 5]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상호작용 시간이 상이할 

것이다. 

[H 6]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상호작용 거리가 상이할 

것이다.  

 

[H 1], [H 2], [H 3] 에서는 로봇이 사용자에 대하여 취하는 시선 처리방법의 종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로봇에 대해 갖게 되는 호감도 및 

관심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H 4], [H 5], [H 6]에서는 사용자의 성별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로봇에 대해 갖게 되는 호감도 및 관심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6 은 로봇의 시선 처리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도식화 하여 보여준다. 

 

 
Figure 6 실험 가설 도식도 

 

 

Constant Direct Gaze 

Constant Gaze Aversion 

Mixture of Direct Gaze & 
Aversion 

Non-Interactive  

Robot Gaze Type 

Female 

Male 

Gender 
Low ←------→High 

Likability 

Low ←------→High 

Attention  
(Time, Distance) 

[H 1] 

[H 4] 

[H 3] 

[H 2] 

[H 5] 

[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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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로봇 플랫폼 선정 

 

4.1.3.1 로봇 플랫폼의 외형  

 

(1) 두상 생김새  

 

앞선 인터랙션 모달리티 플랫폼 및 구현에서 사용된 로봇 두상들은 대부분 특정한 나이대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나이대 (유아,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및 다양한 표정 

(미소, 만족감, 웃음, 근엄함, 명상)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로봇과 인터랙션을 시작하기 이전에 

외형적 정보만으로도 로봇에 대한 감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로봇의 외형이 사용자에게 주는 사전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나이대와 성별이 불분명하고 표정에서 감정을 추측할 수 없는 두상을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했다. 

실험을 위하여 선정된 두상은 다음과 같다.  

 

 
Figure 7 Figure 8 Figure 9. 선정된 두상의 외형 (우), (정면), (좌) 

  

 (2) 몸체부 패키징  

 

제 3 장의 구현에서 사용된 로봇의 몸체부의 경우,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로봇의 인지 센서 및 구동부를 전면에 노출하여 기계의 움직임 원리를 관람객이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로봇의 센서부 및 구동부를 가림으로써 사용자가 로봇의 고개 움직임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터랙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센서부 및 구동부가 드러난 이전 

버전의 로봇 몸체부 및 실험에 사용된 로봇의 몸체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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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igure 11. 로봇 몸체부 패키징(좌:전)(우:후) 

 

4.1.3.2 로봇 플랫폼의 움직임  

 

(1) 움직임 범위  

로봇 두상의 전체 각도는 로봇 제작 당시 사람과 유사하게 상하좌우로 고개를 움직일 수 있게 

하였으며, 실험에서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하 움직임의 경우 움직임 각도를 제한하여 

다회간의 구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같은 움직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2) 움직임 속도 

움직임 속도의 경우 조작부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최대속도 및 최소속도를 

설정하여 다회간의 구동에도 안정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각 인터랙션간의 움직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4.1.3.3 로봇 플랫폼의 조작 

 

로봇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방법에 있어 초기에 구상했던 방법은 키넥트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접근 방향 및 속도에 반응하여 로봇의 시선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키넥트 카메라를 연동하여 로봇을 자동적으로 구동시킬 경우, 실험 수행이 편리하고,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 및 로봇과의 거리 정보를 자동으로 계측하여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키넥트 카메라를 로봇 두상에 설치할 경우 실험 

대상인 로봇 자체가 아닌 카메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우려가 있고, 실험환경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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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하도록 천장에 설치할 경우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 및 행동 특성적 차이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기법(WOz: Wizard of Oz)을 

활용하여 실험자가 실험환경 뒤편에서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이스틱을 활용하여 

로봇을 조작하는 방식을 선정하였다. 

 

조이스틱을 활용한 로봇 수동 조작 기법은 1) 사용자가 키넥트 카메라 등 다른 요소에 관심을 

쏟지 않게 되므로 실험환경 통제에 유용하고 2) 실험자가 직접 로봇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작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별 신체적 조건 및 행동 특성적 차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3) 실험자가 조작법에 익숙해지면 로봇을 자동적으로 구동할 때와 유사한 움직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 공간에 일반 소형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 및 로봇과의 거리 정보를 수동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조이스틱을 활용한 로봇 수동 조작 환경 조성은 다음과 같다.  

 

 

Figure 12. 로봇 수동 조작 환경 조성 (좌)(우) 

 

4.1.4 로봇 시선 인터랙션 디자인 

  

본 실험에서는 로봇이 사용자에 대한 시선처리 방법을 1)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2) 

지속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3) 복합적으로 반응할 경우, 4)사용자의 행동과 상관없이 

반응할 경우로 구분하였다. 

 

1)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응시 인터랙션 (CDG, Constant Direct Gaze)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사용자의 움직임 방향과 

속도를 모방하여 지속적으로 시선을 마주친다. 2 초 이상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을 경우 미세하게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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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피적인 시선 인터랙션 (CGA, Constant Gaze Aversion)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사용자의 움직임 방향 반대로 

움직여 지속적으로 시선을 회피한다. 사용자가 로봇의 시선을 한쪽으로 유도하여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어려울 경우 사용자 방향으로 고개를 미세하게 기울였다가 다시 사용자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림으로써 시선 회피의 의사를 재표현한다.  

 

3) 사용자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 인터랙션 (MDGA, Mixture of Direct Gaze & Aversion)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 1)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인터랙션과 2)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인터랙션을 5-7 초씩 번갈아 가며 주고받는다.  

 

4) 사용자의 행동과 무관한 시선 인터랙션 (NI, Non-Interactive) 

사용자의 움직임과 관계 없이 움직인다. 좌-우, 상-하 움직임을 조절을 통하여 반복적인 직, 

곡선 움직임을 보인다. 
 

4.1.5 실험 설계  

 

(1) 독립 변인 설정  

 

본 실험에서는 로봇이 사용자에 대하여 취하는 시선 처리방법 및 사용자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다. 각 독립변인 중 시선 처리 방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4.1.4 로봇 시선 인터랙션 

디자인의 내용과 동일하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다.  

 

 

 

 

 

Figure 13. 독립변인- 시선 처리 방법 및 성별 

 

Constant Direct Gaze 

Constant Gaze Aversion 

Mixture of Direct Gaze & 
Aversion 

Non-Interactive  

Robot Gaze Type 

Male 

Female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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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 변인 설정  

 

본 실험에서는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로봇에 대해 로봇의 시선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게 되는 

로봇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다.  

 

  
 

Figure 14. 종속변인- 호감도 및 관심 

 

호감도와 관심이라는 평가척도는 사용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객관성과 평가의 용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객관화된 평가척도를 활용한다.  

 

①호감도  

 

사람이 로봇을 대할 때 느끼는 총체적 경험으로, 로봇의 표현이 인간과 

유사한지(Anthropomorphism), 로봇의 반응이 자연스러운지(Animacy), 로봇의 표현이 

호감적인지(Likability),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Perceived intelligence), 로봇이 

안전하게 동작하고 있는지(Perceived safety), 그리고 로봇이 사용자에 대하여 친밀한지 

(Intimacy capability)를 평가한다.  

 

평가용 설문지로는 바트넥이 제안한 The Godspeed Questionnaire Series 를 

활용한다(Bartneck, 2009). Godspeed Questionnaire Series 는 총 5 개 항목에 대한 각각의 

세부 질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실험 목적에 따라 부분활용 및 부분수정이 용이하여 로봇에 

대한 사용자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설문지이다. 본 실험에서는 바트넥이 제안한 

실험항목을 전부 적용하여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를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김영민의 연구 분석결과를 차용하여 로봇이 사용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 것 

같은지를 평가하는 로봇의 친밀도 표현에 대한 평가 (Intimacy capability) 항목을 추가하여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호혜성의 원칙에 의한 호감도 평가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Kim, 2011). 

 

최종적으로 본 실험에서 활용된 로봇에 대한 6 개의 호감도 평가 척도 평가 항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6 과 같다.  

Low ←------→High 

Likability 

Low ←------→High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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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호감도 평가항목 1) 인간과의 유사성 

Anthropomorphism (로봇의 표현이 인간과 유사한지를 평가) 

Fake (부자연스러움) 1 2 3 4 5 Natural (자연스러움) 

Machinelike (기계적인) 1 2 3 4 5 Humanlike (인간 같은)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1 2 3 4 5 Conscious (의식을 지닌)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Moving rigidly (딱딱한 움직임) 1 2 3 4 5 Moving elegantly (세련된 움직임) 
 
Table 2 호감도 평가항목 2) 자연스러움 

Animacy (로봇의 반응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 

Dead (죽은 듯) 1 2 3 4 5 Alive (살아있는 듯) 

Stagnant (정체되어있는) 1 2 3 4 5 Lively (생동감 있는) 

Mechanical (기계적인) 1 2 3 4 5 Organic (유기체적인)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Inert(자력으로 행동할 수 없는) 1 2 3 4 5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Apathetic (둔감한) 1 2 3 4 5 Responsive (반응을 보이는) 
 

Table 3 호감도 평가항목 3) 호감도 

Likeability (로봇의 표현이 호감적인지를 평가) 

Dislike (비호감인) 1 2 3 4 5 Like (호감 가는) 

Unfriendly (친밀하지 않은) 1 2 3 4 5 Friendly (친밀한) 

Unkind (불친절한) 1 2 3 4 5 Kind (친절한) 

Unpleasant (기분 나쁜) 1 2 3 4 5 Pleasant (기분 좋은) 

Awful (형편없는) 1 2 3 4 5 Nice (멋진) 
 

Table 4 호감도 평가항목 4) 친밀도 

Intimacy capability (로봇의 친밀도 표현에 대한 평가) 

Low loyalty (충성심 없는) 1 2 3 4 5 High loyalty (충성심 높은) 

Disliking (나를 매우 싫어하는) 1 2 3 4 5 Liking (나를 매우 좋아하는) 

Uninterested (나에게 무관심한) 1 2 3 4 5 Interested (나에게 관심 있는) 
 

Table 5 호감도 평가항목 5) 지능 

Perceived intelligence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Incompetent (무능한) 1 2 3 4 5 Competent (재능 있는) 

Ignorant (무지한) 1 2 3 4 5 Knowledgeable (유식한) 

Irresponsible (무책임한) 1 2 3 4 5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Unintelligent (지능 없는) 1 2 3 4 5 Intelligent (지능 있는) 

Foolish (지각 없는) 1 2 3 4 5 Sensible (지각 있는) 
 

Table 6 호감도 평가항목 6) 안전성 

Perceived safety (로봇이 안전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평가) 

Anxious (불안전한) 1 2 3 4 5 Relax (안전한) 

Agitated (흔들거리는) 1 2 3 4 5 Calm (안정감 있는) 

Quiescent (평이하게 움직이는) 1 2 3 4 5 Surprised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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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심 

 

사람이 로봇에 대하여 느끼는 관심 정도는 수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분석의 용이성 및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흥미나 관심과 관련성을 맺는 

수리적 평가척도를 모색한 결과, 사람이 로봇 앞에 머무른 시간(1)과 사람과 로봇간의 거리(2)로 

관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1) 시간 (Attention Duration)  

 

인터랙션 시간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개인전 등에서 관람객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Melton, 1936; Robinson, 1928; Hein, 2002). 구체적으로, 시간은 

관람객의 감상경험을 무리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unobtrusive)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Falk, 1982; Serrell, 1995).  

 

② -2) 거리 (Willingness for Interaction)  

 

두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프록시믹스 

(Proxemics)의 개념을 소개하였다(Hall, 1969). 대인관계 상황 하에서 양자간의 물리적 거리는 

두 객체간의 사회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홀은 양자간의 물리적 거리를 총 네 가지로 

분류했다. 친밀한 거리 (Intimate distance; 45cm 이내; 가족이나 연인 등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유지되는 거리), 개인적 거리 (Personal distance; 45~120cm;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거리),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120cm ~ 360cm; 회사 등 업무적/공적 관계에서 

사용되는 거리), 공적인 거리 (Public distance; 360cm 이상; 연설이나 강연 등 개인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가능 영역을 초과한 거리)가 그것이다.    

 

인터랙션상에서 개인의 거리 조절 행동 (distancing behavior)를 결정 짓는 요소에 대한 몇 

가지 모델이 있다. 아가일과 딘은 보상모델(The Compensation of Equilibrium Model)을 

제안했다(Argyle and Dean, 1965). 보상모델에서 양자는 상호간의 최적화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이 거리를 좁혀오면 다른 한쪽은 거리를 늘림으로써 양자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간다고 설명한다. 쥬라드와 프리먼은 보상모델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호혜성 

모델(Reciprocity Model)을 연구하였다(Jourard and Friedman, 1970). 호혜성 모델이란 

어느 한쪽이 표현하는 거리 조절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제시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른 한쪽도 상대방이 다가온 만큼 다가가는 것이 그 예이다. 파이어스톤과 카플란의 

연구인 매력매개모델 (Attraction-Mediation Model)에 의하면 인터랙션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 레벨에 의해 양자간의 거리가 결정된다고 한다(Firestone, 1977; K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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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패터슨은 매력변형모델(Attraction-Transformation Model)을 제안했는데, 이는 

호혜성 모델과 매력매개모델을 통합한 버전이다(Patterson, 1976). 초반 인터랙션을 통해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매력도가 높을 경우 어느 한쪽이 거리를 좁혀오게 되고, 이후 상호간의 

거리 조절 행동은 호혜성 모델의 원리에 따라 서로 가까워지게 되며, 반대로 초반 인터랙션을 

통해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매력도가 낮을 경우는 상호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카플란과 그의 동료들은 상호간의 눈맞춤이나 시선 응시가 거리 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모델은 패터슨의 매력변형모델이라고 설명한다(Kaplan et al., 1983).  

 

(3) 변인 통제  

 

본 실험에서는 실험 환경, 외부자극, 독립변인의 노출 순서에 따른 외부효과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실험 환경 및 실험 수행 방법을 통제하였으며, 피실험자의 남녀 성별을 같은 수로 

설정하여 성별로 인한 결과의 편향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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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수행 

 

4.2.1 파일럿 테스트  

 

실험의 설계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험에 사용된 로봇을 처음으로 

접하는 1 명의 피실험자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설문 및 인터뷰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전 사후 설문 및 실험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가늠해보았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설문, 관찰, 인터뷰로 분화하여 수집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했다. 

 

또한, 네 종류의 로봇 시선 인터랙션 디자인을 사용자가 접하는 순서에 따라 사용자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점에 착안하여 피실험자를 충분히 모집하고 각각의 피실험자가 서로 다른 순서로 

네 개의 인터랙션을 접하게 함으로써 각 인터랙션의 순서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총 네 종류의 인터랙션을 모두 경험한 이후 각각의 

인터랙션에 대해 평가하려면, 초반에 이루어진 인터랙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여, 각각의 인터랙션에 대한 경험과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함을 발견했다.  

 

반면, 첫 번째 인터랙션만을 경험 한 후 해당 인터랙션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내리는 데 

어려움을 보인 점, 두 번째 인터랙션까지 경험 한 후 해당 인터랙션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내릴 

때 첫 번째 인터랙션과의 차이점을 들어 감정 경험을 설명한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 문항은 

하나의 인터랙션이 끝난 후 즉각적으로 평가하게 하되, 인터뷰의 경우는 처음 두 개의 

인터랙션이 끝난 후 시행하여 비교대상을 제공함으로써 피실험자가 설명하기 용이하게 하되, 세 

번째와 네 번째 인터랙션의 경우는 각각의 인터랙션에 대한 설문지 문항 작성과 인터뷰가 

인터랙션 경험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실험자의 응답 용이성을 제고시키고 실험 수행의 

피로도를 감소시켰다.    

 

4.2.2 실험 대상  

 

본 실험에서는 독립변인의 종류를 4 가지로 구분하는데, 피실험자들이 각 변인을 접하게 되는 

순서에 따라 로봇에 대해 느끼는 인지적, 정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Ordering Effect)을 

방지하기 위하여 4 개의 변인이 생성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4*3*2*1 = 24)를 고려하여 

개수 표본은 총 48 명, 남자 24 명 여자 24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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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하여 평균 23.08 세 (SD 3.13) 의 10 대 후반부터 

30 대 초반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인지 능력, 지적 수준 및 

로봇에 대한 노출도 차이로 인한 오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슷한 연령과 학력 및 

기계기술에 대한 노출도를 지닌 대상을 추출하였다.  

 

4.2.3 실험 환경  

 

(1) 전체 환경 조성 

 

실험환경 내의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극적인 물품들을 모두 배제하고 공간 내의 색상을 

흰색 및 미색으로 통일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 조성은 사용자와 로봇간의 인터랙션이 미술관 

혹은 전시관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는 실험환경 설명에도 부합하였다.   

 

(2) 로봇과의 거리 관측 환경 조성 

 

로봇이 설치된 위치로부터 실험환경 벽면까지의 거리를 검은 테이프로 4 분할하여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사용자와 로봇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봇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검은 테이프선은 로봇으로부터 45c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홀의 Proxemics 

연구에 기반한 것이다. (Hall, 1969) 

 

(3) 카메라 촬영 환경 조성 

 

카메라는 실험환경 천장 모서리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로봇과 주고받는 행동 및 로봇과의 거리, 

로봇과 인터랙션 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로봇과 

인터랙션하는 데 있어, 촬영중임을 인식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 촬영 시 

불빛이 점등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전체 환경 조성, 로봇과의 거리 관측 환경 조성, 카메라 촬영 환경 조성을 마친 실험 환경의 

모습은 Figure 1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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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실험 환경(좌상)(우상)(좌하)(우하) 

 

4.2.4. 실험 방법  

 

(1) 실험 설명 

 

낯선 상황에 놓여진 로봇이 시선만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할 때에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갖게 

되는 호감도와 관심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세팅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설명했다. 사용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여를 개시했다. 실험자가 사용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7 실험설명 

“본 실험은 전시관 혹은 미술관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에 보이는 로봇에는 

총 4 개의 인터랙션 모드가 있고 모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합니다. 로봇 

작품을 충분히 즐기고 감상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실험에 임해주세요. 인터랙션 시작 

위치는 중앙에 보이는 굵은 선 바로 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준비 사인으로,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은 시작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주어진 공간을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이동해가며 로봇과 인터랙션 해주세요. 해당 

모드를 충분히 감상 및 이해하였고, 다음 모드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오른손을 들어 

인터랙션 중지 의사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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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수행 및 설문응답 

 

피실험자들에게 실험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실험을 수행하게 했다. 실험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실험자들은 시작 사인과 함께 시작 위치로부터 로봇에게 다가가거나 피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보이며 로봇과 인터랙션을 시도했다. 하나의 인터랙션에 대하여 충분히 감상하고 

이해한 경우 다음 인터랙션을 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게 했다.  

 

설문 응답은 실험 수행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은 양적 설문과 질적 설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양적 설문은 사용자가 경험한 4 개의 로봇 인터랙션에 대한 인간과의 유사성, 

자연스러움, 호감도, 친밀도, 지능, 안전성 등을 총 27 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5 점 만점으로 

수치화하도록 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응답하였으며, 질적 설문은 사용자가 경험한 각각의 로봇 

인터랙션에 대하여 해당 로봇에 대해 갖게 되는 호기심, 궁금증, 관심의 정도를 10 점 만점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양적 설문에서 활용한 설문지의 경우는 관련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평가척도이므로 분석 

단계에서 별도의 수정 없이 차용하기로 하였으며, 질적 설문에서 질의한 내용의 경우 

피실험자들이 감정의 이유를 더 편하게 설명 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분석 단계에서 직접 활용하지 않고 종합적 평가단계에서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총 4 종류의 인터랙션을 모두 경험한 이후 각각의 인터랙션에 대한 평가를 4 회 진행할 경우, 

초반에 이루어진 인터랙션 내용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 회의 인터랙션 실험을 

수행한 즉시 해당 인터랙션에 대한 설문응답을 진행하였다. 이 때, 첫 인터랙션의 경우 실험자가 

로봇에 대한 감정을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직관적인 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첫 번째 

인터랙션과 두 번째 인터랙션의 경우 두 개의 인터랙션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후 두 개의 

인터랙션에 대한 설문 응답을 진행하였다.  

 

실험 수행 및 설문 응답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5 - 
 

 
Figure 16. 설문 수행 및 응답 과정 

(3) 관찰 내용 

 

비디오 녹화를 통하여 사람이 로봇 앞에 머무른 시간(1)과 사람과 로봇간의 거리(2)를 

관찰하였다.  

 

①시간 (Attention Duration)  

 

본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은 4.2.4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봇과의 인터랙션 시간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사용자가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하여 

로봇에 대해 느낀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로봇의 네 가지 시선 처리 방법에 대하여 사용자가 

머무른 시간을 계측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②거리 (Willingness for Interaction)  

 

본 실험에서는 홀의 프록시믹스 연구와 패터슨 등의 매력매개 거리 조절 행동 연구에 

기반하여 각각의 독립 변인, 즉 로봇의 네 가지 시선 처리 방법 및 성별에 대하여 사용자가 

로봇과 유지한 거리를 측정하였다(Hall, 1969; Firestone, 1977; Kaplan, 1977; Patterson, 

1976). 4.2.3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 환경은 로봇이 설치된 위치로부터 실험환경 

벽면까지의 거리를 검은 테이프로 4 분할하여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사용자와 로봇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도록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 로봇으로부터 45cm 떨어진 위치에 구역 1 을 

지정하여, 구역 1 에 진입한 사용자는 로봇과 intimate 한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로봇에 

대하여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용자가 로봇의 각 인터랙션 모드에 대해 보내는 시간 중 구역 1 에 

머무른 시간을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험 설명 

인터랙션 1 
인터랙션 2 인터랙션 3 

1 설문응답 

2 설문응답 3 설문응답 4 설문응답 

인터랙션 4 

1 & 2 인터뷰 3 인터뷰 4 인터뷰 

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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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4.3.1 분석 방법  

 

로봇의 시선처리에 따른 호감도 효과는 설문 분석을 통하여 실시했다. 로봇의 시선처리에 따른 

관심 효과는 비디오분석을 통하여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비디오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가 

로봇의 네 가지 시선조절방법에 대하여 로봇과 인터랙션한 총 시간 (초), 및 사용자가 로봇의 네 

가지 시선조절방법에 대하여 로봇과 친밀한 거리를 유지한 시간(초)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로봇의 시선 처리에 대한 호감도, 상호작용 시간, 및 상호작용 거리를 

분석함에 있어, 네 가지 시선 처리 방법에 대한 종속 변수 결과 분석에는 반복 측정 분산분석 

(RMANOVA, 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활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네 가지 시선 

처리 방법에 대한 종속 변수 결과 분석에는 혼합변량분석(Mixed between-within subject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4.1.2 에서 세웠던 가설에 따라서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처리 방법에 따른 호감도 

형성 효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관심 형성 효과, 성별에 따른 로봇의 

시선처리 방법에 따른 호감도 및 관심 형성 효과 순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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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가설 검증  

 

[H 1]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호감도가 상이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형성하는 호감도가 

상이하게 드러났다. 로봇의 시선처리방법은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One-Way 

Repeated Measure ANOVA, Wilks’ Lambda = .553; F(3, 45)=12.108; p<.005;  

multivariate partial eta square=.447) 그러므로,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방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호감도 순위는 지속적 응시(CDG) – 응시회피복합(MDGA) – 지속적 회피(CGA) – 

인터랙션 없음(NI) 순으로 드러났다. Figure 17 은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호감도의 

분석 결과이다. 

 

 
Figure 17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호감도 

 

[H 2]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이다.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로봇과 상호작용 하는 시간이 상이하게 

드러났다. 로봇의 시선처리방법은 사용자가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One-Way Repeated Measure ANOVA, Wilks’ Lambda = .684; F(3, 45)=6.942; 

p<.005;  multivariate partial eta square=.316) 그러므로,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총 시간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처리방법에 따른 총 상호작용 시간 순위는 응시회피복합(MDGA) – 지속적 응시(CD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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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회피(CGA) – 인터랙션 없음(NI) 순으로 드러났다. Figure 18 은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의 상호작용 시간의 분석 결과이다. 

 

 
Figure 18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의 상호작용 시간 

 

[H 3]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거리가 상이할 

것이다.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로봇과 상호작용 하는 거리가 상이하게 

드러났다. 로봇의 시선처리방법은 사용자가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거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One-Way Repeated Measure ANOVA, Wilks’ Lambda = .715; F(3, 45)=5.992; 

p<.005;  multivariate partial eta square=.285). 그러므로,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로봇과 친밀한 거리에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처리방법에 따른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간의 총합 순위는 

응시회피복합(MDGA) – 지속적 회피(CGA) – 지속적 응시(CDG) – 인터랙션 없음(NI) 순으로 

드러났다.  Figure 19 는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의 상호작용 거리의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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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의 친밀거리 유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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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4]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호감도가 상이할 것이다.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형성하는 

호감도가 상이하게 드러났다. 사용자의 성별과 로봇의 시선처리방법은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Mixed between-within ANOVA, Wilks’ Lambda = .551; F(3, 44)=11.943; 

p<.005;  partial eta square=.177) 시선처리방법에 따른 호감도 순위는 남녀 모두 지속적 

응시(CDG) – 응시회피복합(MDGA) – 지속적 회피(CGA) – 인터랙션 없음(NI) 순이었다. 

인터랙션 없음을 제외한 모든 시선처리방법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호감도 

수치를 부여했다. Figure 20 은 성별에 따른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호감도의 분석 

결과이다.  

 

 
Figure 20 사용자에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호감도 

 

[H 5]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상호작용 시간이 상이할 

것이다.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형성하는 

상호작용 시간이 상이하게 드러났다. 사용자의 성별과 로봇의 시선처리방법은 상호작용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ixed between-within ANOVA, Wilks’ Lambda = .904; 

F(3, 44)=1.560; p<.005;  partial eta square=.096) 그러므로, 사용자의 성별과 로봇의 

시선처리 방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사용자와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총 시간에 영향을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성별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처리방법에 따른 상호작용 유지시간 순위는 남성의 경우 응시회피복합(MDGA) – 인터랙션 

없음(NI) – 지속적 응시(CDG) – 지속적 회피(CGA)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응시회피복합(MD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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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응시(CDG) – 지속적 회피(CGA) – 인터랙션 없음(NI) 순이었다. Figure 21 은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의 상호작용시간 분석 결과이다..  

 

 
Figure 21 사용자에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로봇과의 상호작용 시간 

 

 

[H 6]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른 상호작용 거리가 상이할 

것이다.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형성하는 

친밀거리 유지시간이 상이하게 드러났다. 사용자의 성별과 로봇의 시선처리방법은 친밀거리 

유지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ixed between-within ANOVA, Wilks’ 

Lambda = .950; F(3, 44)=.779; p=.512;  partial eta square=.050) 그러므로, 사용자의 

성별과 로봇의 시선처리 방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며, 로봇과의 친밀거리 유지시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성별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처리방법에 따른 친밀거리 유지시간 순위는 남녀 모두 응시회피복합(MDGA) – 지속적 

회피(CGA) – 지속적 응시(CDG) - 인터랙션 없음(NI)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로봇과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Figure 22 는 성별에 따른 시선처리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로봇과의 친밀거리 유지시간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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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사용자에 성별에 따라 로봇이 표현하는 시선 처리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로봇과의 친밀거리 유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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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결과 종합  

 

1) 로봇의 시선이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로봇의 시선은 사용자의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로봇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Constant Direct Gaze) 로봇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로봇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무작위로 행동할 때(No Interaction) 가장 낮은 호감도를 표현하였다. 

  

질적 설문 결과 내용을 참조하면, 로봇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경우, 로봇을 어린아이나 

친근한 동물에 비유하여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잘 따라하는 특성을 ‘더 자연스럽다’, ‘더 인간적이다’ 라고 평가하였다. 총 4 번의 

인터랙션이 동일한 로봇 플랫폼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웃는 표정으로 보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로봇이 사용자의 위치나 움직임을 추적하여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응시할 경우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로봇의 시선이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에 미치는 영향  

 

로봇의 시선은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갖는 관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심의 경우 

사용자가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전체 시간과 사용자가 로봇과 친밀한 공간 내에 위치하는 전체 

시간의 합으로 평가하였는데, 두 평가 항목 모두 로봇이 자신에 대해 시선을 고정하였다 

회피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Mixture of Direct Gaze & Aversion) 로봇과 가장 긴 시간동안 

인터랙션을 유지하였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인터랙션을 수행하였다.  

 

질적 설문 결과 내용을 참조하면, 로봇이 사용자에 대해 시선의 고정과 회피를 반복하는 경우, 

로봇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4-

5 살 청개구리, 혹은 사춘기 중고딩 같다’,’(이전 모드에 비해)감정이 변했나? 인격을 부여하게 

된다’, ‘헤어진 여자친구 같다’,’더 끌리는 기분이고, 이래서 밀당을 하나 싶다’ 등 로봇이 

의도적으로 관심과 회피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로봇의 예측 불가능성은 사용자가 로봇과 더 오래 상호작용하고, 로봇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더 다양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더 반응하게 할 수 있을까?’ 등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면, 

로봇의 예측 불가능성이 로봇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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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로봇이 사용자에게 충성하고 호감도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예측 불가능성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주인을 따르고, 섬기고, 복종하는데 반해) 기존의 

로봇의 개념과 다르니까 피하는 행동이 오히려 친밀도를 높여준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인간으로 치면 부정적일 텐데, 로봇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점이 귀엽다’ 등의 

인터뷰 내용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로봇이 사용자에 대하여 응시와 회피를 반복하여 인터랙션 할 경우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호감도와 관심의 결과 차이 발생 원인 분석  

 

호감도는 피실험자 본인이 평가하여 제출한 자기평정척도이며, 관심은 카메라를 통해 관찰된 

객관적인 측정 척도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 다룬 호감도와 관심의 가장 큰 차이이다. 즉, 

호감도는 사용자에 의해 ‘인지된’ 평가항목이며 관심은 사용자에 의해 ‘표현된’ 평가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평가항목의 결과가 상이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  

 

4.3.2 에서 언급된 6 개의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로봇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Constant Direct Gaze) 호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로봇이 자신에 대해 시선의 고정과 

회피를 반복하는 경우 (Mixture of Direct Gaze & Aversion) 관심이 가장 높았다. 즉, 

사용자들은 의식적이고 ‘인지적’으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로봇을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무의식적이고 행동적으로는 로봇이 자신에 대한 관심과 회피를 반복하는 경우 

가장 우호적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로봇이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응시할 경우, 로봇 자체에 대하여는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로봇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호기심이나 로봇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내 움직임에 잘 따라다녔고 … 더 깊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 ‘예측이 된다, 굳이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10 년 키운 

강아지를 보는 느낌이다, 때려도 찔러도 반응 없고 졸졸졸 쫓아다니는 강아지처럼 …’, ‘강아지 

같은 느낌, 너무 뻔하게…’ 등의 인터뷰 결과를 참조할 때, 로봇에 대한 높은 우호도와 낮은 

호기심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로봇이 응시와 회피를 반복할 경우, 회피요소의 영향으로 로봇 자체에 대한 우호도는 낮을 

수 있지만, 호기심이나 접근욕구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약간 어색하게 처음 만나보는 사람 

같다’, ‘따라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답답하다’ 등의 인터뷰 결과를 참조하면 지속적 

응시 모드에 비해 낮은 우호도를 짐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답답함’이나 ‘어색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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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로봇에게 더 접근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성별의 영향 분석 

 

성별은 로봇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 정도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감도의 

경우, 남성 사용자의 호감도가 여성 사용자의 호감도에 비해 높았던 반면, 관심의 경우 로봇과의 

전체 상호작용시간 및 친밀거리 유지시간 모두 여성 사용자의 호감도가 남성 사용자에 비해 더 

높았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로봇을 더 호감적으로 ‘인지’했지만, 행동으로 ‘표현’하는 관심이 적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로봇을 덜 호감적으로 ‘인지’했지만, 행동으로 ‘표현’하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호감도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보편적인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방과 더 많이 눈을 

맞추고, 상대방이 시선을 회피할 경우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관련 연구의 

사례에서 볼 때, 여성은 로봇과의 시선 응시를 더 기대하기 때문에 남성과 동일한 시선 응시에 

대해서도 덜 호감적으로 ‘인지’하고, 로봇의 시선 회피에 대하여도 남성보다 더 낮은 호감도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결과를 뒷받침할 남녀의 일반적 차이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으로 표현된 관심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고유한 보편적 

행동방식 및 사고방식에 차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험 환경 또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실험 환경상에는 로봇과 피실험자, 그리고 실험자 총 3 개 주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험자의 성별이 여성이었던 점이 남성 피실험자의 행동에 제약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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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결과의 

활용방안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5.1 요약 및 결론 논의 

 

로봇의 시선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자가 로봇에 대하여 

호기심이나 관심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다양한 학자들은 로봇의 시선 

제어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로봇의 시선 제어는 대화의 순서 

조절, 의도의 표현, 임무 수행도 향상 기능 등과 더불어 사용자가 로봇에 대하여 느끼는 

호감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로봇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양상 또한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외형적 정보만으로는 로봇이 가진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인간-로봇 

인터랙션 디자인을 통하여 사용자가 로봇에게 먼저 호감과 관심을 갖게 하고 접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 로봇이 시선 조절이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와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고찰에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가지는 호감도와 관심에 로봇의 시선처리가 주는 영향을 

밝혔다.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시선을 고정하거나, 회피하거나, 고정 및 회피를 반복하거나, 

사용자의 행동과 무관하게 시선을 처리했을 때에 각각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가지는 호감도와 

관심을 측정하고, 로봇의 시선처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의 시선 조절이 로봇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호감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로봇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응시할 때에 로봇에 대해 가장 호감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선의 고정과 회피를 반복하는 경우,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움직일 경우 순으로 호감도 순위가 형성되었다.   

 

둘째, 로봇의 시선 조절이 로봇에 대해 사용자가 표현하는 관심 형성(로봇과의 총 인터랙션 시간 

및 친밀거리 유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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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로봇이 자신에 대하여 응시와 회피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할 때에 로봇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봇과의 총 인터랙션 시간의 경우 시선의 

고정과 회피에 이어 시선의 고정, 시선의 회피, 사용자와 무관한 행동 순으로 관심 순위가 

형성되었으며, 친밀거리 유지시간의 경우 시선의 회피, 시선의 고정, 사용자와 무관한 행동 

순으로 순위가 형성되었다.  

 

셋째. 사용자의 성별이 로봇의 시선 조절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와 관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으로 평가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로봇을 더 우호적으로 인지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로봇에 대한 관심을 행동적으로 

더 많이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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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과 적용 

 

로봇의 적용범위 다양화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양상 다양화로 인하여 사용자가 처음 접하게 

되는 로봇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외적 정보만으로는 로봇의 사용 목적과 맥락, 기능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로봇과 인간의 관계형성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봇의 시선 조절을 통해 사용자가 로봇에 대해 갖게 되는 호감도과 관심을 

형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응시를 구현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를 

상승시켜 로봇과 인간간의 관계 형성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1) 일반적 인간-로봇 관계에 호기심 및 적절한 긴장감을 형성 

 

최근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관심 없는 듯이 행동하다가도 (밀기) 다시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당기기) 패턴을 반복하는 미묘한 심리싸움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호간의 기분 좋은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 ‘밀당’이라는 신조어가 생성되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비단 남녀간의 관계에서뿐 만 아니라 일반적 인간 관계에서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획득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있어 관심 획득은 호감도 형성에 비하여 덜 연구되어왔는데, 사용자에 

대하여 시선의 회피(밀기)와 응시(당기기)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로봇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로봇과 인터랙션 하는 시간과 로봇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시켜 로봇과 인간간의 관계 

형성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사회적 로봇에의 적용  

 

사용자가 로봇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시선 조절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공장 자동화 로봇이나 안내 로봇, 레스토랑 로봇 등 기능이 우선시 되는 로봇들과는 인간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사회적 로봇들은 호감도 이상의 관심도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에 대한 시선의 

회피와 응시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적절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  

 

최근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애인 로봇의 경우, 응시와 회피의 

반복을 통하여 연애 초기의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애인 로봇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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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로봇이 될 경우, 호감도를 증진시키는 지속적인 응시 패턴을 활용하여 친밀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되, 때때로 응시-회피 반복 패턴을 통해 긴장감과 호기심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같은 장난감 로봇이라 하더라도,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 로봇의 경우 시선의 응시-회피 

반복 조절을 통해 어린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로봇에 대한 탐구심을 배양할 수 

있으며,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목적인 로봇의 경우 지속적인 응시 패턴을 활용하여 

애착감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3) 로보틱 아트에의 적용  

 

근래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의 결과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를 표현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인터랙티브 로보틱 아트도 등장했다. 한편, 

인터랙티브 로보틱 아트의 경우 외형적 정보만으로는 제작자나 기획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람객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경우 인터랙션 자체가 촉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로보틱 아트 작품의 한 부분을 활용하여 관람객에 대한 응시와 회피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관람객의 총 인터랙션 시간 및 가까운 거리에서 인터랙션 할 확률이 상승되어 

개발자 혹은 기획자가 의도한 로봇의 의미나 가치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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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제시 

 

본 연구의 한계점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가능한 연구 과제를 도출해보았다.  

 

5.3.1 한계점 제시  

 

수행과정에서 파악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랙션의 부자연성  

 

본 연구는 전시 및 관람의 상황을 상정하여 제한된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의도와 기능을 

알기 어려운 로봇이 시선을 조절할 때에 로봇에 대해 느끼는 호기심과 관심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였으나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로봇을 접할 때 로봇의 시선이 가져오는 효과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실험자가 실험 환경 내에서 피실험자를 관찰하고 있었고, 피실험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실험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피실험자 집단의 획일성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이었다. 피실험자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은 이공학에 익숙하고 기계 및 로봇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피실험자 집단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사용자 집단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5.3.2 향후 연구 과제 제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부터 도출해낸 향후 연구 과제 및 본 연구의 뒤를 이어 진행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가능한 실험환경 설정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본 실험을 수행할 경우 전시 및 관람의 상황을 넘어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로봇을 대할 때 로봇의 시선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험자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도록 환경을 설정하여 피실험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통제되지 않도록 도모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실험 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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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실험자 집단의 다양화 

 

로봇의 다양화 및 일상화로 인해 이공계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인들도 로봇을 접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피실험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대상, 

어린이 및 초등학생 대상, 청소년 대상, 남성 대상, 여성 대상, 교사 대상, 직장인 대상, 예술전시 

관람객 대상, 등 나이, 성별, 직업 및 이들이 처한 상황을 다양화 하여 각 카테고리간의 비교 

연구를 수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별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로봇의 시선이 

로봇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와 관심을 형성하는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인터랙션 모달리티 추가 적용 

 

시선은 로봇의 훌륭한 모달리티이며, 단일 모달리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여타 모달리티 

연구의 발전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달리티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로봇의 시선에 집중했다. 따라서, 시선 모달리티가 사운드, 스피치, 

제스쳐 등 다양한 모달리티와 복합적으로 활용되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함으로써 인간-로봇 상호작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성격의 효과 검증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대로 로봇을 대하고, 인간사회에 대한 연구가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개선 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서로 다른 성격이 다양한 관계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로봇 시선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 및 관심 반응에 사용자의 성격이 관여할 수 있다. 빅 파이브 

성격 척도와 같이 측정이 용이한 성격 요소를 분석하여 각각의 성격 요소가 로봇 시선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도 및 관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실험 결과의 보편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피실험자 집단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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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참여 동의서 
 

O 실험명: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논문연구 실험 

O 실험수행자: 선 세 리 

 
 

 본인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 선세리 학생이 실시하는 연구를 위한 

실험 및 설문 참여에 동의합니다.  

 이 연구는 KAIST 의 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실험 및 설문 내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윤리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요구사항 또한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설문 진행 중 위의 문제점이 보여 참여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롭게 

실험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O 연구의 목적 

본인은 실험 수행자 선세리 학생의 석사과정 졸업논문연구의 일환으로 본 

실험을 실행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인터랙션 연구로 본인과 로봇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중 

생각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거나 설문에 응답해 달라는 요청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본인의 대답은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디자인하거나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소스로 사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제 행동을 녹화하거나 제가 말한 답변들을 녹음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혹은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설문 참여는 연구 출판 및 프레젠테이션 시 익명성을 유지하여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험 참여자는 숫자나 별칭으로 구분되어 데이터 및 저장 시 실제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 실제 이름을 포함한 개인 정보는 본 연구를 실시한 선세리 학생만 알고 있을 

것을 이해합니다.  

설문 기록 및 실험 내용은 실험수행자 본인이 직접 저장할 것이며, 본 연구를 

실시한 학생 외 다른 연구자들은 이 자료에 접근 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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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택 권한 

본인은 선세리 학생이 연구출판 및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설문 및 실험내용의 

일부를 활용 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 이상, 위의 정보 제공을 위해 권한을 부여합니다. 

 

 

_______예   ________ 아니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선세리 학생이 본인의 허락 없이 설문 자료를 

서면과 구두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본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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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실험 설문지 

 
KAIST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A Questionnaire for  
Master’s Degree Dissertation 

 
 
 
 
 
 
 
 
 
 
 
 
 

선 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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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Information 

실험 참가자 정보 

 
 
 
 
 

 
 
 

 
 

 
  

이  름 : ______________ 

 

나 이 (만) : ___________ 

 

성   별  :  여  /  남 

 

휴대폰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 

 

로봇 및 기계에 대한 친숙도 : 상 / 중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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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1 out of 4 

 

본 실험은 총 4 개의 작은 실험(A, B, C, D)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 실험자가 명시한 실험의 종류를 체크해주세요. 

 
(  ) A  (  ) B  (  ) C  (  ) D 

 
 

Anthropomorphism (로봇의 표현이 인간과 유사한지를 평가) 

Fake (부자연스러움) 1 2 3 4 5 Natural (자연스러움) 

Machinelike (기계적인) 1 2 3 4 5 Humanlike (인간 같은)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1 2 3 4 5 Conscious (의식을 지닌)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Moving rigidly (딱딱한 

움직임) 
1 2 3 4 5 

Moving elegantly (세련된 

움직임) 
 
 

Animacy (로봇의 반응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 

Dead (죽은 듯) 1 2 3 4 5 Alive (살아있는 듯) 

Stagnant (정체되어있는) 1 2 3 4 5 Lively (생동감 있는) 

Mechanical (기계적인) 1 2 3 4 5 Organic (유기체적인)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Inert(자력으로 행동할 수 

없는) 
1 2 3 4 5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Apathetic (둔감한) 1 2 3 4 5 Responsive (반응을 보이는) 

 
 

Likeability (로봇의 표현이 호감적인지를 평가) 

Dislike (비호감인) 1 2 3 4 5 Like (호감 가는) 

Unfriendly (친밀하지 않은) 1 2 3 4 5 Friendly (친밀한) 

Unkind (불친절한) 1 2 3 4 5 Kind (친절한) 

Unpleasant (기분 나쁜) 1 2 3 4 5 Pleasant (기분 좋은) 

Awful (형편없는) 1 2 3 4 5 Nice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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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cy capability (로봇의 친밀도 표현에 대한 평가) 

Low loyalty (충성심 없는) 1 2 3 4 5 High loyalty (충성심 높은) 

Disliking (나를 매우 

싫어하는) 
1 2 3 4 5 Liking (나를 매우 좋아하는) 

Uninterested (나에게 

무관심한) 
1 2 3 4 5 Interested (나에게 관심 있는) 

 
 

Perceived intelligence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Incompetent (무능한) 1 2 3 4 5 Competent (재능 있는) 

Ignorant (무지한) 1 2 3 4 5 Knowledgeable (유식한) 

Irresponsible (무책임한) 1 2 3 4 5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Unintelligent (지능 없는) 1 2 3 4 5 Intelligent (지능 있는) 

Foolish (지각 없는) 1 2 3 4 5 Sensible (지각 있는) 

 
 

Perceived safety (로봇이 안전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평가) 

Anxious (불안전한) 1 2 3 4 5 Relax (안전한) 

Agitated (흔들거리는) 1 2 3 4 5 Calm (안정감 있는) 

Quiescent (평이하게 

움직이는) 
1 2 3 4 5 

Surprised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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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2 out of 4 

 

본 실험은 총 4 개의 작은 실험(A, B, C, D)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 실험자가 명시한 실험의 종류를 체크해주세요. 

 
(  ) A  (  ) B  (  ) C  (  ) D 

 
 

Anthropomorphism (로봇의 표현이 인간과 유사한지를 평가) 

Fake (부자연스러움) 1 2 3 4 5 Natural (자연스러움) 

Machinelike (기계적인) 1 2 3 4 5 Humanlike (인간 같은)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1 2 3 4 5 Conscious (의식을 지닌)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Moving rigidly (딱딱한 

움직임) 
1 2 3 4 5 

Moving elegantly (세련된 

움직임) 
 
 

Animacy (로봇의 반응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 

Dead (죽은 듯) 1 2 3 4 5 Alive (살아있는 듯) 

Stagnant (정체되어있는) 1 2 3 4 5 Lively (생동감 있는) 

Mechanical (기계적인) 1 2 3 4 5 Organic (유기체적인)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Inert(자력으로 행동할 수 

없는) 
1 2 3 4 5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Apathetic (둔감한) 1 2 3 4 5 Responsive (반응을 보이는) 

 
 

Likeability (로봇의 표현이 호감적인지를 평가) 

Dislike (비호감인) 1 2 3 4 5 Like (호감 가는) 

Unfriendly (친밀하지 않은) 1 2 3 4 5 Friendly (친밀한) 

Unkind (불친절한) 1 2 3 4 5 Kind (친절한) 

Unpleasant (기분 나쁜) 1 2 3 4 5 Pleasant (기분 좋은) 

Awful (형편없는) 1 2 3 4 5 Nice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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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cy capability (로봇의 친밀도 표현에 대한 평가) 

Low loyalty (충성심 없는) 1 2 3 4 5 High loyalty (충성심 높은) 

Disliking (나를 매우 

싫어하는) 
1 2 3 4 5 Liking (나를 매우 좋아하는) 

Uninterested (나에게 

무관심한) 
1 2 3 4 5 Interested (나에게 관심 있는) 

 
 

Perceived intelligence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Incompetent (무능한) 1 2 3 4 5 Competent (재능 있는) 

Ignorant (무지한) 1 2 3 4 5 Knowledgeable (유식한) 

Irresponsible (무책임한) 1 2 3 4 5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Unintelligent (지능 없는) 1 2 3 4 5 Intelligent (지능 있는) 

Foolish (지각 없는) 1 2 3 4 5 Sensible (지각 있는) 

 
 

Perceived safety (로봇이 안전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평가) 

Anxious (불안전한) 1 2 3 4 5 Relax (안전한) 

Agitated (흔들거리는) 1 2 3 4 5 Calm (안정감 있는) 

Quiescent (평이하게 

움직이는) 
1 2 3 4 5 

Surprised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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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3 out of 4 

 

본 실험은 총 4 개의 작은 실험(A, B, C, D)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 실험자가 명시한 실험의 종류를 체크해주세요. 

 
(  ) A  (  ) B  (  ) C  (  ) D 

 
 

Anthropomorphism (로봇의 표현이 인간과 유사한지를 평가) 

Fake (부자연스러움) 1 2 3 4 5 Natural (자연스러움) 

Machinelike (기계적인) 1 2 3 4 5 Humanlike (인간 같은)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1 2 3 4 5 Conscious (의식을 지닌)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Moving rigidly (딱딱한 

움직임) 
1 2 3 4 5 

Moving elegantly (세련된 

움직임) 
 
 

Animacy (로봇의 반응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 

Dead (죽은 듯) 1 2 3 4 5 Alive (살아있는 듯) 

Stagnant (정체되어있는) 1 2 3 4 5 Lively (생동감 있는) 

Mechanical (기계적인) 1 2 3 4 5 Organic (유기체적인)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Inert(자력으로 행동할 수 

없는) 
1 2 3 4 5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Apathetic (둔감한) 1 2 3 4 5 Responsive (반응을 보이는) 

 
 

Likeability (로봇의 표현이 호감적인지를 평가) 

Dislike (비호감인) 1 2 3 4 5 Like (호감 가는) 

Unfriendly (친밀하지 않은) 1 2 3 4 5 Friendly (친밀한) 

Unkind (불친절한) 1 2 3 4 5 Kind (친절한) 

Unpleasant (기분 나쁜) 1 2 3 4 5 Pleasant (기분 좋은) 

Awful (형편없는) 1 2 3 4 5 Nice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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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cy capability (로봇의 친밀도 표현에 대한 평가) 

Low loyalty (충성심 없는) 1 2 3 4 5 High loyalty (충성심 높은) 

Disliking (나를 매우 

싫어하는) 
1 2 3 4 5 Liking (나를 매우 좋아하는) 

Uninterested (나에게 

무관심한) 
1 2 3 4 5 Interested (나에게 관심 있는) 

 
 

Perceived intelligence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Incompetent (무능한) 1 2 3 4 5 Competent (재능 있는) 

Ignorant (무지한) 1 2 3 4 5 Knowledgeable (유식한) 

Irresponsible (무책임한) 1 2 3 4 5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Unintelligent (지능 없는) 1 2 3 4 5 Intelligent (지능 있는) 

Foolish (지각 없는) 1 2 3 4 5 Sensible (지각 있는) 

 
 

Perceived safety (로봇이 안전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평가) 

Anxious (불안전한) 1 2 3 4 5 Relax (안전한) 

Agitated (흔들거리는) 1 2 3 4 5 Calm (안정감 있는) 

Quiescent (평이하게 

움직이는) 
1 2 3 4 5 

Surprised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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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4 out of 4 

 

본 실험은 총 4 개의 작은 실험(A, B, C, D)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 실험자가 명시한 실험의 종류를 체크해주세요. 

 
(  ) A  (  ) B  (  ) C  (  ) D 

 
 

Anthropomorphism (로봇의 표현이 인간과 유사한지를 평가) 

Fake (부자연스러움) 1 2 3 4 5 Natural (자연스러움) 

Machinelike (기계적인) 1 2 3 4 5 Humanlike (인간 같은)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1 2 3 4 5 Conscious (의식을 지닌)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Moving rigidly (딱딱한 

움직임) 
1 2 3 4 5 

Moving elegantly (세련된 

움직임) 
 
 

Animacy (로봇의 반응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 

Dead (죽은 듯) 1 2 3 4 5 Alive (살아있는 듯) 

Stagnant (정체되어있는) 1 2 3 4 5 Lively (생동감 있는) 

Mechanical (기계적인) 1 2 3 4 5 Organic (유기체적인) 

Artificial (인공적인) 1 2 3 4 5 Lifelike (생명을 지닌) 

Inert(자력으로 행동할 수 

없는) 
1 2 3 4 5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Apathetic (둔감한) 1 2 3 4 5 Responsive (반응을 보이는) 

 
 

Likeability (로봇의 표현이 호감적인지를 평가) 

Dislike (비호감인) 1 2 3 4 5 Like (호감 가는) 

Unfriendly (친밀하지 않은) 1 2 3 4 5 Friendly (친밀한) 

Unkind (불친절한) 1 2 3 4 5 Kind (친절한) 

Unpleasant (기분 나쁜) 1 2 3 4 5 Pleasant (기분 좋은) 

Awful (형편없는) 1 2 3 4 5 Nice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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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cy capability (로봇의 친밀도 표현에 대한 평가) 

Low loyalty (충성심 없는) 1 2 3 4 5 High loyalty (충성심 높은) 

Disliking (나를 매우 

싫어하는) 
1 2 3 4 5 Liking (나를 매우 좋아하는) 

Uninterested (나에게 

무관심한) 
1 2 3 4 5 Interested (나에게 관심 있는) 

 
 

Perceived intelligence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Incompetent (무능한) 1 2 3 4 5 Competent (재능 있는) 

Ignorant (무지한) 1 2 3 4 5 Knowledgeable (유식한) 

Irresponsible (무책임한) 1 2 3 4 5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Unintelligent (지능 없는) 1 2 3 4 5 Intelligent (지능 있는) 

Foolish (지각 없는) 1 2 3 4 5 Sensible (지각 있는) 

 
 

Perceived safety (로봇이 안전하게 동작하고 있는지 평가) 

Anxious (불안전한) 1 2 3 4 5 Relax (안전한) 

Agitated (흔들거리는) 1 2 3 4 5 Calm (안정감 있는) 

Quiescent (평이하게 

움직이는) 
1 2 3 4 5 

Surprised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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