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평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인간과 교감하는 감성로봇 관련 기술 및 개발 동향

요 약 

최근 들어 로봇 기술은 팔과 다리가 달린 인간형 로봇 휴머

노이드(Humanoid)와 같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히노애락(喜

怒哀樂)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 내는 지능형 감성로봇

(Emotional robot)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까지 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로봇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

니라 의료, 실버, 국방, 건설, 생활가전, 물류,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교육, 문화, 예술에도 접목을 

할 수 있어 넓은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교감하는 감성로봇의 개념과 주요 기술을 소

개한다. 아울러, 최근까지 연구 개발되었거나 제품으로 출시되

었던 감성로봇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논의한다.

Ⅰ. 서 론 

2016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나노기술, 사물인

터넷,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량, 3D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

를 아우르는 융복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선

포 했다[1][2].  다시 말해서, 다보스포럼은 증기기관(1차), 전기

(2차), 컴퓨터·인터넷(3차)에 이어 로봇이 이끄는 네 번째 산

업혁명이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종전의 세 차례 산업혁명과 비

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로봇산업 분야는 크게 제조업용 로봇과 전문서비스 및 개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산

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가 제조업용 혹은 산업용 로

봇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용 로봇은 사람 대신 반복적인 일

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 존재했으며 주로 공장이나 생산 제조

라인에서 사용되어왔다[3]. 최근 세계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 IFR)은 제조업용 로봇의 새로운 돌파구

로 인간 협업 로봇 활용 증가를 예상, 로봇은 3D(힘들고, 더럽

고, 위험한) 분야의 대체·보완,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

과 로봇의 협업 작업의 등장으로 일반인도 쉽게 로봇을 조작해 

제조업용 로봇의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4]. 로봇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다툼

도 치열하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에 로봇

을 적극 활용하는 ‘첨단제조 파트너십’을 추진하면서 2013년에

만 관련 분야에 22억달러나 투입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이 ‘세계 1위 로봇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하고 오는 2020년까

지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 45%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까

지 내놓았다. 일본은 아베 정부가 지난해 ‘로봇 신전략’을 발표

했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SK텔레콤 등을 중심으로 로봇 비

즈니스가 차츰 확대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는 전 세

계 제조업 공정 중 로봇 활용도가 25%까지 치솟는 2025년에는 

‘로봇 혁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다.

반면, 서비스용 로봇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로

봇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복합적인 하드웨어 기술로 구성된 로봇 

요소에 소프트웨어인 지능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계, 전자, 정보, 생체공학의 복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제조업용 

로봇이 발전 단계상 성숙기에 진입했다면, 외부환경을 인식하

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빠르게 확대되

고 있다. 특히, 지능형 로봇은 의료, 실버, 국방, 건설, 생활가

전, 물류, 드론은 물론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과 융합되어 활용도

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하나인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감성로봇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6]-[13]. 감성로봇을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최근에 개봉되었던 국내외 영화

를 떠올리는 것이다. 2014년 개봉한 ‘HER’에서 컴퓨터인 사만

다는 인간과 연애를 즐기고, 2015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5’의 

T-800은 인간인 사라코너의 아버지처럼 행동하며, 2016년 1월

AUGUST·2016 | 19

로봇 기술 편집위원 : 김평수(한국산업기술대)



에 개봉한 국내영화 ‘로봇, 소리’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

억하는 로봇이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를 도와

준다. 특히, 로봇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지닌 휴머노이드를 넘

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수 많

은 데이터를 축적, 저장, 분석까지 수행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

능까지 탑재한 로봇이다. 이러한 영화 속에서의 감성로봇의 실

제 역사는 1999년 일본 소니사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감성 지

능형 완구 로봇 애완견인 아이보(AIBO)부터 일본발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렸던 지난 2015년 일본 소프트뱅크가 출시한 페퍼

(Pepper)까지 무려 20년 정도로 짧지 않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감성로봇의 개념과 

주요 기술을 다룬다. 3장에서는 최근까지 연구개발 되었거나 

제품으로 출시되었던 감성로봇의 제품 동향을 다룬다. 4장에서

는 감성로봇과 다른 신기술과의 융합 전망을 다룬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감성로봇의 개념과 주요 기술 

1. 제조업용 로봇

이미 언급했듯이, 로봇산업 분야는 크게 제조업용 로봇과 전문

서비스 및 개인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

[3][4]. 이중에서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조선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사

용되는 로봇을 제조업용 로봇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용 로봇은 

사람 대신 반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 존재했으며, 주로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사용되어왔다.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환경에서 반복 작업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

문에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며, 이에 다라 로봇의 연구는 제어 관

련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세계로봇연맹(IFR)은 제조업

용 로봇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간 협업 로봇 활용 증가를 예상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과 로봇의 협

업 작업의 등장으로 일반인도 쉽게 로봇을 조작해 제조업용 로

봇의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스스

로 인식하고, 상황 판단을 하며, 자율적으로 동작하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청소, 경비, 오락, 애

완, 소셜 활동, 노인/재활지원, 가사지원 등에 사용되는 개인서

비스 로봇과 재난극복, 군사/사회안전, 건설작업, 의료, 원전, 

해양수산, 우주탐사 등에 사용되는 전문서비스 로봇 구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개인 서비스 로봇의 일종으로 인간

과 교감할 수 있는 감성로봇(Emotional robot)에 대해 다루고

자 한다. 

2. 지능형 감성로봇

기존 제조업용 로봇은 물론 다른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같이 

감성로봇 역시 여러 가지 기술들로 구성이 된다. 그 중에서 크

게 차별화 되는 기술은 역시 로봇이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성로봇의 감정 시스템은 주요 기능인 인지 과정 및 

그에 따른 기능 수행의 과정에서 인간과의 친밀한 교감을 가능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감성로봇의 감정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감성 인

식”과 로봇이 감성을 느끼고 그에 따른 행동을 생성하는 “감성 

모델”, 로봇 플랫폼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이다. 사람의 감정 시스템은 모든 인지 기능과 신체 

상태를 바탕으로 정신 및 신체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

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내적 상태는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사람 사이의 의사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와 같은 감정의 역할을 로봇에 반영하기 위해 일종의 인

공 감정 시스템이 로봇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감정 시스템을 구

성하는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7]-[10].

가. 감정인식 기술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지난 1월 애플에 인수된 미국 얼굴인식기술 전문

기업인 이모션트(Emotient)는 구글 글래스를 통해 사람의 감정

을 읽어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얼굴 표정을 

통해 사람이 어떤 감정 종류를 가졌는지, 감정의 강도가 어느 정

도 인지, 그리고 미세표정까지도 읽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소

개하겠지만, 2015년 소프트뱅크에서 개발 출시한 로봇 페퍼도 

사람의 얼굴을 관찰해 감정을 인식하고 이런 데이터를 오랜 시

간 학습하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다. 로봇 페퍼가 발표되던 자리

에는 일본 배우들이 로봇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상황이 연출되

기도 했다. 이 오디션은 로봇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인식해 어

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 사례다.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얼굴 표정뿐 아니라 음성과 대화 내용도 활용될 수 있다.  

감정 인식 기술은 텍스트 기반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호주 연방과학원(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과 시드니에 위치한 블랙독연

구소(Black Dog Institute)의 연구진은 트위터에 올라오는 다

양한 글의 단어를 분석해 지역별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지역별 사람들의 감정 상태와 범죄율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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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확인해보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 정서폭풍(Emotional 

storm)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예보할 수도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MIT 미디어 랩의 연구진들은 소설책

의 텍스트를 분석해 주인공의 감정을 인식 또는 추출하고 그 감

정에 맞는 불빛, 진동, 온도, 심박·떨림 등의 시뮬레이션을 사

람에게 전달하는 기술 및 응용 분야를 소개했다.

나. 감정표현 기술  

감정인식 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로봇 시스템에 응용되고 있지

만, 사람과 로봇의 직접적인 정서 교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

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사용해 온 감

정 표현들을 로봇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직

관적인 정서 교감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로봇 

페퍼도 사람의 상체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디자인 되었다. 실제

로, 다음 장에서 소개될 여러 감성로봇들은 사람의 특징을 닮은 

다양한 로봇으로 개발돼 사람과 로봇의 사회적 정서적 교감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개발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코비안(Kobian)은 전신을 이용해 코미디언처

럼 행동하는 표현을 한다. 로봇은 놀라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제스처와 목소리로 로봇의 행동을 표현한다. 로봇 페퍼도 발표

회 현장에서 손정의 회장과 교감하며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사

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제스처를 보였다. 다만, 다양한 로봇들

이 개발되고 로봇의 표현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로봇의 

표현들은 사실 사전에 미리 정의된 패턴들의 ‘녹화된 표현’이라

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로봇이 정말 지능과 감정을 가지고 표

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되

어야 할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 

다.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HRI)

HRI(Human-Robot Interaction) 기술은 로봇이 사용자 의

도를 판단하고, 적합한 반응과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간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판단-표현 기술

이다. 인간과 로봇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인지적/정서

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로봇시스템 및 상호작용 환경을 디

자인, 구현 및 평가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로봇이 인간과의 자

연스러운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용자의 의도를 종합

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반응 및 행동을 할 수 있다. 로봇

이 가지는 자율성, 상호작용의 양방향성, 상호작용 또는 제어 

수준의 다양성 등에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HRI 기술은 인간의 지각, 인지, 표현 기능을 모사함으

로써 로봇에 생명을 불어 넣는 로봇 핵심 기술로 개인서비스 로

봇뿐 아니라 전문서비스 로봇 및 타 서비스 분야까지 폭넓게 적

용될 수 있어 로봇융합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큰 기술

이다. 최근 HRI 기술은 시장 참여자와 기술 공급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목표성능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사

용하여 실제 서비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시장지향의 개방형 

HRI 기술(HRI2.0)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맞춰 스스

로 서비스하는 HRI 기술(HRI 3.0)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Ⅲ. 감성로봇의 실제 사례 

본 장에서는 최근까지 실제로 연구개발 되었거나 제품으로 출

시된 다양한 감성로봇에 대해서 소개한다. 

1. 아이보 (AIBO, Sony, 1999)

인공지능을 뜻하는 AI와 로봇의 BO를 뽑아 만든 합성어로 이

름이 지어진 아이보는 1999년 5월 소니에서 발표한 세계최초의 

감성지능형 완구 로봇이다. 아이보는 애완동물을 대체하는 개

념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옵션과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의

해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기쁨, 슬픔, 성냄, 놀람, 공포, 혐

오 등의 6개의 감성과 성애욕, 탐색욕, 운동욕, 충전욕 등의 4

개의 본능이 구현되어 외부의 자극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감성과 본능 수치가 항상 변화한다. 출시 당시 약 23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던 아이보는 2006년 생산을 중단하고, 

2014년 수리 서비스마저 종료하게 되었다. 2015년 일본에서는 

수명이 다한 아이보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 자신이 직접 키우

던 애완견을 떠나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처럼 로봇 역시 그

들에게는 가족이었던 것이다.

2. 키스멧 (Kismet, MIT, 1999)

MIT의 인공지능연구실에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연구

그림 1. 소니의 아이보(A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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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터키어의 ‘행운’을 의미하는 말에서 이름 붙여진 키

스멧(Kismet)을 개발하였다. 키스멧은 함께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표정과 움직임이 달라지는 등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감성지능형 로봇이다. 안구에 들어가 

있는 CCD 카메라와 소형 무선 마이크 등으로 주위의 상황을 인

식하고 눈썹, 눈꺼풀, 안구, 입술, 귀 등 인간과 같은 얼굴 모양

을 사용하여 기쁨과 슬픔, 놀라움, 웃음 등 매우 많은 표정을 보

여준다.

3. 파페로 (PaPeRo, NEC, 2001)

NEC사의 파페로(PaPeRo)는 가정 환경에서 사람들과 함

께 생활 가능한 개인용 로봇을 목표로 1997년 연구를 시작하

여 2001년 제품으로 출시한 감성로봇이다. 파페로는 성격, 

욕구 및 감성의 3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행동모델을 구성한

다. 파페로는 적극성(Extroversion), 협조성(Agreeability), 

지성(Intellect), 근면성(Conscientiousness), 정서 안정성

(Emotional stability)의 5개의 요소 중에서 3개의 요소를 사용

하여 성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요소에 대하여 파페

로가 행동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파페로는 사용 자에게 일기 예보를 알려주고, 게임을 제안하거

나 댄스를 선보임으로써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협조성이 높

은 파페로는 사용자가 ‘댄스 해’라고 명령 하자마자 댄스를 시작

하는 반면, 협조성이 매우 낮은 파페로는 사용자가 부탁해도 거

절한다. 지적인 파페로는 뉴스를 읽을 때 표제뿐만 아니라 내용

까지 읽어 준다.

4. SDR-4X (소니, 2002)

소니가 2002년 3월에 발표한 감성지능형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다. 이 로봇은 인식 가능한 단어 수가 5~6만 개 정도이며 사

람의 얼굴도 10명 정도 까지 인식 가능하며 자신을 부르는 사람

에게 간단한 대답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다. 특히 악

보나 가사를 입력하여 음성합성에 의한 비브라토를 포함한 가

성을 생성, 감성이나 동작에 맞춘 노래 부르기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가능하다. 

5. 파로 (PARO, AIST, 2003)

파로(PARO)는 일본 산업기술 총합연구소(AIST)와 마이크로제

닉스(MJ) 주식회사가 1993년부터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2004

년 출시한 바다표범형의 정서 위한 로봇이다. 파로의 울음 소리

는 바다표범 새끼의 울음 소리를 사용한다. 파로는 사람의 행동

을 보조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나 평온함 등의 정

신적인 영향을 주어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며, 로봇을 이용한 매개 치료(Robot therapy)에 사

용되고 있다. 파로에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센서가 있어 접하

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를 느낀다.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빛의 변화(밝음, 어두움)를 감지하고, 촉각 센서를 이용하여 쓰

다듬거나 때리는 것을 인식하고, 청각센서를 이용하여 음원의 방

향을 추적할 수 있다. 파로는 이동성을 최소화 하고, 인간과의 접

촉을 통한 감성 교류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내ㆍ외부 자극에 대

한 행동의 형태도 활동적이거나 다양하지는 않다. 파로의 행동 

생성 시스템은 Proactive와 Reactive 프로세스의 두 가지 계층 

구조로 구성되고, 3가지 형태의 행동(Proactive, Reactive and 

Physiological)을 생성한다. Proactive 행동은 주로 내적 상태, 

그림 2. MIT의 키스멧(Kismet)

그림 4. 소니의 SDR-4X

그림 3. NEC의 파페로(Pa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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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생체리듬 등을 기반으로 상태 전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성된다. Reactive 행동은 주로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또한 Physiological 행동은 졸림 및 생체 리

듬의 변화 등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6. 코비와 래비 (Kobie & Rabie, ETRI, 2007)

코비(Kobie)와 래비(Rabie)는 2007년 ETRI에서 개발되었으

며 네트워크 기반 감성표현 핵심기술이 탑재된 국내 최초의 네

트워크 기반 감성로봇이다. ETRI는 2007년 정보통신부 ‘능동

형 URC 서버 프레임워크 개발과제’를 통해 놀람, 기쁨, 슬픔 등 

로봇의 7가지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의 감

성표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로봇에 탑재하였다. ‘코비’에는 네

트워크를 이용, 로봇이 표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저가의 임베

디드 하드웨어 모듈에서 구현함으로써 고가형 PC 보드를 채택

한 기존 감성로봇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네트워크

를 통해 다양한 응용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하였다. 특히 ‘코비’

는 코알라 모양의 형태로 접촉행동 중심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

자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과 흥미를 줄 수 있어 향후 심리적 안정

감이 필요한 환자의 로봇 매개 치료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세

우기도 했다 ‘코비’의 몸은 센서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어 이를 

인식, 감정을 생성함으로써 상황 별 실제 생물과 비슷하게 몸

을 쭉 펴거나 움직이는 행동도 보여주며 사용자의 얼굴도 인식

해 시선을 맞출 수 있다. 로봇 ‘래비’는 토끼와 모양이 비슷해 이

와 같이 명명됐으며 ETRI가 2006년 개발에 성공한 추론엔진

인 ‘보쌈(Bossam)’을 이용, 영어 스무고개도 100문제 가량 탑재

되어 있는 등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모니터링 로봇이다. ‘래비’

는 네트워크 로봇으로서 어린이와 놀아주거나 원격지에서 로봇

이 보낸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집안의 경비나 어린이 돌보기가 

가능해지며 교육용 컨텐츠로도 활용 가능하였다. 또한, ‘래비’는 

로봇의 눈에 동작기능이 이모티콘으로 표현되어 놀람, 이해, 재

촉 등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렛츠 플레이’라고 명명

하면 스무고개 게임도 영어로 주고 받으며 눈을 통해 카운팅도 

하고 대답을 하는 등 기존 로봇에 비해 상호교감을 크게 높였

다. 아울러 래비는 터치센서를 장착, 토끼처럼 팔, 귀를 움직이

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7. 나오 (NAO V5, Aldebaran Robotics, 2014)

나오(NAO V5)는 2008년 첫 출시된 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

드되어 2014년 4월에 출시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이 탑재된 교육과 연구 및 엔터테인

먼트용 로봇이다. 나오는 수학과 물리, 컴퓨터 과학 등 로봇 관

련 과목을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나

오 구매 시 제공되는 ‘코리그라피(Choregraphe)’ 등 소프트웨

어들을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래밍 하면서 로봇을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간편한 소프

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의 제스처를 로봇이 모방하도

록 조작하거나, 방 안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찾아가도록 재설계

하면서 손쉽게 로봇 관련 지식을 익힐 수 있다. 교사들도 나오

를 활용해 수학이나 물리학, 컴퓨터 과학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

로 가르칠 수 있다. 58cm 크기의 로봇 나오에는 촉각 센서, 초

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물리력 감지 센서 등이 장착돼 있을 뿐 

아니라 인텔 아톰 등 2개의 CPU도 갖추고 있다. 

그림 5. AIST의 파로(PARO) 그림 6. ETRI의 코비(Kobie)와 래비(Rabie)

그림 7. Aldebaran Robotics의 나오(N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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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퍼 (Pepper, 소프트뱅크, 2015) 

페퍼(Pepper)는 Softbank Robotics Holdings가 2015년 6월 

출시한 가정용 로봇으로 가사 업무 보다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농담이나 동작으로 사용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용도가 핵심이다. 이 외 사용자가 요청한 각종 정보

를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페퍼의 크기는 120cm로 무게는 

28kg에 시속 3km로 이동이 가능하며, 일본어,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로 대화가 가능하다. 페퍼의 가격은 약 200만 원대로 

소비자의 경우 3년 약정에 월 22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소

프트뱅크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일반용 페퍼는 총 

7000대이다. 매달 페퍼 생산량이 1000대 씩 이던 상황에서 이

는 생산과 동시에 매진됐다는 뜻이다. 

페퍼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로봇이다. 시장을 선점하고 클

라우드로 업데이트 되는 빅데이터를 구축, 데이터 학습을 시

켜 성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판매 수익보다 매월 이용

요금과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수익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이것

이 소프트뱅크가 페퍼를 생산원가 이하로 파는 이유라 할 수 있

다. 페퍼는 스스로 움직이는 가족용 로봇이 출시되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인식 수준이 사람과 대화

하는 것과 같이 빠른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수

준이며, 사람의 표정을 읽고 농담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려

동물과 유사하게 가족과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페퍼가 그리는 궁극의 미래는 과거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새롭게 등장, 생

태계가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페퍼를 중심으로 새로운 IT 세상

을 소프트뱅크가 그리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페퍼월드 2016에

서 발표한 페퍼가 활용되는 구체적인 분야는 일반 매장에서 서

비스 접수와 관광안내,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등 네 가지 분야에서 페퍼가 진화 중이다.

9. 공쯔소백 (公子小白, Gowild, 2016)

최근 중국 로봇 개발사인 ‘고와일드(Gowild, 狗尾草)’는 중국 

최초의 지능형 감성로봇  ‘공쯔소백(公子小白)’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은 키 26cm, 무게 2.5kg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운영되며, 자기 학습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람과 대화할 수 있으며 날씨정보, 아침뉴스, 스케줄 등

을 알려준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 개인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 공쯔소백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안전

감과 신뢰감이 결여된 직장인 등을 위해 개발되었다. 스타워즈

의 BB-8 로봇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머리 부분을 

회전할 수 있으며 대화하는 상대 방을 향해 감정 표현이 가능하

다. 강력한 기능의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징동닷컴’과 ‘고와일드스토어’를 통해 판매에 들어갔

으며 가격은 1880위안이다. 로봇은 흰색 제품과 회색 제품 2개

종으로 나왔다.

10. 나딘 (Nadine, 싱가포로 난양공과대학, 2016) 

나딘(Nadine)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인

간과 자율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감성 지능을 갖춘 로봇이

다. 감성로봇 나딘은 특정인과 이전에 나눴던 대화를 회상할 수 

있고 인간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지능형 행동을 할 수 

있다. 나딘의 외양과 이름은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난양공과대

학 미디어 혁신 연구소의 나디아 툴만 소장에게서 따온 것이다. 

나딘은 이미 오래 전에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했는

데,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어 컴퓨터의 반응을 인

간의 반응과 구별할 수 없다면 해당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췄

다고 간주하는 실험이다. 나딘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휘력과 지식을 확장해 나간다.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과 다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딘을 개발그림 8. 소프트뱅크의 페퍼(Pepper)

그림 9. Gowild의 공쯔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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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진은 나딘과 같이 인간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로봇이 치매나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

인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연구진은 나딘

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1. 지보 (Jibo, MIT 미디어랩, 2016)

지보(Jibo)는 소셜 로봇(Social robot) 분야의 개척자로 알려

진 MIT 미디어 랩의 Cynthia Breazeal 교수가 개발한 가족용 

소셜 로봇으로 2014년 8월 Indiegogo를 통해 펀딩을 완료했으

며, 2016년 소비자용 단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소비자용 단말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2015년 9월 지보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상당히 귀여운 수

준이다. 지보는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를 구별하고 개개인의 정

보를 기억해서 유대감을 이끌어내는 가정용 로봇으로 평가 받

고 있다. 지보는 동작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면 및 음성을 인

식하며, 단말 전체에 터치 센서를 적용해 사용자의 터치에 반

응하고 스마트 단말과의 연동을 통해 알림 기능과 가정 내 가

전 제어 기능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가격은 499달러 수준이다. 

2015년 1월 RRE Ventures를 주축으로 Samsung Ventures, 

Formation 8, Flybridge Capital, LG, Acer, KDDI 등으로부

터 2,530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으며, 2015년 12월

에는 Fenox Venture Capital, Ningbo GQY 등의 중국 업체들

로부터 1,600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지

보의 경우 사람이 들고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성에는 제

한이 있으나, 기본적인 정보 검색에서부터 가정 내 스마트 가전 

제어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 내 구성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감성로봇의 향후 전망 

최근의 감성로봇은 단순 감정 표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

여 감정을 파악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데이터베

이스로 가지고 있고 또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

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게다

가 거리 측정 센서, 모션 센서, 터치 센서 등의 활용으로 감성 

인식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추세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다양한 SNS

를 포함하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 저장, 분석까지 수행

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능을 탑재한 감성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아울러, 로봇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는 무인 비행체 

드론에도 감정의 필요성을 논하기 시작하고 있다[11]-[13].

지난 2016년 1월말에 개봉한 국내영화 ‘로봇, 소리’에서는 세

그림 11. MIT의 지보(Jibo) 그림 12. 영화 속 인공지능 로봇

그림 10. 난양공과대학의 나딘(Na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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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이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를 도와준다. 특히, 로봇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지닌 휴머노이드를 넘어서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빅데이터 

처리 기능까지 탑재한 로봇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영화 ‘HER’

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이자 스스로 습득하고 발전하며 

인간의 감정까지 가지게 된 로봇 사만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

스’에 등장하는 로봇 R2D2, ‘인터스텔라’에서 최적의 방법을 스

스로 모색해 알려주는 로봇 타스, ‘채피’ 에서 생존을 꿈꾸는 로

봇 채피도 딥러닝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을 갖게 된 로봇들이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감성로봇 페퍼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사랑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HER’에서 사람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과거 인공지능은 패턴을 분석해서 학

습 체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학습 과정을 

모방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근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바둑 대결

로 관심을 모았던 알파고 역시 스스로 학습을 통한 지능형 컴퓨

팅 플랫폼을 갖춘 로봇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시

하고 있다.

V. 결론 

향후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규격화되고 사용자가 직접 앱을 개

발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감성로봇이 스스로 배워가며 그 정보

를 인터넷에 올려 다른 감성로봇과 공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감성로봇과 인간이 교감하고 더 나아가 감성로봇

끼리 교감하는 동반자 역할의 로봇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세계적 수준의 로

봇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에 미래 신산업분야에서 지능형로봇

에 700억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9조7천억원에 달하는 로

봇생산 목표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로봇 개발이 

중소기업 중심이고 연구개발 자금이 해외 선진국들에 매우 부

족해 상용화가 더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공

지능 감성로봇에 탑재될 딥러닝 기술을 개발할 소프트웨어 개

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냐가 관건이다. 현재 국내 여건에서 무

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로봇기업 간 파트너십에 기

초한 분야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글로벌 정보의 교

류, 공동마케팅, 신제품의 공동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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