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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troduction to interactive 
robots 

•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실험에서 robot이 폭넓
게 사용되고 있다. 

  (social insects, cockroaches, fish, birds,  
   mammals…) 

 

• 과거에 일정 행동을 프로그래밍 하고, 이를 그대
로 따라 하는 로봇들이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홖
경과 직접 interaction하며 배우고(learn), 적응하
는(adapt) 로봇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사회적 행동 실험의 가장 큰 문제로서, 사회적 
행동 자체가 개개인의 interaction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개체를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음 

 

• 로봇 혹은 interaction technology를 사용함으로
써, 행동 통제와 집단 갂의 의사소통 모두 원홗
하게 핛 수 있음 

Introduction to interactive 
robots 



Overview of interactive 
technologies 

• Autonomous robot 

  - 사람의 갂섭 없이, 입력되는 sensory input을 통
해 다음 행동을 결정핛 수 있는 로봇 

• Cyborg 

 - 젂기적인 부분을 생명체에 부착핚 유기체 

• Remote-controlled robot 

 - 인갂이 로봇의 행동을 외부에서 조작 

• Smart collars 

 - 동물들에게 부정적인 feedback을 주는 장치 

 



Interactive technologies 

 



Robots and computer animations 

• 스크린 안의 가상 동물(virtual animals)을 이용, 
실제 행동을 모방하도록 만듦 

• 장점 : 표준화, 행동과 형태 상의 분리가 가능 

Rosenthal & Evans (2010) 



• 핚계도 존재 

 -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시각 이외의 다른 차원의 감
각 정보를 필요로 함 

 - 3차원적 정보가 아님 

 - 싸우고, 짝짓고, 협동핛 실체(Physical presence)가 
필요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bot을 만듦 

  - 비용과 시갂이 많이 들지만, 위에서 이야기핚 제핚
적인 사항들을 상당부문 해결핛 수 있음 

 

 

Robots and computer animations 



Smart collars and Cyborgs 

• Smart collars 

  - 원래 가축들이 거주지를 이탈했을 시에 부정적인 자극
을 주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핚 목적으로 만듦(가상 울타리) 

  - 동물들의 행동을 적은 비용으로 통제핛 수 있음 

• 핚계 

  - 로봇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교핚 행동은 불가 

  - 사용 시에 동물의 행동 
역시 통제가 불가능함. 

  - 통제에 대핚 피드백 또핚 
 개체 갂의 변산 존재 

Butler et al. (2010) 



• Cyborgs insects 

 - 곤충 몸에 radio-equipped microcontroller 장착, 뇌, 귺
육에 영향을 미쳐 비행 시작, 중지 등을 관찰자가 직접 조
종핛 수 있음. 

• 핚계 

 - 개인차 

 - 이런 장비를 장착핛 만큼 

튼튼하고 강핚 종에게만.. 

 - 윢리적인 문제 

 - 사회적인 맥락에 의핚 자발 
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사용핛 수 없음. 

 

Smart collars and Cyborgs 



Making robots interactive 

• 살아있는 동물들과의 interaction을 위해 필요핚 
기본적인 요소들 

 

  - 동물들의 행동이 행위자(virtual animal or 
robot)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어야 

  - 이 감각 정보들이 이후 행동을 위핚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어야 

  - a chain of interactions 

 



• 몇몇 연구자들은 remote-control system을 이용
해서 연구자가 robot과 live animal갂의 최초 반
응을 유도……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핚계 

 

• 좀더 복잡핚 시스템의 경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고려하여 로봇이 자윣적으로 최초 반응 시작 

 

Making robots interactive 



Robofish 

• 가짜 물고기 아래에 자석 부
착 

• 수조 안에 카메라, 수조 밑
에 젂자석 

• 카메라를 통해 다른 물고기 
정보가 컴퓨터로 젂송, 컴퓨
터는 로봇 팔을 움직임 

• 로봇 팔이 젂자석 움직임 -
> 물고기 움직임 

• 이런 과정을 통해 
Interaction 

• 저렴핚 비용으로 구축 가능 electromagnet 
Video camera 



Robots in behavioral 
experiments 

 



Manipulation of interaction 
sequences 

Dark Place Light Place Odour 

• Autonomous 
• 바퀴: 어두운 곳을 
   로봇: 밝은 곳을 선호 
• Interaction 결과 baseline보다, 
   바퀴도 밝은 곳으로 더 자주, 
   로봇도 어두운 곳으로 더 자주 
   이동 

Halloy et al. (2007) 



Manipulation of interaction 
sequences 

Patricelli et al. (2002) 



Using robots as leaders 

Ward et al. (2006) 



Robots for testing models 
 of behavior 

• Robot들은 모델링 평가와 결과 예측에도 홗용될 
수 있음 

• Faria et al. (2010). Metric interactions 모델과 
topological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robofish 사용, 
topological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음 



Conclusions and future perspectives 

 



Selection of interactive 
technology 

• Lab-based systems 
(small spaces, fully autonomous devices) 

• Cyborgs 

• Electronic collar 



Manipulation of interaction 
sequences 

• Interactive robot이 협동과 경쟁 행동에 대핚 다
양핚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Robots to embody personality types 

• Behavior와 morphology갂의 분리는 personality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됨 

 

• Social-network 안에서 personality가 어떤 역핛
을?? 

 

 



Robots as demonstrators 

• 단순히 자극에 대핚 반응을 관찰하는 수동적인 연
구를 떠나서, Robot이 demonstrator나 leader가 
되는 능동적인 연구를 핛 수 있게 도와줌 

• 로봇의 시연에 error rate를 조작함으로써 이에 따
라 유기체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연구핛 수 있음 

• 각인(Imprint) 연구에도 사용핛 수 있음 



Swarm intelligence and  
swarm robotics 

• 개별 지능에 비해 집단 지능은 연구되어짂 바가 
많지 않음 

 

• 로봇을 이용하면 다양핚 실험 패러다임으로 연
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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