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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쇼핑몰의 안내 로봇, 아이들의 집단 괴롭힘을 피할 방법 학습

◾ 대형 쇼핑몰 등에 배치되는 안내 로봇은 종종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

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집단 괴롭힘 방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음

▸ 매장에서 접객이나 경비 업무를 대행하는 로봇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로봇은 종종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 표현을 받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의 관심이 때로는 지나쳐서 로봇

에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ATR IRC(지능형 로봇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쇼핑몰에 배치된 로봇을 실험 관찰한 

결과, 로봇이 가는 길에 사람이 가로막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로봇이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옆으로 비켜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특히, 아이들의 경우 로봇의 부탁을 무시하

거나, 특히 여러 명의 어린이가 함께 있을 

경우 로봇을 둘러싸고 경로를 바꾸지 못하

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거나 공을 던지는 등

의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행동 패턴 및 폭력 행위 모델을 포함한 시

뮬레이션 학습용 알고리즘, ‘회피 기동 시

스템(Escape Maneuver System)’을 개발

◾ 알고리즘의 핵심은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로봇이 원래의 

경로를 변경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임

▸ 연구원들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 특히 어른이 

없어 자신들의 행동을 제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경향이 높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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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으로 로봇을 괴롭히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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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을 반영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탑재한 로봇은 사람과 조우했을 때, 상호작용 

시간, 인구 밀도, 1.4m 이하의 사람이 있는지 등을 감지하며, 위험이 감지될 경우 1.4m 

이하의 사람들로부터 달아나 키가 큰 사람의 그룹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로 이동함

▸ 실제 테스트를 한 결과, 로봇이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들에게 접근하는 움직임 등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함

▸ 한편, 로봇을 괴롭힌 아이들을 인터뷰 한 결과, 74%의 어린이는 “사람 같기 때문에”라고 

응답했고, 13%의 어린이는 “로봇 같기 때

문에”라고 응답했다고 함

▸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감과 동정의 

마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발달하는 것이

기 때문에,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은 공감 능

력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됨

▸ 어린이들의 행동은 보통 아직 어리다는 이

유로 이해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로봇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경우가 늘

어날수록 로봇과 아이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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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위험 발생이 적은 곳으로 가는 로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