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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최근 하고 는 1  가  내 개  직 할 수 는 심리  감  해결할 수 는 안

로 간과 로 통할 수 는 로  역할 탐색에 목  다.  헌연 를 통해 로  

 특징  악 후 로  과 미래 망  하 다. 를 로 향후 로  재  수 가 

 수도 에 거주하는 만 20  상 30  하  1  가 를 상 로 심층 뷰를 하여 사용  경험 측 에  

로 에게 필 한 역할  리하 다. 그 결과 든 실험 는 신에게만 특 어 상 용할 수 는 로  

필 하다고 답했 나, 로 과  애착  필 에 해 는 개 마다 차 를 보 다. 를 통해 개 별 생  

식  향 등에 라 로 에게 하는  다르다는 것  악하 다. 라  향후 로  간  삶 

에 리매 하  해 는 개별 맞춤  로  술 개 과 사용  경험 측 에  고려가 필 하다는 함

를 도출할 수 었다.

주 어 : 사용  경험, 로 , 1  가 , 미 , 심층 뷰

Abstract  The study evaluates exploration of social robot's role which can emotionally communicate with 

human as an alternative to heal psychological isolati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t first, I conduct a study 

on literatured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robot then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Based on this, I organized the requirements of social robot in aspect of user experience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twenties single-person household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could be 

potential customers. As a result every subject require social robot specialized to them through accumulated 

interaction. On the other hand, degree of attachment with social robot is different from subjects. Hear by I 

realize every subject require social robot to different and various functions according to their lifestyle and 

personality. Therefore I could draw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that technical development in 

aspect of personalized user experience is necessary for social robot to settle in to human's lif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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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과 목

본연구는 1인가구 생활 방식에서 소셜로 의 역할을

탐색한다. 오늘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클라

우드 기술 등이 로 과 목해 인간과 상호작용 기능이

강화된 소셜로 의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IT 업계

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소셜로 ’을 지목하고 나섰다[1]. 재 소셜로

은 물리 인 도움 외 정신 인 부분에서 사람에게 도움

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 다[2]. 소셜로 은 구 홈

아마존 에코와 같은 기술 능력을 구비하는 단순 인공

지능의 역할을 넘어서 별도의 인격체로서의 가능성을 주

목받고 있다. 로 의 큰 흐름으로 소셜로 이 속속 등장

하고, 이 로 들이 인간의 삶에 녹아들어 함께 생활하게

되면 청소 로 이상의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문가

들은 상하고 있다. 어느덧 로 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

와 있다[3]. 과연, 소셜로 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

어와감성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있

을까? 소셜로 이 단순히 물리 인 수행을 하는 기계장

치의 역할이 아닌 정신 부분까지 향을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생활 방식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소셜로 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에 목 이 있다.

1.2 연  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 을 토 로 사용

자 경험 측면에서 소셜로 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셜로 의 이론 고찰 과정을 거친 후 사용자

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사용자 조

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악하기 하여 정성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1인 가구

를 기 으로 실험 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여 소셜로 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도출하 다.

2. 론  경

2.1 로   특징

소셜로 이란 사람과 화를 하고 교감하는 감성

심의 로 을 의미한다[4]. 즉, 인간이나 동물과 유사한 체

형을 가지면서, 신체를 움직여 희노애락을 표 하며 인

간과 로 이[5] 교류하며 일상 인 의사소통과 교감을

하고 상 행동에 응해가는 사회 인 행동이 가능한

지능형 로 을 말한다[6]. 이것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소셜로 에 내재한 요한 함의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화 로 이다. 소셜로 은 사람

과의 자연스러운 화를 통해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악하고 그것에 맞춰 작동한다. 한, 단지 명령을 수행하

는 기계가 아니라, 화 상 로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악하고 로 자신의 감정 상태도 사람에게 달하는 식

으로 정서 인 상호작용을 한다. (2) 자율 로 이다. 소셜

로 은 사람이 명령을 내렸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

라, 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규칙에 따라 주변 환경

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율 인 행동을 수행한다. 한, 소

셜로 은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사물과도 통신을 하면서

명령을 내리거나 상태를 악한다. (3) 학습 로 이다. 소

셜로 은 사람과의 상호작용 는 자율 으로 동작하면

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사람과 화하는 능력과 자율

으로 동작하는 능력이 지속해서 개선된다. 사용자에게

더 최 화되고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7]. 사람과 상

호작용하고 자율 으로 행동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축

해 사용자에게 최 화된 수행 능력을 키워간다[8].이러한

소셜로 의 개념을 아래 [Fig.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Fig. 1] Definition of Social Robo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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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  동향과 망 

IT 첨단 제조사들이 연이어 소셜로 산업에 뛰어들

고 있다. 재 제조업 반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

로 은 차 지능화되고 고도화돼, 우리의 생활 반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이것

이 페퍼라는 휴머노이드의 매량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10]. 페퍼는 달마다 1,000개 한정 생산하는데 나오자마자

완 된다.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선보인 지보는 1,600

만 달러를 투자받아 매달 5,000개 이상 생산할 설비를 갖

췄다[11]. 한, 소비자 오피스용 로 시장이 2014년

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7%씩 성장해 2019년에는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12].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소셜로 의 개발 소비가 주목받고 있는 해외

와 달리 국내는 한없이 조용하다는 이다. 차세 비즈

니스로서, 한 로 과 생활하는 새로운 시 를 비한

다는 에서 우리도 소셜로 에 해 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13]. 표 인 해외 소셜로 의 제품 특

징을 아래 <Table 1>과 같이 정리하 다.

Component

Pepper Jibo Buddy

Concept
Emotional

Engine
Family Robot

Companion

Robot

Price $1,658 $749 $699

Release Time 2015.6 2016.11 2016.11

Developer
Japan,

Softbank

USA,

MIT

France,

Blue Frog

Height/Weight 120cm/28kg 27cm/2.7kg 56cm/5kg

Movement O X O

<Table 1> Characteristics of Social Robot

2.2.1 

스스로 생각해서 마치 인간처럼 화가 가능한 페퍼

는, 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페퍼는 360도 회

옴니휠로 평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부이다. 페

퍼의 본질은 인간과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화하는 것이다[14].

2.2.2 지보

세계 최 따뜻한 감성을지닌가정용 로 지보는, 기

존 로 에 비해 더 재미있고 친 하며, 오랜 시간 같이

한다면 가족의 일부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인간과 같

은 감성을 지녔다[15].

2.2.3 

가족과 생활을 같이하고 친구 역할을 하는 컴패니언

로 버디는, 형태는 둔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말과 행동

으로 답해주는 한 친구다. 지보와 비슷한 개념의 로

인데 지보와 달리 이동 능력을 갖춘 게 특징이다[16].

3. 실험 과  결과

3.1 사 목

소셜로 에 한 심이 증하고 있고, 정신 부분

에서 소셜로 은 1인 가구에 도움을 수 있는 좋은 방

법의 하나라 여겨졌다. 재 1인 노인 가구 상으로 한

소셜로 은 개발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망

이다. 그 기에 혼자 생활하는 은 20 층을 한 소셜

로 의 역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3.2 연  과 상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20세

에서 30세까지 재 1인 가구로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

는 남녀 총 8명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 다.

개인마다 생활 방식에 따른 구체 인 정보를 수집하기

해 심층 인터뷰가 하다고 단되었다. 면 상

자의 인 특성은 아래 <Table 2>로 정리하 다.

Gender Age Job
Period of

live alone

Awareness

about

social robot

P1 Man 26 Office worker 3years 6months X

P2 Women 29 Office worker 8years O

P3 Women 28 Postgraduate 2years X

P4 Women 26 Postgraduate 4years X

P5 Women 24 Office worker 1years 6months O

P6 Man 26 Postgraduate 1years O

P7 Women 26 Office worker 2years 8months O

P8 Man 23 Undergraduate 1years 9months O

<Table 2> In-depth interview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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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층 뷰 진행

심층 인터뷰는 소셜로 의 역할을 탐구하기 하여

면 상자들의 평소 생활 방식과 개인의 가치성을 스

티 앤더슨(Stephen Anderson)의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6가지 원칙(가능성 Functional, 신뢰성 Reliable,

사용성 Usable, 편리성 Convenient, 유희성 Pleasurable,

의미성 Pleasurable) 유희성과 의미성 2가지 원칙을

심으로 질문지를 작성하 다. 인간의 체재로서의 소

셜로 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싶었기에 단순 인공지능이

구비할 수 있는 요건(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편리성) 이

외에 ‘유희성’과 ‘의미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스티 앤더슨의 6가지 원칙 본 연구에서는 유희성,

의미성 2가지 지표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 인터

뷰 질문지는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작성하 으며, 질문

항목은 아래 <Table 3>과 같다.

Components Questions

User

characteristics

Analysis of

lifestyle

What‘s your daily routine of the

weekday?

What‘s your daily routine of the

weekend?

When you live alone at home,

what do you usually do?

Analysis of

inconvenience

When you live alone at home,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When you live alone at home,

do you have a hard time

physically and mentally?

When you are having a hard

time, If someone is beside you

what do you want to do together?

Role of

social robot

Awareness

about

social robot

Do you know social robot?

Can you try using a social robot?

How about the image of a social

robot?

Pleasurable

What kind of elements do you need

to be interested in a social robot?

Is there any particular

requirement for social robot?

If you use a social robot, what

part of your life will be improved?

Meaningful

Is there any lifestyle you want to

make with a social robot?

Is there any area you want to

realize with social robot that was

impossible in the past without it?

If you imagine yourself with a social

robot, what does it look like?

<Table 3> In-depth interview questions

3.4 심층 뷰 결과

해당 인터뷰를 진행하여 얻은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Components Results obtained

User

characteristics

Analysis of

lifestyle

·After work, they arrived at home

and they downloaded movies and

dramas[P1], [P2], [P3], [P4], [P6],

[P7].

·They cleaned the home[P1], [P2],

[P3], [P4], [P5], [P6], [P7].

Analysis of

inconvenience

·I must do my own household

chores[P1], [P2], [P4], [P5].

·I feel lonely having no one to talk

with[P1], [P2], [P8].

·If I cook and eat by myself, there

are many leftovers[P3].

·When I am sick, there is no one to

take care of me[P5], [P6].

Role of

social robot

Awareness

about

social robot

·Some of them first knew

today[P1], [P3], [P4].

·People who are aware of the social

robot mostly knew through movies

and documentaries[P2], [P5], [P6],

[P7], [P8].

·There was no one using social

robot directly.

Pleasurable

·They hoped that the

communication skills of social

robot will be excellent[P1], [P2],

[P5], [P7].

·They hoped social robot will take

care of them in a difficult and

missing situation[P3], [P4], [P6],

[P8].

Meaningful

·They wanted social robot to

understand their own information

and emotional conditions better

without situation explanation[P1],

[P2], [P3], [P5], [P7].

·They only hoped social robot to do

a simple task[P4], [P6], [P8].

<Table 4> In-depth interview results

생활 방식과 불편사항을 분석 결과 직업, 나이, 성별에

계없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개

인의 생활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이는 미

세한 차이 으며 이들을 종합한 평균 인 생활 방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로 에 한 인지도는 인터뷰를 통해 처음 해

보거나 화, 다큐멘터리를 통해 했고, 직 사용해 보

지 못하여 실생활 용에서는 상상하는측면에 불과했다.

유희성 부분의 경우, 소셜로 에게 요구하는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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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의 경우,

기계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듯 정서 인 교감을

통해 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두 번

째 집단의 경우, 로 의 데이터 장 능력을 활용하여 혼

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과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로 이

인간의제한 인능력을보완해주길바라는뜻이나타났다.

의미성 부분의 경우, 소셜로 에 해서 상반된

이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은 소셜로 이 인간의 체재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소셜로 과 지 , 정신 인 교류

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시각을 보

다. 한편 두 번째 집단은 소셜로 이 인간의 체재가 될

수 없으며 단지 기능, 기술 인 측면에서 한정된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는 시각을 보 다. 따라서 유의성 의

미성 부분으로 분류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실험자가 자신에게만 특화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셜로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소셜로 의 소

셜 기능과 로 기능 에 무엇에 더 우선순 를 두느냐

와 련하여 한 차이를 보 다. 첫 번째 집단은 소셜

기능을 시하여 로 과 인간 인 계를 토 로 감정

생각을 공유하는 “애착형” 소셜로 을 선호하는 데

비해 두 번째 집단은 로 기능을 시하여 로 의 데이

터 처리 능력과 기술 지능을 토 로 로 이 정해진 역

할 규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수행형” 소셜로 을

선호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1인 가구 내에 소셜로 은 개인

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결과를 얻었다. 개인이 어떠한 유

형의 소셜로 을 선호할지라도 생활에 있어서 한 존

재로 자리매김하여 육체 , 정신 으로 도움을 주는 인

간의 체재 혹은 보완재의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 다.

3.5 

최근 소셜로 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해 끊임없

이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 이 에는 실험자 부분

이 인간과 정신 으로 교감하는 소셜로 을 원하는 것으

로 추측하 다. 그러나 연구결과, 아직 많은 사람이 로

을 단순 기계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비 이 높다는 사

실은 역설 이다.

한편 시 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비한 소셜로

개발이 더 시 하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한, 1인 가

구라고 하면 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감하되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 은 표본조사가 충분치 않아서 더 많

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에 제한 으로 도

출되었다는 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직 소셜로 을 사용해본 면 상자들의 심

층 인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소셜로 의 역할 소셜로 의 망을 연구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 하며, 이후 진행될 다른 분야의

사용자 경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4. 결론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생활 방식을 악하고 실수요자

심에서 소셜로 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에 목 을 두었

다. 이를 해 사용자 심에서 1인 가구 생활 방식을 분

석하고 검토하여 응 방안을 모색하 다. 소셜로 에게

요구하는 바는 개인별 다른 기 와 욕구 특성을 보 다.

사용자들의 입맛에 따른 맞춤형 소비가 높은바, 소셜로

한 어느 회사의 제품일지라도 다양한 제품군이 나

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격을 지닌 인간의

체재로서의 소셜로 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계가 아닌 마치 인간과 생활을 하는 것만 같은 착각

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수 으로 소셜로 이 성

장하여 기계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으

면 한다. 데이터입력과 명령을 하지 않아도 빛과 표정,

목소리, 행동거지를 통해 개인의 상태를 분석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수 있는 존재로 하

나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구체 으로 1인 가구

직장인 사용자에게는 출근 시간이 되면 ‘어서 일어나세

요.’ 라고 상냥하게 맞아주고 퇴근할 시간이 되면 ‘조심히

오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한, 귀가 시간에 맞게 집안의 조명과 따뜻하게 난방을 해

놓을 수도 있다. 퇴근한 사용자의 표정을 보고 ‘오늘 회사

에서 힘들었군요.’ 라며 로의 말도 건네 수 있는 “애

착형”, “수행형”의 역할을 갖춘 개인화된 소셜로 이 요

구된다.

처음 스마트 디바이스가 도래했을 때 들은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고 여겼지만, 시 에서 없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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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셜로 한 앞으로 다

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1가구 1로 을 소유하는 시 가

머지않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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