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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정회룡 조교수 건국대학교

공동연구원 송영은 조교수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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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구개발비로 수행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과제 수행 기관의 견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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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로봇
(Read(Read(Read(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tototo aaa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 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 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Read to a Robot) 개발방안 연구

본본본본본본 과제는과제는과제는과제는과제는과제는 공공도서관을공공도서관을공공도서관을공공도서관을공공도서관을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어린이들에게어린이들에게어린이들에게어린이들에게어린이들에게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감수성감수성감수성감수성감수성감수성 체험체험체험체험체험체험본 과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인공지능 감수성 체험

을을을을을을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의의의의의의 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로봇’의 개발방안

에에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연구이다연구이다연구이다연구이다연구이다연구이다......에 대한 연구이다.

201920192019201920192019년년년년년년 121212121212월월월월월월 정부에서는정부에서는정부에서는정부에서는정부에서는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 국가의국가의국가의국가의국가의국가의 미래핵심미래핵심미래핵심미래핵심미래핵심미래핵심 기술로기술로기술로기술로기술로기술로 선정선정선정선정선정선정2019년 12월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의 미래핵심 기술로 선정

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 범정부범정부범정부범정부범정부범정부 역량을역량을역량을역량을역량을역량을 결집하여결집하여결집하여결집하여결집하여결집하여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기술을 발전시키기발전시키기발전시키기발전시키기발전시키기발전시키기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인공지인공지인공지인공지인공지인공지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

능능능능능능(AI)(AI)(AI)(AI)(AI)(AI) 국가전략국가전략국가전략국가전략국가전략국가전략’’’’’’을을을을을을 발표한다발표한다발표한다발표한다발표한다발표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정부정부정부정부정부정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정부

의의의의의의 정책방향성에정책방향성에정책방향성에정책방향성에정책방향성에정책방향성에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감수성체험을감수성체험을감수성체험을감수성체험을감수성체험을감수성체험을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수수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의 정책방향성에 따라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감수성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지원로봇지원로봇지원로봇지원로봇지원로봇 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계획한다계획한다계획한다계획한다계획한다계획한다...... 본본본본본본 과제는과제는과제는과제는과제는과제는 국립어린이국립어린이국립어린이국립어린이국립어린이국립어린이어린이 독서활동 지원로봇 개발 사업을 계획한다. 본 과제는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서청소년도서관에서청소년도서관에서청소년도서관에서청소년도서관에서청소년도서관에서 계획하고계획하고계획하고계획하고계획하고계획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개발의개발의개발의개발의개발의개발의 전전전전전전청소년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개발의 전

단계로서단계로서단계로서단계로서단계로서단계로서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사업수행을사업수행을사업수행을사업수행을사업수행을사업수행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및및및및및및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 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 방방방방방방단계로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로봇개발 내용 및 추진, 보급운영 방

안안안안안안 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 도출하기도출하기도출하기도출하기도출하기도출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기획연구로기획연구로기획연구로기획연구로기획연구로기획연구로 시작되었다시작되었다시작되었다시작되었다시작되었다시작되었다......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연구로 시작되었다.

본본본본본본 과제의과제의과제의과제의과제의과제의 연구범위는연구범위는연구범위는연구범위는연구범위는연구범위는 첫째첫째첫째첫째첫째첫째,,,,,,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서비서비서비서비서비서비본 과제의 연구범위는 첫째, 인공지능 기반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서비

스기획스기획스기획스기획스기획스기획 및및및및및및 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 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 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 둘째둘째둘째둘째둘째둘째,,,,,,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및및및및및및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 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연구,,,,,, 셋셋셋셋셋셋스기획 및 외형 콘셉트 도출, 둘째, 인공지능 및 로봇 개발방안 연구, 셋

째째째째째째,,,,,, 개발예산개발예산개발예산개발예산개발예산개발예산 및및및및및및 중장기중장기중장기중장기중장기중장기 로드맵을로드맵을로드맵을로드맵을로드맵을로드맵을 포함하는포함하는포함하는포함하는포함하는포함하는 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 방법과방법과방법과방법과방법과방법과 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 방방방방방방째, 개발예산 및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하는 개발추진 방법과 보급운영 방

안을안을안을안을안을안을 도출하는도출하는도출하는도출하는도출하는도출하는 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것이다...... 첫첫첫첫첫첫 번째번째번째번째번째번째 항목인항목인항목인항목인항목인항목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기획기획기획기획기획기획 및및및및및및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 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항목인 서비스 기획 및 로봇 콘셉트 도출

을을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과지원로봇과지원로봇과지원로봇과지원로봇과지원로봇과 연관되는연관되는연관되는연관되는연관되는연관되는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분야에서분야에서분야에서분야에서분야에서분야에서 자료조사자료조사자료조사자료조사자료조사자료조사 및및및및및및을 위하여 독서활동 지원로봇과 연관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조사 및

사례연구를사례연구를사례연구를사례연구를사례연구를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개발동기가개발동기가개발동기가개발동기가개발동기가개발동기가 되었던되었던되었던되었던되었던되었던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개발동기가 되었던 ‘Read to

aaaaaa Dog’Dog’Dog’Dog’Dog’Dog’ 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 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 행동행동행동행동행동행동 및및및및및및 감정표현감정표현감정표현감정표현감정표현감정표현 양식양식양식양식양식양식 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 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 심리심리심리심리심리심리 특성특성특성특성특성특성a Dog’ 사례분석, 반려견 행동 및 감정표현 양식 분석, 아동의 심리 특성

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 독서흥미독서흥미독서흥미독서흥미독서흥미독서흥미 유발원리유발원리유발원리유발원리유발원리유발원리 및및및및및및 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 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 등등등등등등분석, 독서흥미 유발원리 및 사례분석, 기존의 서비스 로봇 사례분석 등

다각적인다각적인다각적인다각적인다각적인다각적인 측면에서측면에서측면에서측면에서측면에서측면에서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도출을도출을도출을도출을도출을도출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 수행수행수행수행수행수행다각적인 측면에서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서비스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 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 분석뿐분석뿐분석뿐분석뿐분석뿐분석뿐 만만만만만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실제실제실제실제실제실제 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로로로로로로하였다. 기존의 자료 분석뿐 만 아니라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반려견/로



- ii -

봇과봇과봇과봇과봇과봇과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책읽기를책읽기를책읽기를책읽기를책읽기를책읽기를 수행하고수행하고수행하고수행하고수행하고수행하고 이를이를이를이를이를이를 관찰함으로써관찰함으로써관찰함으로써관찰함으로써관찰함으로써관찰함으로써 아동이아동이아동이아동이아동이아동이 반려견과반려견과반려견과반려견과반려견과반려견과 로봇과로봇과로봇과로봇과로봇과로봇과봇과 함께 책읽기를 수행하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아동이 반려견과 로봇과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책을책을책을책을책을책을 읽을읽을읽을읽을읽을읽을 때의때의때의때의때의때의 반응과반응과반응과반응과반응과반응과 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 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 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함께 책을 읽을 때의 반응과 행동특성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를를를를를 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 네네네네네네 가지의가지의가지의가지의가지의가지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도출하였으며도출하였으며도출하였으며도출하였으며도출하였으며 각각각각각각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만족하는만족하는만족하는만족하는만족하는 총총총총총총 121212121212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 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 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 총총총총총총 네네네네네네 차례에차례에차례에차례에차례에차례에만족하는 총 12종의 서비스를 정의하였다. 도출된 서비스는 총 네 차례에

걸친걸친걸친걸친걸친걸친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자문회의를자문회의를자문회의를자문회의를자문회의를자문회의를 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 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 전문가들로부터전문가들로부터전문가들로부터전문가들로부터전문가들로부터전문가들로부터 검토의견을검토의견을검토의견을검토의견을검토의견을검토의견을 수렴하였수렴하였수렴하였수렴하였수렴하였수렴하였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검토의견을 수렴하였

으며으며으며으며으며으며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 수정수정수정수정수정수정 보완되었다보완되었다보완되었다보완되었다보완되었다보완되었다...... 대부분대부분대부분대부분대부분대부분 전문가들전문가들전문가들전문가들전문가들전문가들으며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대부분 전문가들

이이이이이이 공통적으로공통적으로공통적으로공통적으로공통적으로공통적으로 지적하였던지적하였던지적하였던지적하였던지적하였던지적하였던 사항은사항은사항은사항은사항은사항은 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 기술수준과기술수준과기술수준과기술수준과기술수준과기술수준과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괴리괴리괴리괴리괴리괴리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은 현재의 기술수준과 서비스 사이의 괴리

가가가가가가 크다는크다는크다는크다는크다는크다는 것이었는데것이었는데것이었는데것이었는데것이었는데것이었는데,,,,,,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의견을 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 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 개발단계에개발단계에개발단계에개발단계에개발단계에개발단계에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가 크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라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분리하여분리하여분리하여분리하여분리하여분리하여 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 111111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 444444종과종과종과종과종과종과 222222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개발서비스서비스를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1단계 개발서비스 4종과 2단계 개발서비스

121212121212종을종을종을종을종을종을 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 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 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정의서를정의서를정의서를정의서를정의서를정의서를 작성하였작성하였작성하였작성하였작성하였작성하였12종을 정의하였다. 도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의서를 작성하였

고고고고고고 각각각각각각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 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고 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기술요소들을 통합할통합할통합할통합할통합할통합할 수수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핵심구성요소를핵심구성요소를핵심구성요소를핵심구성요소를핵심구성요소를핵심구성요소를 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기술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핵심구성요소를 도출

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정의된정의된정의된정의된정의된정의된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수수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하였다. 그리고 정의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의 외형

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 두두두두두두 종종종종종종((((((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 바다사자바다사자바다사자바다사자바다사자바다사자))))))을을을을을을 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 이이이이이이 중중중중중중 좀좀좀좀좀좀 더더더더더더 선호도가선호도가선호도가선호도가선호도가선호도가 높높높높높높콘셉트 두 종(리트리버, 바다사자)을 도출하였고 이 중 좀 더 선호도가 높

았던았던았던았던았던았던 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리트리버 형상의형상의형상의형상의형상의형상의 디자인을디자인을디자인을디자인을디자인을디자인을 최종최종최종최종최종최종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 콘셉트로콘셉트로콘셉트로콘셉트로콘셉트로콘셉트로 선정하였다선정하였다선정하였다선정하였다선정하였다선정하였다......았던 리트리버 형상의 디자인을 최종 로봇의 외형 콘셉트로 선정하였다.

111111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구현하기구현하기구현하기구현하기구현하기구현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및및 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로봇개발 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 중점중점중점중점중점중점1단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및 로봇개발 방안을 중점

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검토하였다검토하였다검토하였다검토하였다검토하였다검토하였다......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 정밀한정밀한정밀한정밀한정밀한정밀한 동작이나동작이나동작이나동작이나동작이나동작이나 정확한정확한정확한정확한정확한정확한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경우는, 정밀한 동작이나 정확한

정보전달과정보전달과정보전달과정보전달과정보전달과정보전달과 같은같은같은같은같은같은 지표보다지표보다지표보다지표보다지표보다지표보다,,,,,, 아동과의아동과의아동과의아동과의아동과의아동과의 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 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 독서에독서에독서에독서에독서에독서에 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흥미흥미흥미흥미흥미흥미정보전달과 같은 지표보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

를를를를를를 느끼게느끼게느끼게느끼게느끼게느끼게 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것이것이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평가지표이다평가지표이다평가지표이다평가지표이다평가지표이다평가지표이다...... 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 음성인식음성인식음성인식음성인식음성인식음성인식,,,,,, 영상인식영상인식영상인식영상인식영상인식영상인식 등등등등등등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따라서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

은은은은은은 상용상용상용상용상용상용 APIAPIAPIAPIAPIAPI를를를를를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빠르게빠르게빠르게빠르게빠르게빠르게 개발하고개발하고개발하고개발하고개발하고개발하고,,,,,,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 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음음음음음음은 상용 API를 이용하여 빠르게 개발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음

성성성성성성,,,,,, 영상표현영상표현영상표현영상표현영상표현영상표현 및및및및및및 아이컨택아이컨택아이컨택아이컨택아이컨택아이컨택 등의등의등의등의등의등의 동작동작동작동작동작동작 콘텐츠콘텐츠콘텐츠콘텐츠콘텐츠콘텐츠 등의등의등의등의등의등의 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 초점을초점을초점을초점을초점을초점을 맞추어맞추어맞추어맞추어맞추어맞추어성, 영상표현 및 아이컨택 등의 동작 콘텐츠 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진행되어야진행되어야진행되어야진행되어야진행되어야 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또한또한또한또한또한또한 비주기비주기비주기비주기비주기비주기 동작동작동작동작동작동작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 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특정 확률로확률로확률로확률로확률로확률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확률로 사람이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행동의행동의행동의행동의행동의행동의 인과관계를인과관계를인과관계를인과관계를인과관계를인과관계를 예측하기예측하기예측하기예측하기예측하기예측하기 어렵도록어렵도록어렵도록어렵도록어렵도록어렵도록 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 하드웨어는하드웨어는하드웨어는하드웨어는하드웨어는하드웨어는 유지유지유지유지유지유지로봇의 행동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 어렵도록 설계한다. 하드웨어는 유지

보수를보수를보수를보수를보수를보수를 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 111111단계에서는단계에서는단계에서는단계에서는단계에서는단계에서는 고정형으로고정형으로고정형으로고정형으로고정형으로고정형으로 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 움직임에움직임에움직임에움직임에움직임에움직임에 제약으로제약으로제약으로제약으로제약으로제약으로보수를 고려하여 1단계에서는 고정형으로 개발한다. 움직임에 제약으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감정을감정을감정을감정을감정을감정을 표현하기표현하기표현하기표현하기표현하기표현하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목에목에목에목에목에목에 222222관절을관절을관절을관절을관절을관절을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귀귀귀귀귀귀,,,,,, 꼬리를꼬리를꼬리를꼬리를꼬리를꼬리를 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에 2관절을 포함하여 귀, 꼬리를 각각

111111자유도로자유도로자유도로자유도로자유도로자유도로 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 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효율적인 환경인식을환경인식을환경인식을환경인식을환경인식을환경인식을 위해위해위해위해위해위해 광각카메라를광각카메라를광각카메라를광각카메라를광각카메라를광각카메라를 얼굴얼굴얼굴얼굴얼굴얼굴 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1자유도로 구현한다. 효율적인 환경인식을 위해 광각카메라를 얼굴 전면

에에에에에에 배치하고배치하고배치하고배치하고배치하고배치하고,,,,,, 마이크를마이크를마이크를마이크를마이크를마이크를 좌우와좌우와좌우와좌우와좌우와좌우와 위아래에위아래에위아래에위아래에위아래에위아래에 배치한다배치한다배치한다배치한다배치한다배치한다...... 마이크의마이크의마이크의마이크의마이크의마이크의 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경우는 아동아동아동아동아동아동에 배치하고, 마이크를 좌우와 위아래에 배치한다. 마이크의 경우는 아동

의의의의의의 음성음성음성음성음성음성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구축을구축을구축을구축을구축을구축을 위해위해위해위해위해위해 음질이음질이음질이음질이음질이음질이 최소최소최소최소최소최소 16kHz/16bit16kHz/16bit16kHz/16bit16kHz/16bit16kHz/16bit16kHz/16bit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사양사양사양사양사양사양의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질이 최소 16kHz/16bit 이상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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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을을을을을 선정한다선정한다선정한다선정한다선정한다선정한다......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몸체몸체몸체몸체몸체몸체 대부분에대부분에대부분에대부분에대부분에대부분에 터치센서를터치센서를터치센서를터치센서를터치센서를터치센서를 부착하여부착하여부착하여부착하여부착하여부착하여 사용자와의사용자와의사용자와의사용자와의사용자와의사용자와의 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을 선정한다. 로봇 몸체 대부분에 터치센서를 부착하여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작용을작용을작용을작용을작용을 용이하도록용이하도록용이하도록용이하도록용이하도록용이하도록 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설계한다...... 데이터베이스는데이터베이스는데이터베이스는데이터베이스는데이터베이스는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에클라우드에클라우드에클라우드에클라우드에클라우드에 저장되며저장되며저장되며저장되며저장되며저장되며,,,,,, 크게크게크게크게크게크게작용을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크게

음성음성음성음성음성음성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저장과저장과저장과저장과저장과저장과 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동작동작동작동작동작동작 생성을생성을생성을생성을생성을생성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데이터베이데이터베이데이터베이데이터베이데이터베이데이터베이음성 데이터베이스 저장과 상호작용을 위한 동작 생성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로스로스로스로스로스로 나뉘어나뉘어나뉘어나뉘어나뉘어나뉘어 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개발한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클라우드 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시스템을 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 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 및및및및및및 표현표현표현표현표현표현스로 나뉘어 개발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상황인식 및 표현

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 처리하도록처리하도록처리하도록처리하도록처리하도록처리하도록 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관리관리관리관리관리관리 및및및및및및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펌웨어를펌웨어를펌웨어를펌웨어를펌웨어를펌웨어를 실실실실실실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로봇 하드웨어 펌웨어를 실

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업데이트하도록 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구현한다......시간 업데이트하도록 구현한다.

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 및및및및및및 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보급운영 방안에방안에방안에방안에방안에방안에 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 수행하였수행하였수행하였수행하였수행하였수행하였마지막으로 로봇의 개발추진 및 보급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다다다다다...... 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인공지능기술의인공지능기술의인공지능기술의인공지능기술의인공지능기술의인공지능기술의 수준을수준을수준을수준을수준을수준을 고려했을고려했을고려했을고려했을고려했을고려했을 때때때때때때 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 음성이나음성이나음성이나음성이나음성이나음성이나 행동에행동에행동에행동에행동에행동에 대대대대대대다. 현재 인공지능기술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음성이나 행동에 대

해해해해해해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완벽히완벽히완벽히완벽히완벽히완벽히 반응하는반응하는반응하는반응하는반응하는반응하는 것은것은것은것은것은것은 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 어렵기어렵기어렵기어렵기어렵기어렵기 때문에때문에때문에때문에때문에때문에 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 초초초초초초해 로봇 스스로 완벽히 반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발 초

창기창기창기창기창기창기 (1(1(1(1(1(1년년년년년년-2-2-2-2-2-2년년년년년년))))))에는에는에는에는에는에는 ‘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 ofofofofofof Oz’Oz’Oz’Oz’Oz’Oz’ 기반을기반을기반을기반을기반을기반을 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 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창기 (1년-2년)에는 ‘Wizard of Oz’ 기반을 원격운영방식을 제안한다.

‘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 ofofofofofof Oz’Oz’Oz’Oz’Oz’Oz’는는는는는는 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 인간인간인간인간인간인간------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 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 방방방방방방‘Wizard of Oz’는 기존의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

법으로법으로법으로법으로법으로법으로 원격조작자가원격조작자가원격조작자가원격조작자가원격조작자가원격조작자가 로봇을로봇을로봇을로봇을로봇을로봇을 조작하는조작하는조작하는조작하는조작하는조작하는 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행동에행동에행동에행동에행동에행동에 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 인간인간인간인간인간인간법으로 원격조작자가 로봇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로봇의 행동에 대한 인간

의의의의의의 반응을반응을반응을반응을반응을반응을 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목적을목적을목적을목적을목적을목적을 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활용되는 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 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 초창기에는초창기에는초창기에는초창기에는초창기에는초창기에는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활용되는 방법이다. 개발 초창기에는

‘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 ofofofofofof Oz’Oz’Oz’Oz’Oz’Oz’에에에에에에 기반한기반한기반한기반한기반한기반한 원격운영으로원격운영으로원격운영으로원격운영으로원격운영으로원격운영으로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서비서비서비서비서비서비‘Wizard of Oz’에 기반한 원격운영으로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다양한 서비

스들을스들을스들을스들을스들을스들을 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아동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테스트하고테스트하고테스트하고테스트하고테스트하고테스트하고 피드백된피드백된피드백된피드백된피드백된피드백된 결과들을결과들을결과들을결과들을결과들을결과들을 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반영하여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스들을 아동을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피드백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서비스

및및및및및및 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로봇 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 고도화하는고도화하는고도화하는고도화하는고도화하는고도화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것을것을 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 이이이이이이 후후후후후후 개발중기개발중기개발중기개발중기개발중기개발중기 (3(3(3(3(3(3년년년년년년-4-4-4-4-4-4년년년년년년))))))에에에에에에및 로봇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후 개발중기 (3년-4년)에

는는는는는는 본격적인본격적인본격적인본격적인본격적인본격적인 로봇개발을로봇개발을로봇개발을로봇개발을로봇개발을로봇개발을 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 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 초도초도초도초도초도초도 시제품을시제품을시제품을시제품을시제품을시제품을 완성하여완성하여완성하여완성하여완성하여완성하여 시범서비시범서비시범서비시범서비시범서비시범서비는 본격적인 로봇개발을 추진하며 이때 초도 시제품을 완성하여 시범서비

스를스를스를스를스를스를 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 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 시제품이시제품이시제품이시제품이시제품이시제품이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 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 정의한정의한정의한정의한정의한정의한 444444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 111111스를 시작한다. 이때 시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앞에서 정의한 4종의 1

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서비스이다서비스이다서비스이다서비스이다서비스이다서비스이다...... 이후이후이후이후이후이후 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 (5(5(5(5(5(5년년년년년년-7-7-7-7-7-7년년년년년년))))))에는에는에는에는에는에는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원격운영을원격운영을원격운영을원격운영을원격운영을원격운영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단계 서비스이다. 이후 장기 (5년-7년)에는 로봇의 원격운영을 위한 운영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및및 로봇기술로봇기술로봇기술로봇기술로봇기술로봇기술 고도화를고도화를고도화를고도화를고도화를고도화를 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 본본본본본본 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시스템,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 기술 및 로봇기술 고도화를 통해 본 과제

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 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 121212121212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 222222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수수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중기중기중기중기중기중기 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에서 제안하는 12종의 2단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 로드

맵맵맵맵맵맵 (4(4(4(4(4(4년년년년년년))))))에에에에에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 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 예산안을예산안을예산안을예산안을예산안을예산안을 도출하여도출하여도출하여도출하여도출하여도출하여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첨부하였다첨부하였다첨부하였다첨부하였다첨부하였다첨부하였다......맵 (4년)에 대해서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도출하여 함께 첨부하였다.

본본본본본본 연구팀에서는연구팀에서는연구팀에서는연구팀에서는연구팀에서는연구팀에서는 본본본본본본 과제의과제의과제의과제의과제의과제의 연구수행을연구수행을연구수행을연구수행을연구수행을연구수행을 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윤곽윤곽윤곽윤곽윤곽윤곽본 연구팀에서는 본 과제의 연구수행을 통해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윤곽

은은은은은은 어느어느어느어느어느어느 정도정도정도정도정도정도 도출하였다고도출하였다고도출하였다고도출하였다고도출하였다고도출하였다고 판단한다판단한다판단한다판단한다판단한다판단한다......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 기획을기획을기획을기획을기획을기획을 위하위하위하위하위하위하은 어느 정도 도출하였다고 판단한다.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기획을 위하

여여여여여여 고려해야고려해야고려해야고려해야고려해야고려해야 했던했던했던했던했던했던 분야가분야가분야가분야가분야가분야가 상당히상당히상당히상당히상당히상당히 방대하여방대하여방대하여방대하여방대하여방대하여 각각각각각각 요소요소에요소요소에요소요소에요소요소에요소요소에요소요소에 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 좀좀좀좀좀좀 더더더더더더 깊깊깊깊깊깊여 고려해야 했던 분야가 상당히 방대하여 각 요소요소에 대해 좀 더 깊

이이이이이이 있게있게있게있게있게있게 연구하지연구하지연구하지연구하지연구하지연구하지 못한못한못한못한못한못한 부분은부분은부분은부분은부분은부분은 아쉬움으로아쉬움으로아쉬움으로아쉬움으로아쉬움으로아쉬움으로 남는다남는다남는다남는다남는다남는다......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지원로봇의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 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 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로봇의 콘셉트, 서비스, 그리고 개발



- iv -

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범위를범위를범위를범위를범위를범위를 명확히명확히명확히명확히명확히명확히 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것이것이 중요하며중요하며중요하며중요하며중요하며중요하며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부분들은부분들은부분들은부분들은부분들은부분들은 본본본본본본 과제가과제가과제가과제가과제가과제가 시작시작시작시작시작시작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들은 본 과제가 시작

되면되면되면되면되면되면 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 초기에초기에초기에초기에초기에초기에 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관련 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 참여하여참여하여참여하여참여하여참여하여참여하여 깊은깊은깊은깊은깊은깊은 고찰이고찰이고찰이고찰이고찰이고찰이 필요해필요해필요해필요해필요해필요해 보인다보인다보인다보인다보인다보인다......되면 개발 초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깊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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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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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1 연구배경

□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AI 감수성 체험 프로그램

○ 정부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향후 경제 사회

전반을 혁신할 근본 기술로 인식하고,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함 (2019.12)

○ 정부 AI 국가전략의 핵심 추진전략 중 하나는 “우리 국민의 지

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

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 하는 것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로 정

부의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AI 기반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AI 로

봇 감수성 체험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독서활동 지

원 로봇을 개발하고 공공도서관에 보급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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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ad to a Robot’이 포함된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1.1.2 연구의 필요성

□ 어린이에게 AI 감수성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독서활동 지원로봇

필요

○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반려견에게 책을 읽어주는 “Read to a Dog”

프로그램을 운영

○ “Read to a Dog”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 독서 흥미 유발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음

○ 미국의 University of Wisconsin 에서는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Minnie (그림 2. (b))를 개발하여 어린이의

독서흥미를 유발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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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 독서흥미 유발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로봇을 통한 AI

감수성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개발이 필

요함

그림 2. 독서활동 지원 반려견 및 로봇. (a) 독서활동 지원 반려견, (b) 독서활

동 지원로봇



- 5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2.1 연구의 목적

□ 인공지능(AI) 국가전략 과제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로봇 개발방안 연구를 통해 향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로봇 (Read to a

Robot) 서비스 기획

○ 독서활동 지원 로봇에 특화된 인공지능 및 로봇 개발방안 도출

○ 특화 인공지능 및 로봇 개발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실

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개발 사업 추진 및 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그림 3. 연구의 목적

1.2.2 연구의 핵심과업 및 수행체계

□ 본 과제에서는 AI 감수성 체험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성공

적인 개발을 위하여 아래의 3가지 항목을 핵심과업으로 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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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함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린이에게 독서 흥미를 심을 수 있는 독

서활동 지원 로봇 (Read to a Robot) 서비스 기획

∙“Read to a Robot”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반려견 행동특성 분

석 및 독서 흥미 유발 요소 분석 등 (반려견 및 독서전문가 협

업연구)

∙“Read to a Robot” 서비스 항목 정의 및 시나리오 개발: 영화

나 드라마의 콘티 형태로 서비스 시나리오 정의

∙어린이와 로봇사이의 상호작용(HCI, Human Robot Interaction)

요소 정의: 어린이가 로봇에게 책을 읽어줄 때 로봇의 감정표현

및 반응의 종류 및 범주 설정

∙“Read to a Robot” 외형 콘셉트 및 핵심요소 정의: 기존 사례

조사를 통해 로봇 외형의 콘셉트 (반려견, 캐릭터 등)를 도출하

고 로봇의 서비스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의함

∙“Read to a Robot” 각 핵심요소의 역할 및 기능범위 정의: 서

비스 실행을 위한 핵심요소들의 역할을 정의하고 어느 수준까

지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범위를 정의함

○ “Read to a Robot” 서비스 특화 인공지능 및 로봇 개발방안 연

구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음성, 얼굴, 표정, 행동 인식기술 개발방

안 연구

∙“Read to a Robot” 음성, 표정, 행동 구현 기술 개발방안 연구

∙실시간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방안 연구

∙클라우드기반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연계 기술 개발방안 연구

∙“Read to a Robot” H/W 개발 기준 도출 (안전 및 법적 규제사

항 검토)



- 7 -

○ 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 추진 및 공공도서관 보급 운영 방안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로봇 개발

추진 및 보급 운영 방안 연구

∙로봇 시제품 개발 운영 및 보급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산정

∙로봇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연

구

∙성공적인 로봇 보급을 위한 세부 일정 및 단계별 성과지표를

포함한 국내 공공도서관 대상 보급 확산 및 유지관리 방안 연

구

∙인공지능 로봇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심층학습(딥러닝)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봇 고도화

3년 이상의 로드맵 제시

그림 4. 연구의 핵심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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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과업수행을 위하여 연구의 배경,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부

합하도록 3개의 Phase, 8개의 Work로 구성된 연구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연구를 추진함

○ 각각의 Phase와 Work는 내용에 따라 순차적 혹은 병렬로 진행

될 수 있으며 연구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순서 및 내

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각 Phase의 산출물은 다른 Phase의 과업 수행에 반영될 수 있

으며 최종보고서의 결과물로 활용됨

그림 5. 연구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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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ead to a Robot’

 서비스 기획

1.‘Read to a Robot’서비스 기획 개요

2. 반려견 행동특성 분석

3. 독서흥미유발 원리 및 사례분석

4. 로봇 및 반려견을 대하는 아동의 심리특성분석

5. 서비스로봇 사례 분석

6.‘Read to a Robot’ 서비스항목 및 시나리오 도출

7.‘Read to a Robot’ 핵심요소 및 외형 콘셉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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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ad to a Robot’ 서비스 기획

2.1. ‘Read to a Robot’ 서비스 기획 연구개요

본 장에서는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 기획내용, 도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의 핵심요

소 및 기능범위, 그리고 로봇의 외형 콘셉트 도출 안을 제안한

다.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기획을 위하여 관련된 여러 분

야의 자료조사, 사례조사, 그리고 기획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도출하였다. 어린이 독서능력 향상의 효

과성이 검증된 기존의 ‘Read to a Dog’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독서능력 향상 메커니즘과 흥미유발 원리 등을 도출

하였고, 반려견의 일반적인 행동특성 분석을 통해 로봇의 감정표

현 양식, 행동양식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심리

분석을 통해 아동이 친밀감을 느끼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로

봇의 콘셉트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독서흥미 유발원

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의 독서흥미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들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하여 세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간 반려견 및 로봇과 함께 책읽기 실험을 수행하였고 아동의

책읽기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로봇의 서비스 기획에

반영하였다. 서비스 기획내용은 반려견 전문가, 아동심리전문가,

소셜로봇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로부터 검토

를 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수정, 보완하

여 최종적으로 1단계 4종의 서비스와 2단계 12종의 서비스를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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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의 핵심요소를 정의하였으며

각 요소의 기능범위를 정의하였다. 또한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2종의 로봇 외형 콘셉트 (리트리버, 바다사자) 시

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선호도가 높은 리트리버 형상의 로봇

외형 콘셉트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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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려견 행동특성 분석

2.2.1 ‘Read to a Dog’ 사례분석

□ ‘Read to a Dog’ 프로그램 개요

○ 읽기능력은 사회구성원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능

력이지만, 전 세계인구의 약 15% 는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

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매년 1조 달러이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읽기능력의 교육 및 학습을 위하여 학생의 독서흥미를 유발시키

고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이 높아지

고 있음

○ ‘Read to a Dog’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활용하여 심리적 문제

를 치유하는 동물매개치료 (Animal-Assisted Therapy)의 한 종

류로서, 어린이가 편안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감 있게 책을 읽

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독

서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임

○ 1999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

(R.E.A.D.)’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호

주 등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려견을 활용한 독서지원 프

로그램이 운영 중임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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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름 국가 웹사이트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s
(R.E.A.D.)

미국

https://ko-kr.facebook.com/Read
ingEducationAssistanceDogs/

The Bark and Read 영국

https://www.thekennelclub.org.u
k/barkandread

Caring Canines 미국

https://caringcanines.org/

Dogs Helping Kids 영국

https://www.dogshelpingkids.co.
uk/

Read2Dogs 영국

https://petsastherapy.org/what-
we-do/read2dogs/

<표 1> 반려견을 활용한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 현황

https://ko-kr.facebook.com/ReadingEducationAssistanceDogs/
https://www.thekennelclub.org.uk/barkandread
https://caringcanines.org/
https://www.dogshelpingkids.co.uk/
https://petsastherapy.org/what-we-do/read2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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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관한 문헌조사

○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어 있었으며 기존 연구논문의 요약은 표 2

와 같음

Classroom Canines 영국

https://www.deltasociety.com.au
/classroom-canines

Sit Stay Read 미국

https://www.sitstayread.org/

Tail Waggin’ Tutors 미국

https://www.tdi-dog.org/OurPro
grams.aspx?Page=Children+Rea

ding+to+Dogs

Reading with Rover 미국

https://www.readingwithrover.o
rg/

https://www.deltasociety.com.au/classroom-canines
https://www.sitstayread.org/
https://www.tdi-dog.org/OurPrograms.aspx?Page=Children+Reading+to+Dogs
https://www.readingwithro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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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저자 (출판연도)
참가자
연령대

효과 (읽기능력) 효과 (읽기자세)

1 Dunlap (2010) -
Improved reading

abilities
Greater reading
confidence

2 Faver (2009) -
Improved language
and literacy skills

Greater reading
confidence

3 Jalongo (2005) -
Improved reading

abilities

Increased reading:
motivation,
self-esteem,

enjoyment, feelings
of support. Reduced
reading stress

4 Klotz (2014) -
Improved reading

abilities

Increased reading
confidence,
motivation,
engagement.
Reduced reading

anxiety

5 Lane (2013) -
Improved reading

abilities

Increased reading
motivation &
confidence

6 Pillow-Price (2014) -
Improved reading

abilities

Increased reading:
confidence,
self-esteem.

Reduced reading
anxiety

7 Shaw (2013) -
Improved reading

abilities

Increased intrinsic
reading motivation,
increased reading
engagement

8 Siegel (2004) -
Improved reading

abilities

Increased reading
confidence, reduced
reading anxiety

9 Snider (2007) -
Improved reading

ability
Improved reading
confidence

10 Gallatin (2014)
7-11
years

Reading disability
and typically

developing readers

Improved confidence
and motivation to

read

11 Heyer (2007)
7–9
years

Slightly increased
reading abilities

Increased confidence
and love for
reading

<표 2> ‘Read to a Dog’ 효과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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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의 효과

검증은 저자의 주관적 분석과 Test group(with a dog)과

Control group(without a dog)으로 나누어 두 그룹 간의 읽기

능력의 향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 기존 연구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Read to a Dog’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은 대부분 읽기능력, 읽기속도, 읽기의 정확성, 읽

기시간, 독해능력의 향상이 있었음

12 Lloyd (2014)
5–11
years

Improved reading
grades

Improved attitudes,
increased
confidence,

co-operation &
attendance

13 Walsh
6–7
years

Improved reading
fluency (visual
inspection)

Increased reading
confidence and
engagement

14 Griess
8–10
years

Spent more time
reading

Improved reading
motivation &
enjoyment for
reading

15 Paradise (2007)
6–10
years

Improved
identifying,

exploring, defining,
analysing,
predicting,
summarising

Improved reading:
attitude, enthusiasm
& self-esteem

16 Booten (2011) 10 years
No significant
differenc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17 Lenihan 7 years
Reading abilities
declined more in
control group

Reading attitude
decreased more in
control group

18 Treat (2013)
7–10
years

Learning
disabilities

Improved reading
fluency, accuracy
and comprehension

Improved reading
selfperception and
reduced reading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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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Dog’ 프로그램을 통한 읽기능력의 향상은 반려견과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대상자의 자신감 증가, 긴장완화, 스트레

스 완화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반려견이 대상자의 독

서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특성은 대상자가 편안하게 책을 읽

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원인임

○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대표적 연구논문

사례

∙‘The effect of an animal-assisted reading program on reading

rate, accuracy and comprehension of grade 3 stdudents: a

randomized control studty, 2014

∙임상실험 대상자: 초등학교 3학년(8세)학생 103명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Read to a Dog

(27명)

Read to an Adult

(24명)

Read to a Doll

(26명)

Without Reading

(25명)

∙실험방법: 임상실험 전에 모든 임상실험 대상자에 대하여

reading rate,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accuracy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각 그룹별로 다른 방식의 읽기 훈련을 10주간

실시함. 10주 훈련이 끝난 후, 훈련 종료 8주후에 각각 읽기능

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

∙평가결과: Reading rate,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accuracy 3가지 항목모두 ‘Read to a Dog’ 그룹에서 나머지 그

룹보다 우수한 지표의 향상이 있었음. 이를 통해 ‘Read to a

Dog’ 프로그램이 어린이의 읽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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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ad to a Dog’ 프로그램을 통한 읽기능력 향상 결과

○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독서흥미 유발 및 독서능력 향상

메커니즘

∙‘Read to a Dog’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독서능

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은 그림 7과 같음

∙아동은 반려견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을 느끼며 반려견으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음. 이러한 반려견과의 긍정적

인 교감은 아동의 기분고조 및 중추신경계에 각성을 유발하여

독서에 대한 긴장완화 동기유발 등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읽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됨

○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독서흥미 유발 요인

∙자신감/자존감 향상 (Confidence):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아동

은 반려견으로부터 존중/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로

인해 자신감 및 자존감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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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독서흥미 유발 및 독서능력 향상 메커니즘

∙불안감 및 긴장 완화 (Anxiety):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아동은

불안감과 긴장이 완화되고 편안함을 느낌. 아동은 책을 읽을 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반려견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이

러한 감정이 완화됨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반려견의 비위협적

(non-threatening), 비판하지않는(non-judgmental) 특성은 아동

이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줌. 아동은 일반적으

로 친절한 어른보다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음

∙관심 및 참여 (Attention & Engagement): 아동은 생명체와 함

께 있을 때 특정작업에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짐

2.2.2 반려견의 일반적인 행동특성 분석

□ 의사표현을 위한 반려견의 행동특성

○ 꼬리동작을 이용한 의사표현

∙즐거움을 나타낼 때 꼬리를 흔듬

∙꼬리를 내리거나 감추는 경우는 공격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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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곧게 뻗은 상태는 경계 또는 도전을 의미함

∙꼬리를 양 다리에서 떨어뜨린 채 수평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두거나, 좌우로 흔드는 것은 편안함을 나타냄

∙꼬리가 내려가고 뒷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꺾여 몸의 위치가 낮

아지는 경우는 상대와의 관계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

종의 신호임

∙꼬리가 뒷다리 사이에 말려들어가 있는 경우는 두렵다는 의미

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복종의 신호임

∙꼬리를 크게 흔들고 엉덩이의 위치도 낮지 않은 자세는 우호적

인 태도를 나타냄

∙꼬리의 위치가 낮을수록 복종성이 강한 것이고 꼬리를 흔드는

방식의 격함은 흥분의 정도를 나타냄

○ 귀 동작을 이용한 의사표현

∙반려견의 귀는 소리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감정표현을 위해

움직이기도 함

∙귀가 쫑긋 서거나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는 무언가에 주의

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임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 조금 옆으로 벌리듯이 뒤로 처져 있을

때에는 기분 좋은 상태임

∙귀를 뒤로 젖혀있는 상태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는 공격

의 신호임

○ 눈 동작 및 표정을 이용한 의사표현

∙눈을 동그랗게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것은 행복하다는 표현임

∙눈꺼풀을 치켜 올리는 경우 놀라거나 호기심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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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커지면서 흥분된 표정인 경우 공격을 받거나 무서운 상태

임

∙동공이 축소되면서 노려보려보는 경우 위협하는 상태를 나타냄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눈을 피하는 경우는 불안감 또는 복종

의 신호임

∙위축된 듯 몸을 낮추고 상대를 올려다보는 것은 화해를 청하거

나 복종의 신호임

반려견 행동특성 의미 사진

꼬리는 높게 세우고 귀는 쫑긋
세우며 한 곳을 쳐다봄

호기심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눈치를 살핌

두려움, 공포

꼬리와 귀는 세우며 이빨을 보임 공격성

바닥이나 문을 긁음 분리, 불안

땅을 파거나 물건을 잡아당김 지루함, 심심함

보호자가 나간 후 짖음 두려움, 외로움

<표 3> 반려견의 행동특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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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애견연맹, 2018)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림 경고, 공격

다른 반려견의 항문이나 생식기
냄새를 맡음

인사, 서열 확인

입을 크게 벌림 무료함

입은 살짝 벌리고 혀를 내밀고
있음

평온함

엉덩이만 들고 꼬리를 살살 흔듬 즐거움, 행복

얼굴을 핥음 사랑, 존경

사람이나 반려견에게 몸을
문지르거나 기댐

동료애

눈을 가만히 응시함 공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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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서흥미유발 원리 및 사례분석

2.3.1 독서흥미유발 원리

□ 독서 흥미의 정의

○ 흥미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고, 몰입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됨

○ Hidi, Baird(1986)는 흥미를 개인적 흥미/상황적 흥미 2개로 구

분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 구분을 따름

○ Kush, Watkins(1996)에 따르면 독서 흥미는 학습자가 독서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독서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Kush, Watkins와 동일하게 독서 흥미를 정의하

고, 독서 흥미 유발하는 요소들을 분석함

□ 독서 흥미 유발의 요소

○ 독서 흥미 유발의 요소는 내면적 요인/외면적 요인으로 구분됨

○ 독서 흥미 유발의 내면적 요소는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독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5가지의 내면적 독서 흥

미 유발요소가 있음

○ 독서 흥미 유발의 외면적 요소는 인간의 욕구 충족 외에 다른

것이 독서 흥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4가지로 분류함

○ Fawson, Moore(1999)는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방법들을 외부

적 보상/내부적 보상으로 구분함

○ 외부적 보상은 음식, 돈과 같은 물질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독서의 본질적인 흥미유발 보다는 오직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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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위한 독서가 많음

○ 내부적 보상은 보상의 형태가 칭찬, 자신감, 소속감 등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는 어린이의 내적 흥미, 호기심에 바탕을

둔 독서 흥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음

○ 외부적 보상/내부적 보상은 주로 독서 흥미 유발의 내면적 요소

와 연결 지을 수 있음

○ 독서 흥미 유발의 내면적 요인

∙욕구의 직접적 충족 : 특정 도서 매체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 도서에 대한 흥미가 발생하여 책을 읽

게 되는 것을 의미함

보상 : 지식의 양의 증가에 따른 자신감, 만족감

∙욕구의 간접적 충족 : 책을 읽는 행위가 다른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함. 칭찬을 받기 위한 책 읽기, 부모, 선

생님의 명령에 따른 책 읽기가 예시임

보상 : 부모 또는 선생님의 칭찬, 음식, 돈

∙욕구 불만의 보상 :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

시킬 만한 소재의 책을 읽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보상 : 스트레스 감소, 만족감

∙현실 도피 :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소재의 책을 읽는 것

을 의미함

보상 : 스트레스 감소, 만족감

∙모방 독서 : 주변의 책 읽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기 위해 타

인이 읽고 있는 책을 따라서 읽는 것을 의미함

보상 :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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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흥미 유발의 외적 요인

∙도서 외관 : 초등학생들은 대개 크기가 크고, 책의 삽화가 원색

으로 되어있고 수가 많은 것, 책의 여백이 넓은 것을 선호함

ex) 초등학생 대상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출처 교보문고)의 평균 크기는 문

학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출처 교보문고)의 평균 크기보다 훨씬 큼

그림 8. 그림이 많은 초등학생 대상 베스트셀러의 표지

그림 9. 여백과 삽화가 많은 초등학생 대상 도서

∙도서 자료의 입수 조건 : 책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 여하

에 따라 독서 흥미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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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영향 : 어린이, 청소년들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도서에

영향을 받음

∙시각적 매체 : 만화나 영화의 내용을 원작으로 하는 도서가 출

시될 경우 원작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음. 이

와 반대로 도서를 원작으로 한 시각적 매체들(영상, 게임 등)

접한 어린이, 청소년이 도서를 읽는 경우도 존재함

그림 10. 겨울왕국, 주토피아 등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도서

2.3.2 독서흥미유발 사례

□ 독서 흥미 유발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나이, 방법, 흥미유발 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서 흥미 유발의 효과를 비교함

□ 유아 대상 독서 흥미 유발 연구

○ 김정이(2015), ‘유아 영어 그림책의 흥미 요인에 관한 연구’를 바

탕으로 작성함

○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의 흥미 요인을

소재/주제에 따른 흥미, 개인적 관련 정도에 따른 흥미, 인지 과

정에서의 흥미, 이야기에서의 흥미, 멀티미디어 정보와 흥미로

분류하여 분석함

○ 유아는 평소에 좋아하는 주제 또는 소재(자동차, 기차,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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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등)를 바탕으로 하는 그림책에 흥미를 보임

그림 11. 유아가 좋아하는 소재

○ 특정 주제/소재에 대한 흥미는 지속해서 관련된 책을 더 깊게,

반복적으로 읽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함

○ 개인적 관련 정도에 따른 흥미는 그림책의 등장인물, 상황이 유

아 자신의 모습, 경험과 유사함을 느낄 때의 흥미를 유발함

○ 그림책 내용에 대한 공감은 그림책의 장면을 직접 흉내 내는 활

동을 통해 관련 정도를 높여 흥미를 유발함

○ 유아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 인지적 부조화가 해결되는

과정에 대해 흥미를 보임

○ 인지적 흥미는 책을 읽은 후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기, 단어와

표현 익히고 외우기 등 능동적으로 유아가 독후 활동을 하게

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임

○ 유아는 글을 읽지 못하고, 이야기의 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우

므로 상세하고 많은 그림, 부모의 책 읽기, 부가적인 설명을 통

해 책을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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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아가 책을 이해하는 방법

○ 길고 복잡한 이야기의 경우 유아와 같이 책을 읽는 부모가 책

읽는 도중 요약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와 관련된 문답 활동을

통해 유아의 이해를 끌어내야 함

○ 글을 모르는 유아들에게 그림책 속의 그림은 직관적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

○ 유아는 그림책 속 그림의 중심적 표현 이외의 작은 요소에도 관

심을 보이고 관찰함을 확인함

○ 그림책 속의 그림은 자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유아

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담겨있어야 흥미 유

발 가능함

□ 초등학생의 연령별 그림책에 대한 흥미 비교 연구

○ 유승아(2015), ‘초등 독자의 그림책에 대한 흥미 비교 연구’를 바

탕으로 작성함

○ 초등학생들의 독서 발달이 5, 6학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급

격하게 차이 난다는 연구결과 존재함

○ 같은 그림책 3권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학생들의 흥미

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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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초등학생 대상 독서 흥미 유발 연구에서 비교를 위해 사용한 책

구분 흥미 요인

텍스트 기반
흥미

텍스트 속 단편적인 소재와 사건에 대한 흥미
텍스트 속 서사에 대한 흥미

독자 기반 흥미
독자와의 관련성에서 오는 흥미

텍스트 서사에 대한 독자의 예측이 빗나갈 때의 흥미

양식 기반 흥미

문자 글, 글의 분량, 서체, 글자의 크기 등

이미지 그림,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틀, 여백, 색채, 선 등

기타 표지, 면지, 형태, 크기, 종이의 질감 등

<표 4> 초등학생 대상 독서 흥미 유발 연구에 사용된 분석 도구

○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단편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한 그림, 우

스운 요소가 많은 책, 예측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선호함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서사 중심의 이야기, 독자 자신과 연

관 있는 이야기를 선호함

○ 서사에 대한 흥미는 인지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흥미로 고학년

일수록 선호함

○ 텍스트 기반 흥미 비교 : 2학년 학생들은 우스운 의태어(꺼억),

그림(지나치게 큰 달걀, 트림을 하는 장면 등)에 흥미를 느끼는

반면 5학년 학생은 이야기의 흐름, 등장인물의 심정을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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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흥미를 느낌

○ 독자 기반 흥미 비교 : 2학년 학생들은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

화하는 데에서 흥미를 느꼈지만 5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

상황과 연결해 공감하는 데에서 흥미를 느낌

○ 양식 기반 흥미 비교 : 2학년 학생들은 화려하고 과장되게 표현

한 그림에서 흥미를 느끼지만 5학년 학생들은 그림의 양식, 그

림을 통해 이야기의 서사를 이해하면서 흥미를 느낌

□ 보상 기반 독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

○ 보상은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물질이나 칭찬을 의미함

○ 보상이라는 자극이 자주 주어짐에 따라 독서 흥미와 동기를 감

소시킬 수 있으며 보상을 제공하는 책만 편식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임

○ 최연미(2005), ‘미국 학교도서관의 독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외부적 보상 기반 프로그램

∙미국의 기업들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마케팅 차원에서 외부

적 보상에 중점을 둔 독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 진행함

∙대부분의 외부적 보상기반 프로그램에서 읽은 책 목록을 제출

할 시 음식 쿠폰을 제공함

∙맥도날드의 All-American Reading Challenge : 10권의 책을 읽

고 목록을 제출하면 ‘All-American meal’이라는 무료 음식 쿠폰

을 제공함

∙피자헛의 Book it : 미국 전역에서 가장 활발한 독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 유치원생 ~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성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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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학생에게 자격증 및 쿠폰을 제공하고 이를 피자헛에 제시하

면 무료 피자를 제공함

∙토이저러스, 반스앤노블 : 일정량의 책을 읽은 학생에게 무료

책을 제공함

∙크라이슬러 : 독서 지원 학교로 선발된 도서관에 $1,000 수여,

미국 전역에 학급, 홈스쿨링 학생들을 위한 독서 활동자료 키트

를 제공함

∙브라움의 Book Buddy : 1~5학년 학생 대상으로 6권의 책을 읽

고 목록을 제출하면 아이스크림을 제공함

그림 14. 피자헛의 Book It, 브라움의 Book Buddy가 제공하는 쿠폰

○ 내부적 보상 기반 프로그램 (퀴즈를 이용한 독서 흥미 유발 프

로그램)

∙학생이 책을 읽은 후 퀴즈 점수, 퀴즈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칭

찬, 자신감 등의 보상 제공함

∙Accelerated Reader(AR) : Renaissance Learning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컴퓨터 퀴즈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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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책의 길이, 난이도에 따라 도서의 수준
을 구분함

· 학생은 책을 읽은 후 도서관 컴퓨터의 A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책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를 풀고 점수 획득함

· 학교에서는 학교 학급별 최다 점수를 확보한 학생들에게 외부적, 내부적
보상을 제공함

그림 15. 독서 후 책에 대한 문제를 푸는 학생(왼쪽), 내부적 보상(오른쪽)

∙독서 퀴즈 대회 : 선정된 책을 읽고, 책 내용에 대한 문제를 푸

는 대회

· 한국의 경우 도서관, 학교에서 개인별로 참가함

·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텍사스 주 등에서 실시되는 Battle of the
Book은 팀 단위로 참가함

· 대회 참가자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독서를 통한 이해, 학문적 성취를 증진.
학년, 학교 대표로 지역 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은 자신감, 만족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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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독서퀴즈 대회

∙추천 도서 리스트 : 어린이의 흥미, 관심, 책의 내용, 수준을 고

려한 추천 도서 목록을 발표하고 많이 읽은 학생들에게 시상함

□ 기타 독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

○ 외부적 보상 기반 독서 프로그램은 본질적인 독서 흥미를 유발

이 아닌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

히 퀴즈대회는 1회성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독서 흥미를 유발

하기 어려운 단점 존재함

○ 각 학급, 지역도서관에서는 지속적인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해 다

양한 프로그램 시행함

○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사서,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서관 내/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으로 도서관 안팎에서 진행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읽어줄 책 선정함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에게 책을 읽을 환경을 제공

하고 새로운 책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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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좋은 느낌이 들도

록 하여 도서관을 자주 찾게 함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시행 후 도서관 대출량이 증가했고, 참여

아동의 어휘 능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 (공정자,

2014)

그림 17.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

∙책의 1쪽을 마라톤의 10m로 비유하여 참가자가 코스를 선택해

정해진 목표량을 읽고 독서일지를 남기는 프로그램

∙대회 기간은 보통 5~6개월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읽고, 온라인을 통해 월 1회 3줄 이상 독서일지 작성함

∙대회 종료 후 완주자를 발표하고 인증서, 수료증을 수여함

∙독서 마라톤 완주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목표량을 해냈을 때의

기쁨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

가 있음 (이경란, 2013)

∙독서 마라톤 참여 후 독서량, 도서관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음 (이경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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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시, 구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

□ 독후 활동 프로그램

○ 독후 활동은 독서 후 읽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느낌, 생각, 의

견 등을 쓰기, 듣기, 말하기, 놀이 등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

함

○ 독후 활동을 통해 독서 흥미, 몰입을 유발한 연구들이 많이 존

재함

○ 또한, 독후 활동은 아동의 어휘력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가 있음 (서창희, 2009)

○ 유아의 독후 활동

∙유아의 독후 활동은 유아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 기억하게

하는 수동적인 활동을 넘어 상상력을 이용해 새로운 결과를 만

들어 내는 능동적인 활동이어야 함 (구아민, 2014)

∙신헌재 외(1994)는 유아를 위한 독후 활동으로 극화하기, 작품

의 내용과 다른 결말 상상하기, 그림 그리기, 역할 놀이를 제안

함

∙김인정(1997)는 유아를 위한 독후 활동으로 동화 이어서 짓기,

주인공 바꾸어 이야기하기, 상상하여 짓기, 회상하기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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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민(2014)는 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독후 활동으로 책 내용의

인지, 기억을 위한 발문, 상상력이 포함돼있고 창의적인 답을

요구하는 발문, 평가적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이 섞인 독후 활동

을 제안함

그림 19. 유아를 위한 독후 활동 예시

○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독후 활동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나이에 따라 활동의 형태가

다름

∙유아의 경우 주로 율동, 놀이 등을 이용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

이 진행됨

∙아동의 경우 책을 읽고 시 짓기, 생각 나누기, 연극하기, 책 만

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그림 20.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후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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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후 활동

∙최용훈, 조현양 (2015), ‘독후활동으로써 북트레일러의 효과 연

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북트레일러는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1. 책 ‘독도’의 북트레일러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은 9단계로 구성됨

∙1~3단계는 도서 선정, 독서, 내용 요약 과정이고, 4~7단계는 융

합적 독서활동영역으로 제작 구상, 스토리보드 구상, 자료준비,

북트레일러 제작 과정이 이에 해당함. 8, 9 단계는 북트레일러

편집, 완성, 업로드 과정임

∙중학교 1학년 10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비교집단

100명 비교한 결과 창의성(호기심, 집요성, 유창성)과 독서 영역

(독서 동기, 흥미, 기대)이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에 비해 선정도

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확인함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 아동은 부모 세대보다 영상매체에 익숙하기에 아동에게 독서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음 (최용훈, 조현양, 2015)

○ 책과 영상매체(동영상, 가상현실, 증강현실)가 결합한 형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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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함

○ 증강현실의 컨텐츠에 대한 몰입, 흥미, 이해를 촉진하는 특성을

도서에 적용하는 어린이에게 생동감 넘치는 독서 환경을 제공함

○ 증강현실과 책이 결합한 형태는 학습자의 몰입감, 독서 흥미유

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음 (김세진, 2018)

그림 22. 증강현실과 결합한 도서

2.3.3 분석 및 시사점

□ 독서 흥미 유발 관점

○ 독서 흥미 유발요소는 내면적/외면적 요인이 있음

○ 어린이에게 주요한 내면적 요인은 욕구의 직접적/간접적 충족,

모방독서가 있음

∙특정 주제/소재에 대한 흥미는 지속해서 관련된 책을 더 깊고

반복적으로 읽고자 하는 내면적 동기를 유발하므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기획에 적용할 수 있음

○ 시각적 자극(도서 외관, 시각적 매체)은 어린이의 독서 흥미 유

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면적 요인임

○ 기존에 시행되었던 독서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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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유발요소와 연결 지을 수 있음

○ 어린이에게 주요한 독서 흥미 유발요소를 조합한 독서 프로그램

은 어린이에게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이에 따른 독서 흥미 유발

○ 사례 조사 결과 나이에 따라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다름을 확인함

○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학생의 독서 흥미 유발요소 비교 연구결

과를 보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호하는 책과 유아가 선호

하는 책이 유사함 (표 5)

○ 도서 추천 등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

년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야 함을 의미함

나이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글 읽기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문해 능력 없음 중간 높음

읽을 수 있는 책 그림책 그림책 및 글이 있는 책

추천하
는 책의
특징

외관
화려하고 과장된 그림 多
책의 크기가 크고, 글씨 크기,

여백이 많은 책
그림이 적어도 상관 x

이야기
우스운 의태어 多
단편적인 이야기

서사 중심의 이야기

<표 5> 나이에 따른 선호도서

□ 보상에 따른 독서 흥미 유발

○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 보상은 외부적/내부적 보상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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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기반 독서 프로그램은 읽은 책의 수 또는 읽은 책을 얼마

나 잘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함

○ 읽은 책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기

업이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

로 주로 외부적 보상을 제공함

○ 읽은 책의 이해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책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점수에 따라 내부적, 외부적 보

상을 제공함

○ 추천 도서 리스트, 독서 퀴즈대회 등의 프로그램은 내부적 보상

을 제공함

○ 외부적 보상 기반 프로그램은 본질적인 독서 흥미 유발이 아닌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존재함

○ 독서 퀴즈대회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지

속적인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어려움

○ 내부적 보상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독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

이 요구됨

□ 기타 독서 프로그램의 독서 흥미 유발

○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도서관 사서, 자원봉사자들이 유아,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장소에 제약받지 않음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주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책의 그림, 음향효과 등에 의존하여 책을 읽어야 함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아동 어휘 능력을 향상한다는 연구결

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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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아동뿐 아니라 글을 못 읽는 유아의

어휘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유아, 아동의 경우, 이야기의 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므로

책 읽기 프로그램 도중 책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거나 이야기

와 관련된 물음을 통해 유아, 아동의 책 내용 이해에 돕는 것을

기대됨

∙책 읽기 프로그램 도중 독서 흥미 유발요소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유아, 아동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거라는 기대할 수 있음

· 유아, 아동의 경우, 책 속의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흥미
를 느끼는 경향이 있음
· 책 속의 장면을 직접 흉내 내도록 유도하기, 등장인물의 심정 묻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이야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책에 대한 흥미를 유
발할 수 있음

○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

∙매일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 시행 후 독서량,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

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기간이 5~6개월로 타 독서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장기간임

∙장기간의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중도에 하차할 가능성이 큼

∙기존의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을 변형한다면 더 많은 유아, 아동

의 독서량,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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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의 독서 마라톤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도서관에서 제시하는 독서 목표
량을 선택하게 되어있음. 이는 참가자가 참가자의 능력에 비해 낮거나, 높은
목표량을 선택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아동의 독서에 관한 관심, 수준을 파악하고 적합한 독서 목표량을 설정하
여 목표량에 맞는 도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아동의 독서에 관한 관심, 수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하는 서
비스가 필요함

□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

○ 독후 활동은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 생각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활동임

○ 독후 활동의 영역은 말하기, 듣기, 쓰기, 놀이, 만들기 등으로 나

눌 수 있음

○ 선행 연구 조사 결과, 독후 활동은 독서 흥미 유발뿐 아니라 창

의성, 어휘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 나이별 독서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유아는 율동 등 놀이 활동이

많지만, 아동은 말하기, 듣기, 쓰기, 놀이, 만들기 등 더 다양한

활동을 함을 볼 수 있음

○ 북트레일러를 활용한 독후 활동은 조사한 다른 독후 활동과 다

르게 복합적인 활동으로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됨. 다만,

유아, 아동은 컴퓨터, 카메라를 이용한 컨텐츠 제작, 배포 능력

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유아, 아동을 위한 독후 활동으로 적합하

지 않음

○ 위에서 구분한 독후 활동의 영역을 조합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

을 시행한다면 복합 독후 활동이 유아, 아동의 독서 흥미 유발

에 큰 효과를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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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 시각적 자극은 아동의 독서 흥미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면

적 요인 중 하나임

○ 증강현실과 책이 결합한 형태는 학습자의 몰입감, 독서 흥미유

발, 지식 습득에 영향을 미침

○ 아동이 책을 읽는 도중 증강현실 컨텐츠를 제공하여 몰입, 흥미

를 유발할 수 있음

○ 제공되는 증강현실 컨텐츠와 책을 읽는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이

추가된다면, 아동이 책 내용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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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로봇 및 반려견을 대하는 아동의 심리특성분석

2.4.1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인공지능 기반 독서활동 지원로봇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호작용

요소 필요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은 점차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

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감. 이에 반려견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편안함을 줌

∙인간과 더불어 사는 반려견을 소재로 아동-반려견 간의 교감하

고 소통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기획에 적용하고자 함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려견의 특성을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서비스에 반

영하여 교육효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및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독서활동에서 아동-반려견, 아동-로봇 간의 상호작용을 비교 분

석하여 인공지능 기반 로봇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과 교감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

을 목표로 함

∙반려견의 목소리와 동작 등의 신체언어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감정이 신체언어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 분석함

∙아동과 반려견의 상호작용하는 모습과 소통하는 모습을 분석함

∙아동과 로봇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반려견의 경우와 비교분석

하여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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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연구대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아동 5세, 7세, 9세 여아 3명과 반려견

2마리, 로봇 알파미니(인간외형), 아이보(반려견외형)를 이용하

여 실험을 진행함

∙실험에 활용된 반려견 및 로봇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23. 아동-반려견, 아동-로봇 사이의 상호작용 특성파악을 위한 실험에 활용된 반려견 및 로봇

○ 연구내용

∙아동-반려견, 아동-로봇 간 상호작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

터뷰, 관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면담 및 인터

뷰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로

분석함

∙실험은 총 5회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각 회차별 실험목적 및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음

∙실험 전 아동-로봇 간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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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실험목적 실험대상

1회차 반려견을 대하는 아동의 반응분석
여아 3명(5세, 7세, 9세),

반려견 2마리

2회차
아동의 ‘Read to a dog’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분석 (1차)
여아 3명(5세, 7세, 9세),

반려견 2마리

3회차
아동의 ‘Read to a dog’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분석 (2차)
여아 3명(5세, 7세, 9세),

반려견 2마리

4회차 로봇을 대하는 아동의 반응분석
여아 3명(5세, 7세, 9세),
로봇 2종 (알파미니,

아이보)

5회차
아동의 ‘Read to a robot’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분석 (1차)

여아 3명(5세, 7세, 9세),
로봇 2종 (알파미니,

아이보)

<표 6> 아동-반려견, 아동-로봇 사이의 상호작용 특성파악을 위한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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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

○ 관련 선행연구 조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 9편, 초등

연령 아동대상 연구논문 4편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연구논문의

요약은 아래의 표와 같음

No
주저자
(출판연도)

제목 대상 연구방법 사용로봇 결과

1
김병준
(2005)

아동과 홈
로봇의 심리적,
교육적

상호작용분석

초등
(11세)
30명

양적
비교

아이
로비

집중도, 흥미도,
성취도 모두
로봇 집단이
향상되는 경향

2
현은자
(2008)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
(6세)
34명

사전사
후실험
설계

아이
로비큐

로봇집단이
이야기이해력,
이야기구성력

향상

3
정재경
(2007)

교사 보조 로봇
스타일에 따른
아동 반응 분석

초등
(11세)
68명

양적
비교

여교사
로봇

흥미도, 집중도
관련 있었고
성취도는 관련
없었음

4
한정혜
(2006)

교사 보조
로봇의 교육적

활용

초등
(10-12세)
183명

양적
비교

휴머노
이드로
봇

흥미도 아동과
교사 비슷하고,
로봇나이를
자신보다 많게
추측함

5
임난영
(2009)

학령전기 아동과
로봇애완동물의
놀이 상호작용
사례분석

유아
(6세-8세)
4명

사례
연구

파로
(물개)

혼합적 양상,
시간이 갈수록
흥미도 저하

6
김경현
(2010)

로봇활용수업이
학생의 상호작용
촉진에 미치는

효과

초등
(12,14세)
128명

양적
비교

초인지적
상호작용
비율이 높음,
인지적
상호작용의
명료화와

정교화 비율이
높음

<표 7>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로봇과의 상호작용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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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인자
(2010)

교육용 로봇
사용 경험에
따른 유아의
로봇그림
이미지와

로봇특성 인식

유아
(7세)
121명

양적
비교

남아는
전투로봇,

여아는 일하는
로봇을 그림,
사용 경험
유무에 따라
로봇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남

8
정지현
(2010)

교사보조로봇에
대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과 이미지

유아
(7세)
24명

질적
연구

아이
로비

비협력참여가
가장 높음,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
로봇을
장난감으로
취급, 로봇에
대한 외모,
관계,

역할이미지
갖음.

9
현은자
(2010)

유아교육기관에
서의 교사보조
로봇에 대한
유아의 경험과

인식

유아
(7세)
25명

양적
비교

아이
로비큐

무리지어활동,
여아가 더 많이
활용, 긍정적
정서형성,
친구로 인식

10
현은자
(2010)

유아의 교육용
로봇에 대한
인식과

사용경험의 관계

유아
(7세)
111명

상관
연구

아이
로비큐

로봇이
살아있다고
생각함, 로봇
및 아동의

정서인식 간의
정적 상관관계,
성별차이 없음

11
유구종
(2011)

지능형로봇
제니보와의

놀이상황 분석을
통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의미 탐색

유아
(7세)
8명

질적
연구

제니보
(강아지)

친사회적 행동
중 감정이입 및
조절 가장
빈번히 사용,
협동놀이가
긍정적 요인

12
정상녀
(2011)

지능형 로봇과의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놀이 유형 분석

유아
(7세)
6명

양적
비교

제니보
(강아지)

긍정적
상호작용,
또래에 대한
주도적 행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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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연구 결과

□ 실험은 총 5회에 걸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1주일 간격

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차수별 2시간 정도의 실험이 수행되었음

13
용상이
(2012)

교사보조로봇
활용놀이와
역할놀이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놀이성 비교

유아
(6,7세)
32명

양적
비교

아이로
비큐

역할놀이보다
활용놀이가
언어적

상호작용 빈도
높음, 공간과
조정에서

상호작용발생,
감정교류

차수(날
짜)

실험내용 실험사진

1회차
(5/2)

반려견과 아동 만남
아동과 반려견 친해지기

2회차
(5/9)

아동, 반려견 ‘Read a to dog’
활동

성인과 함께 읽어주는 연습 후
아동 혼자 반려견을 안아주며

책읽어주기

<표 8> 반려견-아동, 로봇-아동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실험진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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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반려견, 아동-로봇 간 상호작용 분석결과

○ 유아들에게 로봇은 교수매체로서의 특성보다 또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서

적 교감이 필요함

○ 교감의 형태는 마음읽기, 감정적 전염, 동정,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정한 공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 실현이 어렵지

만 공감하는 존재로서 대상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가져올

3회차
(5/16)

아동-반려견 Read to a dog’
활동

라포형성 및 협동활동

4회차
(5/23)

아동-로봇 만남
로봇과 친해지기

5회차
(5/30)

아동-로봇 ‘Read to a robot’
활동

로봇에게 책 읽어주기 외
로봇의 다양한 기능

활용해보기



- 51 -

몇 가지 원리를 찾아 인공지능 로봇에 반영한 다면 어느 정도의

교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본 실험을 통해 관찰된 반려견과 로봇을 대하는 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의인화>

∙유아들이 사물이나 장난감 등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대상이

로봇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아님(Levy, 2008, 윤현민, 2010).

∙물활론적 사고 성향이 높은 유아의 발달 단계상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움직이거나 발화를 하는 로봇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의인화하는 것은 유

아들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러나 움직임, 이동성,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특성이나 발화와 같은 언어적

특성보다 유아들의 로봇 의인화 기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

의 모습을 닮은 로봇의 외형이었음

∙인간의 외형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알파미니와 반려견 외형의 아이보는 기

능면에서 상호작용에 적절하지 않아서 변형이 필요함

∙외형적 특성은 유아들이 로봇을 친근하게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음. 특히 여아들의 경우 남아에 비해 로봇에 대해 ‘생긴게 귀엽다’, ‘얼굴이

예쁘다’, ‘귀여워서 좋다’라는 반응을 보였음

∙이외에도 로봇이 주변의 소리를 탐지하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는 돌리

는 것을 보고 유아들은 눈을 맞추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음. 로봇이 연구자의 관찰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

며 로봇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알파미니가 수진아 안녕! 하고 인사를 했다.

수진: 얘가 내 이름을 아네(로봇이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니 아이

는 로봇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었다).

(2020년 5월 22일 만 5세 관찰)

∙유아들은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를 하는 로봇이 자기 자신을 알아본다고 생

각하고 로봇에게 마음이 있으며 사람과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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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쉽>

∙인간이 누군가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스킨쉽이며

실험에서도 스킨쉽을 통해 반려견, 로봇과 교감하는 아동의 특성이 관찰되

었음

윤아가 보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연구자: 책 읽으면서 보름이 한번씩 쓰다듬어줄까?

윤아: 네~(책을 읽다 보름이 한번보고 쓰다듬다 다시 책을 읽는다)

2020년 5월 9일 관찰)

<요청(요구) & 기능 탐색>

∙제안과 요구를 해보거나 수용해보는 등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

및 확대를 위한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 줌

∙반복해서 책을 읽어주다가 중간에 다른 것을 해보도록 시도하고 무슨 기능

이 있는 살펴보거나 해보라고 했음

연구자: 헤이! 클로버하고 불러볼까? 그리고 나서 로봇이 대답을 하

면 원하는 것을 요청해보자.

윤아, 수진: 헤어! 클러버~(동시에 부른다)

연구자: 천천히 불러볼까?

수진: 헤이~ 클러버

알파미니: 네~

수진: 오늘 날씨 알려줘~

알파미니: 네, 역삼동 오늘의 날씨는 26,5도이고 (중략)

(2020년 5월 29일 7세, 9세 면담)

∙로봇 이름을 부르고 요청을 하자, 쿵푸, 체조, 동화 들려주기, 날씨 알려주

기, 사진 찍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요청사항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로봇이 행동해주길 바라는 것은 로봇을 친구 또는 동생 정도

로 인식해서 로봇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음

<통제>

∙아동은 로봇이 상황, 음성과 사물을 인식해 움직임이나 동작하는 것만으로

좋아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활동 맥락에서 벗어날 경우 로봇의 행동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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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분석 및 시사점

□ 분석

○ 아동과 반려견 및 로봇 간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친근감을 형성

하고 상호작용 상대로 인식하였으며, 로봇학습은 학습 집중도,

흥미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생명이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로봇

의 외형, 움직임, 이동성, 발화를 경험하고 로봇이 살아있는 대

상처럼 의인화하였음

∙아동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야 함: 아동을 외

형, 상태 등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

며, 이전의 상호작용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함.

∙스킨쉽이 가능해야 함: 로봇과 상호작용할 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스킨쉽이었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그 친밀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 안거나 들거나 쓰다듬는 행동 등의 스킨쉽이 계속

되었음

∙아동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함: 아이들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지루해했고 로봇의

하려는 시도를 하는 특성을 보였고, 로봇이 알아듣지 못하면 들어서 움직임

을 통제하려고 했음

<보살핌>

∙아이들이 로봇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로봇의 특성이나 사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배려하거나 돌보는 행위가 나타났음

<관계형성(조율, 협력, 역할)>

∙반려견과 로봇은 유아들의 상호작용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

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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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노래 부르기, 체조 등을 요청

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연령별 또는 수준별 기능을

갖추어야 함: 알파미니(인간외형), 아이보(반려견모형) 중에 선

호하는 로봇이 있어서 로봇 사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으

나 서열 순이나 교사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로봇사용이 능숙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알려주는 협동 행동이나 역할 분담

등의 모습을 보였음

∙감정과 분위기를 인식하는 기술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아동은 로봇을 자신보다 낮은 나이로 인식하고 친근감이 형성되

었으며 모르는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특성을

보였음

○ 로봇이 아동의 흥미유발에 있어 효과적이며 독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생명의 유무는 관계형성, 친근감형성,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에 따라 유대감이 형성되고 또

래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음

2.5 서비스로봇 사례분석

2.5.1 서비스로봇의 정의 및 분류

□ 서비스 로봇의 정의

○ “Robot that performs useful tasks for humans or equipment

excluding industrial automation applications” _ 출처 : ISO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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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환경에서만 작동하던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가정, 의료,

국방, 농업 등 전 산업 분야로 응용 영역이 확장된 형태

○ ISO 8373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현재 상태와 센

싱에 기초하여 의도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a

degree of autonomy"를 요구한다. 서비스 로봇의 경우 인간 로

봇 상호작용을 포함한 부분 자율성에서부터 인간 로봇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성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출처 :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그림 24.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종류

○ 서비스로봇은 전문 서비스 로봇(Professional Service Robot)과

개인 및 가정용 서비스 로봇 (Personal/Domestic Service

Robot)으로 구분

○ 전문 서비스 로봇 : 무인 운반차(AGV), 검사 & 유지 보수 로

봇, 의료 로봇 등

○ 가정용 서비스 로봇 : 가정에서 사용하는 로봇(청소, 잔디 깎기

등)과 엔터테인먼트 로봇(장난감, 교육연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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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소셜 로봇 사례분석

□ 소셜 로봇의 정의

○ 상호작용형 서비스 로봇의 주요 갈래. 사람 또는 다른 대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

□ 소셜 로봇 사례 1 : Softbank ‘Pepper’

○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점을 전면에 내세운 휴머노이드 로봇

○ 인간과 동일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제스쳐를 취하는 등 타 로봇

보다 진일보한 기능을 제공

○ 전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로 사용자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 등의

정보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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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가 일본

로봇명 Pepper
개발기
업

소프트뱅크 (실개발은 프랑스 자회사)

적용분
야

안내용, 교육용, 독거노인 돌보미용 등

스펙

∙ 키 : 121cm, 몸무게: 29kg
∙ 크기 : 높이 1210mm, 폭 485mm, 깊이 425mm, 무게는 29kg
∙ 센서 : 마이크, RGB 카메라, 3D 센서, 터치 센서, 자이로, 음파 탐지
기,
레이저 센서, 범퍼 센서

∙ 디스플레이 : 10.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 작동시간 : 최장 12시간
∙ 이동속도 : 최대 시속 2km
∙ 인공지능 : IBM 왓슨
∙ 제공언어 :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주요기
능

∙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인식 -> 안내용, 교육용, 독거노인 돌보미
용 등
∙ 감성인식 엔진(IBM 왓슨 플랫폼)이 탑재를 통해 인간과의 대화 범위
가 크게 넓어졌으며,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따라 활용범위와
분야가 다양함

∙ 소프트뱅크의 클라우드를 통해 다른 페퍼 기기와 연동되어 감정 엔진
학습

사진

<표 9> Softbank ‘Pepper’ 사양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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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로봇 사례 2 : MIT ‘Jibo’

○ 2014년 8월 발매한 소셜 로봇으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소셜 로

봇을 표방

○ 저렴한 가격, 단순한 외관과 다양한 상호작용 기술을 내세우며

소셜 로봇으로써의 장점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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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가 미국

로봇명 JIBO

개발기
업

MIT

적용분
야

안내용, 교육용, 독거노인 돌보미용 등

스펙

∙ 높이 11인치, 무게 약 2.7kg의 소형 로봇으로 알루미늄, ABS 플라스
틱, 유리 등의 재질로 제작

∙ 하이엔드 ARM 모바일 프로세서를 근간으로 2개의 컬러 스테레오 카
메라, 360도에 걸쳐 소리를 이용해 위치를 인식하는 음향 정위 시스
템, 전신 터치 센서 등 3종류의 센서 탑재

∙ 고정형, 3개 모터로 머리, 몸통 회전
∙ HD LC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2개의 프리미엄 스피커, LED 조명
탑재
∙ Wi-Fi, 블루투스 등 무선 접속 기능 지원
∙ AC 충전 패드로 전력을 공급하여, 별도의 배터리 사용 가능

주요기
능

∙ 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 및 추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영상통화를 지원

∙ 음향 정위 시스템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결합으로 이용자가 지보에
위치한 방안의 어느 위치든 지보와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유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의 기호를 학습해 이용자의 라
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 핸즈프리 알림 및 메시지 기능으로 중요한 행사를 알려주는 등 비서
서비스처럼 일상의 용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음향 효과, 그래픽, 움직임 등을 통해 이야기를 읽어주는 스토리텔러
기능 제공

사진

<표 10> MIT ‘Jibo’ 사양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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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로봇 사례 3 : BlueFrogRobotics ‘Buddy’

○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안드로

이드 단말에서 사용했던 앱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 개

발자 진영에서 버디 전용 앱을 제작하는 것 역시 용이

○ 만화 캐릭터 같은 표정을 태블릿 화면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이

용자의 호감을 사는 전략을 구사

○ 버디가 온도계, 조명, 웨어러블 단말 등 모든 스마트 단말을 접

속시켜 음성 명령이나 모바일 앱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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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가 프랑스

로봇명 BUDDY

개발기
업

블루 프로그 로보틱스(Blue Frog Robotics)

적용분
야

안내용, 교육용, 독거노인 돌보미용 등

스펙

∙ 사이즈 : 560×350×350
∙ 무게 : 8kg
∙ 배터리 약 4~6시간 사용
∙ 센서 : 1 Thermal matrix, RGB cam, 3D deep cam, 4 microphones,
3 touch sensors, 2 infra sensors, 6 obstacle sensors(tof), 7 clif
sensors, 3 anti-pinch sensors)

∙ 구동 : 머리 좌우 +-90도, 상하 +80/-60도, 2모터휠, 1프리휠, 속도
70cm/s, 1.5cm 장애물 넘기 가능

∙ 임베디드 pc : 안드로이드, 4core 1.6ghz, 4gb ram, 16gb hard, 64
microSD, 1HDMI, 2 usb 2.0, wifi, bluetooth

주요
기능

∙ 이용자 일정관리, 요리 레시피 추천, 음악 재생, 사진 촬영 등 이용자
에게 필요한 활동 보조, 아동, 노인 등 이용자의 추락 및 비정상적인
정지 상태 감지, 이용자 부재시 가정 방범 등의 기능 지원

∙ 가정 내 모든 커넥티드 단말과 연동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허브로서의기능도 지원

사진

<표 11> BlueFrogRobotics ‘Buddy’ 사양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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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로봇 사례 4 : LG ‘클로이 홈’

○ 아동 독서지원 기능를 강조한 소셜 로봇

○ IOT를 통한 가정 가전제품 제어, 교육 컨텐츠 등 실용성을 강

조

구분 내용

국가 한국

로봇명 클로이 홈

개발기
업

LG

적용분
야

가정용 허브 로봇

스펙

∙ 사이즈 : 279×177×177
∙ 무게 : 2kg
∙ 외부전원
∙ 5인치 LCD, Wi-Fi, IEEE 802.11a/b/g/n/ac
∙ 인공지능 플랫폼 : 네이버 클로버

주요기
능

∙ 인공지능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비서 기능
∙ IOT를 통한 가전제품 제어
∙ 교육 컨텐츠 제공 : 880여개의 아들과딸 북클럽 교육 콘텐츠를 탑재,
영상과 오디오를 통한 독서 지원

사진

<표 12> LG ‘클로이 홈’ 사양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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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로봇 사례 5 : Sony ‘Aibo’

○ 최초의 반려 로봇으로 유명한 아이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기

존의 아이보 시리즈와 달리 일반 강아지처럼 친근한 외모, 시선

을 끄는 눈동자 등 귀여운 모습과 생동감 있는 다양한 움직임

을 지원

○ 실제 강아지와 같은 행동 재연에 중점 : 다양한 물체에 호기심

액션, 사람의 개별 얼굴 인식, 자연어 인식, 주변 인식을 통한

경로 생성

○ 아이보 전용 서버를 통해 보고 들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음.

ex) 주인 얼굴 인식, 방의 모습 기억 등을 통해 성격 및 움직임

양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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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가 일본

로봇명 AIBO

개발기
업

SONY

적용분
야

반려로봇

스펙

∙ 사이즈 : 180×293×305 mm
∙ 무게 : 2.2kg
∙ 구동 시간 : 연속가동 기준 2시간 / 충전시간 3시간
∙ 센서 : 전방 카메라(코), SLAM 카메라, OLED 2개(눈동자), ToF 센
서, PSD 센서, 조도 센서, 발바닥 센서, 감압식/정전식 터치 센서(등),
정전식 터치 센서(머리/턱), 6축 자이로(머리/몸통), 전원/볼륨/네트워
크 스위치

∙ 구동 : 머리(3축), 입(1축), 허리(1축), 다리(3축×4), 귀(1축×2), 꼬리(2
축) 등 총 22축

∙ 임베디드 pc : 64bit 쿼드코어 cpu, LTE 모바일 네트워크, 와이파이,
SIM카드 슬롯

주요기
능

∙ 외모 변화와 22축 구동부를 통한 실제 강아지와 같은 형태/움직임 구
현
∙ 인공지능 기술 및 클라우드 기능을 통한 학습 기능 탑재

사진

<표 13> Sony ‘Aibo’ 사양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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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셜 로봇

제품명 회사 특징 사진

Lynx
Ubtech
Robotics

∙ 자사의 기존 알파봇에 Alexa를 탑재
한 엔터테인먼트용 가정 로봇

∙ 영상 통화, 주변 감시, 음악에 맞춰
춤추기, 스케줄 관리, 메일 수신 통
보 등의 기능이 있으며, 향후 개인
비서 용도로 진화시킬 예정

Little
Fish

A.I

Nemo

∙ 스마트로봇 전문 스타트업 A.I.Nemo
의
Little Fish(샤오위·小魚)

∙ 음성명령을 지원하는 Baidu의 AI 두
미 OS 탑재

∙ 언어 번역·주가 확인·위치 검색·뉴스
를 비롯해 전화 걸기·영화 및 숙박
예매·휴대폰 요금 납부까지 가능

∙ IoT를 통해 다른 기기와 연결, 조작
가능

∙ 8인치 IPS 화면 및 웹캠 장착으로
영상 스트리밍, 영상 대화가 가능

ASUS Zenbo

∙ AI 음성비서 탑재 로봇으로 '17년
출시

∙ 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케어 기능 기
본 탑재

∙ 일정 관리, 화상통화, 경비, 교육 등
의 기능 탑재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스플레이
높이

Kuri
Mayfield
Robotics

∙ Mayfield Robotics는 세계 최대 자동
차부품 업체 Bosch의 계열사

∙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해 자동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큰 소리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주인
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송

∙ 음성인식 기능을 갖춰 사람이 말을
하면 자연어 그대로 인식해 대답

<표 14> 기타 소셜로봇 사양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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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분석 및 시사점

□ 서비스로봇 행동 유형 분석

○ 서비스 로봇의 행동은 크게 2가지; 이동성과 피드백 기능으로

분류 가능

∙이동성 :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류 가능

∙피드백 : 크게 시각적 피드백과 청각적 피드백 기능으로 분류

○ ‘Read to a Robot’은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소셜 로봇으로 분류

되므로 보다 세분된 기능 분석이 필요

로봇
에그

파나소닉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 탑
재

∙ 음성명령을 통해 맛집, 날씨 등 검색
∙ 내부에 8M 픽셀 카메라를 내장하여
프로젝터를 통해 영화 감상

Xperia
Agent

Sony

∙ 일정 관리, 화상통화, 경비, 교육 등
의 기능 탑재CES 2016에 처음 등장
한 이래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 사용
자에게 유용한 정보, 통신, 가전제품
제어 기능을 제공

∙ 일정 관리, 화상통화, 경비, 교육 등
의 기능 탑재음성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명령에 반응하며 카메라와
프로젝터를 내장, 평평한 표면에 콘
텐츠를 투사

Moxie
Embodie
d Inc.

∙ 어린이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
달을 돕는 소셜 로봇

∙ 심리학과 신경학을 활용해 사용자와
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기술
에 중점을 둠

∙ 러닝머신 기술이 적용돼 사람, 장소,
사물 등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자연
스러운 대화, 아이 컨택, 표정짓기
등 다양한 리액션 기능을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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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행동

유형

이동성

고정형 -

이동형
원격제어
트래킹
자율주행

피드백
시각

디스플레이
라이팅
얼굴표정

시선처리(눈동자 움직임)

몸짓

머리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몸체의 움직임

청각
언어적 사운드 피드백
비언어적 사운드 피드백

<표 15> 소셜 로봇의 행동유형

□ 상용화된 소셜 로봇 분석

○ 공통 기능 1: 상호작용 기능 (Human-Robot Interaction)

∙사람 또는 다른 대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한 만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무척 중요

∙HRI(Human-Robot Interaction) : 사람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

기술

∙Interaction = 1)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 + 2)반응 의 두

가지로 구성

○ 공통 기능 2: 디자인 컨셉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만큼 디자인 컨셉이 매우 중요

∙디자인 별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제약이 존재

∙서비스 로봇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설계하

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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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

외형

사람형
인간형_Pepper, Alpha mini
semi 인간형_Cruzr

동물형
기존 동물 모방형_Aibo
기타 생물체형_Tega, Lovot

자유형 Jibo, zenbo, leka

이동성
고정형 Jibo, 클로이 홈

이동형
보행형_Alpha mini, Aibo
바퀴형_Zenbo, Buddy, Pepper

서비스

항목

정보인식

(H→R)

시각정보
센싱 : RGB, Depth, LiDAR 등
처리 : CNN(얼굴인식), SLAM(지도/동선) 등

청각정보
센싱 : microphone
처리 : RNN 기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플랫

폼
촉각정보 센싱 : Pressure Senso, Captivate Sensor

피드백

(R→H)

정보전달
디스플레이 사용 : 문자/그림/영상
음성 사용 : TextToSpeech/언어 생성

감정전달

표정 : 디스플레이(전체/일부) 사용
소리 : 효과음_아이보 강아지 소리
제스쳐 : 팔의 활용, Gazing 기능(눈 마주치

기)

기타

해당 기능만을 위한 특수 장치 _ 에그로봇 빔

프로젝터
팔 매니퓰레이터를 통한 복합 기능 _ spot

mini

<표 16> 기존 서비스로봇의 디자인 요소 및 서비스 항목

□ 상호작용 기능 상세

○ 정보 인식 (Human to Robot)

∙시각정보 인식 : RGB 등의 이미지 신호를 처리하여 외부 정보

를 획득하고, CNN, SLAM 등의 기술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인

식하고 필요한 정보로 변환

∙청각정보 인식 : RNN 등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으로

인간언어를 이해

∙촉각정보 인식 : 압력 센서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접촉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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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거나 사용자의 행동 정보를 획득

∙사용자의 생체 신호 사용 : EMG, EEG, IMU 센서 등 사용하여

사용자의 생체정보에서 직접 제어 정보 획득

∙시연을 통한 프로그래밍 : 사용자가 로봇에게 작업 수행에 필요

한 동작을 시연하면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여 제한조건을 고려

하여 시연 동작을 모방해 작업을 수행

∙원격 제어기 사용 : 사용자가 스마트폰, 조이스틱, 키보드 등의

다양한 원격 제어기를 이용하여 직접 작업 수행

그림 25. 소셜로봇의 정보인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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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 기능 (Robot to Human)

∙정보 전달

-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시각적 정보를 직접 전달

- 음성 신호를 사용하여 청각적 정보를 직접 전달

그림 26. 음성과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소셜로봇의 정보전달

∙감정 전달

- 얼굴 표정을 구현하여 감정을 전달

- 소리(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모두)를 통한 감정 전달

- 제스쳐(동작정보)를 통한 감정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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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제스쳐를 이용한 소셜로봇의 감정전달

□ 디자인 컨셉 상세

○ 인간형 ex) Pepper, Alpha mini, Cruzr

그림 28. 대표적인 인간형 로봇. 왼쪽부터 Pepper, Alpha mini, Cru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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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한 형태, 인간처럼 머리(얼굴), 몸통(팔 포함), 하체(다리 or

바퀴) 구분이 명확함

∙대중적으로 로봇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익

숙하고, 친근함

∙인간 요소를 대부분 갖춘 완전한 인간형과 적당히 인간적 모습

만을 취한 세미 인간형으로 구분

∙다리는 보행형 or 바퀴형 모두 존재함

∙팔이라는 자유로운 매니퓰레이터가 있어 다양한 작업이 가능

ex) 포인팅, 물건 집기, 제스쳐 등

그림 29. 팔을 사용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Pepper

   

∙추가적인 요소(디스플레이) 등을 장착하여도 전체적인 모습에

위화감이 적음

∙인간과 같은 형태, 즉 얼굴이 있어 감정 표현이 직관적이고 효

과가 있음 

○ 동물형 ex) Aibo, Lovot, Tega, Marscat, KiKi, par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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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다양한 형태의 동물형 소셜 로봇

∙인간형이 아닌, 동물의 모습(머리+몸통+다리 등)을 한 형태의

로봇임

∙인간형과 마찬가지로 친근감을 주기 쉬운, 익숙한 모습임

∙이동은 보행형, 바퀴형, 고정형 모두 존재함

∙실제 동물 모방시 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

∙동물의 형상을 따르면서 추가적인 장비(디스플레이) 등을 어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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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형 ex) Jibo, zenbo, leka

그림 31. 다양한 형태의 자유형 소셜 로봇

 

∙기존에 없었던 자유로운 형상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 원하는 기능

탑재가 용이

∙주로 전면에 큰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이를 주 장비로 하여

정보전달/감정전달 등에 활용

∙인간 혹은 동물과 형태는 달라도 디스플레이를 통한 표정 전달,

카메라 얼굴 인식 등을 통한 얼굴 마주보기 등으로 감정적 커

뮤니케이션이 가능

○ 이동성

∙구동기능이 없어 간단하고 안정적인 고정형과 복잡하지만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형으로 분류

∙구현이 쉽고 주행성이 좋은 바퀴형과 보다 인간적인 형태의 보

행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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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소셜 로봇의 다양한 이동형태

□ 시사점 및 개발 적용

○ 같은 소셜 로봇이라도 지향하는 서비스 목표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과 디자인 컨셉이 매우 상이함

○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과 디자인 컨

셉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필요한 디자인 요소

∙아이들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는 모습

∙감정 피드백을 위한 추가적인 매니퓰레이터와 얼굴 형상 필요

∙도서관 내 안내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성 필요

○ 필요한 상호작용 기능

∙시각적 정보 획득 및 처리를 위한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반 영

상 처리 알고리즘

∙청각적 정보 획득을 위한 마이크와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인공지

능 알고리즘

∙촉각 정보 인식을 위한 다수의 촉각 센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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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Read to a Robot’ 서비스항목 및 시나리오 도출

2.6.1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 반려견 행동특성 분석, ‘Read to a Dog’ 사례분석, 독서흥미유발

원리 및 사례분석, 반려견 및 로봇을 대하는 아동의 심리특성

분석, 기존 서비스로봇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ead to a

Robot’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의 후보군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반려견 전문가, 아동심리 전문가, 독서

전문가 로부터 도출된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문헌조사,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모두 진행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Read to a Robot’ 서비스 요구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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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업무 내용

1
문헌조사 및 기획연구

수행

∙ 반려견 행동특성 분석
∙ ‘Read to a Dog’ 사례분석
∙ 독서흥미유발 원리 및 사례분석
∙ 반려견 및 로봇을 대하는 아동의 심리특
성분석

∙ 기존 서비스로봇 사례분석

2
서비스 요구사항 후보군

도출

∙ 문헌조사 및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Read to a Robot’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
심 키워드 및 문구 추출

∙ 문헌 및 키워드 분석을 토대로 연구팀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서비스 요구
사항 후보군 도출

3 전문가 의견수렴

∙ 문헌조사 및 기획연구 수행결과를 관련
전문가에게 배포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하
여 ‘Read to a Robot’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4 서비스 요구사항 확정

∙ 문헌조사 및 기획연구 결과, 브레인스토
밍, 전문가의견 수렴 등을 모두 진행한
후, 본 연구에 부합하는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요구사항 확정

<표 17>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프로세스

□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반려견 행동특성, 독서흥미유발, 아동심리특성의 세 가

지 관점에서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음

구분 서비스 요구사항

반려견 행동특성

∙ 아동에게 편안하고 친근감을 주어야 함
∙ 아동과 로봇 사이에 교감이 발생해야 함
∙ 로봇은 아동을 비판하거나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 않음
∙ 로봇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함
∙ 아동은 로봇으로부터 존중과 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
어야 함

<표 18>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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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은 아동으로부터 돌봄의 대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함

독서흥미유발

∙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소재를 파악해야 함
∙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소재 관련 책들을 추천해야 함
∙ 아동이 읽을 책을 선택하면 로봇은 책이 있는 위치를
안내해야 함

∙ 아동이 완독한 도서의 목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아동의 독서량이 일정 수준이 넘을 때 물리적 보상을
제공해야 함

∙ 물리적 보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제공 시 직전
보상과 다른 보상을 제공해야 함

∙ 독서 중에 책 속의 특정 상황을 영상, 음성을 통해 제
공해야 함

∙ 영상, 음성을 통해 제공된 책 속의 상황은 아동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함

∙ 독서 중 아동이 모르는 어휘, 표현이 나왔을 시 알려줘
야 함

∙ 글을 못 읽는 아동, 또래보다 어휘 능력이 떨어지는 아
동에게 로봇은 책을 음성으로 읽어줘야 함

∙ 로봇은 독서 중 책 내용에 대한 질문, 요약, 정리를 통
해 아동이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의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및 집중력을 파악해야 함
∙ 로봇은 파악한 아동의 정보를 이용하여 올바른 독서 습
관을 유도해야 함

∙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아동의 어휘력 향상 유도 및
내부적 보상 제공을 해야 함

∙ 아동이 독서 및 독후 활동을 상기하도록 하여 책 읽기
를 유도해야 함

∙ 아동의 독서 상태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
∙ 각 아동에게 적합한 목표에 맞는 도서의 종류, 프로그
램을 제공해야 함

∙ 아동의 독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함
∙ 아동의 독서 상태가 바뀔 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아동심리특성

∙ 아동과 로봇 사이에 교감이 발생해야 함
∙ 로봇이 살아있는 대상처럼 외형, 움직임, 이동성, 발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아동과 상호작용한 것을 기억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야 함

∙ 의도와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함

∙ 안거나 들거나 쓰다듬는 등의 스킨쉽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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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조사 및 기획연구,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요구사항들을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해 도출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구분함

∙ 아동 수준에 맞고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져
야 함

∙ 협동행동이나 역할분담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야함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중요함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요구사항 항목

친근감/친밀감
(Friendliness)

∙ 아동에게 편안하고 친근감을 주어야 함
∙ 아동은 로봇으로부터 존중과 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
어야 함

∙ 로봇은 아동으로부터 돌봄의 대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함

교감형성
(Rapport)

∙ 아동과 로봇 사이에 교감이 발생해야 함
∙ 로봇은 아동을 비판하거나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 않음
∙ 로봇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함
∙ 눈을 맞추며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함
∙ 말과 신체언어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의 말을 알아듣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만지거나 안거나 쓰다듬는 등의 스킨쉽이 가능해야 함
∙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기억해서 반복되는 만남에서 기억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의 요구나 요청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함

흥미유발
(Interest)

∙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소재를 파악해야 함
∙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소재 관련 책들을 추천해야 함
∙ 아동이 완독한 도서의 목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아동의 독서량이 일정 수준이 넘을 때 물리적 보상을 제
공해야 함

∙ 물리적 보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제공 시 직전
보상과 다른 보상을 제공해야 함

∙ 독서 중에 책 속의 특정 상황을 영상, 음성을 통해 제공
해야 함

<표 19> 서비스 요구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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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서비스 항목 도출

□ 서비스 요구사항 및 제공시점에 따른 서비스 항목 구분

○ 도출된 서비스 요구사항 및 서비스 제공시점에 따라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항목을 도출함

○ ‘Read to a Robot’ 의 서비스 항목이 만족해야 하는 서비스 요

구사항은 친근감, 교감형성, 흥미유발, 독서활동 지원의 4가지 항

목으로 구분함

○ ‘Read to a Robot’ 의 서비스 제공시기는 독서 시작 전, 독서

중, 독서 종료 후, 도서관 외부활동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함

○ 이와 같이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항목을 16가지로 구분하

여 서비스 항목을 도출함

∙ 영상, 음성을 통해 제공된 책 속의 상황은 아동과 상호작
용을 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아동의 어휘력 향상 유도 및 내
부적 보상 제공을 해야 함

∙ 아동이 독서 및 독후활동을 상기하도록 하여 책 읽기를
유도해야 함

독서활동지원
(Support)

∙ 아동이 읽을 책을 선택하면 로봇은 책이 있는 위치를 안
내해야 함

∙ 독서 중 아동이 모르는 어휘, 표현이 나왔을 시 알려줘야
함

∙ 글을 못 읽는 아동, 또래보다 어휘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
에게 로봇은 책을 음성으로 읽어줘야 함

∙ 로봇은 독서 중 책 내용에 대한 질문, 요약, 정리를 통해
아동이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의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및 집중력을 파악해야 함
∙ 로봇은 파악한 아동의 정보를 이용하여 올바른 독서 습
관을 유도해야 함

∙ 아동의 독서 상태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
∙ 각 아동에게 적합한 목표에 맞는 도서의 종류,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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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난이도에 따른 서비스 항목 구분

○ ‘Read to a Robot’의 각 서비스 항목들은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과 로봇기술을 필요로 함

○ 개발관점에서 현실적인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1단계 개발기간(4

년)내에 구현 가능한 서비스와 2단계 개발기간(7년)내에 구현

가능한 서비스로 구분함

○ 서비스 요구사항 및 제공시점에 따라 1단계 서비스 4종과 2단계

서비스 12종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독서 시작 전
(Before reading)

독서 중
(Reading)

독서 종료 후
(After reading)

도서관 외부
(Out of library)

친근감/친밀감
(Friendliness) SERVICE-01-BF

교감 형성
(Rapport) SERVICE-02-BR SERVICE-03-RR

흥미 유발
(Interest) SERVICE-04-AI

독서활동지원
(Support)

<표 20> 서비스 요구사항 및 제공 시점에 따른 서비스 항목 구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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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시작 전
(Before reading)

독서 중
(Reading)

독서 종료 후
(After reading)

도서관 외부
(Out of library)

친근감/친밀감
(Friendliness) SERVICE-01-BF

교감 형성
(Rapport) SERVICE-02-BR SERVICE-05-RR SERVICE-11-OR

흥미 유발
(Interest) SERVICE-03-BI SERVICE-06-RI SERVICE-08-AI

SERVICE-09-AI

독서활동지원
(Support) SERVICE-04-BS SERVICE-07-RS SERVICE-10-AS SERVICE-12-OS

<표 21> 서비스 요구사항 및 제공 시점에 따른 서비스 항목 구분 (2단계)

□ 서비스 항목 정의

○ ‘Read to a Robot’ 의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 명, 서비

스 ID, 서비스 목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필요기술, 서비스

개념도를 포함하는 서비스 항목 정의서를 작성함

○ 1단계 서비스 4종 및 2단계 서비스 12종에 대한 서비스 정의서

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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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비스 4종

서비스 정의서



- 84 -

서비스명
로봇과 친해지기

(introduction to robot)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1-BF

서비스 목적
친밀감/친근감 형성

(Friendliness)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시작 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로봇과 아동이 최초로 만나는 시점에 제공되는 서

비스로서 아동에게 로봇을 소개하는 서비스임

∙ 도서관측의 ‘Read to a Robot’ 담당직원이 아동에게 로봇에 대

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로봇을 대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

해서 알려줌

∙ 아동과 로봇 사이의 스킨쉽 등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로봇과 아

동사이에 친밀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

∙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기술

∙ 인공지능 기반 감정표현 기술

∙ 터치 기반 상호작용 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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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Feeding 로봇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2-BR

서비스 목적
교감형성

(Ra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시작 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이 로봇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로서, 아동이 로봇에게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로봇을 자신이

돌보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로봇과 아동사이에

교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도서관측 담당직원이 로봇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먹이주기 시범을 보임. 아동에게도 이를 따라서 먹이를 줄 것을

권유하고 아동이 자연스럽게 먹이주기를 할 수 있도록 함. 아동

에게 몇 개의 먹이를 나누어 주고 책읽기 동안 자유롭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영상기반 객체(먹이) 인식기술

∙ 먹이를 삼킬 수 있는 로봇의 기구학적 메커니즘

∙ 로봇 감정표현 기능

∙ 로봇 내부의 먹이 인식(RFID 등) 기능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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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Listening to Reading’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3-RR

서비스 목적
교감형성

(Ra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중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이 책을 읽는 동안, 아동이 책 읽는 것을 로봇

이 집중해서 들어주는 서비스임. 기존 ‘Read to a Dog’ 프로그

램에서 반려견이 하는 역할을 로봇이 대신해서 해 주는 서비스

임.

∙ 아동이 책을 읽는 동안 로봇은 밝은 표정으로 아동과 아이컨택

을 유지하면서 아동의 책읽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고

개를 끄덕이는 행동, 동의를 표현하는 음성, 미소 짓는 표정 등

으로 아동이 책 읽는 것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편안함을 느끼

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

∙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기술

∙ 인공지능 기반 객체인식 기술

∙ 인공지능 기반 감정표현 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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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보상 기반 독서동기유발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4-AI

서비스 목적
흥미유발

(Interes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종료 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독서의 성과(독서량)에 따라 아동에게 보상을 제공
함 으로써 아동의 독서동기를 유발하는 서비스이다. 로봇은 아
동이 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정보를 저장하고
아동의 독서량이 기준치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상
을 제공한다. 아동의 성취감,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적인
보상과 물리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외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완독한 도서목록을 통장형태로 기록한 독서통장을 제공
한다. 아동이 로봇에게 독서통장을 주면 로봇은 그동안 아동이
읽은 책의 목록을 독서통장에 기록하여 되돌려줌.

∙ 아동이 특정기간동안 완독한 독서량이 기준치를 달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물리적 보상은 도서관 화폐
나 쿠폰 형태로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아동의 개별 독서목록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독서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수립
∙ 도서관 화폐 혹은 도서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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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 12종

서비스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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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1-BF

서비스 목적
친밀감/친근감 형성

(Friendliness)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시작 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로봇과 아동이 최초로 만나는 시점에 제공되는 서
비스로서 아이가 로봇에게 친밀감 및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아동이 로봇을 친근한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
정한 음성과 밝은 표정으로 아동에 대한 관심표현, 아동에 대한
칭찬, 아동이 관심을 가질만한 가벼운 대화 등으로 첫 만남 후
5분 이내에 최대한 친밀감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로봇은 아동의 표정, 음성, 대화내용, 행동 등을 인식하여 아동
의 심리상태를 추정하고, 아동의 상태에 적절한 대화를 유도하
여 아동과의 공감대 및 친밀감을 형성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인공지능 기반 표정, 음성, 행동 인식기술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기술
∙ 인공지능 기반 감정인식 기술
∙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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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Feeding 로봇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2-BR

서비스 목적
교감형성

(Ra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시작 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이 로봇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로서, 아동이 로봇에게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로봇을 자신이
돌보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로봇과 아동사이에
교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아동은 도서관에서 ‘Read to a robot’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일정
량의 로봇먹이를 제공받고, 로봇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에 대해
서 설명을 듣는다. 로봇과 아동이 만나서 가벼운 대화를 하는
도중 아동이 먹이를 로봇의 입 주변으로 가지고 가면 로봇은 이
를 인식하고 먹이를 먹는다. 그리고 먹이를 먹어서 기쁘다는 감
정표현과 함께 아동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영상기반 객체(먹이) 인식기술
∙ 먹이를 삼킬 수 있는 로봇의 기구학적 메커니즘
∙ 로봇 감정표현 기능
∙ 로봇 내부의 먹이 인식(RFID 등) 기능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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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도서 선택 보조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3-BI

서비스 목적
흥미유발

(Interes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시작 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이 책을 읽기 전 책의 선택을 도와주는 서비
스이다. 도서관에 방문할 때 읽고 싶은 책을 정해서 오는 아동
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읽을 책을 정해오지 않고 또한 많은
경우 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됨

∙ 본 서비스는 사전에 수집된 아동의 정보 (성별, 나이, 관심분야
등)들과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아동
이 흥미를 가질만한 도서의 분야 혹은 범주를 추천해주는 서비
스 이다.

∙ 추천 분야에서 도서의 목록을 아동에게 보여주고 아동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줌

∙ 아동에게 흥미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독서에
대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과 로봇사이에
친밀감 및 교감을 형성할 수 있음

∙ 아동의 책읽기가 끝난 후 책에 대한 관심도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성별, 나이 등에 따른 관심도서분야 빅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 기반 관심도서분야 추천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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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도서 위치 안내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4-BS

서비스 목적
독서활동지원

(Su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시작 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이 읽을 책을 선택하면 로봇이 책이 있는 위

치까지 아동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임

∙ 아동이 직접 로봇과 함께 책을 고르도록 함으로써 독서의 참여

도를 향상하고 로봇과 아동사이에 친밀감 및 교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도서관 서가의 지도 및 책 위치 데이터베이스

∙ 로봇이 책의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 기능

서비스

개념도



- 93 -

서비스명
‘Listening to Reading’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5-RR

서비스 목적
교감형성

(Ra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중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이 책을 읽는 동안, 아동이 책 읽는 것을 로봇
이 집중해서 들어주는 서비스임. 기존 ‘Read to a Dog’ 프로그
램에서 반려견이 하는 역할을 로봇이 대신해서 해 주는 서비스
임.

∙ 아동이 책을 읽는 동안 로봇은 밝은 표정으로 아동과 아이컨택
을 유지하면서 아동의 책읽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고
개를 끄덕이는 행동, 동의를 표현하는 음성, 미소 짓는 표정 등
으로 아동이 책 읽는 것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편안함을 느끼
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

∙ 아동이 책 읽기를 지루해하거나 지쳐있으면 로봇이 이를 인식
하고 ‘잠시 쉬었다 읽자’ 혹은 ‘조금만 더 힘내자’ 등의 멘트를
하여 아동이 끝까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줌.

∙ 책을 읽는 동안 아동의 독서습관 (속도, 자세, 발음 등)을 인식
하고 저장하였다가 적절한 형태로 피드백을 전달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인공지능 기반 표정, 음성, 행동 인식기술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기술
∙ 인공지능 기반 감정인식 기술
∙ 인공지능 기반 독서상태 (속도, 발음, 자세) 추정 기술
∙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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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멀티미디어 기반

독서지원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6-RI

서비스 목적
흥미유발, 독서활동지원

(Interest & Su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중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로봇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책 내용의 일
부분을 음성 혹은 영상형태로 아동에게 전달하여, 아동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책의 내용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독서지원 서비스임.

∙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도서들을 지정하여 각 도서
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전에 제작하고, 아동이 도
서의 특정지점을 읽을 때 로봇이 이를 인식하고 그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

∙ 로봇이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음성형태: 로봇이 책 내용의 특정부분을 구연동화의 형태로 재
현하여 로봇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들려줌.
- 영상형태: 책 내용의 특정부분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재현하여
저장함. 아동이 책의 해당부분을 읽을 때 로봇은 안내음성과 함
께 QR코드를 보여주고 아동이 타블렛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이
를 스캔하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이 제공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기술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
∙ QR코드 스캔 시 해당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어
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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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독서 지원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7-RS

서비스 목적
독서활동지원

(Su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중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이 책을 읽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독서를 도
와주는 서비스이다. 아동이 독서를 하는 도중 독서를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로봇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독서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
동이 독서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로봇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을 향상 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본 서비스에게 로봇이 아동의 독서를 도와줄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이 독서 중에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면 이에 대답을 해줌.
- 글을 읽을 수 없는 아동에게는 로봇이 대신하여 책을 읽어준
다. 이때 로봇의 음성은 기계음이 아닌 구연동화의 성우와 같은
음성으로 책을 읽어준다.
- 아동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이를 쉽게 설
명해 주거나 책의 전체내용을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 및 정
리해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기술
∙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 텍스트 마이닝 기술
∙ 도서 요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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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보상 기반 독서동기유발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8-AI

서비스 목적
흥미유발

(Interes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종료 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독서의 성과(독서량)에 따라 아동에게 보상을 제공
함 으로써 아동의 독서동기를 유발하는 서비스이다. 로봇은 아
동이 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을 읽을 때 마다 그 정보를 저장하고
아동의 독서량이 기준치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상
을 제공한다. 아동의 성취감,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적인
보상과 물리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외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완독한 도서목록을 통장형태로 기록한 독서통장을 제공
한다. 아동이 로봇에게 독서통장을 주면 로봇은 그동안 아동이
읽은 책의 목록을 독서통장에 기록하여 되돌려줌.
- 아동이 특정기간동안 완독한 독서량이 기준치를 달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물리적 보상은 도서관 화폐나
쿠폰 형태로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아동의 개별 독서목록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독서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수립
∙ 도서관 화폐 혹은 도서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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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독서 앨범 제작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09-AI

서비스 목적
흥미유발

(Interes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종료 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의 책 읽기가 종료된 후 완독한 도서에 대해

아동이 독서하는 동안 수집된 정보들을 디지털 앨범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 아동이 책을 읽는 동안 수집된 사진, 동영상 자료, 책의 내용

및 줄거리 정보, 책을 읽는 날짜 및 시간, 독후감상에 대한 내용

등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 이러한 독후앨범은 아동의 독서이력을 관리하고 증빙하는데 활

용될 수 있고 아동 개인에게는 추억을 기록하는 기능을 하여 아

동의 독서흥미를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인공지능 기반 전자앨범 제작기술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기술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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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독후활동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10-AS

서비스 목적
독서활동지원

(Su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독서 종료 후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아동의 책 읽기가 종료된 후 책의 내용에 대한 아
동의 생각 및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독후감상문 형태의 기록으
로 남기는 서비스이다. 아동들은 책을 읽은 뒤 독후감상문에 거
부감이 큰데, 책의 내용에 대한 아동의 의견 및 감상을 편안하
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완독한 책의 독후감상을 기록
으로 남기는 서비스임

∙ 책 읽기가 종료되면 로봇은 아동에게 책 내용에 대한 감상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고 아동이 그에 대해 답변을 하면 이를 저
장하고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독후감상문 양식에 맞추어 문서
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독후감상문은 아동의 독서실적을
증빙하는 자료 및 해당 도서에 대한 아동의 관심도 및 흥미를
나타내는 빅데이터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음성_텍스트(STT) 변환 기술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기술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
∙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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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챗봇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11-OR

서비스 목적
공감형성

(Ra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도서관 외부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체험한 아
동을 대상으로 도서관 외부에서도 아동과 로봇사이의 교감을 이
어나가기 위한 서비스이다.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이 로
봇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독서에 관련된 정보를 물
어보거나 도서 대출 예약, ‘Read to a Robot’ 서비스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챗봇 서비스를 통해 아동과 로봇사이의 교감형성이 도
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외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Read to a Robot’의 서비스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인공지능 기반 챗봇 기술
∙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기술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
∙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 ‘Read to a Robot’과 챗봇 사이의 데이터 연동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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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웹기반 ‘Read to a

Robot’ 서비스
서비스 ID SERVICE-12-OS

서비스 목적
독서활동지원

(Support)

서비스

제공시기
도서관 외부

서비스 개요

∙ 본 서비스는 도서관 외부에서도 언제든 아동이 원할 때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아동은 챗봇을 이용하여 로봇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을 때 웹을
통하여 로봇을 호출할 수 있고 타블렛, 모니터 혹은 HMD(head
mounted display)를 통해 보여지는 로봇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다. 책 읽는 동안의 아동의 음성과 모습은 마이크와 웹캠을
통해 로봇에게 전달되며 ‘Read to a Robot’ 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웹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음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기능

∙ 웹기반 데이터 수집, 처리, 제공 기술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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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서비스 시나리오 도출

□ 서비스 시나리오 #1 : 도서관 시나리오

○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시나리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

소에 따라 ‘도서관 시나리오’와 ‘도서관 외부 시나리오’의 두 종

류로 구분됨

○ 첫 번째 시나리오인 ‘도서관 시나리오’의 경우 아동이 도서관에

도착한 이후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봇과 헤어질 때까지 시간순서

에 따라 각 상황에 대한 설명과 아동과 로봇사이에 주고받는 대

화의 예시로 구성하였음. ‘Read to a Robot’의 개발단계에 따라

1단계 서비스 시나리오와 2단계 서비스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구

성하였음

○ ‘도서관 시나리오’의 경우 독서 전(10분), 독서(30분), 독서 후(5

분)으로 총 45분으로 구성하였음

씬 번호 장소 상황설명

Scene
#1

도서관
안내
데스크

아동이 도서관에 도착하여 안내데스크에서 ‘Read to a Robot’
의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직원은 운영 가능한 로봇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영 가능한 로봇이 있을 경우 로봇을 배정하고 로
봇과 함께 로봇설명 공간으로 이동한다.

Scene
#2

로봇
사용
설명
장소

아동, 로봇과 함께 로봇의 사용설명 장소로 이동한 후 직원은
아동에게 로봇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아동이 흥미를 가질
만한 로봇의 탄생 배경 스토리와 로봇의 이름 등을 설명하고,
로봇과의 간단한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로봇을 이름을 부른다
든지 로봇을 쓰다듬는다든지 등의 상호작용 시연
(SERVICE-01-BF)을 하면서 아동에게 로봇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로봇 사용시 유의 사항 등도 함께 설명하고
아동에게 직접 로봇에게 말을 걸거나 만지는 등의 동작을 해
보도록 권유한다.

<표 22> 서비스 시나리오 #1 의 상세내용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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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3

로봇
사용
설명
장소

로봇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난 후 직원 자연스럽게 로봇에
게 먹이를 먹이는 시연(SERVICE-02-BR)을 보이고 아동에게
도 로봇에게 먹이 줄 것을 권유한다. 이후 직원은 아동에게
몇 개의 먹이를 나누어 준 후 책읽기 장소까지 아동과 로봇
을 안내한다.

Scene
#4

책 읽기
장소

책읽기 장소로 이동한 후 아동은 로봇에게 책읽기를 시작한
다. 로봇은 아동이 책을 읽는 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관심
을 표현하며 상황에 적절한 감정표현을 한다
(SERVICE-03-RR).

Scene
#5

책 읽기
장소

책읽기가 종료되면 로봇은 아동에게 독서통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이 로봇의 복부쪽에 있는 통장정리기를 통해
독서통장을 삽입하면 로봇은 아동이 완독한 도서의 목록을
독서통장에 기록하여 다시 아동에게 전달한다. 완독한 도서의
양이 기준치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 보상
을 제공한다 (SERVICE-04-RI).

Scene
#6

책 읽기
장소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 후 직원이 책읽기 장소로 와서 아동과
로봇을 인도하여 안내데스크로 나온다.

Scene #1

장소 · 도서관 안내 데스크

상황

·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1명과 보호자 1명이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담당직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면

· 보호자가 도서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 ‘Read to a Robot’ 서비

스 신청내역 확인을 요청한다. 직원은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예약되어

있는 로봇을 가지고 온다. 신청내역 확인 후 로봇, 아동과 함께 로봇사

용 설명 공간으로 이동한다.

대화

· 보호자: 안녕하세요. 10시에 김철수로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예

약하고 왔는데요, 지금 해볼 수 있을까요?

· 도서관 직원: 네. 잠시만요. 신청내역을 확인해 볼께요 (컴퓨터에서 신

청내역을 확인한다). 김철수 이름으로 오늘 10시에 신청 하셨네요. 니

가 철수 구나? (친절하게)

<표 23> 서비스 시나리오 #1의 상황 및 대화 묘사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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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네. 맞아요 (수줍은 듯이 이야기 한다)

· 도서관 직원: 보호자분은 이쪽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시구요, 철수는

나랑 같이 이쪽으로 가자. 로봇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 아동: 네. (대답을 하면서 직원을 따라간다)
Scene #2

장소 · 로봇사용설명 장소

상황

· 도서관 직원이 로봇을 가지고 로봇 사용을 설명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아동은 직원을 따라서 함께 이동한다.

· 로봇 사용 설명 장소에 도착하면 직원이 아동에게 로봇에 대한 배경

설명과 간단한 상호작용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다.

대화

· 도서관 직원: 철수는 로봇이랑 함께 책 읽어 본적 있니? (이동 중에

아동과 대화)

· 아동: 아니요. 처음이에요.

· 도서관 직원: 그렇구나. 로봇이 처음이구나. 이 로봇 이름이 ‘리버(가

칭)’ 인데 내가 먼저 우리 리버를 소개해 줄께

· 아동: 네.

· 도서관 직원: 리버는 _____에서 태어나서 지금 나이는 ___살이구 사는

곳은 .....

- 중략 - (로봇의 탄생 배경 등에 대한 설명)

리버는 책을 읽을 줄을 모르는데 이야기 듣는 거는 좋아해서 철수가

리버한테 책을 읽어주면 엄청 좋아할 거야~ 리버를 한번 불러볼까?

리버야~ (로봇을 향해 이름을 부르면 로봇은 이름을 부르는 도서관 직

원을 바라보며 반가운 표정과 몸짓을 하며 짓는다)

여기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줄게. 이름은 철수라고 하고 오늘 우리 리

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로봇이 아동을 바라보며 미

소를 짓고 친근한 몸짓과 함께 가볍게 짓는다)

철수도 로봇한테 인사해볼까?

· 아동: 리버야~ 안녕? (수줍은 듯이 인사를 건네고 로봇은 이에 친근한

반응을 한다)

· 도서관 직원: 우리 리버가 철수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직원이

로봇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로봇은 이에 친근한 반응을 한다). 철수

도 리버를 쓰다듬어 줘봐~ 좋아할 거야.

· 아동: (조심스럽게 로봇의 머리를 쓰다듬고 로봇은 이에 친근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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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다)

· 도서관 직원: 철수야. 리버는 철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약하니까 철수

가 책을 읽는동안 잘 보살펴줘야 해. 다리나 꼬리를 당기면 리버가 아

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되구 (직원 로봇 사용 시 유의 사향에 대

해서 설명한다)

· 아동: 네. 알겠어요.
Scene #3

장소 · 로봇사용설명 장소

상황
· 도서관 직원이 로봇에게 먹이를 주는 시연을 하고 아동이 이를 따라서

해보도록 유도한다.

대화

· 도서관 직원: 리버가 밥 먹은 지가 오래 되서 배고플 것 같은데 밥 좀

줄게 (로봇에게 먹이를 주고 로봇은 이를 받아먹으면서 기쁜 표정과

동작을 하며 짓는다) 리버가 배가 많이 고팠었나 보다. 철수가 한번

줘볼래? (아동에게 먹이를 건넨다)

· 아동: 네. 제가 한번 줘볼께요. (아동이 직원에게 먹이를 받아서 조심

스럽게 로봇에게 주고 로봇은 이를 받아먹으면서 기쁜 표정과 동작을

하고 아동에게 친근함을 표시한다)

· 도서관 직원: 리버가 철수를 엄청 좋아하겠는데? 몇 개 더 줄 테니까

이따가 책 읽으면서 리버가 배고픈 것 같으면 하나씩 주면 좋아할 거

야 (아동에게 몇 개의 먹이를 더 건넨다.

· 아동: 네. 감사합니다.

· 도서관 직원: 철수야. 리버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가 ‘어린왕자’ 이야기

인데 철수가 리버한테 ‘어린왕자’ 책을 좀 읽어 줄까?

· 아동: 네.

· 도서관 직원: 그래. 여기는 좀 시끄러 우니까 이쪽 방으로 이동해서

책을 읽어주자. (도서관 직원이 아동을 책을 읽는 장소로 안내하고 로

봇과 함께 이동한다)
Scene #4

장소 · 책 읽기 장소

상황
· 도서관 직원이 아동과 로봇을 데리고 책읽기 장소까지 안내하고 책 읽

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화 · 도서관 직원: 자. 여기에서 책을 읽어 주면 되겠다. (책 읽기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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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여). 그럼 나는 잠시 빠져있을 테니까 철수가 리버한테 어린왕

자 이야기를 읽어 주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도록 해~

· 아동: 네. 알겠어요.

(아동과 로봇은 책읽기 장소로 들어가고 직원은 다시 안내데스크로 이

동한다)

· 아동: 리버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린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

어봐~ (로봇은 아동이 말하는 것을 지긋이 바라보고 책 읽는 것은 듣

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어린왕자는 ... (책읽기 내용 생략)
Scene #5

장소 · 책 읽기 장소

상황
· 책 읽기가 종료되면 아동은 로봇의 배에 있는 슬롯에 독서 통장을 삽

이하고 당일 읽은 책을 독서통장에 기록한다.

대화

· 아동: 이제 끝났다~ 재밌었어? (아동이 로봇에게 이야기 하고 로봇은

짓으며 반응을 한다). 그럼 이제 나가야겠다. (아동이 바깥으로 나가려

고 시도하자 로봇이 짓으면서 이를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로봇의 배에 있는 슬롯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 아동: 아. 맞다. 통장정리 해야지? 깜빡할 뻔 했네. 고마워 (로봇의 머

리를 쓰다듬고 로봇은 이에 친근하게 반응한다. 아동이 독서통장을 로

봇의 배에 있는 슬롯에 삽이하고 잠시 뒤 독서통장이 정리되어 나온

다). (독서통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책 많이 읽었네? 다음 주에 또 와

야겠다. (로봇을 향하여) 다음 주에 내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읽어줄게

(로봇이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Scene #6

장소 · 책 읽기 장소

상황
· 독서가 종료되면 직원이 와서 아동과 로봇을 인도하여 안내데스크로

이동한다.

대화

· 도서관 직원: 철수야. 책 다 읽었니? (책 읽기 장소로 들어오며 직원

이 아동에게 이야기 한다)

· 아동: 네. 다 읽었어요.

· 도서관 직원: 리버가 좋아했겠네. 그러면 다음에 또 와서 다른 이야

기 읽어주라. 그럼 밖으로 나가자~

· 아동: 네. 다음 주에 또 오려구요. (아동이 직원을 따라 밖으로 이동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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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번호 장소 상황설명

Scene
#1

도서관
안내
데스크

아동이 도서관에 도착하여 안내데스크에서 ‘Read to a Robot’
의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위한 물
품 (타블렛, 로봇간식 등)을 지급 받는다. 직원이 아동에게 로
봇 및 장소를 배정하고 로봇과 함께 아동이 책 읽는 장소까
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Scene
#2

책 읽기
장소

아동과 로봇이 책을 읽는 장소에 도착하면 로봇은 아동과 가
벼운 대화를 시작 한다 (SERVICE-01-BF). 대화를 하면서
아동이 로봇에게 간식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SERVICE-02-BR),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대한 내용으로 넘
어간다. 아동이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왔을 경우 다음 씬
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동이 관심을 갖을 만한
분야 및 목록을 추천하고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ERVICE-03-BI).

Scene
#3

서가
아동이 책 선택을 완료하면 로봇을 아동을 해당 도서가 있는
서가의 위치로 안내한다. 아동이 도서를 고르면 다시 아동과
함께 책 읽기 장소로 돌아온다 (SERVICE-04-BS).

Scene
#4

책 읽기
장소

로봇은 아동에게 ‘누구야, 책을 좀 읽어주라’ 라는 멘트를 전
달하고 아동이 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동이
책 읽기를 시작하면 로봇은 아동의 책 읽기에 집중하여 들어
주고, 중간 중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SERVICE-05-RR).

Scene
#5

책 읽기
장소

책을 읽는 도중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동이 로봇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 로봇은 아동의 질문을 이해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친절한 어조로 아동에게 전달한다
(SERVICE-06-RS).

Scene
#6

책 읽기
장소

아동이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있는 부분에 도달하면 로봇은
이를 인식하고 아동에게 ‘누구야, 이 부분은 내가 얘기해 줄
게’ 라고 말한 뒤 해당상황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달한다.
콘텐츠가 음성인 경우는 로봇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직접 재
생하고, 영상 콘텐츠인 경우는 로봇의 디스플레이 창에 QR코
드를 보여주고 아동이 이를 타블렛으로 스캔하여 타블렛을
통해 보여준다 (SERVICE-08-RS).

Scene
#7

책 읽기
장소

아동의 책 읽기가 종료되면 로봇은 아동에게 ‘책을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재미있는 얘기네’ 등의 긍정적인 멘트와
아동의 책 읽기를 칭찬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
동이 책의 내용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SERVICE-09-AS).

<표 24> 서비스 시나리오 #1 의 상세내용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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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나리오 #2 : 도서관 외부 시나리오

○ ‘Read to a Robot’은 아동이 도서관 외부에 있을 경우에도 SNS

메신저를 통해 아동이 로봇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책을 읽고 싶을 경우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로봇을 호출하고 도서관에서와 마찬가

지로 로봇에게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이 시나리오의 경우 로봇은 실물형태가 아닌 그래픽 형태로 등

장하고 아동은 타블렛, 데스크탑 PC, HMD 장치 등의 디스플레

이 장치를 통해서 로봇과 만나게 됨

○ 도서관 외부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아동의 음성

과 표정, 행동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이크 및 웹캠의 설치가

필요함

Scene
#8

책 읽기
장소

로봇은 아동에게 독서통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이
로봇의 복부쪽에 있는 통장정리기를 통해 독서통장을 삽입하
면 로봇은 아동이 완독한 도서의 목록을 독서통장에 기록하
여 다시 아동에게 전달한다. 완독한 도서의 양이 기준치에 도
달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SERVICE-07-RI).

Scene
#9

책 읽기
장소,
안내데스
크

로봇은 아동에게 다시한번 책을 읽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
네고, 다음 번 방문일정을 예약한다. 아동을 도서관 안내데스
크까지 안내하고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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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번호 장소 상황설명

Scene

#1
집

아동은 도서관에서 로봇에게 책을 읽어 주었던 기억을 떠올

리며 다시한번 로봇에게 책을 읽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로봇을 부르고 책을 읽어주고 싶다

는 말을 한다. 로봇은 좋다고 얘기하고 서비스 접속을 위한

안내를 한다 (SERVICE-11-OR).

Scene

#2
집

아동은 챗봇의 안내에 따라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Read

to a Robot’의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 상에

로봇의 영상이 나타난다. 로봇은 아동에게 읽을 책의 제목을

물어보고 아동의 대답을 인식하여 책 읽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를 기록하고 책 읽기를 시작한다.

Scene

#3
집

아동이 책 읽기를 시작하면 아동의 음성과 영상정보는 마이

크와 웹캠을 통해 수집되어 ‘Read to a Robot’의 데이터 서버

로 전송된다. 데이터 서버는 아동의 음성과 영상정보를 분석

하여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Scene

#4
집

책 읽는 도중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있는 부분에서는 데스크

탑 PC의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달한다.

Scene

#5
집

책 읽기가 종료되면 아동의 독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고 독서통장 내역을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보여준다. 독

서량이 기준치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공할 물리적 보상을

SNS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거나 다음번 도서관 방문할 때 전

달한다고 얘기한다.

<표 25> 서비스 시나리오 #2 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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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나리오 콘티

○ 각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아

래 그림과 같이 콘티 형태로 도출하였음

그림 33. 시나리오 콘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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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나리오 콘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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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나리오 콘티 #3



- 112 -

2.7. ‘Read to a Robot’ 핵심요소 및 외형 콘셉트 도출

2.7.1 ‘Read to a Robot’ 상호작용 요소 정의

□ 기존 서비스 로봇의 상호작용 요소에 대한 사례조사

○ 기존의 서비스 로봇이 인간과의 감정교환, 정보교환 등의 상호

작용을 위한 방식은 얼굴표정을 이용하는 방식과 제스쳐를 이

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얼굴표정을 이용한 감정표현

로봇 명칭 상세 설명 사진

Kismet

∙ 기계식 장치기반 표정 구현
∙ MIT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소셜 로봇
∙ 눈, 눈썹, 귀, 코, 턱, 이마 등이 각각 움직
여 감정 표현

Nexi

∙ 기계식 장치기반 표정 구현
∙ MIT에서 개발한 16가지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

∙ 사람과 로봇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목
적으로 개발

∙ 눈썹, 눈꺼풀, 턱, 눈동자 등의 움직임을 통
해 다양한 표정 표현

에버

∙ 기계식 장치기반 표정 구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여성 안드로이드 로봇

∙ 얼굴에 30개의 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
정 표현 가능

∙ 감정 모델 기반 근육 제어 알고리즘을 통
해 기쁨, 슬픔, 화남, 놀람 등 풍부한 감정
표현 가능

메로3

∙ 기계식 장치기반 표정 구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감정 교류
로봇

∙ 실시간 모션캡처를 이용한 모션 생성을 통
해 사용자의 움직임 모방

<표 26> 얼굴표정을 이용한 감정표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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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통해 얼굴 추적, 얼굴 인식, 표정
인식, 제스쳐 인식

∙ 마이크를 통해 발화자의 방향 감지, 음성
인식

∙ TTS를 활용하여 발화에 맞는 립싱크 제공
∙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쉽게 제어할 수 있
는 18자유도 얼굴 메커니즘 구현

Sophia

∙ 기계식 장치기반 표정 구현
∙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 자기인식과 상상력을 갖는 등 인간 수준으
로 진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제작

∙ 62가지 감정 표현 가능
∙ 눈에 있는 센서로 대화 상대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사람과 대화 가능

SEER

∙ SEER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눈을 마주
치고 표정을 모방하고 반응하는 휴머노이
드 로봇

∙ 실시간으로 얼굴의 특징을 인식하고 추적
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눈 맞추기, 표정
모방 모드 실행

∙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눈썹과 눈꺼풀의 위
치, 머리의 위치, 각도를 찾고 이를 모방

Affeto

∙ 오사카 대학에서 개발한 사람의 표정을 세
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얼굴 로봇

∙ 2011년도에 개발한 아페토 로봇(사진 왼쪽)
의 업그레이드 버전

∙ 공압을 이용하여 표정의 변화를 구현
∙ 얼굴 내부에 16개의 액추에이터를 탑재하
여 자유로운 시선의 이동, 입술의 움직임
구현

Tapia

∙ 사람의 감정 인식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
는 로봇

∙ 타피아는 스크린에 표현되는 눈과 목소리
로 감정 표현

∙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기쁨, 평온, 슬픔, 분
노, 활력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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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쳐를 이용한 감정표현

∙제스쳐란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의 하나로, 손이나 얼굴, 몸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언어적 의사소통 가능

∙복잡한 내용의 의사소통은 힘들지만,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직관

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

∙메시지 혹은 감정의 전달을 보조하면서 효과를 증진하게 시켜

주는 효과

∙로봇 역시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혹은 매니퓰레이터 등을 통

해 제스쳐 표현 가능

∙로봇의 제스쳐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하기 위

한 기존 사례/연구 존재

∙매니퓰레이터가 없는 소셜로봇

메로S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메로3의
디스플레이형 로봇

∙ 액추에이터 대신 디스플레이 속 그래픽 아
바타로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제어

Cozmo

∙ 어린이를 위한 학습형 AI 로봇
∙ 카메라를 통해 사람과 주변 환경 인식
∙ 감성 엔진을 탑재하여 감정을 디스플레이
와 경고음으로 표현

∙ 사용자와 의사소통 기록이 많아지면 감정
표현이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짐

· 팔과 같은 매니퓰레이터 없는 경우, 머리 부분 혹은 몸통 전체를 움직이는
것으로 제스쳐를 구현
· 바라보기 : 아이트래킹과 같은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머리/몸통
을 돌려 사용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줌 ex) Jibo, KiKi
· 끄덕이기 : 고개 끄덕임은 가장 효과적인 비언어적 제스쳐이고, 로봇에 대
한 호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존재 _ Hal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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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해당하는 매니퓰레이터가 있는 소셜로봇

· 팔은 사람에게 가장 주요한 제스쳐 표현 기관

· 팔을 갖고 있는 로봇은 모두 제스쳐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을 보조

그림 36. 메니퓰레이터가 없는 소셜로봇의 감정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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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명칭 상세 설명 사진

KOBIAN

∙ 휴머노이드 로봇 KOBIAN으로 얼굴 표
정과 온몸으로 감정 표현 분석

∙ 7자유도의 얼굴로 감정 표현이 가능한
가(국적, 연령대 구별하여 실험)에 더불
어 얼굴에 제스쳐를 더했을 때의 인식
정확도 분석

∙ 얼굴 표정에 모션을 추가했을 경우, 인
식률이 상승하였음

Nao

∙ 제스쳐가 혼합되었을 때 보다 사람이
로봇이 전달하는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

∙ Nao 로봇을 활용하여 눈모양과 제스쳐
를 혼합하여 감정 전달의 효과를 테스
트

Pepper

∙ 5 자유도를 갖는 고성능 팔을 통한 자
연스러운 팔 동작 구현 가능

∙ 인사, 악수, 가리키기 등과 같은 제스쳐
를 업무에 활용

Robopin

∙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일체형 팔을 포함
하여 총 6개의 모터를 통한 6 자유도가
구현되어 있음

∙ 과장된 행동으로 즐거움, 분노, 슬픔,
기쁨의 감정을 표현

∙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인사하기, 양팔
을 들어 만세,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목표 지시하기 등

Aibo 시리즈

∙ 22자유도의 기구부를 통한 수백가지 제
스쳐 패턴 표현이 가능

∙ 실제 강아지와 유사한 동작 표현
∙ 기존 모델인 ERS31x의 경우 제스쳐로
의사 전달 기능도 수행

<표 27> 제스쳐를 이용한 소셜로봇의 감정표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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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Read to a Robot’ 핵심요소 및 기능범위 정의

□ ‘Read to a Robot’ 핵심요소 정의

○ ‘Read to a Robot’ 의 핵심요소는 아래그림과 같이 수행하는 기

능에 따라 처리부, 인식부, 표현부, 그리고 서버의 4가지 부분으

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37. 기능에 따른 ‘Read to a Robot’ 핵심요소 구분

○ 인식부: 인식부는 외부의 환경정보 및 아동정보를 인식하는 센

서들로 구성됨. 인식부는 받아들이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음성

인식모듈, 영상인식모듈, 위치인식모듈의 3가지로 구성됨

∙음성인식모듈: 사용자(아동)의 음성정보를 감지하고 획득함. 센

서는 마이크가 사용됨

∙영상인식모듈: 사용자 및 환경의 영상정보를 감지하고 획득함.

측정하는 영상정보로는 사용자의 얼굴, 동작, 표정과 도서의 외

관정보, 환경정보, QR 코드 등 영상정보가 있음. 센서는 카메라

가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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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인식모듈: 지도상의 로봇의 위치를 측정함. 책 위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로봇은 현재위치에서 지도상의 목표지점

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로봇의 현재 위

치파악을 위한 위치인식 모듈이 필요함. 센서는 라이다 혹은

실내 GPS 등이 이용될 수 있음

○ 구동부: 구동부는 사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로봇의 감정 등을

전달하고 로봇의 각종 기구부를 구동하는 역할을 함. 로봇의 정

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함. 구동부를 통해 전달하는 기능

은 음성표현, 표정표현, 동작표현, 이동 등이 있음.

∙음성표현모듈: 로봇의 음성 및 음성 콘텐츠를 재생하는 역할을

함. 스피커가 구동기로 사용됨

∙표정표현모듈: 로봇의 감정상태를 표정의 형태로 표현하는 역할

을 함. 표정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가 사용됨

∙동작표현모듈: 로봇의 감정상태 및 각종 정보를 움직임의 형태

로 표현하는 역할을 함. 로봇의 팔동작, 얼굴의 움직임, 귀동작,

꼬리동작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

∙이동모듈: 로봇을 특정위치 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함. 로봇의

이동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지만

‘Read to a Robot’의 경우 구현의 복잡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바퀴를 구동하여 이동하는 형태로 구현함

○ 처리부: 인식부에서 측정된 다양한 정보를 연산하여 로봇의 구

동명령을 생성하고 이를 구동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함. 음성정

보처리, 영상정보처리, 자연어처리, 빅데이터 처리, 출력음성생

성, 출력동작생성, 출력표정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서버: 로봇 자체적으로 저장 및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은 클

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처리됨. 서버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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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과 계산량이 많은 연산을 수행하는 역할을 함. 로봇은

서버와 통신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기능을 수행함

○ ‘Read to a Robot’의 핵심구성 요소 및 각 요소의 세부항목별

기능은 다음의 표와 같음

대분류 소분류 세부기능

인식부

음성인식모듈 ∙ 사용자 음성감지 및 획득

영상인식모듈

∙ 사용자 얼굴, 동작감지 및 획
득

∙ 도서 외관감지 및 획득
∙ QR 코드 감지 및 획득

위치인식모듈 ∙ 로봇 위치정보 측정

표현부

음성표현모듈
∙ 로봇음성데이터 표출
∙ 음성콘텐츠 재생

표정표현모듈 ∙ 로봇표정데이터 표출

동작표현모듈 ∙ 팔, 얼굴, 꼬리 등 동작 표출

이동모듈 ∙ 로봇 위치 이동

처리부

음성정보처리모듈 ∙ 음성데이터처리

영상정보처리모듈
∙ 사용자 얼굴, 표정, 동작 인식
∙ 도서 외관 정보인식
∙ QR코드 정보인식

출력음성생성모듈 ∙ 로봇음성정보 생성

출력동작생성모듈 ∙ 로봇동작정보 생성

서버
데이터 서버 ∙ 대용량 데이터 저장

연산 서버 ∙ 대용량 데이터 연산

<표 28> ‘Read to a Robot’ 핵심요소 및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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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Robot’ 기능범위 정의

○ ‘Read to a Robot’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로봇의

각 기능은 아래의 기능범위를 만족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기능 분류 기능 범위

음성 데이터 감지/획득

Ÿ 로봇과 아동의 최대이격거리(1~2m)에서 아동의
음성을 감지 할 수 있음

Ÿ 도서관의 환경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대
화음성(60~70dB)을 감지할 수 있음

영상 데이터 감지/획득

Ÿ 카메라의 Pan & Tilt 모션이 가능함
Ÿ 아동의 얼굴/동작, 도서외관 정보, QR 코드를
감지하고 획득할 수 있음

Ÿ 영상데이터의 해상도 및 갱신주기는 아동의 안
면인식, 동작인식, 도서외관정보 인식,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수준을 만족함

로봇 위치정보 감지/획득
Ÿ 도서관 내에서 로봇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정확
도와 갱신주기로 로봇의 위치정보를 감지하고
획득함

음성데이터 표출

Ÿ 로봇과 아동의 최대이격거리(1~2m)에서 아동이
로봇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음

Ÿ 도서관의 환경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아동이 로
봇의 대화음성을 감지할 수 있음

Ÿ 로봇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데이터의
표출이 가능함

Ÿ 구연동화 수준의 음성표출이 가능함

표정데이터 표출

Ÿ 로봇의 감정(기쁨, 슬픔, 놀람, 화남, 고마움 등)
을 표현할 수 있는 표정데이터의 표출이 가능
함

Ÿ 아동의 행동에 대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속도
로 표정데이터의 표출이 가능함

동작데이터 표출

Ÿ 로봇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동작데이터(팔
동작, 머리 동작, 꼬리 동작 등)의 표출이 가능
함

Ÿ 각 동작의 표출은 감정표현을 위한 충분한 자
유도를 갖추고 있음

Ÿ 각 동작은 감정표현의 구현에 충분한 수준의
위치정확도를 갖추고 있음

Ÿ 아동의 행동에 대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속도

<표 29> ‘Read to a Robot’ 기능분류 및 기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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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작데이터의 표출이 가능함

로봇 위치 이동
Ÿ 로봇의 위치이동 정확도와 속도는 도서관 내부
에서 아동을 특정위치까지 안내하는데 충분한
수준에서 구현

음성데이터 처리

Ÿ 아동의 음성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음
Ÿ 아동의 음성데이터로부터 의미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Ÿ 부정확한 아동의 음성데이터로부터 의미정보를
추정할 수 있음

Ÿ 아동의 음성데이터로부터 감정 상태를 추정할
수 있음

안면데이터 처리
Ÿ 아동의 안면영상데이터로부터 개별 아동의 개
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음

Ÿ 아동의 안면을 추적할 수 있음

표정데이터 처리

Ÿ 아동의 안면영상데이터로부터 표정을 추출할
수 있음

Ÿ 아동의 표정데이터로부터 감정상태를 추정할
수 있음

동작데이터 처리

Ÿ 아동의 몸체영상데이터로부터 동작을 추출할
수 있음

Ÿ 아동의 동작데이터로부터 감정상태 및 의도를
추정할 수 있음

QR코드 데이터 처리
Ÿ QR코드 영상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음성데이터 생성

Ÿ 아동의 반응 및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음

Ÿ 문장에 적합한 감정을 실어서 음성데이터를 생
성할 수 있음

동작데이터 생성
Ÿ 로봇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에 적합한 동작데
이터를 생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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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Read to a Robot’ 외형 콘셉트 도출

□ ‘Read to a Robot’ 외형 콘셉트 요구사항 도출

○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정의서를 기반으

로 로봇의 외형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도출함

구분 요구사항

크기
Ÿ 아동이 바닥에 앉았을 때 눈높이가 맞는 정도
의 크기

형상

Ÿ 아동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기반으
로 의인화 하여 구현

Ÿ 아동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형상

Ÿ 감정표현을 위하여 얼굴은 디스플레이 창으로
구현하고, 입은 입체적인 형상으로 구현

Ÿ 감정표현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팔, 귀, 꼬
리 필요

Ÿ 안정성을 위하여 아래쪽이 넓은 형태로 구현

기능 및 재질

Ÿ 머리(3자유도), 팔(2자유도), 귀(2자유도), 꼬리
(2자유도) 움직임 가능

Ÿ 재질은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제작
Ÿ 로봇의 일부는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발열기
능

Ÿ 사람의 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표 30> ‘Read to a Robot’ 외형 콘셉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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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 콘셉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리트리버와 바다사자를 형상

화한 2종의 ‘Read to a Robot’ 디자인 시안 도출

그림 38. ‘Read to a Robot’ 외형 콘셉트 디자인 시안 #1 (리트리버)

그림 39. ‘Read to a Robot’ 외형 콘셉트 디자인 시안 #2 (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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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Read to a Robot’ 외형 콘셉트 3D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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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ead to a Robot’ 

개발방안 연구

1.‘Read to a Robot’개발방안 연구개요

2. 음성인식기술 개발방안

3. 영상인식기술 개발방안

4. 상호작용기술 개발방안

5.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6. 로봇하드웨어 개발방안

7.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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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ad to a Robot’ 개발방안 연구

3.1 ‘Read to a Robot’ 개발방안 연구 연구개요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Read to a Robot’의 각 기술항목
에 대한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Read to a Robot’의 기술항목인
음성인식기술, 영상인식기술, 상호작용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방
안, 로봇하드웨어기술, 클라우드 시스템기술에 대해 각 기술항목
의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방법을 현재기
술수준을 참고하여 제안하였으며, 1단계 개발기간(4년)에 대한 연
차별 상세 개발내용을 제시하였다. 음성 및 영상인식 기술은 상
용 API를 이용하여 빠르게 로봇에 적용가능 하도록 개발방법 및
개발계획을 도출하였고 독서 및 기타 상황인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상호작용기술은 ‘Read to a Robot’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 음성, 영상인식을 통해 인식한 상황을 토대로 아동
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방법을 제안한다. 상
호작용요소들(음성, 영상, 동작 등)의 검증과 개선을 위해 애자일
방법론에 기반한 사용자 실험 및 개발방법론을 제안하였다.
‘Read to a Robot’ 이 아동에게 서비스하는 동안 취득되는 데이
터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아동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
법과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기술항목의 개
발계획은 1년차에 상용로봇, API 선정 및 개념설계를 위주로 진
행하고, 2년차에서 상용 로봇을 이용한 상호작용기술을 개발 및
평가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과
디지털 도서콘텐츠를 개발한다. 3년차에서 첫 번째 시제품으로 2
년차에 개발된 인식기술과 상호작용기술을 평가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테스트한다. 4년차에서는 첫
번째 시제품을 보완한 두 번째 시제품을 개발 후 독서 활동 지원
에 활용하도록 개발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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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음성인식기술 개발방안

3.2.1 개발목표

□ 최종목표: 아동이 독서하는 동안 음성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수집

된 음성의 의미인식 및 각 음절의 텍스트 변환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 개발

○ 음성데이터 수집 : 16kHz/16bits 이상의 음질로 취득 후 저장

○ 음성인식 정확도 : 공인된 데이터 셋 기준 WER 10% 미만 정

확도 제공. 개발초기 상용 음성인식 API를 이용하며 아동의 음

성데이터가 수집된 후 이를 이용한 아동음성 인식 특화 알고리

즘 개발

3.2.2 현재기술수준

□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수준

○ 음성인식은 여러 가지 요소기술로 구성되어있고, 특히 머신러닝

기술이 고도화된 딥러닝기술을 통하여 급격한 인식률 향상을 구

현함. 점차 공인된 사람의 음성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

용한 딥러닝학습으로 음성인식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개선하

여 2013년 80% 정도의 음성인식 정확도를 현재 인간의 정확도

를 뛰어넘는 수준인 95% 이상까지 향상시킴

○ 음성 AI 시스템과 플랫폼은 사람의 음성을 텍스트 데이터로 바

꿔주는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기술을 기본으로 다양한

요소기술로 구현됨. 음성을 디지털 정보화하여 문자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녹음 시에 발생한 잡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기술도

수반되어야 함. 현재 상용 음성인식 API는 대부분 딥러닝기술을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채용하므로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수집 및 데이터 분석 기술 역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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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

○ 음성인식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데이터 셋을 바

탕으로 평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외의 경우, 스탠포드대에서

매년 AI Index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AI 수준 측정을 하고 있

고, 사용된 데이터셋이 음성인식을 정확도 측정에 공인화 됨. 현

재는 영어의 경우, LibriSpeech, Switchboard Hub5'00 등이 학

계와 산업계에서 공인된 데이터셋을 인정받고 있음

○ 대부분의 상용 음성인식 API 및 연구 중인 알고리즘 등이 음성

인식의 정확도 측정을 단어의 오인식률인 WER(Word Error Rate)

측정으로 나타내고, LibriSpeech, Switchboard Hub5'00 데이터

셋으로 테스트 후 WER을 공개함으로써 음성인식의 정확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2020년 1월 현재 수준은 구글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준으로

LibriSpeech (test-clean)기준 사람의 WER(5.83%)을 능가하는

WER(1.9%)를 기록하였고, LibriSpeech (test-other)기준

WER(4.1%)를 기록 함

○ 국내는 2019년 전까지 공인된 데이터셋이 없어, 공식적으로 정

확한 음식인식의 정확도를 사실상 측정할 수 없음. 하지만,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인된 데이터셋(ETRI제공)이 공개되고 있

어 이를 통한 각 제조사의 정밀도 측정 필요 함. 공인된 데이터

셋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학계나 산업계에서 연구 개발중인 음

성인식 알고리즘의 자체테스트 결과를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

여 95%이상 수준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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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
(test-
clean)

WER
(test-
other)

Paper
Publis
hed

Notes

5.83% 12.69%

Humans Deep Speech
2: End-to-End Speech
Recognition in English

and Mandarin

Dec-
15 Humans

1.90% 4.10%

ContextNet: Improv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with Global Context

May-
20

CNN-RNN-Transducer
(ContextNet) + 3-layer
LSTM LM (data

augmentation:SpecAug
ment)

2.00% 4.10%

End-to-end ASR: from
Supervised to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Modern
Architectures

Nov-
19

Conv+Transformer AM
(10k word pieces) with
ConvLM decoding and
Transformer rescoring
+ 60k hours unlabeled

2.30% 4.90%

Transformer-based
Acoustic Modeling for
Hybrid Speech
Recognition

Oct-
19

Transformer AM
(chenones) + 4-gram
LM + Neural LM
rescore (data

augmentation:Speed
perturbation and
SpecAugment)

2.30% 5.00%
RWTH ASR Systems
for LibriSpeech: Hybrid

vs Attention

Septe
mber
2019,
Inters
peech

HMM-DNN +
lattice-based sMBR +

LSTM LM +
Transformer LM
rescoring (no data
augmentation)

2.30% 5.20%

End-to-end ASR: from
Supervised to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Modern
Architectures

Nov-
19

Conv+Transformer AM
(10k word pieces) with
ConvLM decoding and
Transformer rescoring

<표 31> LibriSpeech로 평가한 WER 비교 (상위 5개 알고리즘)

(출처: paperswithcode.com)



- 130 -

그림 41. LibriSpeech (test-clean)로 평가한 WER 최근 변동추이

(출처: paperswithcode.com)

그림 42. Swichboard Hub5'00로 평가한 WER 최근 변동추이

(출처: paperswithcode.com)

□ 상용 음성인식 API 비교

○ 독서활동 지원 로봇의 개발 성격과 기간을 고려하여, 정확도와

성능이 검증되고 로봇에 적합한 상용 음성인식 API를 이용한

로봇개발이 필요함

○ 해외 기업의 상용 음성인식 API를 특징과 함께 사용성 등에 대

해 비교하였음. 다음의 표는 국내기업의 상용 음성인식 API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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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스

출시일 호출명 주요 탑재 기기 특징

아마
존
알렉
사

2014년
11월

“알렉사”

Ÿ 아마존 스마트 스피
커 ‘에코’ 시리즈

Ÿ 서드파티 스마트 스
피커

Ÿ 카 인포테인먼트
Ÿ 스마트 TV

Ÿ 초기에 아마존 에코 탑재
를 시작으로 적용 단말 확
대 중

Ÿ 서드파티 기업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추가 가능한 알
렉사 ‘스킬’ 10만 개 이상
보유

구글
어시
스턴
트

2016년
5월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

Ÿ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태블릿

Ÿ ‘구글 홈’ 스마트 스
피커

Ÿ 서드파티 스마트 스
피커

Ÿ 스마트 TV
Ÿ 카 인포테인먼트

Ÿ 구글 AI 비서 서비스는
2012년 7월 출시된 구글
나우에서 시작되었으나, 현
재는 구글 어시스턴트로
대부분 이동

Ÿ 알렉사 스킬과 유사한 확
장 기능 ‘액션’ 보유

Ÿ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 확
보로 타사 대비 뛰어난 응
답 성능 확보

애플
시리

2011년
10월

“헤이
시리”
“시리야”

Ÿ 아이폰, 아이패드,
맥PC, 애플워치

Ÿ 애플 스마트 스피커
‘홈팟’

Ÿ 애플 아이폰 4S에 최초 탑
재 후 아이패드, 맥OS로
확대됨

Ÿ 가장 먼저 출시된 음성 AI
비서 플랫폼

Ÿ 애플 기기에만 탑재되는
폐쇄형 서비스

MS
코타
나

2015년
12월

“헤이
코타나”

Ÿ 윈도PC
Ÿ 안드로이드 기기
(앱)

Ÿ 윈도PC용 음성 AI 비서
서비스로 출발

Ÿ 안드로이드 OS 탑재 기기
에서는 호출 불가하며, 앱
설치 방식으로만 작동

바이
두
두어

2017년
11월

“샤오두,
샤오두”

Ÿ 바이두 스마트 스피
커

Ÿ 서드파티 스마트 스
피커

Ÿ 카 인포테인먼트

Ÿ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
식과 검색 기술을 결합한
두어OS를 개방형 플랫폼으
로 공개

Ÿ 97% 이상의 정확한 음성
인식 성능

Ÿ 중국의 서드파티 스마트
스피커를 중심으로 2018년
8월 두어OS 설치 기기 1억
대 돌파

<표 32> 해외 기업의 주요 음성인식 API 비교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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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출시일 호출명 주요 탑재 기기 특징

빅스비
(삼성전자)

2017년
3월

“하이
빅스비”

Ÿ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갤럭시 워치

Ÿ 삼성전자
스마트TV,
냉장고

Ÿ 삼성전자가 인수한 비브
와 공동개발

Ÿ 빅데이터, 딥러닝 기반
Ÿ 삼성전자의 모든 스마트
기기와 가전 제품에 탑재
하고 타사 제품에도 개방
한다는 계획

Ÿ 음성, 카메라 촬영과 함
께 사용가능

Q보이스
(LG전자)

2012년
7월

“하이
엘지”

Ÿ LG전자 스마
트폰,
스마트TV

Ÿ 스마트폰에 우선 탑재되
었으며, 이후 씽큐 적용
된 스마트TV에 탑재

Ÿ 다른 음성 AI 플랫폼과
상호 보완 활용 전략

누구
(SK텔레콤

)

2016년
9월 “아리아”

Ÿ SK텔레콤 스
마트
스피커 ‘누구
(NUGU)’

Ÿ SK브로드밴드
셋톱박스

Ÿ 멜론, 플로(SK텔레콤) 연
동해 음악 감상 지원

Ÿ 오픈 플랫폼 ‘누구 디벨
로퍼스’ 공개로 개방형
생태계 조성 목표

Ÿ SK브로드밴드의 음성 AI
셋톱박스에도 탑재

기가지니
(KT)

2017년
1월 “기가지니”

Ÿ KT 스마트 스
피커,
셋톱박스

Ÿ IPTV 셋톱박스를 통한
음성 명령으로 채널 이
동, 프로그램 검색 등의
기능 제어 가능

Ÿ 오픈 플랫폼인 ‘기가지니
인사이드’ 공개로 파트너
사와의 협력을 통한 개방
형 생태계 조성 계획

클로바
(네이버)

2017년
5월

“헤이
클로바”

Ÿ 네이버 출시
스마트
스피커

Ÿ 네이버 인터넷 서비스와
연동된 검색, 외국어 번
역 등이 특징

Ÿ 바이브, 지니 뮤직, 벅스
등 복수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연계 지원

카카오i
(카카오)

2017년
7월

“헤이
카카오”

Ÿ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Ÿ 다음(Daum) 검색, 카카
오톡 메시지 전송 등 연
계 기능 사용과 카카오내
비에도 적용

Ÿ 카카오 계열 음악 스트리
밍 서비스인 멜론과 연계
한 음악 재생

<표 33> 국내기업의 주요 음성인식 API 비교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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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어 처리기술

○ 디지털 정보화하여 얻은 음성신호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연어 인식기술을 통해 음성신호로

부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최소의 의미 단위 ‘형태소’를 검출

또는 말뭉치 데이터를 이용해 구절을 분석하는 등으로 자연어처

리 알고리즘이 구현됨. 따라서 자연어처리 알고리즘도 딥러닝기

술을 통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으로 이루어져 축적된 지식 데

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함

○ 인공지능 스피커나, 챗봇은 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

하기 위한 학습용 표준데이터가 필요하며, LG CNS에서 공개한

한국어 질의응답 표준 데이터셋 KorQuAD(코쿼드)가 개방되면

서 한국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 데이터로 활용됨

○ 현재 KorQuAD 2.0가 공개되어 산업계에서 한국어 자연어 처리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공인화되어 사용되고 있음. 학습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사람이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인

공지능이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응답하는지 성능 확인

가능하고 정확도를 EM(Exact Match)과 F1 스코어로 나타냄.

○ 다음 그림은 KorQuAD 2.0의 질문과 응답의 샘플 데이터 셋을

보여주고 있음.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은 홈페이지 리더보드에

공개되어 성능을 평가받을 수 있고, 다른 인공지능 모델과 성과

비교도 가능. 표 34는 현재까지 공개된 상위 10개 알고리즘의

EM과 F1 점수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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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KorQuAD 2.0 예시 (□는 질문에 대한 답)
(출처: LG CNS AI/Big Data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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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Reg. Date Model EM F1

- 2019.09.05 Human Performance 68.82 83.86

1 2020.08.28
Ko-LongBERT (single model)

LAIR
77.88 89.62

2 2020.08.31
SDS-NET v1.3 (single model)
Samsung SDS AI Research

76.97 88.96

3 2020.08.28
Force Tubu 1.0 (single model)

Anonymous
77.44 88.81

4 2020.07.01
SDS-NET v1.2 (single model)
Samsung SDS AI Research (Bae

& Kwon)
76.73 88.78

5 2020.06.24
SkERT-Large (Single model)

Skelter Labs
76.64 88.09

6 2020.08.24
Uncertain Tubu (single model)

Anonymous
76.58 87.91

7 2020.08.24
Uncertain Tubu 1.1 (single model)

Anonymous
75.98 87.81

8 2020.05.03
SDS-NET v1.1

Samsung SDS AI Research (Bae
& Kwon)

73.87 86.81

9 2020.04.29
SDS-NET (single model)
Sanghwan Bae & Soonhwan

Kwon
73.51 86.56

10 2020.08.31
anonymous-baseline (single model)

Anonymous
71.24 86.37

<표 34> KorQuAD 2.0의 Test set으로 평가한 Exact Match(EM) 및 F1

score

(출처: LG CNS AI/Big Data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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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발방법

□ 상용 음성인식 API 이용한 ‘Read to a Robot’ 음성인식 기술 개

발

○ 공인된 데이터 셋(한국정보화진흥원제공 한국어 데이터 셋)으로

성인의 음성으로 테스트하여, WER 10%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

는 API를 선정함

○ 선정된 음성인식 API에 대해 아동(만 6세부터 만13세 이하)을

대상으로 WER 수준을 테스트를 수행함

○ 아동이 독서하는 동안 음성을 인식하여, 음성을 녹음함과 동시

에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실시간 변환하여 저장하는 SW를 개발

함

○ 상용 로봇에 선정된 음성인식 API를 탑재하여, 아동음성 인식을

평가함과 동시에 마이크의 감도와 위치 등을 시제품 V1에 반영

함

○ 시제품 V1에 상용 음성인식 API를 탑재하여 아동음성인식

WER을 평가하고, 음성인식결과를 디지털 도서 콘텐츠의 단어와

매칭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 아동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음성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

발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음성데이터 셋의 음질을

참고하여, 아동음성 데이터 취득 시의 음질은 16kHz/16bits 이상

으로 취득하도록 음성입력장치 개발 필요

○ 아동음성을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저장하기 위해, 디지털화 도서

콘텐츠의 말뭉치 단어를 인식하도록 개발하여야 하고, 후처리 과

정을 거쳐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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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도서 콘텐츠 시스템 개발

○ 디지털화할 도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를 텍스트 데이터화

하여 클라우드 시스템 상에 저장함. 음성인식 API를 통해 아동

이 독서 시에 인식률이 높은 특정 단어를 분석하고 메타데이터

로 선정

○ 메타데이터로 선정된 단어의 인식을 통해 아동의 독서 위치파악

시스템 개발. 메타데이터의 인식률을 성능 평가하여, 메타데이터

의 표시 빈도 등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도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로봇 시제품 v1 및 v2에 기반한 독서활동 지원 실증 테스

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도서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 개선이

요구됨

3.2.4 개발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상용 음성인식 AI
선정

상용 로봇에 음성
AI 탑재

시제품 v1 음성인식
탑재

시제품 v2 음성인식
탑재

상용 음성인식 AI
공인 데이터셋 학습

및 평가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설계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

평가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

고도화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도서검토
및 선정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디지털 도서 콘텐츠
디지털 도서 콘텐츠

다양화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 분석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 분석

선정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인식
알고리즘 평가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인식
알고리즘 고도화

<표 35> 음성인식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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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인식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 1차 년도: 구체적인 독서활동 지원 로봇 개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상용 음성인식 AI 선정하고, 상용 음성인식 AI 공인 데

이터 셋 학습 및 평가를 수행한다. 아울러 도서 콘텐츠 디지털

화 도서검토 및 선정하고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 분

석

○ 2차 년도: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상용

로봇을 선정하여 음성 AI 탑재하고,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구

축 시스템 설계함. 또한, 샘플 도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메타

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를 음성인식 테스트를 거쳐 분석

하고 선정함

○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에 상용 음성인식 API를 탑재하고 아

동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을 평가 함. 디

지털 도서 콘텐츠를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 인식 알고리즘

평가 후 분석을 통해 메타데이터의 위치 및 단어를 재정비

○ 4차 년도: 기술이 고도화된 로봇 시제품 v2에 음성인식 API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을 고도

화 함. 독서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 콘텐츠 다

양화하고,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 인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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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상인식기술 개발방안

3.3.1 개발목표

□ 최종목표: 로봇의 카메라에서 획득된 실시간 영상데이터에서 아

동의 얼굴을 인식하여 사용자를 식별하고, 아동이 독서하는 동안

아동의 상태(시선, 동작 등)를 인식하기 위한 영상인식기술 개발

○ 로봇에서 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원격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실

시간 스트리밍하고 인공지능 인식상태를 화면에 표시하여 관리

자가 정보취득을 용이 하도록 함

○ 오인식율 5% 미만의 상용 영상인식 API를 선정하고, 로봇 시제

품에 적용하여 아동의 사용자 인식 및 독서상태 인식에 사용

3.3.2 현재기술수준

□ 소셜 로봇에 적용되는 영상데이터취득 센서 비교분석

○ 광각카메라

∙카메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영상데이터를 취득함

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센서로 거의 모든 로봇에 장착됨. 특

히 그림 44와 같은 소셜 로봇의 경우는 디자인의 특징상 많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어, 하나의 카메라가 넓은 부분의 영상을

취득하도록 만들기 위해 120° 광각렌즈가 적용된 카메라를 사

용 중. HD급 혹은 Full-HD급 (60Hz)의 카메라가 로봇에 대부

분 사용 중이지만, 최근 출시되는 로봇은 사진을 통한 의사소통

을 하는 경우 4k급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도 출시 예정임

∙사용자 인식뿐 아니라, 비젼 SLAM 기술을 통한 실내 환경 맵

핑에도 사용되어 실내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

용되기도 하고, 물체를 인식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용도로도 사용됨. 빛의 영향에 민감하여 환경에 따라



- 140 -

다른 이미지 품질로, 영상인식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림 44. 광각카메라를 적용 중인 소셜 로봇들 (aibo, moxie, kiki)

(출처: Sony, Embodied, Zoetic)

○ 스테레오 카메라

∙두 대의 카메라를 삼각 측량하는 방식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

여 3차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

∙아래 그림과 같이 사람의 눈과 같은 구조로 로봇을 설계하여

스테레오 카메라를 적용한 로봇이 많았지만, ToF 등 다른 방식

으로 3차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Depth 카메라 등에 비해 강

인하지 못한 특성과 최근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로봇의 눈

부위를 디스플레이 형태로 바꾸는 추세와 함께 서서히 줄어드

는 추세임

그림 45. 스테레오 카메라를 적용 중인 소셜 로봇들 (olivia, nao, iPal)

(출처: ASORO, softbankrobotics, robo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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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h 카메라 (RGBD 카메라)

∙최근 소셜 로봇에 많이 적용되는 Depth 카메라 종류로는

Active 적외선 스테레오 비전 방식과 ToF(Time of Flight) 카

메라가 있음. Depth 카메라는 3차원 형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더욱 강인한 사용한 인식 및 동작을 추정할 수 있음.

또한, 이동형 로봇의 경우는 별도의 추가 센서 없이 전방의 장

애물을 3차원으로 인식하여 회피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

특히 Active 적외선 스테레오 비전 방식은 인텔 리얼센스가 대

표적이며 다른 방식의 Depth 카메라보다 소형으로 로봇의 디자

인 간섭에 비교적 영향 없이 쉽게 적용가능하고, 가격도 떨어지

는 추세여서 최근 출시 예정인 소셜 로봇에 많이 적용됨

그림 46. Depth 카메라를 적용 중인 소셜 로봇들 (qtrobot, LiKU)

(출처: LuxAI, 토룩)

○ 영상인식기술

∙딥러닝기술을 통한 기계학습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상인식

의 정확도 및 성능이 더욱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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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이용한 얼굴의 특징점

추출을 통한 얼굴표정 인식 기술 등이 Recurrent Neural

Network(RNN)계열 인공지능 기법과 접목되어 비디오 기반의

시간에 따른 얼굴특징점 변화를 파악한 표정 인식을 통해 얼굴

각도의 변화 및 occlusion에 강인한 알고리즘이 꾸준히 제안됨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영상인식 경진대회인 ImageNet 기준,

아래 그림과 같이 2015년 사람의 인식능력인 95%를 능가하였

고 꾸준히 인식률이 개선되어 현재는 97%의 정확도로 영상인

식이 가능한 수준임

그림 47. ImageNet 제공 영상인식 오인식률

(출처: ImageNet)

∙Amazon, Google, Microsoft, IMB 등의 많은 국외 기업에서 영

상인식 알고리즘을 API로 서비스하고 있음. 이들 영상인식 API

는 얼굴인식, 사용자인식, 얼굴특징점 추출, 표정인식, 물체인식

뿐 아니라, 이미지분석과 동영상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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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표 36은 국외 영상인식 API에서 제공하

는 기능을 비교해서 보여줌

Google Azure Rekognition clarifai IBM KAIROS
face detection ○ ○ ○ ○ ○ ○
face recognition X ○ ○ X X ○
facial landmark ○ ○ ○ X X ○

feature
detection

○ ○ ○ ○ X ○

similar faces X ○ ○ X X ○
emotion ○ ○ ○ X X ○

label detection ○ ○ ○ ○ ○ X
landmarks ○ ○ X X X X
celebrities X ○ ○ ○ X X
logo detection ○ X X ○ ○ X

ocr ○ ○ ○ X ○ X
nsfw ○ ○ ○ ○ ○ X

image analysis ○ ○ ○ X X ○
video analysis X ○ X ○ ○ X

<표 36> 국외 영상인식 API 비교

(출처: Activewizards)

그림 48. 카카오 Vision API 얼굴인식 결과

(출처: kakao visio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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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도 국외 영상인식 API와 유사한 형태

의 기술을 서비스화하여 제공 하고 있음. ETRI는 사물인식, 행

동추적 및 동작인식 등의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셋도 함께 공개되어 많은 공공

기간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적용 예정임. 네이버는 자사의 인공

지능 플랫폼인 클로바, 카카오는 Vision API 통해 얼굴 감지 및

입력된 비전 데이터를 통해 얼굴을 인식하거나, 이미지 속의 얼

굴과 가장 닮은 유명인을 찾거나, 얼굴의 윤곽과 눈/코/입 위치,

표정, 성별 및 나이 등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3.3.3 개발방법

□ 사용자(아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계를 위한 영상취득 시스

템 개발

○ 실시간 FOV 120°, HD급(30Hz) 화질 이상의 영상취득을 위한

센서(카메라)를 선정하고 로봇에 배치하고, 아동의 얼굴 인식률

이 95% 이상의 영상인식 API를 선정하여 로봇에 적용

○ 상용 로봇을 이용한 영상인식 API를 독서활동 지원 실증실험을

기반하여 최적의 센서 위치와 카메라를 분석 후 시제품에 적용

하고, 로봇에서 취득한 실시간 영상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아동의 사용자 인식을 하도록 아동의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저장

□ 상호작용을 위한 영상인식 알고리즘 개발

○ 로봇 취득 영상을 이용한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얼

굴의 특징점을 추출 후 눈의 위치를 인식함. 아이컨택 기술 구

현을 위한 시선 인식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동이 로

봇을 보는 시선을 인식하도록 알고리즘 개발하고 평가. 시선 인

식 및 신체 자세인식과 물체 인식을 활용하여 아이가 책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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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 구현

□ 아동의 독서상태 인식 및 도서 디지털 콘텐츠 연계 시스템 개발

○ 디지털화된 도서 이미지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여, 아동이

책을 로봇에게 보여주면, 실시간 이미지에서 물체 인식을 통해

책을 찾고 해당 도서가 어떤 콘텐츠임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인식할 수 하도록 시스템 개발. 아래 그림은 실시간 영상인식을

통한 물체(도서) 인식 결과를 보여줌

○ 상용 로봇을 이용하여, 독서활동 지원 실증실험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면서 영상인식 각 기능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센서의 위치

와 사양을 보완하고, 영상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베이스(아동 독서상태 이미지, 도서 디지털

콘텐츠 이미지 등)를 확보함

그림 49. 실시간 영상인식을 통한 책(물체) 인식

(출처: Tiny Obj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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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개발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사용 영상 인식
AI선정

상용 로봇에 Vision
AI탑재

시제품 v1 영상인식
탑재

시제품 v2 영상인식
탑재

사용 연상인식
AI공인

데이터셋 학습 및
평가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설계

영상 인식
데이터베이스 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

평가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

고도화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도서검토
및 선정

도서 콘텐츠 영상
인식

독서 상태 영상인식
알고리즘

독서상태 영상인식
고도화

원격 영상 송신
시스템 설계

상용로봇 원격 영상
송수신 구현 및 시험

시제품 v1 원격 영상
송수신 구현 및 시험

시제품 v2 원격 영상
송수신 구축 및 평가

<표 37> 영상인식 기술개발 로드맵

□ 영상인식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 1차 년도: 로봇에 적합한 카메라를 선정하고, 사용자인식 5% 미

만의 상용 영상인식 AI 선정함. 상용 영상인식 AI를 이용하여,

공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 및 평가하고, 무선 원격 영상 송

신 시스템 설계 개발함

○ 2차 년도: 선정된 상용 로봇에 영상인식 AI 탑재하는 작업을 진

행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한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설계함. 도서 콘텐츠 영상인식을 위해 디지털화된 도서의 이미

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로봇 원격 영상 송수신 시스

템을 구현 및 시험하여 Wizard of Oz 기법을 독서지원 활동에

적용함

○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에 영상인식 API를 탑재하고, 영상인

식 데이터베이스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을 독서상태 영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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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함께 평가함. 시제품 v1 원격 영상 송수신 구현 및

시험을 독서 지원 활동 실증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분석함

○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을 고도화한 시제품 V2에 영상인식

API를 탑재하고,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

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고도

화 개발함. 또한, 독서상태 영상 인식률 및 시제품 v2 원격 영상

송수신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독서활동 지원 실증실험을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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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호작용기술 개발방안

3.4.1 개발목표

□ 최종목표: 음성(동물소리), 영상 및 동작의 표현을 통해 6가지 감

정(놀람, 행복, 공포, 경멸, 슬픔, 화남)에 대한 5가지 이상의 감정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동을 통한 평가를 통해 90% 이상의 감정전

달 가능 알고리즘 개발

○ 음성데이터와 영상데이터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영상인

식과 로봇의 얼굴 디스플레이를 통한 아이컨택 기능을 구현하고

터치센서와 IMU센서를 활용한 아동과 로봇의 물리적인 접촉 감

지시스템 개발

○ 비주기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파라미터(상황판단, 성격, 욕

구 레벨, 감정, 피로도)를 선정 및 분석하고, 아동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실증실험 반영한 파라미터 개선 시스템

개발

3.4.2 현재기술수준

□ 음성 표현 콘텐츠

○ 상용 음성인식 AI 스피커의 경우, 대부분 TTS(Text To

Speech)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언어를 통한 정보전달을 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로봇에 상용 음성인식 API를 적용해, 인공지능

스피커와 유사한 형태로 응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

한, 사용자에게 더욱 명확한 정보전달과 상호작용을 위해, TTS

에 감정을 실어 서비스하는 연구가 활발히 상용화됨

○ 소셜 로봇의 경우는 감정치료 등이 주된 목적일 경우, 언어나

문자를 통한 정보 전달을 배재하는 경우가 많음 (로봇이 언어를

통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사람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오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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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경우,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

문). 기존 상용 소셜 로봇의 경우, 6가지 감정 등에 대한 다양한

소리 및 요구사항이 있을 시와 같은 환경파라미터에 대한 각각

의 소리를 콘텐츠화하여 제공

□ 영상 표현 콘텐츠

○ Furhat Robotics AI비서 퍼햇(Furhat) - 그림 50의 Furhat Robotics

AI비서 퍼햇은 이미지 투사 시스템 장착으로 생동감 있는 얼굴

표정을 유연하게 표현. 얼굴 등 디스플레이의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워 상호작용을 더욱 용이하게 함

○ Embodied사의 Moxie - 더욱 친근한 로봇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포인트로 프로젝션을 이용한 곡면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얼굴

전면을 사용한 다양한 표정을 3차원으로 구현하여 보여줌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디스

플레이가 타사 대비 커서 다양한 정보전달에도 용이

○ Zoetic AI사의 kiki - Zoetic AI사의 kiki는 눈 부분을 디스플레이

를 적용함. 눈모양을 통한 다양한 표정표현이 가능하고 아이컨

택을 제공한다. 곡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일정한 각도가 넘어

서면 표정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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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Furhat Robotics AI비서 퍼햇(Furhat)

(출처: Furhat Robotics)

그림 51. Zoetic AI사의 kiki

(출처: Zoetic)

□ 아이컨택 기술

○ 친근감과 상호작용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교감을

위해 대부분의 소셜 로봇에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 임. 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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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로봇의 아이컨택

능력 부재 때문 (기존 로봇들은 로봇의 눈 부분에 카메라를 넣

어 실제 사람의 인체구조 모사를 시도하였지만, 동공이 구현되지

않아 로봇의 시선을 정확히 알 수 없게 하였음. 이로 인해 로봇

의 시선을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 아이컨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

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용 로봇들은 대부분 영상인식과

음성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함. 사용자의 위치를 파

악 후에는 사용자의 얼굴인식을 통해 눈동자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해야 함

○ 사용자 눈의 위치를 파악 후,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게끔 눈동자의 홍채와 휜자위를 디스플레이 혹은 하

드웨어적으로 구현해서 제공함 (최근 출시되는 소셜로봇은 비용

및 디자인 그리고 하드웨어의 단순화를 위하여 대부분 디스플레

이로 눈동자 움직임 구현)

○ 디스플레이만으로 눈동자가 바라보는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로봇이 종, 방향으로 추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목 관절 2자유도 이상을 하드웨어적으로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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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아이컨택 기술을 제공하는 embodied사의 Moxie

(출처: embodied)

□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 소니 아이보 ers-1000의 경우, 로봇 행동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

렵게 하여, 로봇이 취하는 행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끔 유도 함. (눈동자의 디스플레이로 어느 정도 아이보의 상태와

행동 이유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안내하는

음성과 문자표시를 통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음)

○ 여러 개의 다양한 파라미터(상황판단, 성격, 욕구레벨, 감정, 피

로도)가 존재해 그 상태와 값에 따라 행동이 변화하도록 설계되

어 있고, 사람의 명령에 일정한 확률로 반응하도록 개발됨. 파라

미터는 사람이 대하는 방식, 놓은 환경에 등으로 변화하고, 성장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견이 될 때까지 1~2년이 소요. 실제

로 키우는 것과 비슷하게 장기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

및 구현됨.

○ 이용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카메라 탑재 AI 스피커’와 비슷한 측면이 있음. (아이보의 장점

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 기계에게 감시당

하는 것 같은 위화감이 느껴지는 AI 스피커와 달리, 강아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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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귀여운 외형과 움직임으로 인해 위화감과 혐오감 없이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쉬움)

그림 53. 소니 아이보 ers-1000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구조

(출처: Sony)

□ 상호작용을 위한 센서 시스템

○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음성, 영상 데이터 뿐 아니라, 사용자와의

물리적인 접촉을 감지하기 위한 터치센서가 로봇 표면에 적용되

어야 하며, 거리 및 모션인식 그리고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

가 추가로 부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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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소니 아이보 ers-1000 센서 부착 위치

(출처: Sony)

· 전방카메라: 광각(어안) 카메라로 로봇의 코부분에 장착되어 있고, 사용자 인식

을 포함한 색깔 및 물체 모션 인식 등에 사용됨

· ToF 센서: 전방 사물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용도로 주로 장애물 회피에 사용

· 모션센서: 움직이는 물체(사람이나 동물 등)를 발견하기 위하여 전방에 설치됨

· 거리센서: 전방에 설치되어 바닥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낙하방지에 사용됨

· 마이크: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인식하는 역할을 함

· SLAM 카메라: 허리에 위치하여 실내환경을 인식하고 맵핑하는 역할

· 조도센서: 빛의 밝기를 감지하여, 밝을 때와 어두울 때를 인식하여 다르게 행동

할 때 사용됨

3.4.3 개발방법

□ 로봇 이용 메뉴얼의 콘텐츠화

○ 로봇의 성격 속성 부여

∙로봇을 처음 접하는 아동에게 로봇 사용의 유의사항 및 기능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한 메뉴얼을 콘텐츠화하여, 로봇과의 물

리적인 접촉등의 상호작용을 미리 경험하도록 유도하여 독서활

동 지원 전에 로봇과의 레포를 형성하도록 함

∙로봇의 상호작용 행동을 결정하는 상위개념의 로봇 파라미터를

설계하여 로봇 시제품에 적용. 상위개념의 파라미터는 각종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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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부터 알 수 있는 융합 정보에 기반한 상황판단, 피로도 및

감정 등이 있음. 실제 상호작용시 표현하는 음성, 영상, 동작 등

을 제어하기 위한 각각의 하위 파라미터(6가지 감정 등)을 설계

하고 실증실험으로 분석 및 개선

○ 상호작용에 따른 성격/성장 설명 콘텐츠 설계

∙로봇의 성격과 성장 파라미터 등이 사용자에 맞게 설정되도록

파라미터 변화 알고리즘 구현하고 로봇 시제품에 적용 후 평가

□ 상태 및 상황 인식기술

○ 터치센서 기반 사용자가 안거나 쓰다듬고 있는 등의 아동과의

물리적인 접촉 상황판단 인식하고, 아이컨택 및 다양한 상호작용

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도서 또

는 로봇 등을 보고 있는지 판단하는 알고리즘 구현

□ 감정표현 모델 구축

○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기능을 배제하고(로봇 음성은 동물 소리로

대처), 귀와 꼬리 등의 신체 하드웨어와 얼굴 디스플레이와 동물

소리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감정표현 모델을 설계하고, 아동과의

평가를 통해 감정 전달력을 고도화하고, 더욱 살아있는 느낌을

주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동공 변화, 눈 깜빡임, 방귀, 트림 등)

을 얼굴 디스플레이와 소리 및 기타 관절 등으로 구현하고 아동

을 통한 평가 후 개선

□ Active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 로봇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동작 입력이 없을

때도 비주기적인 다양한 동작을 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구현하

고, 사용자의 행동에 무관하게, 로봇 스스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에 기반하여 적절한 시기에 동작을 표현하도록 함 (예: 생리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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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ve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 사용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원활하도록, 사용자의 상태 및

주위 환경을 실시간 파악하고, 파라미터에 기반한 특정 확률로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반응하도록 알고리즘 설계 (예: 사용자가

쳐다보면, 친밀도 파라미터에 따른 비율로 아이컨택을 제공)

□ 애자일 방법론 활용 – (사용자 피드백이 반영된 신뢰성 높은 상

호작용 구현)

○ 상용로봇 및 시제품을 이용하여 상호작용 동작 및 표정 등 반응

의 적절성과 표현 시기 등을 평가하기 위해, Huggable과 같이

Wizard of Oz(원격제어기반 소설 로봇기반 상호작용) 기법을 도

입함

그림 55. Wizard of Oz 방식으로 운영되는 Huggable

(출처: MIT media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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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사용자의 반응을 피드백으로 상호작용 표현 알고리즘을 개발

3.4.4 개발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음성표현 및 소리
위치인식 위한
스피커 선정

상용 로봇에 음성 및
영상 표현 알고리즘

탑재

시제품 v1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

시제품 v2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

음성 ,영상데이터를
통한 감정표현 사례

심층분석

Wizard of
Oz기법이용한
감정표현 테스트

시제품 v1에 Wizard
of Oz기법 적용 후

분석

시제품 v2 Wizard
of Oz기법 적용 후

분석
동작을 통한
감정표현을 위한
하드웨어 개념 설계

사용자 반응 분석을
통한 감정표현
파라미터 분석

감정표현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고도화

감정표현 콘텐츠를
일반 아동대상에게
적용 후 평가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파라미터 분석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파라미터
설계 및 개발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실증실험을
통한 평가 및 개선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고도화

<표 38> 상호작용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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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 1차 년도: 동물음성표현 및 소리 위치인식 위한 스피커 선정하

고, 음성 및 영상데이터를 통한 감정표현 사례를 심층분석 함.

동작을 통한 감정표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개념 설계하고,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파라미터 분석함

○ 2차 년도: 상용 로봇에 음성 및 영상 표현 알고리즘 탑재하고,

Wizard of Oz기법이용한 감정표현 테스트를 하여 사용자 반응

분석을 통한 감정표현 파라미터 분석에 반영하고,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파라미터 설계 및 개발함

○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에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하고,

Wizard of Oz 기법으로 독서활동 지원실증 실험에 적용 후 분

석하고, 이를 통한 감정표현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고도화하고,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실증실험을 통한 평가 및 개선

○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2에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하고, 마찬

가지 방식으로 Wizard of Oz 기법으로 독서활동 지원 실증실험

에 적용 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감정표현 콘텐츠를 일반 아동

대상에게 적용함과 동시에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을 고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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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3.5.1 개발목표

□ 최종목표: 아동이 독서 중 음성데이터를 음성인식을 통해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하고, 아동의

사용자 인식 시스템을 위한 아동의 얼굴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아동의 독서상태 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

능 학습 데이터베이스에 아동의 독서상태 음성 및 영상데이터

저장 시스템 개발

○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표현(음성, 영상 및 동작 등) 제

어 파라미터를 저장 후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

발

3.5.2 현재기술수준

□ 음성 데이터베이스

○ 국내 대화형 AI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유발화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국가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

고 있음.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AI hub를 구축하여

성인 2000명이 발성한 1,000시간 음성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시작

으로, 차츰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개한 한국어음성 데이터베이스는 두 사

람이 다양한 주제(예: 일상, 쇼핑, 정치, 경제, 날씨, 취미 등)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음성을 녹음하고 발성내용을 ERTI전사규칙

(예: 간투사, 머뭇거림 등)에 따라 텍스트 데이터화 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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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한국어음성 데이터 분석 이미지 예시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아동음성 데이터

∙현재 한국의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에

맞춰진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지 않은 실정이고, 성인

의 음성과 아동의 음성은 언어학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동

의 음성인식에는 아동에 적합한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나이에 의존하여 음의 높낮이, 성도, 포먼트 등의 음형적 특징

이 성인과는 다르게 유아 음성이 형성됨. (아동의 성장에 따른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변화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 따라서

성인음성으로 구축된 음성 데이터베이스로 학습한 음성인식 인

공지능으로 아동의 음성을 인식할 경우 성능이 저하됨

○ 아동음성 데이터 구축현황

∙아동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숫자, 명령어와 제어어, 단위로 구성된 단어 중심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을 시작으로 여러 연구에서 자체 데이터베

이스를 통한 음성인식 알고리즘 연구를 하였지만, 공인된 대용

량의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



- 161 -

3.5.3 개발방법

□ 도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자동 음성 데이터수집 시스템

○ 음식 인식을 통해 획득한 아동음성의 텍스트 정보를 도서의 텍
스트 데이터와의 정합과정을 거친 뒤, 16kHz/16bits 이상 음질의
음성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 개발

○ 아동음성 인식 말뭉치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도서 콘텐츠 디지
털화 선정하고, 자동 저장된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는 후처리 과
정을 거쳐 전문인력에 의해 최종 데이터로 승인함

□ 사용자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아동의 얼굴 이미지를 사용자 인식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실
시간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을 구현하고, 독서상태 및 기타 환경
인식 등의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베이스를 위한 영상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
고, 전문 인력에 의해 영상 분류과정 및 검수 거쳐 최종 데이터
로 승인함

□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

○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로는 음성, 영상 및 동작 표현이 있음.
각 데이터는 파라미터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감
정표현 등의 알고리즘 호출 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
기 가능하도록 구현함. 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알고리즘을 위
하여, 표현과 사용자의 반응을 함께 비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

○ 음성 및 영상의 시퀀셜 플로우 및 동작을 위한 관절 움직임 속
도 및 조합 등을 모듈화 하여 로봇 시제품을 이용한 독서활동
지원 실증 시험 시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표현을 개선하도록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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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개발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데이터베이스
개념설계

상용로봇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시제품 v1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시제품 v2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저장 데이터 분류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및 물리적 설계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독서 활동지원
시스템 평가

음성 데이터베이스
공인화 준비

아동음성데이터
공인화를 위해

필요사항 상세 분석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화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객체화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도서검토

및 선정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디지털 도서 이용
자동 음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자동
음성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고도화

<표 39> 데이터베이스 구축 로드맵

□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 1차 년도: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설계하고, 동시에 저장 데이터 분

류 및 분석. 아동 음성데이터 공인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상세

분석하고,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를 위한 도서검토 및 선정

○ 2차 년도: 상용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를 하고, 데

이터베이스 논리적 및 물리적 설계를 병행함. 음성, 영상 및 동

작 등의 파라미터 데이터를 설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도서

콘텐츠를 디지털화 작업

○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하고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독서 활동지원 시스템을 자체평가함.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객체화를 통해 유연하게

표현 파라미터가 실시간 개선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디

지털 도서 이용 자동 음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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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2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아동음성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위한 공인화를 준비함. 그리고

음성.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고도화하고, 자

동 음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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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로봇하드웨어 개발방안

3.6.1 기구부 및 재질

□ 하드웨어 기구부

○ 인공지능 및 기타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면서,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관절만을 제안함

○ 사용자와의 교감을 위해 목은 2자유도로 구성하고, 효과적인 감

정전달을 위해, 몸통, 귀, 꼬리를 만들고 각각 1자유도가 되도록

관절 기구부 구성이 필요함

그림 58. 하드웨어 기구부 및 각 관절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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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적용 대상 기준치

유해
화학물질

납 (Pb) 총 함유량 300 mg/kg 이하

카드뮴
(Cd)

총 함유량 75 mg/kg 이하

프탈레이트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가 아닌 경우

DEHP, DBP, BBP
–함유 중량 0.1%

이하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
(치발기 , 딸랑이 , 삑삑이 등 )

DEHP, DBP, BBP,
DNOP, DINP, DIDP,
–함유 중량 0.1%

이하

유기화학물질
(폼알데하이드 )

3 세 미만 어린이
사용 완구

섬유 부분 30 mg/kg 이하

종이 부분 30 mg/kg 이하

수지 접착
나무 부분

80 mg/kg 이하

<표 40> 교구 안전기준: 유해물질

(출처: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 하드웨어 구성 재질

○ 하드웨어 재질은 방역에 적합한 매끈한 표면의 플라스틱과 실리
콘 등의 소재를 사용. 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유해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함

3.6.2 구동기 및 센서

□ 구동기

○ 감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구용 로봇 및 서비스 로봇의 전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엑츄에이터는 24V 이하로 선정

○ 목, 귀, 몸통과 꼬리 등의 관절 자유도에 따라 모터를 설치. 무
게중심이 아래로 오도록 가급적 모터의 배치를 로봇의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설계

○ 모터의 사양은 기존 소셜 로봇을 참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선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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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성능

No load speed 11 900 rpm

Stall torque 15,1 mNm

Nominal torque 3.4 mNm

<표 41> 상호작용에 적합한 모터사양

□ 센서 및 부착 위치 선정

○ 마이크 - 음질 16kHz/16bits 이상의 마이크를 선정하고, 소리나

는 방향을 인지하기 위하여 4개의 마이크를 로봇의 앞뒤 좌우에

배치

○ 터치센서 – 아동과 로봇의 물리적인 접촉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센서를 로봇 표면 대부분의 영역

(머리, 턱, 몸통 등)에 설치

○ 카메라 – HD급 (60Hz) 이상의 120° 광각렌즈가 적용된 카메라

를 효율적인 환경 인식을 위하여 로봇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

카메라의 위치는 가급적 높은 위치에 있을 수로 유리하므로, 로

봇 시제품 설계 시에 이를 반영

○ IMU – 로봇의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아동이 로봇을

안고 있거나 눕혀놓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위치는 로봇의 PCB에 탑재

3.6.3 안정성 기준 및 방역체계 구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물리적 안전기준을 표 42와 같이

정하고 있어, 로봇설계 및 개발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특히 로봇 표면에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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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치

작은부품

o 36 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 가능 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됨
o 36 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가능 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
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표시를 해야 함
o 완구의 분리가능 부품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에 따라 시험한 후에 분리된 부품도 해당

날카로운
끝

o 96 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날카
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함
o 위해한 날카로운 끝 (hazardous sharp point)이란 정상 사용 및 합리
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완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을 말함

도막강도
o 플라스틱 및 나무부분은 채색 또는 그림부에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
찰했을 때 도료가 벗겨지든가 면포가 착색되면 안 됨 .

<표 42> 교구 안전기준: 물리적 안전

(출처: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시험：9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

이 사용하는 완구의 경우 정상 사용뿐만 아니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낙하, 비틀림, 인장, 충격 시험’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 충족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함. 예) 낙하시험 후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함

□ 낙하 안정성

○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182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 및「지능형로봇제품의 품질인증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을 제정․고시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구용 로봇의 품질인증기준에 대하여 규

정한다. 여기서 교구용 로봇이라 함은 만3세 이상의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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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또는 그 모듈, 부품 등의 조립이나 프로그래밍 과정을 교

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조된 로봇을 의미한다. 아울러, 여

기서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 콘텐츠 전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사보조용 로봇 및 단순조립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낙하시험 시험준비

· 낙하시험을 위한 평면은 단단하고 수평 편평도 오차가 ±0.2㎜ 이내의 콘트
리트면 또는 강판으로 한다.

· 로봇을 공중에 매달았을 때, 수평 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로봇까지의 높이를
낙하높이로 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낙하 높이는 다음 표42에 따른다.

· 교구용 로봇의 낙하 자세는 사용 중의 정상적인 자세로 하되, 낙하 방향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한다.

· 낙하 횟수는 1회로 한다.

∙낙하시험 시험방법

· 낙하 전 교구용 로봇의 겉모양, 동작 상태, 기능 등을 확인한다.
· 교구용 로봇에 부착된 탈착이 가능한 부품은 모두 부착한다. 비고 시험에
의한 탈착 부품의 분리는 파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낙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로봇을 매달 수 있는 시험장치를 사용한다.
· 낙하 순간에 교구용 로봇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자연 낙하시킨다.
· 낙하 시 넘어짐 등으로부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 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가이드는 낙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설치
하여야 한다.

· 낙하 후 교구용 로봇의 겉모양, 동작 상태, 기능 등을 확인한다.

교구용 로봇의 중량 (N) 낙하높이(mm)
19.6 이하 1,000

19.6 초과 49 이하 500
49 초과 98 이하 250
98 초과 490 이하 100

490 초과 50

<표 43> 교구용 로봇의 중량에 따른 낙하높이

(출처: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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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법적 규제사항 도출 및 대응방안

□ 교구용 로봇 시험항목 및 판정기준은 기술표준원에 제시한 표 44

를 만족하도록 자체 시험에 반영하여야 함. 단, 감전보호의 경우

는 전체 로봇 시스템을 24V 이하로 만들 경우 제외가능하고, 내

습성 역시 물에서 사용하는 로봇이 아니므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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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비 고
① 외관 및 형상 이상 없을 것

② 기능 검사 이상 없을 것

③ 제품 성능 ③-1 목적성에의 부합성 목적에 적합할 것

③-2 조립성 이상 없을 것

③-3 동작의 정확성 제조자 제시 기준을 만족할 것

③-4-1 반복조립
300회 반복 조립 후 이상 없을

것
③-4-2 가속노화 가속노화 후 이상 없을 것

④ 안전 일반 성능 ④-1 낙하시험 이상 없을 것

④-2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을 것

‘자율안전
확인’
결과적용
가능

④-3 날카로운 끝 날카로운 끝이 없을 것

④-4 틈새
상해의 위험이 없거나, 지름이

12㎜이상일 것

④-5 구멍
지름이 5㎜이상이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을 것

⑤ 전기적 안전성 ⑤-1 감전보호
프로브가 충전부 등에 닿지

않을 것
⑤-2 배터리 6.5.2 1) ~ 7)항을 만족할 것

⑤-3 내습성 IPX3 수준을 만족할 것

물에서
사용
제품에
한함

⑤-4 온도상승 KS B 6960의 7장을 만족할 것

⑤-5 내열성 및 내화성 KS B 6960의 10장을 만족할 것
원자재인
증서
적용가능

⑤-6 이상운전 KS B 6960의 9장을 만족할 것

⑥ 전자기적합성 ⑥-1 방사방해 이상 없을 것

⑥-2 정전기 방전내성 이상 없을 것
⑥-3 무선 주파수
전기자기장 내성시험

이상 없을 것

⑦ 재료요구사항
만14세미만 대상 제품에

한하여 적용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표 44> 교구용 로봇 시험항목 및 판정기준

(출처: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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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로봇을 무선으로 만들어야 하므

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아래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배터리는 KS B 6960의 6.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배터리에 대해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 확인의 획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확인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교환 가능한 배터리가 내장된 로봇은 충전부와 배터리 수납부의 내면과의

사이에 기초 절연이 되어야 한다.

· 배터리 단자 및 연결은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함되어야 한다. 만약, 노

출된 단자가 있을 경우 반대극성과는 최소한 6㎜ 이격되어야 한다.

· 교환 가능한 배터리는 로봇에 배터리 삽입 시, 오삽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터리 구성요소나 배터리 장착부에는 올바른 극성과 전압

을 나타내는 표시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장착부에 인접하여 이

러한 정보가 표시될 수 없다면, 이러한 표시는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 교환 가능한 배터리 및 전지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개폐함의 두 곳에 동시

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교구용 로

봇에 접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직류 또는 교류 24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충전이 가능한 경우, 충전시간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 배터리의

완전방전 상태에서 완전충전 상태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하며, 표시치 이하이어

야 한다.

· 배터리로 작동하는 교구용 로봇의 경우, 1분간 작동시킨 후 배터리 1개당

0.5 Ω 의 저항을 넣고 작동시켰을 때, 모든 기능은 확실히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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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만족사항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행정안정부)를 참고하

여 아래 표와 같은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유
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기준

유
형1
(완
화)

Ÿ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Ÿ 제5조 : 제2항부터 제5항까지
Ÿ 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
항

Ÿ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Ÿ 제8조
Ÿ 제9조
Ÿ 제10조
Ÿ 제11조
Ÿ 제13조

유
형2
(표
준)

Ÿ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
기업

Ÿ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
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
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Ÿ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
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
인, 단체, 개인

Ÿ 제4조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Ÿ 제5조
Ÿ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Ÿ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Ÿ 제8조
Ÿ 제9조
Ÿ 제10조
Ÿ 제11조
Ÿ 제13조

유
형3
(강
화)

Ÿ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
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
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Ÿ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
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
업, 단체

Ÿ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표 45>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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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
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중략)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
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 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
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
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
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
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
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
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
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
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
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
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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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
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
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
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
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
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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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3.7.1 개발목표

□ 최종목표: ‘Read to a Robot’의 참조 데이터 저장 및 고성능 연산

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방안

개발

○ 독서 지원 로봇의 특성상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로봇운영이 필수임.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계한 로봇의

무선 통신 성능목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안함

○ 독서 지원 로봇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 원활한 접속

을 하도록 하고, 시스템의 초기 개발 비용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해 상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로봇 서비스

에 적용하고, 본체와 클라우드의 2중 구조의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유연한 로봇 제어가 되도록 개발함

로봇 기능 대역폭 지연 시간 신뢰도

모니터링/
상태 보고

1kbit/s 1s 99.9%

실시간 제어 10kbit/s 20ms 99.999%

동영상/
음성 처리

3.3Mbit/s 20ms 99.9%

SW/서비스
배치/운용

10Mbit/s 100ms 99.9%

<표 46> 로봇 기능별 통신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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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현재기술수준

□ 상용 클라우드 플랫폼 및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

○ Amazon의 AWS를 Microsoft의 Azure 그리고 Google Cloud

Platform 등 세계 대표 IT업체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화하였고, 현재 다양한 네트워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

스 등을 제공 중. 특히 AWS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로 글로벌

16개 이상 지역에서 4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 표 47

에서 보여주는 촉진요소들로 인하여 클라우드 산업의 시장증가

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주요 요소 세부설명

유연성 컴퓨팅 자원을 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 가능

경제성
사용량에 대해서만 이용요금을 지불하므로 시스템 구축 대비

경제적
효율성 IT 자원 공동화, 업무 지속성 등을 통한 효율성 향상

신속성 신속한 구현이 가능하므로 구축 시간 단축 가능

이용편의성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시간, 장소 제약사항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표 47>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촉진요소

(출처: 금융보안원,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례 소개)

○ 표 48과 49는 국외와 국내 주요 상용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현황과 함께 각각 보여줌. 현재 대부분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에서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면, 5G 기반 서비스

를 서서히 시작하는 추세임



- 177 -

사업자 주요 현황

EU Data Portal

- 2019년 5월, EU의 여러 포털들에서 운용되는 빅데이터의 상
호운용성과 데이터의 유통을 위하여 DCAT-AP 확장과 시
맨틱 기반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이터 포탈을 4.3버전으
로 운영 중

Informatica
- 2016년 5월, 인텔리전스 디스커버리 기능을 추가하여, 기계
학습에 의해 생성된 로그성 IoT 데이터를 파싱하는 작업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Oracle
- 2017년 10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
는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에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

SAS
- 2018년 9월, In-Stream 분석 지원과 기계학습 및 데이터 준
비 기능을 제공

Trillium
Sofeware

- 2018년 5월, 클라우드 기반 배치 기능 제공(SaaS) 및 마이그
레이션 기능 제공

<표 48> 국외 주요 사업자의 클라우드 연계 빅데이터 기계학습 서비스 동향

(출처: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제조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재고 관리 등 부분
적 클라우드 활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

유통/물류
온라인 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클라우드 활용은 더욱 확대 전망
사용자 집중 트래픽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함께 최근 사용자 패턴/
데이터 등 학습을 통한 AI기반 상거래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전망

의료

현재 도입률은 낮으나 신규 차세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고려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지능형 대응 서비스 수요 등으로 활성화 전
망
대형병원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중소형 병원의 도입, 지능형
진단서비스 수요와 함께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요구사항 증가

교육

언택트 추세속에서 오프라인 만큼의 교육 규모·효과를 제공하는 클
라우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시간적·지역적 제약의 일부 해소 수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금융

보안, 안정성 이슈로 클라우드 전환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으나 규제
완화속에서 비중요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이 진행되는
중
고객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지능형 금융사고 예방 등 클라
우드 기반 지능화 도입으로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자동화 강화

<표 49> 국내 주요 산업별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현황

(출처: 인공지능과 언택트 시대, 국내주요산업의 클라우드 도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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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소니 아이보 ers-1000 인공지능 클라우드 구조

(출처: Sony)

○ 소셜 로봇의 경우, 로봇 단말기의 가격을 줄임과 동시에 기능

업데이트의 편의성 등과 같은 이점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대부

분 도입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진행 중. 소니 아이보 ers-1000

의 경우, 정보처리를 2개의 AI시스템(본체 내장과 클라우드)으로

분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함. 자세제어나 터치에 대한 반

응과 같이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에 대해서

는 본체 내장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로봇을 제어하도록 하고, 종

합적인 상황판단은 인터넷을 통한 서버에 접속 후 클라우드 시

스템에서 제어하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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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개발방법

□ 로봇 제어를 본체와 클라우드의 2중 구조의 인공지능 제어시스템

을 설계.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요구하는 기능은 로봇 본

체에서 담당하도록 구성함. 음성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 인식 등

과 같은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와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구현함

□ 2중 구조의 인공지능 제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그리고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애자일 방법론을 활용하

여 상용 로봇을 통한 주기적인 실증실험 피드백이 반영된 신뢰성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로봇 시제품에 적용함

그림 60. 독서활동 지원 로봇 실증실험을 피드백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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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개발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클라우드 시스템
개념설계

상용로봇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테스트

시제품 v1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시제품 v2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통신을

위한 데이터 분류 및
분석

상용로봇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

테스트

시제품 v1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
모듈 개발

시제품 v2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
모듈 개발

주기적인 실증실험
설계

애자일 방법이용
클라우드 시스템
주기적인 실증실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및 암호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및

고도화

상용 클라우드
시스템 선정

로컬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어
시스템 구현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어
시스템 고도화

<표 50>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로드맵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 1차 년도: 클라우드 시스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효율적인 통신

을 위한 데이터 분류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애자일 기법적용을

위한 주기적인 실증실험을 설계하고 상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선

정

○ 2차 년도: 상용 로봇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상용 로봇을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의 성능을 평가함. 애자일

기법을 이용하여 신뢰성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초기 개발의 유연성을 위하여 로

컬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

○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

고, 로봇 시제품 v1을 활용한 데이터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

한, 무선 통신 모듈 개발함.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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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압축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

어 시스템을 구현

○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2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시제품 v2를 활용한 무선 통신 모듈을 개발하여 데이터 전

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및 고도화 작업을 행하고,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어 시스템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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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Read to a Robot’ 

개발추진 및 보급운영방안 연구

1.‘Read to a Robot’개발추진 및 보급운영방안 

연구개요

2.‘Read to a Robot’운영방안 

3.‘Read to a Robot’보급 및 유지관리 방안 

4.‘Read to a Robot’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5.‘Read to a Robot’개발 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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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ad to a Robot’ 개발추진 및 보급운영방안 연구

4.1 ‘Read to a Robot’ 개발추진 및 보급운영방안 연구개요

본 장에서는 ‘Read to a Robot’의 성공적인 보급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Read to a Robot’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

하고 도서관에 방문하는 아동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고

실제 독서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보급

초창기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동의

질문이나 행동에 대해 오작동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Wizard of Oz’ 방법론에 기반한 원격운영방식을 제안한다. 추후

인공지능기술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되면 이를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Read to a Robot’의 운

영 및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원격관리 및 운영시스템

은 중앙 관제실에서 현재 운영중인 로봇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기반으로 각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로봇의 수량을 산정하고 연차별 보급수량을 제안

한다.

‘Read to a Robot’이 완벽한 인공지능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고도의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집약되어야 하며 이는 단기

간에 구현하기는 어려운 기술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Read

to a Robot’의 핵심요소기술에 대해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

안하고 각 단계에서 ‘Read to a Robot’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을 제안한다. 기술개발의 로드맵은 중기(4년, 2021년~2024년)로드맵

과 장기(7년, 2021년~2027년)로드맵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마지막

으로 ‘Read to a Robot’의 각 핵심기술요소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

요되는 예산을 산정하고 전체 로봇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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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ead to a Robot’ 운영방안

□ ‘Read to a Robot’의 효과적인 활용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 ‘Read to a Robot’은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하여 로봇이 아동의

음성 및 영상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반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현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음성인식의

정확도나 영상인식의 정확도가 완벽한 수준은 아니며, 특히 이

러한 기술을 아동에 적용하였을 경우 그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

는 상황임

○ 완벽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아동에게 ‘Read to a

Robot’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아동은 로봇을 시시한 장난

감 정도로 여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초창기 로봇의 활용 및 보

급을 확산하는데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과제의 중간보고회 및 3차, 4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국립어

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담당자, 그리고 인공지능 및 로봇분야 전문

가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개발 초창기에는 원격에서 사람이 로봇을 조작하여 반응하

도록 하는 ‘Wizard of Oz’ 기반의 운영방식을 제안하였음

○ 초창기 ‘Read to a Robot’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예산을 기술개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본 장은 앞에서 제

안한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기획 및 개발방안 연구결과를 토

대로 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도서관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

하여 실제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개발, 보

급, 운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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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성 인식의 경우 아동음성데이터(말뭉치)가 부족하여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우

려된다. 아동의 음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핵심기능인데, 단기간에 정

확도 높은 아동 음성인식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자-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소셜로봇의 경우 반응의 적절성, AI기반 기술에 대한 사용자

의 기대치 등은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 기술개발의 초기에는 원격운영방식으로

1년정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후 점차 고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로봇분야 전문가-

자연어처리, 아동음성인식기술은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용화가 쉽지 않다. 또한 음성인식을 위한 상용 API의 경우 성인음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음성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분야 전문가-

4.2.1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방안

□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방식

○ 기존의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에서 로봇의 행동이나 반응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방식이 활

용되고 있음

○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방식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

봇을 개발하는데 있어 로봇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 전에 원격에서 사람이 로봇을

조작하여 다양한 로봇의 반응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관찰하여 효과적인 로봇의 반응양식을 도출해내는 운영

방식임

○ 인간과 상호작용을 위한 로봇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 초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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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본 기술개발 전에

로봇 및 서비스의 효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어 기술개발의 비

용 및 기간을 단축하고 완성도 높은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운영방식임

□ ‘Read to a Robot’을 위한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방식

○ ‘Read to a Robot’의 경우에도 첫째, 로봇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로봇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둘째, 인공지능기술의 정확도 및 완성도 부족으로 인

하여 서비스 초창기에 로봇이 시시한 장난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Wizard of Oz’ 방식의 운영방

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Read to a Robot’ 기술개발의 초기단

계 (기술개발착수 후 1-2년)에서는 ‘Wizard of Oz’에 기반한 원

격운영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로봇의 컨셉트, 서비스, 상

호작용 기술에 대한 효용성을 충분히 검증할 것을 제안함

□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시스템

○ 그림 61은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

여주고 있음. 그림에서와 같이 아동이 ‘Read to a Robot’ 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은 아동의 영상 및 음성정보

를 취득하여 원격지에 있는 조작자 (Wizard)에게 전달해줌. 원

격지의 조작자는 전달받은 아동의 정보로부터 현재 상황을 인

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로봇이 아동에게 전달해야 하는 반응을

결정하고 이를 로봇에게 명령으로 전달함

○ ‘Wizard of Oz’ 기반의 원격운영 방식에서 아동은 원격조작자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반응한다

고 인식함

○ 이를 통해 로봇의 여러 행동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손쉽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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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로봇의 다양한 서비스의 타당성을

빠른 시일내에 평가하고 이를 로봇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음

그림 61.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시스템 개념도

○ 그림 62는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시스템의 구성도를 보

여줌. 원격운영 시스템은 아동, 로봇, master controller, 원격조

작자로 구성됨. 로봇은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master

controller로 전송하고 master controller는 그 정보를 UI를 통해

원격 조작자에게 전달함. 원격 조작자는 전달받은 아동의 영상

및 음성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로봇의

반응을 제어명령으로 전달함. 원격 조작자가 로봇의 모든 자유

도 (음성, 동작, 표정)를 하나하나 제어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어

명령은 표현해야하는 감정의 정도, 혹은 미리 설정된 로봇의 표

현 세트의 형태로 전달하며 master controller의 UI를 통해 제

어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UI를 통해 전달받은 제어명령은

로봇명령생성기로 전달되며 전달받은 제어명령으로부터 로봇의

각 자유도를 제어하기 위한 세부 명령을 생성함. 이때 하나의

제어명령에 대해 로봇의 표현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표현하는

시점 역시 임의의 지연을 두고 전달하도록 함. 로봇명령생성기

는 원격조작자로부터 입력받은 제어명령에 해당하는 로봇의 음

성, 표정, 동작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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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렇게 생성된 명령을 로봇에게 전달하여 아동에게 표현하

도록 함

그림 62.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시스템 구성도

○ 그림 63은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시스템에서 원격 조작

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I) 예시를 보여줌. 원

격 조작자는 master controller를 통해 아동의 영상, 음성, 그리

고 읽고 있는 책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UI의 버튼

을 이용하여 로봇의 반응을 위한 제어명령을 전달함. 원격 조작

자가 로봇의 여러 표현 자유도를 하나하나 지정할 수 없으므로,

로봇이 표현해야하는 감정의 종류나 미리 정해놓은 표현의 세트

로 로봇에게 제어명령을 전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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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시스템 UI 예시

○ 원격 조작자로부터 전달받은 제어명령은 로봇명령 생성기에 입

력되고 로봇명령 생성기는 제어명령에 해당하는 로봇의 상세 표

현 명령을 생성함. 예를 들어 ‘Happy’라는 제어명령이 입력될

경우 로봇명령 생성기는 기쁨에 해당하는 표정, 음성, 동작정보

를 생성하여 로봇에게 전달함. 이때 하나의 제어입력에 대해 생

성하는 로봇표현을 랜덤하게 하여 아동이 로봇을 살아있는 생명

체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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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로봇 명령생성기 예시

4.2.2 로봇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 로봇 원격관리 시스템

○ ‘Read to a Robot’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로봇 원

격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임

○ 그림 65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상용 로봇 시스템은 대부분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그림 65. 로봇 원격관리 시스템 예시

○ 로봇 원격관리 시스템은 크게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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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는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로봇의 현재 운

영상태 (시스템 알람, 베터리 상태, 로봇 상태 등) 정보를 관리

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원격제어 시스템은

원격지에서 로봇의 제어, 오류해결,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기능

을 함

그림 66. 로봇 원격관리 시스템 구성도

□ ‘Read to a Robot’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 ‘Read to a Robot’은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

급하여 운영할 계획임.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의 각 도서관에

서 운영 중인 개별로봇의 상태 및 운영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앙관제센터에서 ‘Read to a Robot’의 운영을 관리하게 되면

중앙에서 로봇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개별 로봇에서 수집되는 아동의 음성

및 영상정보를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저장,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데 효

과적인 장점이 있음

○ 그림 67은 개별 로봇의 원격관리 시스템 및 중앙관제센터를 포

함하는 ‘Read to a Robot’ 원격관리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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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별 로봇은 각 로봇의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원격관리 클라이언트에 의해 통제 되며 개별 원

격관리 클라이언트들은 중앙의 원격관제 시스템에서 통제되는

구조로 구성됨

○ 중앙의 ‘Read to a Robot’ 원격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저장 및

인공지능 연산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와 ‘Read to a Robot’

의 원격관리를 위한 원격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됨

그림 67. ‘Read to a Robot’ 원격관리 시스템 구성도

□ ‘Read to a Robot’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 ‘Read to a Robot’의 개발이 완료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

급이 되었을 때 로봇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가 필요

함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Read to a Robot’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되며 로봇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관리, 로봇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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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HW의 버전관리, 그리고 보급계획 및 전반적인 로봇의 운영

을 관리함

○ 17개 시도의 대표도서관에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로봇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지역관제센

터를 운영함. 지역관제센터에서는 해당지역에서 운영 중인 로봇

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로봇의 HW 및 SW에 문제가 발생하

였을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로봇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 지역의 공공도서관에는 각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1기에서 최대

8기의 로봇을 운영하며 어린이에게 로봇의 사용법 등을 안내하

고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Read to a Robot’을 운영

하도록 함. 각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Read to a Robot’의 운영

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운영하는 로봇의 수량이

적을 경우 다른 도서관 업무와 겸하여 로봇의 운영을 담당할

수 있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Read to a Robot’의 운영에 관

련된 표준지침들을 정의하여 각 지역도서관에 배포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로봇의 운영을 관리하며, 또한 로봇운영 중 문제가 발

생하였을 경우 대처하기 위한 표준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 하

여 일관된 유지보수 관리 체계를 수립함

○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본 장의 후반부에 다시 설명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로봇에 문제가 발생

하면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관제센터로 연락

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함. 지역관제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문제

이면 관제센터의 담당직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않

을 경우 로봇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문제를 이관하

고 기업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함. 문제해결이 완료되



- 194 -

면 문제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보고함.

그림 68. ‘Read to a Robot’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 ‘Read to a Robot’ 수집데이터 관리 및 활용방안

○ ‘Read to a Robot’이 보급되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로

봇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아동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 일례로 인공지능기반 음성인식분야에서 성인음성에 대한 인식률

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동의 경우 성인음성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며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Read to a Robot’을 이

용해 수집되는 아동의 음성데이터를 인공지능 음성인식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현재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각국 기술발전의 핵심 분

야로 부상하면서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하

여 AI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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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AI데이터 활용 인프라인 AI Hub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지

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Read to a Robot’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아동의 음성 및 영상데

이터를 정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부의 AI 데이터 인프

라인 AI Hub에 수집된 데이터를 업로드함. AI Hub는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 누구나에게 공개되는 공공의 데이터이므로 AI

Hub에 ‘Read to a Robot’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업로드하

면 자연스럽게 관련기업 및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

공지능 기술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그림 69.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 ‘AI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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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ad to a Robot’ 보급 및 유지관리 방안

□ ‘Read to a Robot’의 보급 방안

○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1,134관 이며 1관당 연평균 방문자수는 약 25만명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자체 725 758 791 840 876
교육청 232 231 231 233 234
사립 21 21 20 23 24
전체 978 1,010 1,042 1,096 1,134

<표 51> 전국 공공도서관 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자체 266,181 262,418 244,938 239,722 236,660
교육청 378,460 356,186 336,014 327,463 325,015
사립 42,305 40,397 35,197 42,263 43,507
전체 288,008 279,248 261,103 253,465 250,804

<표 52> 공공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 공공 도서관의 이용자 중 ‘Read to a Robot’의 대상이 되는 6-9

세 아동의 이용인원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어서, 전체1

인구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약 3.8%, 190만

명)로 대상 아동의 연평균 이용자수를 추정하면 약 9,500명 수

준이며 하루 이용자 수는 약 30명 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음.

○ 주말, 휴일 등 사용자가 몰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평균 이용자

의 두 배에 해당하는 60명 정도의 아동이 한 관의 공공도서관

에서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보급

방안을 도출함

○ 아동 한명이 ‘Read to a Robot’의 서비스를 체험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을 약 30분 정도로 가정하면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한 대

의 로봇으로 하루 8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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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6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8대의 로봇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8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은 그림 70과 같음

○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음시설이 갖추

어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함. 방음이 되지 않을 경우 아동이 책

을 읽는 소리가 다른 아동의 로봇으로 전달되어 오류를 발생시

킬 수 있음. 그림 70은 방음이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한 대의

로봇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8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

한 공간구성의 예시를 보여줌.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공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공간을 포함하여 약 20평 정도의

공간 마련이 필요함

그림 70. ‘Read to a Robot’ 운영 예시

○ 전국의 1,134관의 공공도서관에서 위의 시설을 구축한다면, 1관

당 연평균 9,5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국적

으로 ‘Read to a Robot’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아동의 수는

연인원 약 1,000만 명이며 이는 6-9세 연령의 아동 190만 명이

1년에 5회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모임

□ ‘Read to a Robot’의 단계별 보급방안

○ ‘Read to a Robot’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운영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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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봇 및 운영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절차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일부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보급

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에서는 ‘Read to a Robot’의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하여 3단계에 걸친 보

급방안을 제안함

○ 1단계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R&D과제를 통해 개

발된 로봇 시제품 (1-3기)를 이용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함. 시

범서비스 기간 동안 사용자 의견을 수집하여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보완하고 로봇 시스템을 안정화 함. 1단계에서는 별도

의 운영시스템 없이 개별 로봇을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여 서비

스를 운영함

○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안정화된 로봇 시스템을 전국의 17개 지

역대표도서관에 보급을 추진함. 원격운영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

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원격운영을 위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지역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로봇을 모니터링

하고 통제하도록 함. 각 도서관별 최대 3기의 로봇을 보급하여

최대 50대의 ‘Read to a Robot’ 시스템 보급을 목표로 함. 2단

계 보급에서는 최대 50기의 로봇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원격운영시스템의 개발 및 검증을 통해 3단계 보급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함

○ 3단계에서는 전국 1,000여 곳의 공공도서관에 본격적인 ‘Read

to a Robot’ 시스템 보급을 추진함. 각 도서관별 3기~8기의 로

봇 시스템 보급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최대 1,000기의 로봇 보

급을 목표로 함. 지역 대표도서관에는 해당지역 공공도서관에

보급된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원격운영시스템과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각 지역의 관제센터에서는 최대 50기의 로봇시스템을

운영,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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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023-2024) 2단계 (2025-2026) 3단계 (2027-)

대상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관

17개
지역대표도서관

1,000여개
공공도서관

로봇운영대수 1~3 (~50) (~1,000)

운영시스템 개별운영시스템 원격운영시스템 원격운영시스템

<표 53> 단계별 보급방안

□ ‘Read to a Robot’ 보급을 위한 로봇 양산 및 유지보수 방안

○ 현재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로봇시스템의 경우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로봇의 운영시스템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단계(4년) R&D 과제를 통해 ‘Read to a Robot’ 시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로봇을 제작/양산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Read

to a Robot’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이 로봇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Read to a Robot’을 공공도서관에 보급한 후 도서관에서는 로

봇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고 로봇

의 관리 및 유지보수는 로봇 생산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

을 체결하고 기업에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진행하도록 함

○ ‘Read to a Robot’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립어린청소

년도서관은 유지보수 절차 및 체계를 매뉴얼 화하여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여 유지보수의 체계를 수립함

○ 각 지역의 대표도서관에는 해당 지역 로봇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인력(1~2명)을 배치하여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사안에 대해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도서관 내부에서 대응

이 불가능한 유지보수 사안의 경우 해당 기업으로 연계하여 기

업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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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Robot’ 보급/운영을 위한 예산

○ 현재 ‘Read to a Robot’과 유사한 사양의 소셜로봇의 경우 대략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양산제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

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초기 로봇 구매 시 뿐만 아니라 로봇

운영 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및 SW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월 5~10만 원가량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 ‘Read to a Robot’의 경우 전국도서관에 보급을 위해서는 양산제

품이 필요하며 로봇의 양산이 시작되면 대략 기존의 로봇과 비슷

한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음

구분 LG 클로이 Moxie ‘Read to a Robot’

양산로봇 가격 100만원 $1,500 200~300만원

서비스 및
유지보수 비용 5만 9,000원/월 $60/월 10만원/월

사진

<표 54> 양산로봇 가격 및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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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ead to a Robot’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 ‘Read to a Robot’ 개발 로드맵 고려사항

○ ‘Read to a Robot’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도출한 서비스항

목들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개발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Read to a Robot’의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로봇분야 및 인

공지능 분야 전문가로부터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및 실제 운영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침

○ 본 과제의 연구진,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수요기관인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로봇개발 로드맵을 도출하기로 함

○ ‘Read to a Robot’의 개발은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을 제안

하며 각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추진 로드맵을 제안함

○ 1단계 개발은 기존의 사용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되

‘Read to a Robot’의 핵심기능인 아동의 책읽기를 들어주는 서

비스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을 제안함. 1단계 개발

기간은 총 4년이며 개발 초기(1-2년차)에는 ‘Read to a Robot’

콘셉트 및 서비스 도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이때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충분한 사용자 실험을 거치는데 기존의 상용로봇을

활용하여 ‘Wizard of Oz’ 방식으로 로봇 콘셉트 및 서비스 검증

을 진행함. 이후 3년차에는 ‘Read to a Robot’ 시제품을 제작하

고 4년차에 시범서비스를 통해 로봇의 기능 및 서비스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시제품을 완성함

○ 2단계 개발에서는 로봇을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 운영하기 위

한 원격관리시스템 개발 및 인공지능/로봇 기술 고도화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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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단계 개발을 통해서 당초 목표로 하였던 공공도서관에서

인공지능 감수성 체험을 제공하는 독서활동 지원로봇의 안정화

된 시제품을 완성함

□ ‘Read to a Robot’ 1단계(중기) 로드맵 (2021-2024)

○ ‘Read to a Robot’의 1단계 로드맵은 세 가지 개발항목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개발, 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총 4년의 개발계획 및 최종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본 과제를 통해 ‘Read to a Robot’

의 콘셉트와 서비스항목이 도출되었지만 시간, 비용 등의 한계

로 인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사

용자 실험을 통함 검증 또한 거치지 못하였음. 따라서 ‘Read to

a Robot’ 개발이 시작되면 우선 본 과제에서 도출된 안을 기반

으로 아동전문가, 독서전문가, UI/UX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Read to a Robot’의 UI/UX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1차 년도 연구에서는 ‘Read to a Robot’ UI/UX 설

계, 서비스 설계, 그리고 제안된 UI/UX 및 서비스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2차 년도 연구에서는

‘Wizard of Oz’ 방법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상용로봇을 이용하여

제안된 UI/UX 및 서비스를 검증하는 사용자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도출함. 3차 년도는 ‘Read to a

Robot’ 시제품의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을 설계/수행하고 마

지막 4차 년도에는 사용자 실험의 완료와 함께 실험결과로부터

‘Read to a Robot’ 시제품의 수정 보완 사항을 도출함. 4년간의

연구를 통해 아동의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을 반영한 ‘Read to a

Robot’의 UI/UX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최종목표로 함

○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 ‘Read to a Robot’의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은 개발초기(1-2년차)에는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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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고 3년차에 1차 시제품을 완성하고 4년차에 2차

시제품을 완성하는 일정으로 진행함.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인공

지능 SW 기본설계 및 로봇 하드웨어 기본설계와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시스템을 구축함.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인공

지능 SW 및 로봇 HW 구현을 진행하며 1차 시스템 통합을 진

행함. 3차 년도에는 전체 시스템 통합을 통해 1차 시제품을 완

성하고 4차 년도에 사용자 실험을 통해 도출된 수정 보완 사항

을 반영하여 2차 시제품을 완성함. 4년간의 연구를 통해 클라우

드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아동 음성/영상 인식 SW 및 ‘Read

to a Robot’ 시제품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함

○ 서비스 콘텐츠 개발: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함. 서비스 콘텐츠는 기존의 도서들을 디지털화

하고 도서의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도서 콘

텐츠, 로봇의 감정표현을 위한 표정, 음성, 행동 콘텐츠, 그리고

아동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콘텐츠로 구성됨. 1차 년도에 콘텐

츠 기본설계 2-3차년도에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적용 마지

막 4차 년도에 사용자 실험을 통한 검증의 일정으로 진행됨. 4

년간의 연구를 통해 ‘Read to a Robot’ 서비스 특화 디지털 도

서 콘텐츠, 상호작용형 로봇의 감정 표현 콘텐츠 및 아동의 음

성/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종 연구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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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Read to a Robot’ 1단계 개발 로드맵 (2021-2024)

그림 72. ‘Read to a Robot’ 1단계 개발 상세 로드맵 (2021-2024)

□ ‘Read to a Robot’ 2단계(장기) 로드맵 (2025-2027)

○ ‘Read to a Robot’의 2단계 로드맵은 1단계에서 개발한 ‘Read to

a Robot’ 서비스 및 시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보급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확장과 시스템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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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을 추진함

○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확장을

위한 추가 서비스들을 도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에 ‘Read to a

Robot’의 보급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확장된 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을 수행하며 사용자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최종 서비스를 도출함. 2단계 연구에서는 고도화된 인공지

능 및 로봇기술을 반영한 확장 서비스 도출 및 사용자 검증을

최종 목표로 함

○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개발: 1단계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

지능 및 로봇기술을 이용하여 ‘Read to a Robot’ 시제품을 개발

했다고 한다면,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축적된 기술 및 아

동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고도화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을 개발함.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아동에 특화된 영

상 및 음성 인식기술을 개발하고 로봇기술의 경우 로봇의 이동

성, 크기 및 형상, 재질 등을 고도화하는 기술개발과 원격운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2단계 연구를 통해 고도화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을 실현하고 원격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완성

도 높고 안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콘텐츠 개발: 1단계 연구에서 구축된 서비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를 확장하여

개발함

○ 로봇 사업화: 2단계 연구에서는 ‘Read to a Robot’의 생산 및

보급을 담당할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개발에 참여함. 기업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Read to a Robot’기술을 기술이전을

통해 전수받고 2단계 개발과제에서 로봇의 양산시스템 구축 및

제품생산을 추진함. 1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로봇 시제품을 기반

으로 로봇제품화 및 양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원격운영시스

템의 구축과 유지보수 체계를 수립함. 2단계 과제의 중반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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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50기정도의 로봇을 생산하여 전국의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과제 후반부에는 본격적인 양산시스템을

가동하여 1,000 여대의 로봇을 생산함.

그림 73. ‘Read to a Robot’ 2단계 개발 로드맵 (202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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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ead to a Robot’ 개발 예산 산정

□ ‘Read to a Robot’ 개발 예산 산정 기준

○ ‘Read to a Robot’의 1단계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제

시함

○ ‘Read to a Robot’의 개발 예산은 순수 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산정하였음

○ 예산 항목은 인건비, 시제품 개발비, 연구 활동비로 구성되며 기

관 간접비 및 이윤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 인건비의 경우 1단계 개발 로드맵에 명시한 개발 내용에 대해

필요 인력의 Man/Month를 추정하고 여기에 해당인력의 업종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시제품 제작비의 경우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SW (설계 및 시

뮬레이션) 구매 비용과 센서, 구동기 등의 재료구매 비용, 시제

품 제작에 필요한 가공비, 그리고 외형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용역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시제품 제작대수는 시제품을 활용한 서비스 검증 실험을 고려하

여, ‘Wizard of Oz’ 기반 시스템(2대), 시제품 V1(2대) 시제품

V2(2대)로 선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시제품 제작비 예산을 산

정하였음

○ 연구활동비의 경우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출장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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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Robot’ 개발 예산 총괄표

구분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율

인건비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401,838,136 401,800,146 399,985,234 405,391,980

60%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개발

420,494,140 432,025,080 411,345,504 424,635,952

서비스
콘텐츠
개발

298,436,964 302,134,098 302,134,098 307,087,116

관리 및
운영 103,351,360 103,351,360 103,351,360 103,351,360

소계 1,224,120,600 1,239,310,684 1,216,816,196 1,240,466,408

시제품

제작비

연구
장비비 450,000,000 0 0 0

35%

SW
구매비 60,000,000 0 0 0

연구
재료비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가공비 12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디자인
용역 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소계 682,000,000 652,000,000 652,000,000 652,000,000

연구

활동비

국내 출장
여비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

사무용품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인쇄복사공
공요금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연구과제운
영비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소계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사업비 총액 1,966,120,600 1,951,310,684 1,928,816,196 1,952,466,4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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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Robot’ 연차 별 개발 예산 상세

○ 1차 년도 (2021)

1) 인건비

구분 연구내용 M/M 월평균 임금 합계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UI/UX 설계 26 5,406,746 140,575,396
서비스 설계 30 5,406,746 162,202,380
사용자 실험
설계

20 4,953,018 99,060,360

소계 401,838,136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

인공지능 SW
아키텍쳐 설계 16 8,132,274 130,116,384

클라우드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8 8,132,274 65,058,192

Wizard of Oz'
SW 개발 8 6,395,087 51,160,696

로봇 HW 기본
설계 16 5,182,573 82,921,168

센서, 구동기
사양 선정 8 4,561,885 36,495,080

Wizard of Oz'
시스템 구축 12 4,561,885 54,742,620

소계 420,494,140

서비스 콘텐츠
개발

디지털 도서
콘텐츠 기본
설계

16 4,953,018 79,248,288

로봇 감정
표현 콘텐츠
기본 설계

16 4,953,018 79,248,288

아동 음성 및
영상 수집
체계 설계

8 4,953,018 39,624,144

데이터베이스
기본 설계 12 8,359,687 100,316,244

소계 298,436,964

관리 및 운영 16 6,459,460 103,351,360

인건비 합계 1,224,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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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품 제작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장비비

Wizard of Oz'
시스템 구축 2 200,000,000 400,000,000

개발용 PC
구매 10 2,000,000 20,000,000

제어용 PC
구매 10 3,000,000 30,000,000

SW 구매비

로봇 설계 SW
구매 2 15,000,000 30,000,000

로봇
시뮬레이션
SW 구매

2 15,000,000 30,000,000

재료비

비젼 센서
구매 20 500,000 10,000,000

IMU 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터치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제어기 구매 20 500,000 10,000,000

모터 구매 20 1,000,000 20,000,000

가공비
전장 가공비 20 3,000,000 60,000,000

기구부 가공비 20 3,000,000 60,000,000

시제품 제작비 합계 68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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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활동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국내출장여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비

100 100,000 10,000,000

사무용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1 5,000,000 5,0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1 5,000,000 5,000,000

연구과제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운영비

1 40,000,000 40,000,000

합계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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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년도 (2022)

1) 인건비

구분 연구내용 M/M 월평균 임금 합계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Wizard of Oz'
사용자 실험 32 4,953,018 158,496,576

UI/UX 및
서비스 검증 25 5,406,746 135,168,650

UI/UX 및
서비스 도출 20 5,406,746 108,134,920

소계 401,800,146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

음성인식 SW
모듈 개발 8 6,395,087 51,160,696

영상인식 SW
모듈 개발 8 6,395,087 51,160,696

비주기적
감정표현 모델

개발
8 6,459,460 51,675,680

비주기적
감정표현 SW

개발
8 6,395,087 51,160,696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SW
개발

8 6,395,087 51,160,696

Read to a
Robot' HW
상세 설계

12 6,459,460 77,513,520

센서, 구동기,
제어기 단동
테스트

8 4,953,028 39,624,224

Read to a
Robot' 외형
제작

4 4,953,028 19,812,112

시스템 통합 6 6,459,460 38,756,760
소계 432,025,080

서비스 콘텐츠
개발

디지털 도서
콘텐츠 제작 24 4,953,018 118,872,432

로봇 감정 표현
콘텐츠 제작 22 4,953,018 108,966,396

아동 음성 및
영상데이터
수집

15 4,953,018 74,295,270

소계 302,134,098
관리 및 운영 16 6,459,460 103,351,360

인건비 합계 1,239,31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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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품 제작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재료비

비젼 센서
구매 20 500,000 10,000,000

IMU 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터치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제어기 구매 20 500,000 10,000,000

모터 구매 20 1,000,000 20,000,000

가공비

전장 가공비 30 5,000,000 150,000,000

외형 목업제작 4 50,000,000 200,000,000

기구부 가공비 30 5,000,000 150,000,000

디자인 용역 외형 디자인
용역 2 50,000,000 100,000,000

시제품 제작비 합계 652,000,000

3) 연구 활동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국내출장여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비

100 100,000 10,000,000

사무용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1 5,000,000 5,0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1 5,000,000 5,000,000

연구과제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운영비

1 40,000,000 40,000,000

합계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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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년도 (2023)

1) 인건비

구분 연구내용 M/M 월평균 임금 합계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Read to a
Robot' 사용자
실험 설계

36 4,953,018 178,308,648

Read to a
Robot' 사용자
실험 수행

41 5,406,746 221,676,586

소계 399,985,234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

Read to a
Robot' SW
통합

16 6,395,087 102,321,392

로봇-클라우드
SW 통합 16 6,395,087 102,321,392

Read to a
Robot' HW
제작

12 6,459,460 77,513,520

Read to a
Robot' 시스템

통합
12 6,459,460 77,513,520

Read to a
Robot' 시제품
V1 제작

8 6,459,460 51,675,680

소계 411,345,504

서비스 콘텐츠
개발

디지털 도서
콘텐츠 적용 24 4,953,018 118,872,432

로봇 감정
표현 콘텐츠
적용

22 4,953,018 108,966,396

아동 음성 및
영상 DB
구축

15 4,953,018 74,295,270

소계 302,134,098

관리 및 운영 16 6,459,460 103,351,360

인건비 합계 1,216,81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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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품 제작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재료비

비젼 센서
구매 20 500,000 10,000,000

IMU 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터치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제어기 구매 20 500,000 10,000,000

모터 구매 20 1,000,000 20,000,000

가공비

전장 가공비 30 5,000,000 150,000,000

외형 목업제작 4 50,000,000 200,000,000

기구부 가공비 30 5,000,000 150,000,000

디자인 용역 외형 디자인
용역 2 50,000,000 100,000,000

시제품 제작비 합계 652,000,000

3) 연구 활동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국내출장여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비

100 100,000 10,000,000

사무용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1 5,000,000 5,0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1 5,000,000 5,000,000

연구과제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운영비

1 40,000,000 40,000,000

합계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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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년도 (2024)

1) 인건비

구분 연구내용 M/M 월평균 임금 합계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Read to a
Robot' 사용자
실험 수행

36 4,953,018 178,308,648

UI/UX 및
서비스

보완사항 도출
42 5,406,746 227,083,332

소계 405,391,980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

Read to a
Robot' SW
검증 및 보완

20 4,953,028 99,060,560

로봇-클라우드
SW 검증 및

보완
24 4,953,028 118,872,672

Read to a
Robot' 시스템
검증 및 보완

16 6,459,460 103,351,360

Read to a
Robot' 시제품
V2 제작

16 6,459,460 103,351,360

소계 424,635,952

서비스 콘텐츠
개발

디지털 도서
콘텐츠 적용 24 4,953,018 118,872,432

로봇 감정
표현 콘텐츠
적용

24 4,953,018 118,872,432

아동 음성 및
영상 DB
구축

14 4,953,018 69,342,252

소계 307,087,116

관리 및 운영 16 6,459,460 103,351,360

인건비 합계 1,240,46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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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품 제작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재료비

비젼 센서
구매 20 500,000 10,000,000

IMU 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터치센서 구매 20 300,000 6,000,000

제어기 구매 20 500,000 10,000,000

모터 구매 20 1,000,000 20,000,000

가공비

전장 가공비 30 5,000,000 150,000,000

외형 목업제작 4 50,000,000 200,000,000

기구부 가공비 30 5,000,000 150,000,000

디자인 용역 외형 디자인
용역 2 50,000,000 100,000,000

시제품 제작비 합계 652,000,000

3) 연구 활동비

구분 항목 수량 단가 합계

국내출장여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비

100 100,000 10,000,000

사무용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1 5,000,000 5,0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1 5,000,000 5,000,000

연구과제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운영비

1 40,000,000 40,000,000

합계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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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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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본본본본본 과제에서는과제에서는과제에서는과제에서는과제에서는과제에서는 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 독서활동을독서활동을독서활동을독서활동을독서활동을독서활동을 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지원하고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감수성감수성감수성감수성감수성감수성본 과제에서는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감수성

체험을체험을체험을체험을체험을체험을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수수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지원로봇인지원로봇인지원로봇인지원로봇인지원로봇인지원로봇인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독서활동 지원로봇인 ‘Read to 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의의의의의의 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수행하였다...... 과제를과제를과제를과제를과제를과제를 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 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Robot’의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의의의의의의 개발과개발과개발과개발과개발과개발과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분야의분야의분야의분야의분야의분야의 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 수집수집수집수집수집수집 분석하였분석하였분석하였분석하였분석하였분석하였‘Read to a Robot’의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

으며으며으며으며으며으며 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전문가들과의전문가들과의전문가들과의전문가들과의전문가들과의 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 논의과정을논의과정을논의과정을논의과정을논의과정을논의과정을 거쳐거쳐거쳐거쳐거쳐거쳐 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 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아동의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아동의

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독서활동 증진에증진에증진에증진에증진에증진에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될될될될될될 수수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의의의의의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및및및및및및 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독서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Read to a Robot’의 서비스 및 기술

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개발 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 도출하고자도출하고자도출하고자도출하고자도출하고자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노력하였다노력하였다노력하였다노력하였다노력하였다......개발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첫째첫째첫째첫째첫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기획연구에서는기획연구에서는기획연구에서는기획연구에서는기획연구에서는기획연구에서는 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반려견 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행동특성 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Dog’Dog’Dog’Dog’Dog’Dog’사사사사사사첫째, 서비스 기획연구에서는 반려견 행동특성 분석, ‘Read to a Dog’사

례분석례분석례분석례분석례분석례분석,,,,,, 독서흥미유발독서흥미유발독서흥미유발독서흥미유발독서흥미유발독서흥미유발 원리원리원리원리원리원리 및및및및및및 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 아동심리특성분석아동심리특성분석아동심리특성분석아동심리특성분석아동심리특성분석아동심리특성분석,,,,,, 기존서비스로기존서비스로기존서비스로기존서비스로기존서비스로기존서비스로례분석, 독서흥미유발 원리 및 사례분석, 아동심리특성분석, 기존서비스로

봇봇봇봇봇봇 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사례분석,,,,,,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아동대상아동대상아동대상아동대상아동대상아동대상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실험연구를실험연구를실험연구를실험연구를실험연구를실험연구를 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봇 사례분석, 그리고 아동대상 사용자 실험연구를 통해 ‘Read to a Robot’

의의의의의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도출하였고 이를이를이를이를이를이를 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 총총총총총총 161616161616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 서비스항목과서비스항목과서비스항목과서비스항목과서비스항목과서비스항목과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총 16종의 서비스항목과

333333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종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시나리오를시나리오를시나리오를시나리오를시나리오를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 또한또한또한또한또한또한,,,,,, 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도출된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하기위제공하기위제공하기위제공하기위제공하기위제공하기위3종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

한한한한한한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의의의의의의 핵심요소핵심요소핵심요소핵심요소핵심요소핵심요소 및및및및및및 기술항목을기술항목을기술항목을기술항목을기술항목을기술항목을 정의하고정의하고정의하고정의하고정의하고정의하고 아동에게아동에게아동에게아동에게아동에게아동에게 친밀친밀친밀친밀친밀친밀한 ‘Read to a Robot’의 핵심요소 및 기술항목을 정의하고 아동에게 친밀

감과감과감과감과감과감과 교감을교감을교감을교감을교감을교감을 유발할유발할유발할유발할유발할유발할 수수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외형 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 시안시안시안시안시안시안 222222종을종을종을종을종을종을 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도출하였다......감과 교감을 유발할 수 있는 로봇의 외형 콘셉트 시안 2종을 도출하였다.

둘째둘째둘째둘째둘째둘째,,,,,,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및및 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 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기획에서기획에서기획에서기획에서기획에서기획에서 정의된정의된정의된정의된정의된정의된 각각각각각각둘째, 인공지능 기술 및 개발방안 연구에서는 서비스 기획에서 정의된 각

기술항목에기술항목에기술항목에기술항목에기술항목에기술항목에 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 개발목표를개발목표를개발목표를개발목표를개발목표를개발목표를 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제시하고 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 현재수준을현재수준을현재수준을현재수준을현재수준을현재수준을 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 현실현실현실현실현실현실기술항목에 대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기술의 현재수준을 고려하여 현실

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 개발방법을개발방법을개발방법을개발방법을개발방법을개발방법을 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 또한또한또한또한또한또한,,,,,, 111111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개발기간인개발기간인개발기간인개발기간인개발기간인개발기간인 444444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적으로 실현가능한 개발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1단계 개발기간인 4년간

의의의의의의 연차별연차별연차별연차별연차별연차별 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 내용들도내용들도내용들도내용들도내용들도내용들도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 셋째셋째셋째셋째셋째셋째,,,,,, 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 및및및및및및 보급보급보급보급보급보급,,,,,,의 연차별 기술개발 내용들도 함께 제안하였다. 셋째, 개발추진 및 보급,

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 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 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 기술수준을기술수준을기술수준을기술수준을기술수준을기술수준을 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고려하여 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실현가능한운영방안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222222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 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 및및및및및및 운영방안을운영방안을운영방안을운영방안을운영방안을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 111111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2021-2024(2021-2024(2021-2024(2021-2024(2021-2024(2021-2024년년년년년년))))))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2단계의 기술개발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1단계(2021-2024년)에서는

‘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Wizard ofofofofofof Oz’Oz’Oz’Oz’Oz’Oz’ 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 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원격운영방식을 채택하고채택하고채택하고채택하고채택하고채택하고 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 상용로봇을상용로봇을상용로봇을상용로봇을상용로봇을상용로봇을 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활용하여‘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방식을 채택하고 기존 상용로봇을 활용하여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의의의의의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및및및및및및 상호작용방식상호작용방식상호작용방식상호작용방식상호작용방식상호작용방식 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 검증하고검증하고검증하고검증하고검증하고검증하고,,,,,, 이를이를이를이를이를이를 기반으기반으기반으기반으기반으기반으‘Read to a Robot’의 서비스 및 상호작용방식 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

로로로로로로 111111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444444종을종을종을종을종을종을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수수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 시제품시제품시제품시제품시제품시제품 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로 1단계 서비스 4종을 제공할 수 있는 ‘Read to a Robot’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목표로목표로목표로목표로목표로 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222222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2025-2027(2025-2027(2025-2027(2025-2027(2025-2027(2025-2027년년년년년년))))))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의의의의의의 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인공지능 및및및및및및목표로 한다. 2단계(2025-2027년)에서는 ‘Read to a Robot’의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을로봇기술을로봇기술을로봇기술을로봇기술을로봇기술을 고도화하고고도화하고고도화하고고도화하고고도화하고고도화하고 전국의전국의전국의전국의전국의전국의 공공도서관에공공도서관에공공도서관에공공도서관에공공도서관에공공도서관에 보급을보급을보급을보급을보급을보급을 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추진하며 원격관제센원격관제센원격관제센원격관제센원격관제센원격관제센로봇기술을 고도화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을 추진하며 원격관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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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터터 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기반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 및및및및및및 관리관리관리관리관리관리 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방안을 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제안하였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111111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터 기반 로봇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단계 연구에서

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소요되는 필요예산을필요예산을필요예산을필요예산을필요예산을필요예산을 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 항목별항목별항목별항목별항목별항목별,,,,,, 연차별로연차별로연차별로연차별로연차별로연차별로 산정하여산정하여산정하여산정하여산정하여산정하여 제시하였다제시하였다제시하였다제시하였다제시하였다제시하였다......소요되는 필요예산을 기술개발 항목별, 연차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555555개월이라는개월이라는개월이라는개월이라는개월이라는개월이라는 짧은짧은짧은짧은짧은짧은 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 동안동안동안동안동안동안 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광범위한 연구내용을연구내용을연구내용을연구내용을연구내용을연구내용을 수행하다보니수행하다보니수행하다보니수행하다보니수행하다보니수행하다보니 각각각각각각 항항항항항항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연구내용을 수행하다보니 각 항

목에목에목에목에목에목에 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 좀좀좀좀좀좀 더더더더더더 깊이깊이깊이깊이깊이깊이 있게있게있게있게있게있게 고찰하지고찰하지고찰하지고찰하지고찰하지고찰하지 못했다는못했다는못했다는못했다는못했다는못했다는 아쉬움이아쉬움이아쉬움이아쉬움이아쉬움이아쉬움이 남지만남지만남지만남지만남지만남지만,,,,,, 본본본본본본 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본 과제

의의의의의의 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기획연구를 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통해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 의의의의의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개발방안,,,,,, 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개발추진 및및및및및및의 기획연구를 통해 ‘Read to a Robot’ 의 서비스, 개발방안, 개발추진 및

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운영방안 등에등에등에등에등에등에 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 방향성과방향성과방향성과방향성과방향성과방향성과 개발프레임은개발프레임은개발프레임은개발프레임은개발프레임은개발프레임은 올바르게올바르게올바르게올바르게올바르게올바르게 수립하였다고수립하였다고수립하였다고수립하였다고수립하였다고수립하였다고 본본본본본본 연연연연연연운영방안 등에 대해 방향성과 개발프레임은 올바르게 수립하였다고 본 연

구진은구진은구진은구진은구진은구진은 평가하고평가하고평가하고평가하고평가하고평가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을을을을을을 개발하는개발하는개발하는개발하는개발하는개발하는 본본본본본본 과제가과제가과제가과제가과제가과제가 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시작한다구진은 평가하고 있다. ‘Read to a Robot’을 개발하는 본 과제가 시작한다

면면면면면면 본본본본본본 기획과제에서기획과제에서기획과제에서기획과제에서기획과제에서기획과제에서 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 내용을내용을내용을내용을내용을내용을 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UI/UXUI/UXUI/UXUI/UXUI/UXUI/UX 및및및및및및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면 본 기획과제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로봇의 UI/UX 및 서비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콘셉트 등에등에등에등에등에등에 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대해 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관련분야 전문가들과전문가들과전문가들과전문가들과전문가들과전문가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좀좀좀좀좀좀 더더더더더더 깊이깊이깊이깊이깊이깊이그리고 로봇의 콘셉트 등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있는 고찰고찰고찰고찰고찰고찰 및및및및및및 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 진행할진행할진행할진행할진행할진행할 것을것을것을것을것을것을 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제안한다......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은은은은은은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있는 고찰 및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Read to a Robot’은 어린이

와와와와와와 상호작용하는상호작용하는상호작용하는상호작용하는상호작용하는상호작용하는 로봇이다로봇이다로봇이다로봇이다로봇이다로봇이다 보니보니보니보니보니보니 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로봇의 기술항목도기술항목도기술항목도기술항목도기술항목도기술항목도 중요하지만중요하지만중요하지만중요하지만중요하지만중요하지만 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무엇보다와 상호작용하는 로봇이다 보니 로봇의 기술항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관점에서관점에서관점에서관점에서관점에서관점에서 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효과적인 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방식방식방식방식방식방식 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등을 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현실적으로 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도출어린이 관점에서 효과적인 서비스와 상호작용 방식 등을 현실적으로 도출

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것이것이 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 생각된다생각된다생각된다생각된다생각된다생각된다...... 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 본본본본본본 과제에서과제에서과제에서과제에서과제에서과제에서 기획한기획한기획한기획한기획한기획한 ‘Read‘Read‘Read‘Read‘Read‘Read totototototo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에서 기획한 ‘Read to

aaaaaa Robot’Robot’Robot’Robot’Robot’Robot’의의의의의의 서비스들이서비스들이서비스들이서비스들이서비스들이서비스들이 완벽하게완벽하게완벽하게완벽하게완벽하게완벽하게 구현되어구현되어구현되어구현되어구현되어구현되어 머지않은머지않은머지않은머지않은머지않은머지않은 미래에미래에미래에미래에미래에미래에 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a Robot’의 서비스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어린이

들이들이들이들이들이들이 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 로봇과로봇과로봇과로봇과로봇과로봇과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책읽기책읽기책읽기책읽기책읽기책읽기 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것을것을 기대해본다기대해본다기대해본다기대해본다기대해본다기대해본다......들이 도서관에서 로봇과 함께 책읽기 하는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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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R&D 과제 제안요청서 

2.  1단계 (2021~2024)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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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R&D 과제 제안요청서

1. 과제명: 독서진흥 및 AI 로봇 감수성 체험 제공을 위한 인공지

능 기반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로봇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

2.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 제53회 국무회의(`19.12.)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어린이

를 대상으로 미래 사회 필수 역량인 AI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AI 로봇 감수성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AI 기반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로봇(“Read to a Robot”)을 개발하고 전국 공공도

서관에 보급하고자 함

○ 필요성

-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반려 견에게 책을 읽어주는 “Read to a Do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독서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

음이 검증됨

- “Read to a Dog”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훈련된 반려 견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공공도서관에서 감당하기에는

비용 및 인력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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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Dog” 프로그램의 반려 견을 대신하여 인공지능 기반

로봇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린의 독서흥미 유발 및 능

력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AI 감수성 체험을 제공

할 수 있는 독서활동 지원 로봇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

3.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아동의 독서 흥미 유발 및 AI 감수성 체험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상호작용형 로봇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

○ 연구내용

- 독서활동 지원로봇 UI/UX 및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 아동의 심리특성을 고려한 독서활동 지원로봇 UI/UX 기술

∘ 아동의 독서흥미 유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독서활

동 지원로봇 서비스 기술

∘ 아동을 동반한 사용자 실험에 기반한 UI/UX 및 서비스 검증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개발

∘ 아동의 음성/행동/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인식

기술

∘ 로봇의 감성을 모사하기 위한 감정모델 및 비주기적 감정표현

기술

∘ 아동에게 친근감 및 교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인간-로봇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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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기술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시제품 제작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콘텐츠 개발

∘ 독서활동 지원로봇 특화 디지털 도서 콘텐츠 기술

∘ 로봇의 감정표현을 위한 표정, 음성, 동작 콘텐츠 기술

∘ 아동의 음성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연차별 연구내용

○ 1년차

- 독서활동 지원로봇 UI/UX 및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 ‘Read to a Robot’ UI/UX 설계

∘ ‘Read to a Robot’ 서비스 설계

∘ UI/UX 및 서비스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 설계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개발

∘ 인공지능 SW 및 클라우드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을 위한 SW 개발

∘ ‘Read to a Robot’ HW 기본설계

∘ 센서, 구동기 및 제어기 사양 선정

∘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시스템 구축 (로봇 2대)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콘텐츠 개발

∘ 디지털 도서 콘텐츠 기본설계

∘ 로봇 감정표현 콘텐츠 기본설계

∘ 아동 음성/영상 수집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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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 독서활동 지원로봇 UI/UX 및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 ‘Wizard of Oz’ 기반의 사용자 실험 수행

∘ ‘Read to a Robot’의 UI/UX 및 서비스 검증 및 보완사항 도출

∘ ‘Read to a Robot’의 UI/UX 및 서비스 상세내용 도출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개발

∘ 음성 및 영상인식 SW 모듈 개발

∘ 비주기적 감정표현 모델 및 SW 모듈 개발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SW 모듈 개발

∘ ‘Read to a Robot’ HW 상세설계

∘ 센서, 구동기 및 제어기 단동테스트

∘ ‘Read to a Robot’ 외형제작 및 시스템 통합 (시제품 V0.1)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콘텐츠 개발

∘ 디지털 도서 콘텐츠 제작

∘ 로봇 감정표현 콘텐츠 제작

∘ 아동 음성/영상 데이터 수집

○ 3년차

- 독서활동 지원로봇 UI/UX 및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 ‘Read to a Robot’ 시제품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 설계

∘ ‘Read to a Robot’ 시제품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 수행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개발

∘ ‘Read to a Robot’ SW 통합

∘ 로봇-클라우드 SW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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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a Robot’ 시스템 통합

∘ ‘Read to a Robot’ 시제품 V1 제작 (시제품 V1 2대)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콘텐츠 개발

∘ 디지털 도서 콘텐츠 적용

∘ 로봇 감정표현 콘텐츠 적용

∘ 아동 음성/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 4년차

- 독서활동 지원로봇 UI/UX 및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 ‘Read to a Robot’ 시제품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 수행 및 완

료

∘ ‘Read to a Robot’ 시제품의 수정 및 보완사항 도출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개발

∘ ‘Read to a Robot’ SW 검증 및 보완

∘ 로봇-클라우드 SW 검증 및 보완

∘ ‘Read to a Robot’ 시스템 검증 및 보완

∘ ‘Read to a Robot’ 시제품 V2 제작 (시제품 V2 2대)

-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콘텐츠 개발

∘ 디지털 도서 콘텐츠 검증 및 보완

∘ 로봇 감정표현 콘텐츠 검증 및 보완

∘ 아동 음성/영상 데이터베이스 검증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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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 기간 : 4년 이내

○ 정부출연금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 주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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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단계 (2012~2024) 기술개발 로드맵 

1. ‘Read to a Robot’ 개발 항목별 1단계 기술개발 로드맵

1.1. 1단계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최종목표

아동의 독서흥미 유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상호작용 형 로봇 및 서

비스 콘텐츠 개발을 1단계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로 하며 개발항목별 1

단계 목표는 아래와 같음

Ÿ 아동의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을 반영한 ‘Read to a Robot’의

UI/UX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개발

Ÿ 아동의 독서 흥미 유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아동

음성/영상 인식 기술, 상호작용형 로봇 SW 및 ‘Read to a Robot’

시제품 개발

Ÿ ‘Read to a Robot’ 서비스 특화 디지털 도서 콘텐츠, 상호작용형

로봇의 감정표현 콘텐츠 및 아동 음성/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

차

별

목

표

1년차

Ÿ ‘Read to a Robot’ UI/UX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콘셉트

설계

Ÿ ‘Read to a Robot’ 시스템 구성 및 SW 아키텍쳐 설계

Ÿ ‘Read to a Robot’ 서비스 콘텐츠 기본 설계

2년차

Ÿ ’Wizard of Oz’ 기반 사용자 실험을 통한 ‘Read to a Robot’

UI/UX 및 서비스 검증

Ÿ ‘Read to a Robot’ 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HW/SW 기반기술 확

보

Ÿ ‘Read to a Robot’ 서비스 콘텐츠 구현

3년차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1을 이용한 사용자 실험 설계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1 개발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1에 서비스 콘텐츠 통합

4년차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1을 이용한 사용자 실험 수행 및 보완

사항 도출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2 개발

Ÿ ‘Read to a Robot’ 서비스 콘텐츠 검증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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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발 항목별 기술개발 내용

○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본 과제를 통해 ‘Read to a Robot’의
콘셉트와 서비스항목이 도출되었지만 시간, 비용 등의 한계로 인
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사용자 실
험을 통함 검증 또한 거치지 못하였음. 따라서 ‘Read to a Robot’
개발이 시작되면 우선 본 과제에서 도출된 안을 기반으로 아동전
문가, 독서전문가, UI/UX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Read to a
Robot’의 UI/UX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1
차 년도 연구에서는 ‘Read to a Robot’ UI/UX 설계, 서비스 설
계, 그리고 제안된 UI/UX 및 서비스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설
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2차 년도 연구에서는 ‘Wizard of Oz’
방법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상용로봇을 이용하여 제안된 UI/UX
및 서비스를 검증하는 사용자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최종안을 도출함. 3차 년도는 ‘Read to a Robot’ 시제품의 검
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을 설계/수행하고 마지막 4차 년도에는 사
용자 실험의 완료와 함께 실험결과로부터 ‘Read to a Robot’ 시
제품의 수정 보완 사항을 도출함. 4년간의 연구를 통해 아동의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을 반영한 ‘Read to a Robot’의 UI/UX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최종목표로 함

○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 ‘Read to a Robot’의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개발은 개발초기(1-2년차)에는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 3년차에 1차 시제품을 완성하고 4년차에 2차 시제
품을 완성하는 일정으로 진행함.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SW 기본설계 및 로봇 하드웨어 기본설계와 ‘Wizard of Oz’ 기반
원격운영 시스템을 구축함.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SW
및 로봇 HW 구현을 진행하며 1차 시스템 통합을 진행함. 3차 년
도에는 전체 시스템 통합을 통해 1차 시제품을 완성하고 4차 년
도에 사용자 실험을 통해 도출된 수정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2차
시제품을 완성함. 4년간의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를 이용한 인공
지능 기반 아동 음성/영상 인식 SW 및 ‘Read to a Robot’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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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함

○ 서비스 콘텐츠 개발: ‘Read to a Robot’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함. 서비스 콘텐츠는 기존의 도서들을 디지털화 하
고 도서의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도서 콘텐
츠, 로봇의 감정표현을 위한 표정, 음성, 행동 콘텐츠, 그리고 아
동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콘텐츠로 구성됨. 1차 년도에 콘텐츠
기본설계 2-3차년도에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적용 마지막 4차
년도에 사용자 실험을 통한 검증의 일정으로 진행됨. 4년간의 연
구를 통해 ‘Read to a Robot’ 서비스 특화 디지털 도서 콘텐츠,
상호작용형 로봇의 감정 표현 콘텐츠 및 아동의 음성/영상 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최종 연구목표로 함

1.3. 개발 항목별 1단계 기술개발 로드맵

기술개발 
항목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UI/UX 
및 

서비스 
디자인

Ÿ ‘Read to a 
Robot’ UI/UX 
설계

Ÿ ‘Read to a 
Robot’ 서비스 
설계

Ÿ UI/UX 및 
서비스 검증을 
위한 사용자 
실험 설계

Ÿ ‘Wizard of 
Oz’ 기반 
사용자 실험 
수행

Ÿ 사용자 실험을 
통한 UI/UX 및 
서비스 검증 및 
보완사항 도출

Ÿ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UI/UX 및 
서비스 최종안 
도출

Ÿ ‘Read to a 
Robot’ 사용자 
실험 설계

Ÿ ‘Read to a 
Robot’ 사용자 
실험 수행

Ÿ ‘Read to a 
Robot’ 사용자 
실험 완료 및 
보완사항 도출

Ÿ ‘Read to a 
Robot’ UI/UX 
및 서비스 
수정보완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개발

Ÿ 인공지능 SW 
아키텍쳐 설계

Ÿ 클라우드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Ÿ ‘Wizard of 
Oz’ 기반 원격 
운영을 위한 
SW 개발

Ÿ 음성 및 
영상인식 SW 
모듈 개발

Ÿ 비주기적 
감정표현 모델 
및 SW 모듈 
개발

Ÿ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SW 
모듈 개발

Ÿ ‘Read to a 
Robot’ SW 
통합

Ÿ 로봇-클라우드 
SW 통합 

Ÿ ‘Read to a 
Robot’ SW 
검증 및 보완

Ÿ 로봇-클라우드 
SW 검증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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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ead to a 
Robot’ HW 
기본설계

Ÿ 센서, 구동기 
및 제어기 
사양선정

Ÿ ‘Wizard of 
Oz’ 기반 원격 
운영 시스템 
구축

Ÿ ‘Read to a 
Robot’ HW 
상세설계

Ÿ 센서, 구동기 
및 제어기 단동 
테스트

Ÿ ‘Read to a 
Robot’ 
외형제작 및 
시스템 통함 
(V. 0.1)

Ÿ ‘Read to a 
Robot’ HW 
제작

Ÿ ‘Read to a 
Robot’ 시스템 
통합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1 제작

Ÿ ‘Read to a 
Robot’ 시스템 
검증 및 보완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2 제작

서비스 
콘텐츠 
개발

Ÿ 디지털 도서 
콘텐츠 
기본설계

Ÿ 로봇 감정표현 
콘텐츠 
기본설계

Ÿ 아동 음성 및 
영상 수집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기본설계

Ÿ 디지털 도서 
콘텐츠 제작

Ÿ 로봇 감정표현 
콘텐츠 제작

Ÿ 아동 음성 및 
영상 데이터 
수집

Ÿ ‘Read to a 
Robot’ 시제품 
V1에 디지털 
도서 콘텐츠 및 
로봇 감정 표현 
콘텐츠 통합

Ÿ 아동 음성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Ÿ 디지털 도서 
콘텐츠 검증 및 
보완

Ÿ 로봇 감정 표현 
콘텐츠 검증 및 
보완

Ÿ 아동 음성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검증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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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d to a Robot’ 요소 기술별 1단계 기술개발 로드맵

2.1 음성인식 기술개발 로드맵 및 연차별 개발계획

○ 음성인식 기술개발 로드맵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개발

상용 음성인식 AI
선정

상용 로봇에 음성 AI
탑재

시제품 v1 음성인식
탑재

시제품 v2 음성인식
탑재

상용 음성인식 AI
공인 데이터셋 학습

및 평가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설계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

평가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

고도화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도서검토
및 선정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디지털 도서 콘텐츠
디지털 도서 콘텐츠

다양화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 분석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 분석

선정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인식
알고리즘 평가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인식
알고리즘 고도화

○ 음성인식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Ÿ 1차 년도: 구체적인 독서활동 지원 로봇 개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상용 음성인식 AI 선정하고, 상용 음성인식 AI 공인 데
이터 셋 학습 및 평가를 수행한다. 아울러 도서 콘텐츠 디지털
화 도서검토 및 선정하고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 분
석

Ÿ 2차 년도: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상용
로봇을 선정하여 음성 AI 탑재하고,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구
축 시스템 설계함. 또한, 샘플 도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메타
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정 단어를 음성인식 테스트를 거쳐 분석
하고 선정함

Ÿ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에 상용 음성인식 API를 탑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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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을 평가 함. 디
지털 도서 콘텐츠를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 인식 알고리즘
평가 후 분석을 통해 메타데이터의 위치 및 단어를 재정비

Ÿ 4차 년도: 기술이 고도화된 로봇 시제품 v2에 음성인식 API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단어 자동 인식률을 고도
화 함. 독서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 콘텐츠 다
양화하고, 메타데이터 이용 독서 위치 인식 알고리즘을 고도화
함

2.2 영상인식 기술개발 로드맵 및 연차별 개발계획

○ 영상인식 기술개발 로드맵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개발

상용 영상 인식
AI선정

상용 로봇에 Vision
AI탑재

시제품 V1 영상인식
탑재

시제품 V2 영상인식
탑재

상용 연상인식
AI공인

데이터셋 학습 및
평가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설계

영상 인식
데이터베이스 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

평가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

고도화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도서검토
및 선정

도서 콘텐츠 영상
인식

독서 상태 영상인식
알고리즘

독서상태 영상인식
고도화

원격 영상 송신
시스템 설계

상용로봇 원격 영상
송수신 구현 및 시험

시제품 V1 원격 영상
송수신 구현 및 시험

시제품 V2 원격 영상
송수신 구축 및 평가

○ 영상인식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Ÿ 1차 년도: 로봇에 적합한 카메라를 선정하고, 사용자인식 5% 미
만의 상용 영상인식 AI 선정함. 상용 영상인식 AI를 이용하여,
공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 및 평가하고, 무선 원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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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시스템 설계 개발함

Ÿ 2차 년도: 선정된 상용 로봇에 영상인식 AI 탑재하는 작업을 진
행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한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설계함. 도서 콘텐츠 영상인식을 위해 디지털화된 도서의 이미
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로봇 원격 영상 송수신 시스
템을 구현 및 시험하여 Wizard of Oz 기법을 독서지원 활동에
적용함

Ÿ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에 영상인식 API를 탑재하고, 영상인
식 데이터베이스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을 독서상태 영상인식
알고리즘과 함께 평가함. 시제품 V1 원격 영상 송수신 구현 및
시험을 독서 지원 활동 실증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분석함

Ÿ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을 고도화한 시제품 V2에 영상인식
API를 탑재하고, 영상인식 데이터베이스연계 사용자/환경인식률
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고도
화 개발함. 또한, 독서상태 영상 인식률 및 시제품 v2 원격 영상
송수신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독서활동 지원 실증실험을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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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호작용 기술개발 로드맵 및 연차별 개발계획

○ 상호작용 기술개발 로드맵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개발

음성표현 및 소리
위치인식 위한
스피커 선정

상용 로봇에 음성 및
영상 표현 알고리즘

탑재

시제품 V1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

시제품 V2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

음성 ,영상데이터를
통한 감정표현 사례

심층 분석

‘Wizard of Oz’ 기법
이용한 감정표현

테스트

시제품 V1에 ‘Wizard
of Oz’기법 적용 후

분석

시제품 V2 ‘Wizard
of Oz’기법 적용 후

분석

동작을 통한
감정표현을 위한
하드웨어 개념 설계

사용자 반응 분석을
통한 감정표현
파라미터 분석

감정표현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고도화

감정표현 콘텐츠를
일반 아동대상에게
적용 후 평가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파라미터 분석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파라미터
설계 및 개발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실증실험을
통한 평가 및 개선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고도화

○ 상호작용인식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Ÿ 1차 년도: 동물음성표현 및 소리 위치인식 위한 스피커 선정하
고, 음성 및 영상데이터를 통한 감정표현 사례를 심층 분석함.
동작을 통한 감정표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개념 설계하고, 비주
기 동작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파라미터 분석함

Ÿ 2차 년도: 상용 로봇에 음성 및 영상 표현 알고리즘 탑재하고,
‘Wizard of Oz’ 기법을 이용한 감정표현 테스트를 하여 사용자
반응 분석을 통한 감정표현 파라미터 분석에 반영하고,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파라미터 설계 및 개발함

Ÿ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에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하고,
‘Wizard of Oz’ 기법으로 독서활동 지원 실증 실험에 적용 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감정표현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고도화하
고,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 실증실험을 통한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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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2에 상호작용 알고리즘 탑재하고, 마찬
가지 방식으로 ‘Wizard of Oz’ 기법으로 독서활동 지원 실증실험
에 적용 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감정표현 콘텐츠를 일반 아동
대상에게 적용함과 동시에 비주기 동작 알고리즘을 고도화함

2.4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개발 로드맵 및 연차별 개발계획

○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개발 로드맵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개발

데이터베이스
개념설계

상용로봇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시제품 V1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시제품 V2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저장 데이터 분류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및 물리적 설계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독서 활동지원
시스템 평가

음성 데이터베이스
공인화 준비

아동음성데이터
공인화를 위해

필요사항 상세 분석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화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객체화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도서검토

및 선정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

디지털 도서 이용
자동 음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자동
음성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Ÿ 1차 년도: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설계하고, 동시에 저장 데이터 분
류 및 분석. 아동 음성데이터 공인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상세
분석하고, 도서 콘텐츠 디지털화를 위한 도서검토 및 선정

Ÿ 2차 년도: 상용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를 하고, 데
이터베이스 논리적 및 물리적 설계를 병행함. 음성, 영상 및 동
작 등의 파라미터 데이터를 설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도서
콘텐츠를 디지털화 작업



- 237 -

Ÿ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하고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독서 활동지원 시스템을 자체 평가함. 음
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객체화를 통해 유연하
게 표현 파라미터가 실시간 개선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디지털 도서 이용 자동 음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Ÿ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2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아동음성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위한 공인화를 준비함. 그리고
음성. 음성, 영상 및 동작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고도화하고, 자
동 음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고도화

2.5 로봇 하드웨어개발 로드맵 및 연차별 개발계획

○ 로봇 하드웨어개발 로드맵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개발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 기본설계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 상세설계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 제작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 검증 및 보완

로봇 기구부
사양선정

로봇 기구부
상세설계 로봇 기구부, 구동기,

제어기, 센서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통합
로봇 구동기, 센서 및
제어기 사양선정

구동기, 센서 및
제어기 단동 테스트

로봇 안전기준 및
법적 규제사항 검토

‘Read to a Robot’
외형제작 및 시스템

통합

‘Read to a Robot’
시제품 V1 제작

‘Read to a Robot’
시제품 V2 제작

○ 로봇 하드웨어 연차별 개발계획

Ÿ 1차 년도: ‘Read to a Robot’ 하드웨어 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진
행하고 로봇의 기구부, 구동기, 센서, 제어기 등의 사양을 선정
함. 로봇 안전기준 및 법적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Read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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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하드웨어 사양의 적절성을 검증함

Ÿ 2차 년도: ‘Read to a Robot’ 시제품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를 진
행하고 구동기, 센서, 제어기 등의 단동테스트를 진행함. ‘Read
to a Robot’의 상세설계안에 대해 외형제작을 진행하고 1차 시
스템 통합을 진행함

Ÿ 3차 년도: ‘Read to a Robot’ 의 기구부 및 외형제작을 진행하고
구동기, 센서, 제어기 등을 통합하여 ‘Read to a Robot’ 시제품
V1을 제작함

Ÿ 4차 년도: ‘Read to a Robot’ 시제품 V1에 대한 사용자 실험결
과를 반영하여 로봇 하드웨어를 보완하고 ‘Read to a Robot’ 시
제품 V2의 개발을 완료함

2.6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로드맵 및 연차별 개발계획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로드맵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개발 구체화 및
개념설계

상용로봇 이용
알고리즘 개발 및
시제품 상세 설계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1 개발
및 상호작용
알고리즘 평가

리드투어로봇
시제품 V2 개발

클라우드 시스템
개념설계

상용로봇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테스트

시제품 V1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시제품 V2를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통신을
위한 데이터 분류 및

분석

상용로봇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

테스트

시제품 v1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
모듈 개발

시제품 v2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
모듈 개발

주기적인 실증실험
설계

애자일 방법이용
클라우드 시스템
주기적인 실증실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및 암호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및

고도화

상용 클라우드
시스템 선정

로컬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어
시스템 구현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어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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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기술 연차별 개발계획

Ÿ 1차 년도: 클라우드 시스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효율적인 통신
을 위한 데이터 분류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애자일 기법적용을
위한 주기적인 실증실험을 설계하고 상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선
정

Ÿ 2차 년도: 상용 로봇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상용 로봇을 활용한 데이터 무선 통신의 성능을 평가함. 애자일
기법을 이용하여 신뢰성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초기 개발의 유연성을 위하여
로컬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

Ÿ 3차 년도: 로봇 시제품 V1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
고, 로봇 시제품 V1을 활용한 데이터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
한, 무선 통신 모듈 개발함.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
터 압축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
어 시스템을 구현

Ÿ 4차 년도: 로봇 시제품 V2를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시제품 v2를 활용한 무선 통신 모듈을 개발하여 데이터 전송
을 위한 데이터 압축 및 고도화 작업을 행하고,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어 시스템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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