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필수품으로 자리잡는 반려로봇
전동수 (TOROOC Inc.)



우리의 상상 속의 로봇,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A Robot in Every Home



Companion Robot 
as a Friend, Family Member

Human Robot Interaction 
Autonomy 
Service for Human



Toy Robot
•리모콘으로 조정 지정된 명령만 반응 

•매번 똑같은 기능을 반복 

•특정 기능을 부각해 제품화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 

•내적 감정과 욕구 

•스스로 결정하여 원하는 것을 수행

Social Robot



Social robot

Growth 
Market

Medical robot

Early 
Market

Saturation 
Market

Home service robot Industrial robot

40~50 yrs20~30 yrs5 ~ 15 yrs5 ~ 10 yrs

Companion Robot
Medical Robot

Industrial Robot



동반자로서의 반려로봇, 주로 누가 사용하는가?

친구(말벗), 외로움 해소 교육, 아이돌봄 치료/진단, 건강



AIBO (Sony) - Happiness is spending quality time with you 



AIBO (Sony) - Happiness is spending quality time with you 



• 2018년 New AIBO 출시 
• 1년 동안 약 3만대 판매 
•주고객 : 중장년층 
•가격 : 30만엔

Emotion and Desire

Seeing

Listening

Physical Contact

Likes and Dislikes

Communication Growth

Personality

Memory Learn surroundings

Teach aibo tricks



LOVOT (GrooveX) - Create a robot that makes you happy



Emotional robotics Recognize Surroundings Instantaneous  
Decision-Making Skinship

• 2020년 초 출시 예정 
•펭귄 형태, 바퀴 구동 
•가격 : 50만엔



1인가구, 고령화 사회에서 반려로봇의 역할

출처: KT estate출처: 통계청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추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로봇 개 비스킷(Biscuit) 치매 케어 로봇 마리오

Elder Care

환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인터랙션접촉 인터랙션, 대화 등을 통한 마음의 안정 치료 컨텐츠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아동 교육을 위한  반려 로봇

• 아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된 자극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사람보다 로봇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임

• 두뇌 체계의 특정 네트워크 이상으로 감각 처리, 통합에 어려움

• 복잡한 자극,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싫어함

•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

ASD를 가진 아동의 특성 로봇의 강점





Wants Needs

Preference

청년, 장년 < 아이, 노년

로봇 매니아 아이 1인 가구 중년, 노년 ASD 아동 치매 환자

남자 < 여자 기타 < 일본



로봇을 생명체처럼 만들기 위한 기술



디자인



시체

좀비



ROBOT

SURROUNDINGS 1. 인지  
(Cognition)

2. 심리  
(Emotion, Desire) 

3. 결정 
(Decision-making)

4. 표현 
(Expression)

로봇을 생명체처럼 - Social Intelligence



인지

Person Object Unidentified Object Obstacles, Ground

Position, Sound,

Relationship,


Language
Position, Sound Position, Sound Map

얼굴 인식 언어 인식 / 대화

소리위치 인식

소리경향성 인식

자세 인식3차원 환경 인식





수동적 로봇

리모컨으로 조정, 지정된 명령에만 반응

매번 똑같은 기능을 반복

특정 기능을 부각해 제품화 스스로 결정하여 원하는 것을 수행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

내적 감정과 욕구

능동적 로봇

심리/의사결정



Fatigue

Social

Enjoy

WELL-BEING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욕구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감정

주변 환경,감정, 욕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의사결정

1

2

3



의사결정

가장 적합한 표현 컨텐츠를 선택

모션
음성
표정

실행

표현

1

2

3

모션 컨텐츠 언어/의성어 컨텐츠 표정 컨텐츠

행동/반응/대화 의미/의도/계획





호감가는 모습과 표현 
사람과의 인터랙션 
생명체 같은 로봇



인간과 가까운 곳에서 깊은 연결 
인간을 위한 서비스 
인간다운 삶을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