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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에서 개발된 얼굴로봇 ‘메

로’는 4 자유도의 목 구동부와 17 자유도의 얼

굴요소(눈썹, 눈꺼풀, 눈동자, 입술)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션을 통한 감정표현과 인간과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1](Fig. 1). 

메로의 표현을 위한 모션을 생성하는 방법

으로는 프로그래머가 짧은 간격의 모터 명령을 

직접 입력하여 모션을 생성하는 방법과, 로봇

의 감정 및 성격에 따라 랜덤 모션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앞의 두 방법으로 생성한 모션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션을 생성하는 방법이 사용

되어왔다[2]. 이러한 방법들은 단 몇 분의 모션 

명령을 만들기 위해 수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생성된 모션의 개연성이 떨어지

고 부자연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얼굴 로봇의 구동에 적합한 모션 생성하는, 비

전 인식 데이터를 이용한 얼굴 로봇의 모션 자

동 생성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2. 모션 자동 생성 
 

2.1 모션 자동 생성 구조 

Fig. 2 은 모션 자동 생성 방법의 순서도이

다. 먼저 비전 기반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한다. 그 다음 리샘플링/필터링 

및 피크 검출을 통해 데이터의 노이즈와 로봇

의 단속적 모션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인식

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얼굴요소의 모션을 생성

하여, 최종적으로 얼굴로봇에 적합한 모션 데

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 위 

일련의 과정들은 인식 종료 후 자동으로 처리

된다. 이렇게 생성된 모션은 길이 제한 없이, 

기쁨, 놀람 등의 짧은 감정 표현과 장시간의 

노래, 춤 등 다양한 모션을 생성할 수 있다. 

 

2.2 비전 기반 인식 데이터 획득 

얼굴 모션 인식 프로그램인 Seeing Machines 

社의 ‘FaceAPI’와 Sony 社의 웹캠 ‘Playstation 

Eye’를 이용하여 목(X/Y/Z 회전 각도, 얼굴과 

카메라의 거리)과 얼굴(입술 양끝 각도)의 데이

터를 획득한다. 인식에 걸리는 시간이 주변 환

경 및 프로세스 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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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ce robot MERO 

 

Fig. 2 Flowchart of automatic motion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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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10~20ms 의 불규칙한 샘플링 간격으로 획

득된다. 

 

2.3 리샘플링 및 필터링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rlatiopn)을 사용하

여 데이터의 샘플링 간격을 10ms 로 일정하게 

리샘플링 하였으며, 카메라 설정, 광원 등에 따

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노이즈는 다른 필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상의 왜곡이 적은 유한 

임펄스 필터(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를 사용

하여 제거하였다. 

 

2.4 피크 검출 

리샘플링과 필터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면, 명령 전송 주기와 실제 동작의 

시간차이로 인해 로봇의 단속적인 움직임을 발

생시킨다. 이 문제는 진행방향이 변화하는 피

크에서만 명령을 전송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크를 검출하고 각 구간의 회전 각도와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의 극

대·극소점을 피크로 검출한다. 2) 연속하는 

피크를 연결하는 직선과 실제 데이터와의 차 

중 가장 큰 값이 임계값(threshold) 이상인 경우 

그 지점을 피크로 검출한다. 3) 새로운 피크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4) 피크 검출 완료 후, 각 구간의 이동 각도와 

시간, 모터의 속도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모터

의 속도를 설정한다. 

 

2.5 얼굴요소 모션 생성 

로봇의 인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얼굴 요

소는 다른 데이터에 기반하여 모션을 생성한다. 

눈썹과 눈동자의 경우, 각각 tilt, pan 모션의 회

전 각도와 시간, 방향에 기반하여 모션을 생성

하고, 눈꺼풀의 눈 깜빡임 모션은 인간의 평균

적인 눈 깜빡임 주기에 근거하여 생성하였다. 

 

3. 구현 및 결과 
 

MFC 와 C 언어를 이용하여 모션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모션

을 로봇에 적용하였다. Fig. 2 의 (a)를 통해 리

샘플링과 필터링으로 인식 데이터의 노이즈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피크 검출

을 거쳐 생성된 최종적인 모션의 그래프로, 인

식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c)는 눈동자 모션 데이터로 pan 

모션에 기반하여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전 인식 데이터에 기반하

여 얼굴 로봇의 모션을 자동 생성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구현하였으며, 실제 적용하여 얼굴로

봇에 적합한 모션 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1C 프런티어 인간기능 생활지

원 지능로봇 기술개발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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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of automatic motion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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