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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간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셜 로봇(Social Robo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ICT 기술 발전에 힘
입어 소셜 로봇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기 쉬워졌으며, 현대의 사회문제들과 이로 인한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셜 로봇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소셜 로봇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소셜 로봇
보급 또한 크게 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다양한 목표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로봇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나, 현재까
지 시장을 선도하는 명확한 흐름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소셜 로봇의 디자인을 통해 로봇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
고 있다. 특히 의인화는 소셜 로봇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소셜 로봇을 의인화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
하려는 접근이 많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소셜 로봇에 대한 의인화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부
족하다. 의인화에 대한 모호한 이해는 소셜 로봇의 의인화를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 최적점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로봇의 의인화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3×2 Mixed Design의 실
험 연구를 통해 소셜 로봇의 인간 유사성(Human-likeness)과 개인의 해석수준(Construal Level)이 의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의인화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6개의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 206명 표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 로봇의 인간 유사성 수준에 따라 로봇 의인화 수준이 높아지며, 소비자 해석수준에
따라 인간 유사성이 의인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로봇의 디자인 속성인 인간 유
사성과 개인의 사고방식인 해석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의인화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소셜 로봇 의인화 형성을 위한 디자인 최적화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소셜 로봇, 의인화, 해석수준이론, 심리적 거리, 인간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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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게재확정일：2021년 3월 5일

인간과 공존하고 사회적으로 교감하는 ‘소셜 로
봇(Social Robot)’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최근 IC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로봇

(Breazeal, 2003). 사람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기술에 관한 연구 흐름이 변하고 있다. 산업 현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하는 소셜 로봇은 인공지능

장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단순 작업 등에 주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ICT 발

로 쓰이던 과거의 로봇과 달리, 오늘날 로봇은

전에 힘입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20R1A2C10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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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붕괴, 인구 고령화, 개인주의 심화, 사회적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고립 등 현대의 사회문제들과 이로 인한 삶의 질

으며, 그중에서도 의인화(Anthropomorphism)는

저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인간과 교감할 수 있

소셜 로봇 디자인에 있어 중심적인 개념으로 연

는 소셜 로봇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소셜 로봇

구되고 있다. 로봇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하나의

의 보급도 크게 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사회적 행위자로 보는 CASA(Computers Are

‘모도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는 전 세

Social Actors)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로봇을 의인

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를 2018년 약56억 달러

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Reeves and

로 추정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소셜 로봇 시장

Nass, 1996). 학계에서는 소셜 로봇을 의인화함

이 연평균 성장률 14%, 시장 규모 약 190억 달러

으로써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

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소셜 로봇 시장

은 정서나,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고자 하는 접근

의 성장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

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트(Untact) 문화 확산을 기회로 더욱 가속화되리

소셜 로봇의 의인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

라 전망된다.

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소셜 로봇에 대한

소셜 로봇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에 힘입어,

의인화를 유발하는 원인이나 동기를 설명하는

많은 기업이 다양한 목표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하다. 의인화는 개인의 필요나 목적,

소셜 로봇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그러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개인이 특정 대상

나 현재까지 소셜 로봇 시장을 지배적으로 선도

에 임의로 부여하는 성격이다. 이는 동일한 소셜

하는 명확한 흐름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로봇에 대해서도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나 상황

계 최초의 상용화된 가정용 소셜 로봇으로 알려

적 요인에 따라 로봇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달라

진 지보(Jibo)는 2014년 인디고고 크라우드 펀딩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

을 통해 350만 달러(39억원) 이상의 후원을 받으

자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개인의 해석수준이 의

며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하였으나, 2018년 판매

인화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량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을 맞이한다. 이후에도

연구를 통해 개인이 소셜 로봇을 의인화하는 메

세계적 기업들이 로봇 시장 선도의 포부를 다지

커니즘을 규명한다면, 소셜 로봇 의인화를 형성

며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대중적으로 성

하기 위한 디자인 최적점 선정의 판단 기준을 제

공을 거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까

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 출시된 소셜 로봇들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
시킬 만큼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
함을 시사한다.

2. 이론적 배경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경험과 차별화된 가치
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 로봇을 어떻게 디자인해
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소셜 로봇 시장에 성공
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과제가 되었다. 소셜 로봇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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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의미한다(Breazeal, 2003;

Pacheco et al., 2011), 로봇을 통해 유희를 즐기거

Fong et al., 2003; Kim, 2017). 과거의 로봇이 산

나 유년시절 경험을 다시 소비하고자 하는 키덜

업 현장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단순 작업에

트 시장을 겨냥한 엔터테인먼트 로봇(Jeon and

활용되어온 반면, 현대의 소셜 로봇은 소비자의

Park, 2016; Lee, 2018), 인간과의 교감, 상호작용,

생활 영역에 깊숙하게 밀착하여 개인에게 맞춤

감정교류에 주목한 감성 로봇(Rincon et al.,

화된 서비스와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는 것에 의

2019)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사

의를 두고 있다(Kim, 2016; Kim, 2018). 소셜 로

회복지 영역에서도 개인의 건강 악화, 사회적 배

봇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개되기 시작

제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목적으로 감정교류,

했으나(Jang and Kim, 2018), 기술적 제약으로 인

의료지원, 인지훈련, 활동 감지 기능을 포함하는

해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물인

소셜 로봇(Rodiæ et al., 2016)에 대한 연구가 수

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등

행되는 등 소셜 로봇에 관한 관심과 확산 추세는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로봇과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합됨에 따라, 소셜 로봇 개념에 근접한 지능형

소셜 로봇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

서비스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H. Kim,

가오면서 인간과 로봇의 환경 구분이 허물어지

2018). 센싱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물

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로봇 그리고 이들이 서

리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것이 보다

로 영향을 주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인

쉬워졌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수집된 대용

HRI(Human-Robot Interaction) 분야의 중요성이

량 데이터를 원활하게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기

확대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은 로봇

여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는 소

이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사람의

셜 로봇이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이점

인지 변화가 로봇의 제어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

및 패턴을 포착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소비

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Kim,

탐구하는 분야를 HRI로 정의할 수 있다(Lee and

2016).

Han, 2014). 최근에는 로봇의 물리적 제어나 기

소셜 로봇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행

계적 설계, 성능 개선, 안전성 검증, planning 이

위자(Social Actor)로서소비자와 사회적인 관계

슈들을

를 형성하며 소비자의 흥미, 몰입감, 친근감, 애

Interaction) 연구(De Santis et al., 2008; Shin,

착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극한다(De Graaf

2014)에서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et al., 2015).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개인의

의사소통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소셜 로봇의 중요한 특

sHRI(Social Human-Robot Interaction) 관점의 접

징은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목표시장을

근이 주목받고 있다(Lee and Chung, 2014).

다루는

방식을

pHRI(Physical

로봇에

Human-Robot

적용하고자

하는

겨냥하는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도록 촉발하였
다. 구체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로봇
(Pandey and Gelin, 2018), 놀이와 학습을 함께 수
행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로봇(Gonzalez-

2.2. 소셜 로봇과 의인화
인간과 로봇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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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를 비롯한 로봇 디자인 연구 분야는 컴퓨터를

주목하여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로 보는 CASA(Computers

나, 소셜 로봇을 의인화하는 문제에 있어 해소되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의 영향 아래 발전해

지 않은 질문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소비자

왔다(Song, 2018). 이러한 배경에 따라 로봇 연구

가 로봇을 인간처럼 느끼도록 하는 구성 요소에

분야에서는 의인화(Anthropomorphism)를 통해 인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Phillips et al.,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방식, 감정 표현

2018). 로봇에 대한 의인화는 디자이너나 연구자

을 모방하여 로봇에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이 많

의 직관에 의해 판단되어 왔으며, 의인형 로봇

이 이루어져 왔다. 의인화(Anthropomorphism)는

(Humanoid)이라는 라벨을 공유하는 로봇 간에도

‘사물, 동물 등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해 인간과

정교함의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들

같은 특성을 부여하여 인간처럼 인식하는 것’을

이 소셜 로봇을 인간처럼 느끼도록 하는 요소가

의미한다. 많은 로봇 연구들은 로봇에 의인화를

무엇인지, 그러한 요소들이 어느 수준까지 정교

적용함으로써 대인 간 상호작용과 유사한 상황

해져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나 효과를

부족하다. 두 번째로, 의인화는 개인의 필요, 목

발현하고자 했다(Hong et al., 2017). 로봇 의인화

적, 느낌, 분위기, 기분 등에 따라 대상에 임의적

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로봇의 의인화된 외

으로 부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형 또는 행동 양식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로봇에

대해서도 개인의 기질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의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친근감, 사회적 실

인화하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Epley et al.,

재감을 느끼게 하고, 로봇에게 공감하도록 하며,

2007). 이처럼 의인화 동기에 대한 모호한 이해

로봇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속 사용을 유도한

는 소셜 로봇 의인화를 위한 디자인 최적점의 도

다고 보고한다(Byun andCho, 2020; Hong et al.,

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2017; Kanda et al., 2007; Krach et al., 2008;

근거하여 소비자가 로봇을 의인화하는 원인을

Kwak et al., 2012; Leite et al., 2014; Park and

규명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Joo, 2018). 로봇과 같은 유형의 대상 뿐만 아니
라, 브랜드, 광고와 같은 무형의 대상에 의인화
를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피고
자 하는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Aggarwal
andMcGill, 2007; Ahn et al., 2014; Brown, 2010;
Suh et al., 2014; Yu and Kim, 2017).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의인화는 제품에 대한 신뢰(Waytz et al.,
2014), 사회적 실재감(Yu and Kim, 2017), 브랜드
충성도(Guido and Peluso, 2015), 소비자 태도
(Aggarwal and McGill, 2007)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의인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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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셜 로봇의 인간 유사성과 의인화
인간이 특정 대상을 의인화하고자 하는 동기
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다.
Epley et al.(2007)이 제안한 의인화 3요소 이론
(Three-Factor Theory of Anthropomorphism)에의
하면 개인이 특정 대상을 의인화하는 동기는 유
발된 에이전트 지식(Elicited Agent Knowledge),
효능성 동기(Effectance Motivation), 사회성 동기
(Sociality Motivation)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분
된다. 의인화 3요소 이론은 개인이 특정 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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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의인화하려는 경향이 ‘대상에 대하여 인

하는 요소들로 알려져 있다(DiSalvo et al., 2002;

간 중심적 지식을 적용하기 쉬울 때(유발된 에이

Park and Pan, 2019; Song, 2018). 얼굴 특징 외에

전트 지식)’,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팔, 다리와 같은 신체적 구조나 로봇의 크기도

없애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때(효능성 동기)’,

로봇을 의인화하기 위한 물리적 요소로서 자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빈약하다고 느낄 때(사

다뤄지고 있다(Phillips et al., 2018; Song, 2018).

회성 동기)’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로봇에 부여하는 성별이나 음성도 유발

의인화 동기의 3가지 차원 중 유발된 에이전

된 에이전트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

트 지식은 의인화되는 사물이나 대상 자체가 가

과가 있다(Eyssel et al., 2012). 즉, 로봇의 움직임

지는 속성으로, 개인의 잠재적 욕구로부터 기인

이나 물리적 형태 측면에서 로봇과 인간 간의 유

하는 효능성 동기나 사회성 동기와 성격을 달리

사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유발된 에이전트 지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발된 에이전트 지식

을 활성화하기 쉬워져 로봇에 대한 의인화 경향

은 비인간 대상을 인간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귀납

이 커지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인간

적 단서를 의미하며, 대상으로부터 인간 중심적

유사성은 “로봇의 외형에 인간의 구조적 특징이

지식을 도출하기 쉬울수록 개인의 의인화 경향

나 형태 요소가 부여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은 강해진다. 효능성 동기는 비인간 대상에 대한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로봇에 부여된 인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을 차단하고, 대상을 통제

간 유사성이 개인의 의인화 수준에 영향을 미칠

하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되며, 이러한 욕구가 클

것으로 보고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수록 대상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사회

Hypothesis 1: 로봇의 인간 유사성이 높을수록 로

성 동기는 사회적 단절, 만성적 외로움과 같이

봇에 대한 의인화수준이 높아질 것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의 빈약함과 연결

이다.

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커질수록
비인간 대상을 의인화하여 관계 욕구를 충족하
려는 경향이 커진다. 즉, 효능성 동기와 사회성
동기는 개인의 기질이나 상황으로부터 기인하
나, 유발된 에이전트 지식은 의인화의 대상이 되
는 로봇이 가지는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의인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유발된 에이
전트 지식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인간을 닮은
외형, 얼굴 특징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인간에
대한 스키마를 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Aggarwal andMcGill, 2007). 특히 감정 표현이나
시선 맞춤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얼
굴 특징은 로봇 의인화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2.4. 소비자 해석수준에 따른 인간 유사성의
효과
의인화는 개인이 가진 동기나 기질에 따라 비
인간 대상에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성격이기 때
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의 의인화 경
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Epley et al., 2007).
따라서 인간 유사성이 의인화를 유발하는 경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할당할 수 있는 인지 자원에는 한계가 존재하
며, 소비자들은 인지적 노력을 보다 적게 소모하
면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Taylo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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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자의 사고방식을 형성

식의 변화는 로봇의 인간 유사성 수준에 따른 의

하며, 특정 대상이 가진 속성이나 정보를 인지할

인화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Thinking Style)

다. 예를 들어, 소셜 로봇을 인간으로 추론하기

에 따라 정보처리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할 수 있

위한 귀납적 단서가 많은 경우(인간 유사성이 높

다(Kim & Kim, 2014). 소비자의 사고방식은 다

은 경우)에는 인간 스키마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

요소들이 소셜 로봇의 중심 속성이 되며, 그렇지

에서는 소비자의 해석수준(Construal Level)이 의

않은 요소들은 부수적 속성이 된다. 이 경우 상

인화 경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해석수준의 소비자들은 로봇이 갖는 중심 속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은 개인

성에 집중하여 로봇을 인간으로 추상화하지만,

의 정보처리 방식의 변화를 심리적 거리라는 조

하위해석수준의 소비자들은 인간 스키마를 활성

건으로 설명한 모델이다(Trope and Liberman,

화하지 못하는 부수적 속성에 인지 자원을 할당

2003; 2010). 해석수준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특

할 수 있다. 즉, 하위해석수준의 소비자는 인간

정 대상을 인지할 때, 대상에 대하여 지각하는

유사성이 높은 로봇을 식별할 때 인간과 닮지 않

심리적 거리에 따라 상이한 해석수준을 갖게 된

은 속성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상위해석수준

다. 이러한 해석수준의 차이는 개인의 사고방식

의 소비자보다 로봇을 덜 의인화할 가능성이 크

과 의사결정, 소비 행동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

다. 소셜 로봇을 인간으로 추론하기 위한 귀납적

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석수준이론은 소비자의

단서가 적은 경우(인간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고방식을 상위해석수준과 하위해석수준으로

로봇을 기계로 귀속하기 위한 단서들이 소셜 로

구분한다. 개인이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낄 때는

봇의 중심 속성이 되며, 인간 스키마를 활성화할

상위해석수준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심

수 있는 요소들은 부수적 속성이 된다. 이 경우

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낄 때는 하위해석수준이

상위해석수준의 소비자들은 로봇이 갖는 중심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위해석수준의 소

속성인 기계적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비자는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행동의 영향

때문에 의인화 경향이 낮아지지만, 하위해석수

과 결과, 중심적, 핵심적 속성, 바람직성과 같이

준의 소비자들은 로봇의 부수적 속성인 인간 스

대상의 전반적인 속성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

키마 단서에 상위해석수준 소비자들보다 인지

리함으로써 하나의 일관적인 결과에 도달하고자

자원을 더 많이 할당하여 의인화 경향이 높아질

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하위해석수준의 소

수 있다. 소셜 로봇을 인간으로 추론하기 위한

비자는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 구체적인 행

귀납적 단서가 부재한 경우(인간과 유사한 속성

동의 과정, 주변적, 비본질적 속성, 실행가능성과

이 없는 경우)에는 하위해석수준의 소비자가 인

같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속성들에 가중치를

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부수적 속성 자체가

두고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비구조적이고 개별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수준에 따른 의인화

인 맥락에 좌우되는 사고를 한다(Hamilton and

경향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Thompson, 2007).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해석수준이 소셜

소비자의 해석수준 차이에 따른 정보처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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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하여 소셜 로봇의 의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

Hypothesis 2: 소비자의 해석수준에 따라 로봇의

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인간 유사성: 낮음/

인간 유사성이 의인화 경향에 미

중간/높음)×2(해석수준: 하위해석 vs. 상위해석)

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의 Mixed Design을 사용하였다. 이때, 인간 유사

Hypothesis 2-1: 로봇의 인간 유사성 수준 증가에

성은 개체 내 요인(Within-subjects)이며, 해석수

따른 의인화 정도의 차이는 상위

준은 개체 간 요인(Between-subjects)이다. 이는

해석수준의 소비자가 하위해석수

구체적으로, 한 명의 실험 참가자가 인간 유사성

준의 소비자보다 더 클 것이다.

수준이 서로 다른 3개의 로봇 각각을 평가한 후

Hypothesis 2-2: 로봇의 인간 유사성이 없는 경우,

설문에 응답하게 되며, 로봇을 평가하는 참가자

해석수준에 따른 의인화 정도의

들이 해석수준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됨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의미한다.

Hypothesis 2-3: 로봇의 인간 유사성이 낮은 경우,

실험은 온라인 상황에서 국내 유명 조사회사

하위해석수준 소비자가 상위해

의 20～40대 온라인 패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

석수준 소비자보다 로봇을 더 의

었다. 수집된 설문 자료 중 설문이 불성실하게

인화할 것이다.

응답된 1부를 제외한 총 206부를 활용하여 통계

Hypothesis 2-4: 로봇의 인간 유사성이 높은 경우,

분석을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상위해석수준 소비자가 하위해

50%(104명), 여성 50%(102명)로 균일하였으며,

석수준 소비자보다 로봇을 더 의

연령 별 분포 또한 20대, 30대, 40대 각각 33%(68

인화할 것이다.

명), 34%(71명), 33%(67명)로 고르게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설문 응답에 대해 사전
동의를 거친 온라인 패널로, 조사회사가 발송한

3. 연구 설계

이메일에 포함된 설문조사 웹페이지 링크에 접
속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이 본 설문

3.1. 실험설계와 참가자
본 연구는 소셜 로봇에 부여된 인간 중심적 단
서의 수준과 개인 해석수준이 어떻게 상호작용

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설문조사의
제목은 “로봇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의견조사”
로 안내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Number of Samples(%)

Gender

Number of Samples(%)

20-29

68(33%)

Male

104(50%)

30-39

71(34%)

40-49

67(33%)

Female

102(50%)

Total(n)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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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조작 및 측정

세싱 과업을 지시하였다.
실험 자극을 부여한 후, 실험 참가자들의 해석

3.2.1. 소비자 해석수준

수준 경향성이 연구 목적에 따라 조작되었는지

본 연구는 개인의 해석수준을 상위해석, 하위

확인하기 위해, Vallacher and Wegner(1987; 1989)

해석 두 조건에 따라 조작하기 위해, 설문 응답

의 행동정체성척도(The Behavioral Identification

에 앞서 참가자에게 서로 다른 자극과 과업 수행

Form)를 수정 및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을 제시하여 해석수준을 점화(Priming)하고자 하

는 특정한 상황을 제시한 후, 해당 상황에 대한

였다. 점화는 조절초점이론, 해석수준이론과 같

구체적인 설명과 추상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실

은 소비자 정보처리 연구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험 참가자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보다 잘 표현

개인의 사고 및 목적을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유

한 선택지를 택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

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박도형, 2017a). 점화

면 “누군가에게인사하기”라는 상황에 대해, 이를

자극을 통해 형성된 사전 맥락은 소비자의 과업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항인 “‘안녕’이라고 말하

처리나 후속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안부를 묻는 것이다.”와 추상적으로 설명한

(Aarts and Dijksterhuis, 2003; Berger and Fitzsimons,

문항인 “누군가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2008; Dijksterhuis and Van Knippenberg, 1998;

2개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실험 참가자의 응답을

Epley and Gilovich, 1999; Fitzsimons et al., 2008;

측정하여, 응답 문항 점수의 합산에 따라 상위해

Macrae and Johnston, 1998; Strahan et al., 2005;

석 경향과 하위해석 경향을 구분한다. 본 연구는

Wheeler and Berger, 2007; Wheeler et al., 2001).

행동정체성척도를 한국인의 행동규범에 적합하

실험 참가자들은 할당된 조건(하위해석 vs. 상위

도록 수정 및 변형한 8개의 간이 문항으로 측정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자극물에 노출되었다.

한 후(Cronbach's α = .73), 구체적 보기(하위해

구체적으로, 상위해석수준 조건은 어학시험 응

석)에 응답한 경우 1점, 추상적 보기(상위해석)에

시를 위해 공부하는 상황을 가정한 후, 시험공부

응답한 경우 2점을 부여하여 8개 문항의 산술평

라는 행동에서 출발하여, 풍요로운 삶이라는 근

균을 계산하였다.

본적인 목적과 원인으로 추상화하는 Why 프로
세싱 과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하위해
석수준 조건에서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후,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
법을 구체화하는 How 프로세싱 과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후 “내 몸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에 대해, 상
위해석수준 조건의 참가자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을 상기하도록 Why 프로세싱 과업을 지시
하였으며, 하위해석수준 조건의 참가자들은 건
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How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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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인간 유사성

본 연구는 로봇의 물리적 디자인 관점에서 인간
유사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로봇의 외형에 부여된
인간의 구조적 특징이나 형태 요소 정도에 따라
인간 유사성 수준을 3개의 단계(Machine-like/Low
Human-likeness/High Human-likeness)로 조작하였
다. Machine-like 로봇은 인간의 눈, 코, 입과 같
은 얼굴 특징이나 팔, 다리 같은 신체구조를 전
혀 포함하지 않으며, 로봇의 작동 구조가 노출된

Are you a Machine or Human?: 소셜 로봇의 인간 유사성과 소비자 해석수준이 의인화에 미치는 영향


<Figure 1> Experimental Products Depending on Human-likeness

로봇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Low Human-likeness

= .89), Low Human-likeness(Eigenvalue = 1.66,

로봇은 인간의 머리와 얼굴 요소 일부, 몸통과

Cronbach's α = .78), High Human-likeness

팔 구조와 같은 인간의 신체구조를 일부 모방하

(Eigenvalue = 1.79, Cronbach's α = .88) 3개의

고 있으나, 관절이나 다리 같은 세부적인 신체

인간 유사성 수준 각각에 대해 측정하였다. 의인

요소들은 구현하지 않은 로봇 이미지를 선정하

화 측정 문항은 Kim and McGill(2011), Kim et

였다. High Human-likeness 로봇은 인간의 머리

al.(2016), Chen et al.(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를 비롯하여 보다 많은 얼굴 형태 요소를 포함하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들은 제시된

고 있으며, 팔, 다리, 몸통을 비롯하여 관절과 같

2개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

은 세부적인 구조까지 구현된 로봇의 이미지를

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

선정하였다. 이때, 로봇의 색상이나 크기는 최대

하였다.

한 통제하고자 이미지의 색상은 흑백으로 처리
하였으며, 각각의 로봇이 비슷한 크기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해상도를 조정하였다.
3.2.3. 종속변수

4. 연구 결과
4.1. 조작 점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의인화 수준을 측정하기

해석수준에 대한 사전 점화 유형에 따라 실험

위해 “사진 속 제품은 사람과 비슷하게 보인다.”,

참가자들의 해석수준 경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사진 속 제품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2개의 문항

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을 시행하였다. F검

을 Machine-like(Eigenvalue = 1.80, Cronbach's α

정 결과, 상위해석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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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Manipulation Check

Manipulation Check
Construal Level

Low Construal
(N = 105)

High Construal
(N=101)

Mean

SD

Mean

SD

1.58

0.29

1.77

0.17

F(1,204)

Sig

35.01

0.00

<Table 3>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Source

DF

SS

MS

F

Sig.

167.44

0.00

Human-likeness

2

669.93

334.97

Error

410

820.23

2.00

<Table 4> Results of Bonferroni Post Hoc Test
Dependent Variable: Anthropomorphism/
Human-likeness
(I)

(J)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Machine-like
(M = 2.71)

Low Human-likeness

-2.02

0.13

0.00

High-Human-likeness

-2.36

0.12

0.00

Low Human-likeness
(M = 4.73)
High-Human-likeness
(M = 5.07)

Machine-like

2.02

0.13

0.00

High-Human-likeness

-0.35

0.16

0.09

Machine-like

2.36

0.12

0.00

Low Human-likeness

0.35

0.16

0.09

위해석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에 비해 상위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간 유

석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상위해석 =

사성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2,

1.77 vs. M하위해석= 1.58, F(1,204) = 35.01, p <

410) = 167.44, p < .01), 각 인간 유사성 수준별

.01). 즉, 해석수준에 대한 조작은 성공적으로 이

의인화의 평균은 MMachine-like = 2.71,

루어졌다.

Human-likeness

= 4.73, MHigh

Human-likeness

MLow

= 5.07로 나타

났다.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4.2. 가설 검정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로봇의 인간 유사성
이 높을수록 로봇에 대한 의인화 수준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인화를
종속변수로,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
여 인간 유사성의 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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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인간 유
사성이 가장 낮은 Machine-like 조건과 인간 유사
성이 가장 높은 High Human-likeness 조건의 평
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본 연
구의 첫 번째 가설인 Hypothesis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인화를 종속변수로 3(인간 유사성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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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Source

DF

SS

MS

F

Sig.

6.27

0.01

Group

1

19.25

19.25

Error(Between)

204

625.75

3.07

Human-likeness

2

617.83

335.91

179.45

0.00

15.10

0.00

Human-likeness*Group

2

56.51

28.26

Error(Within)

408

763.72

1.87

<Table 6> Results for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as Human-likeness Increases
Low Construal
(N = 105)

Variable
The difference in
anthropomorphism

High Construal
(N=101)

Mean

SD

Mean

SD

1.91

1.72

2.83

1.68

중간/높음)×2(해석수준 : 하위해석 vs. 상위해석)

F(1,204)

Sig

15.16

0.00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 Hypothesis 2-2,

분산분석

Hypothesis 2-3, Hypothesis 2-4를 검증하기 위해,

(Two-way RMANOVA)을 시행하였다. 이원 반복

각각의 인간 유사성 수준별로 해석수준에 따른

측정 분산분석 결과, 인간 유사성과 해석수준의

의인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F검정을 통해 확인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하였다. Machine-like 조건에서는 해석수준에 따

(F(2, 408) = 15.10, p < .01), 소비자 해석수준에

른 의인화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M상위해석

따라 로봇의 인간 유사성이 의인화 경향에 미치

= 2.83 vs. M하위해석= 2.60, F(1,204) = 1.09, ns),

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가설 Hypothesis 2가 지지

Low Human-like 조건에서는 하위해석 소비자의

됨을 확인하였다.

의인화가 상위해석 소비자보다 높게 나타났으

혼합설계에

대한

이원

반복측정

이후, 상위해석수준 조건에서의 로봇의 인간

며, 이는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M상위해석 = 4.56

유사성 수준 증가에 따른 의인화 정도의 차이가

vs. M하위해석 = 4.88, F(1,204) = 2.99, p < .10).

하위해석수준 조건에서의 차이보다 클 것이라는

High Human-like 조건에서는 상위해석 소비자가

가설 Hypothesis 2-1를 검증하기 위해, 해석수준

하위해석 소비자에 비해 로봇을 더 의인화하는

조건에 따른 의인화 기울기(의인화High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M상위

Human-like

–

의인화Machine-like) 차이에 대한 F검정을 시행하였

해석

= 5.66 vs. M하위해석 = 4.51, F(1,204) = 25.51,

다. 그 결과, 상위해석 수준의 의인화 기울기가

p < .01). 따라서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

하위해석 수준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

Hypothesis 2-2, Hypothesis 2-4는 지지되었으며,

음을 확인하였다(M상위해석 = 2.83 vs. M하위해석 =

Hypothesis 2-3은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91, F(1,204) = 15.16, p < .01). 이는 본 연구의
가설 Hypothesis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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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the Differences in Anthropomorphism by Construal Level Groups
given a Human-likeness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s
Hypothesis

Result

Hypothesis 1. The higher the human-likeness of the robot, the higher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for the robot.

Supported

Hypothesis 2. Depending on the construal level of consumers, the effect of human-likeness on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will be different.

Supported

Hypothesis 2-1.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as human-likeness increases will
be greater under high construal condition than under low construal condition.

Supported

Hypothesis 2-2. If the robot has no human-likeness, there will be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according to the construal level.

Supported

Hypothesis 2-3. If the robot has low human-likeness, the low construal levelcondition will make
the robot more anthropomorphic than the high construal levelcondition.

Marginally
Supported

Hypothesis 2-4. If the robot has high human-likeness, the high construal levelcondition will make
the robot more anthropomorphic than the low construal levelcondition.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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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
로써 소비자 해석수준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향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소셜 로봇 의인화 동기에

후 연구에서 본 연구가 다루지 않은 심리학적 특

대한 6개의 가설을 검증하여 소비자가 소셜 로

성인 관여도, 조절초점 등의 변수가 갖는 역할을

봇을 의인화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

규명한다면 의인화 연구의 범위를 보다 확장할

다. 이를 위해 인간 유사성과 해석수준을 독립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로 하는 3×2 Mixed Design을 도입하고, 온라인

본 연구의 첫 번째 실무적 공헌으로, 기업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206명 표본의 데이터를

소셜 로봇을 의인화하기 위해 인간 유사성 수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셜 로봇에 부여된 인간

을 높이고자 할 때, 최적점 선정에 대한 판단기

유사성 수준에 따라 로봇에 대한 의인화 수준이

준을 제시하였다. 소셜 로봇에 부여된 인간 유사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소비자의 해석수준에

성 수준이 정교할수록 소비자의 의인화 지각은

따라 인간 유사성이 의인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

커질 수 있으나, 소셜 로봇을 인간에 가깝도록

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수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공헌과 실무적 공헌은

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때, 소비자의 해석수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이론적 공헌은,

을 고려한다면 소셜 로봇을 정교하게 디자인하

인간 유사성이 의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비자의 의

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로봇의 외형에

인화를 촉발할 수 있는 최적점을 도출할 수 있을

부여된 인간의 구조적 특징이나 형태 요소는 소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표적시장으로 선정하

셜 로봇 의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는 소비자가 하위해석수준을 가진 것으로 판단

로봇의 인간 유사성이 인간 스키마를 환기하고

될 경우 낮은 수준의 인간 중심적 단서를 부여하

로봇을 인간으로 추론하게 하는 귀납적 단서로

는 것만으로도 의인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할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번째 실무적 공헌으로, 소셜 로봇의 디자인 관

두 번째 이론적 공헌은, 소비자의 해석수준에 따

점에서 로봇의 의인화를 촉발하기 위해 고려할

른 의인화 경향의 변화를 증명하였다. 인간 스키

변수로써 해석수준의 역할을 증명하였다. 소셜

마를 환기하는 인간 유사성 단서는 기본적으로

로봇의 디자인, 마케팅 측면에서 로봇의 의인화

의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를 촉발하기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 거리를 시간

영향 관계가 개인의 사고방식인 해석수준에 따

제시 방식, 채널 선정, 광고 메시지 등의 다양한

라 조절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개인이 의인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실무

를 형성하는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적 공헌은, 소셜 로봇 도메인 이외의 산업 분야

데 이바지하였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이론적 공

에서 의인화 효과를 유발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헌은,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의인화의 경향성

결과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이와 같은 이론적·실무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은 로봇의 의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의

독립변수 탐색에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러

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유사성을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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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요소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인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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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e you a Machine or Human?: The Effects of
Human-likeness on Consumer Anthropomorphism
Depending on Construal Level
1)

Junsik Lee*ㆍDo-Hyung Park**

Recently, interest in social robots that can socially interact with humans is increasing.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social robots have become easier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and
emotional connection to individuals, and the role of social robots is drawing attention as a means to solve
modern social problems and the resulting decline in the quality of individual lives. Along with the interest
in social robots, the spread of social robots is also increasing significantly. Many companies are introducing
robot products to the market to target various target markets, but so far there is no clear trend leading
the market. Accordingly, there are more and more attempts to differentiate robots through the design of
social robots. In particular, anthropomorphism has been studied importantly in social robot design, and
many approaches have been attempted to anthropomorphize social robots to produce positive effec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systematically describes the mechanism by which
anthropomorphism for social robots is formed.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verifying the
positive effects of the anthropomorphism of social robots on consumers. In addition, the formation of
anthropomorphism of social robots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motivation or temperament,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examining this. A vague understanding of anthropomorphism makes it difficult
to derive design optimal points for shaping the anthropomorphism of social robo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chanism by which the anthropomorphism of social robots is formed.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the human-likeness of social robots(Within-subjects) and the construal level of
consumers(Between-subjects) on the formation of anthropomorphism through an experimental study of 3×2
mixed design. Research hypotheses on the mechanism by which anthropomorphism is formed were
presented, and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by analyzing data from a sample of 206 people.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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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in this study is that the higher the human-likeness of the robot, the higher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for the robot. Hypothesis 1 was supported by a 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
and a post hoc test. The second hypothesis in this study is that depending on the construal level of
consumers, the effect of human-likeness on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will be different. First, this
study predicts tha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as human-likeness increases will be
greater under high construal condition than under low construal condition.Second, If the robot has no
human-likeness, there will be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according to the construal
level. Thirdly,If the robot has low human-likeness, the low construal level condition will make the robot
more anthropomorphic than the high construal level condition. Finally, If the robot has high
human-likeness, the high construal levelcondition will make the robot more anthropomorphic than the low
construal level condition. We performed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to test these hypotheses, and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human-likeness and construal level was significant. Further analysis
to specifically confirm interaction effect has also provided results in support of our hypothes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uman-likeness of the robot increases the level of anthropomorphism of social
robots, and the effect of human-likeness on anthropomorphism varies depending on the construal level of
consumer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explains the mechanism by which anthropomorphism is
formed by considering the human-likeness, which is the design attribute of social robots, and the construal
level of consumers, which is the way of thinking of individuals. We expect to u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the basis for design optimization for the formation of anthropomorphism in social robots.
Key Words : Social Robot, Anthropomorphism, Construal Level Theory, Psychological Distance,
Human-lik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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