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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성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 친화 로봇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감성 행동은 로봇의 목적이나 사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감성 행동을 생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로봇마다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목적이나 사양에 상

관없이 다양한 인간 친화 로봇에 적용될 수 있는 감성 행동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감성 행동 생성 방법의 입력 값으로

다중 감정값을 이용한다. 다중 감정 공간을 이용하여 각 감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목적에 따라 사용

하고자 하는 감정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로봇의 사양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로봇의 표현 부위를 나누고,

각 표현 부위별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데이터화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행동들을 단위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각 단위 행동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반영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다중 감정값에 최적화된 단위 행동 조합을 결

정한다. 이 과정을 사양과 목적이 다른 사이버 로봇 시뮬레이터, 3D 캐릭터 헤드 로봇, 기계적인 설계 기반의 헤드 로봇 등에

적용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범용성을 실험한다.

Abstract

Emotional reaction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the robot system. The method for emotional reaction is also

different from the specification of the robot system. Therefore, emotional behavior decision model, which is applied to social

robots regardless of specifications and purposes, is necessary. This paper introduces a universal emotional behavior decision

model designed for applying to various social robots that have different specifications and purposes. Multiple emotions, a set

of probability value of every emotion, are calculated independently and express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robot system.

Then, behavior, for emotional reaction according to the calculated multiple emotions, is decided regarding the specification of

the robot system. The decided behavior is a combination of unit behaviors that indicates the smallest expressible behaviors in

each expression parts. It is possible to express various undefined behaviors by generating unit behavior combinations according

to multiple emotions. The universal emotional behavior decision model is applied to three kinds of social robot systems that

have different specifications an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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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 친화 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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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을 하기 때문에 감성 기반 행동은 인간 친화 로봇

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

이 인간과 로봇의 상호 교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인간 친화 로봇을 개발하

고 있다. ‘AIBO’
[1]

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봇 중

하나로 애완동물 로봇으로 개발되었으며, Ekman의 여

섯 가지 감정[2]을 표현한다. 하지만 단순한 반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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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로봇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는 문제점

이 있다. ‘PARO’[3]는 세계 최초의 심리 치료 로봇으로

‘AIBO’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AIBO’는 인간

에게 친숙한 강아지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행동에 기대

치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PARO’는 이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호감도가

높은 바다표범을 모델로 하여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흥

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PARO’는 감정과

행동이 일대일로 매핑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MIT의 Breazeal은 얼굴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Kismet’
[4]

이라는 로봇과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함께 이용

하는 ‘Leonardo’
[5]

라는 로봇을 개발했다. 이 로봇들은

욕구에 대한 만족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Winner-Take-

All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행동들 중 하나의

행동을 선택한다. 이들 로봇 역시 감정과 행동이 일대

일로 매핑되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WE-4RII’
[6]

는 얼굴 표정

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일곱 가지의 감정이 각

각의 행동과 일대일로 매핑되어 결정된 하나의 감정에

패핑되는 행동이 선택된다. KAIST의 ‘돌도리’
[7]

는 감정

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헤드 로봇이며,

‘MAX’[8]는 PAD (Pleasure-Arousal-Dominance) 감정

공간을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사이버 로봇이다. ‘돌

도리’와 ‘MAX’도 역시 ‘WE-4RII’와 마찬가지로 각 시

스템에 특화된 감정 공간 상에 감정이 배치되고, 각 감

정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일대일로 매핑되어 결정된 감

정에 의해 하나의 행동이 선택된다.

위에 제시된 로봇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간 친화 로

봇들은 각 시스템과 목적에 특화된 행동 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스템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행동이 감정에 매핑되어있는 경우에는 감정

공간의 축을 정의하고 감정 공간 상에 감정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감정의 수나 종류가

달라지면 감정 공간 및 감정의 배치를 수정해야하는 문

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목적이나 사양에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감성 행동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이

를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중 감정을 사용

함으로써 로봇의 목적에 따라 감정의 종류를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로봇의 행동을 표현부위별

로 나누고, 각 표현부위별로 표현 가능한 행동들을 데

이터베이스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동들은 표현 가

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행동이며, 이를 ‘단위 행동’이라

고 정의한다. 로봇의 사양에 따라서 단위 행동과 각 단

위 행동의 감정 반영도만 정의하면 모든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감성 행동 생성 방법을 이용하여 최

적의 단위 행동 조합을 생성한다. 이 때, 최적화 알고리

즘으로 모의 담금질 (Simulated Annealing) 방법을 사

용한다. 제안한 방법의 범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양

과 목적이 다른 사이버 로봇 시뮬레이터, 3D 캐릭터 헤

드 로봇, 기계적인 설계 기반의 헤드 로봇 등에 적용하

여 실험을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감성

행동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Ⅲ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되

는 사이버 로봇 시뮬레이터와 단위 행동, Ⅳ장에서는

3D 캐릭터 헤드 로봇과 단위 행동, Ⅴ장에서는 기계적

인 설계 기반의 헤드 로봇과 단위 행동을 설명한다. Ⅵ

장에서는 범용성 실험을 분석하고, Ⅶ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감성 행동 생성 방법

감성 행동을 생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먼저 로봇의

감정값을 생성한다. 이를 위하여 선형 동적 시스템 기

반의 감정 생성 모델
[9]

을 이용한다. 감정 모델은 직접

적인 반응, 내부 자극, 감정, 행동 결정의 네 가지 동적

시스템과 각 동적 시스템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며 로

봇의 특성을 결정하는 성격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성격은 입출력의 개수를 차수로 가지는 벡

터로 구성되며, 목적에 따라 벡터의 차수를 조절할 수

있다. 네 가지 동적 시스템도 성격과 마찬가지로 로봇

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요소의 종류와 수가 달라

질 수 있다.

로봇이 인지하는 자극은 탄성이나 비명과 같은 무의

식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반응 작용과 사랑이나 호감도

와 같이 기억에 의한 반응을 유발하는 내부 작용으로

나누어지지만 동시에 반응 작용과 내부 작용의 입력으

로 사용될 수 도 있다. 감정 작용은 내부 상태를 기반으

로 감정을 생성하며, 행동 작용에서 반응 작용과 감정

작용을 모두 반영하여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감정을 생성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
[1, 3～8]

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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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성 행동 생성 시스템
[11]

Fig. 1 Emotional Behavior Generation System
[11]

.

Winner-Take-All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감정을 선

택한 후, 이에 매핑된 행동을 선택하여 표현했다
[9]

. 이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정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복합

감정 공간 모델을 도입하여 감정 생성 과정에서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복합 감

정을 생성했다
[10]

. 이를 통해 새로운 감정이 선택되더라

도 선택되지 않은 감정값은 유지됨으로써 각 감정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쁜 상태에서 놀람이

선택되더라도 기쁨이 놀람보다 감정의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놀람이 없어진 후, 다시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

복합 감정을 행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감정의 섞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11]

. 그림 1은 감성 행

동 생성 시스템이다. 로봇의 표현 부위별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인 단위 행동 데이터베이스를 만

든다. 그리고 단위 행동이 복합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감정 점수로 정의하고, 단위 행동마다 감정 점

수를 부여한다. 이 때 감정 점수는 로봇 개발자의 의도

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앞서 생성된 복합 감정은 행동

생성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각 표현 부

위마다 하나의 단위 행동을 선택하여 단위 행동 조합

을 구성하며, 모의 담금질 (Simulated Annealing) 방법

을 이용하여 입력에 대한 최적의 단위 행동 조합을 찾

는다.

Ⅲ. 사이버 로봇 시뮬레이터 

사이버 로봇 시뮬레이터는 감정 생성뿐만 아니라 영

상 처리, 음성 처리 등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보다 효율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확장 가

그림 2. 사이버 로봇 시뮬레이터[11]

Fig. 2. Cyber Robot Simulator
[11]

.

그림 3. 사이버 로봇

Fig. 3. Cyber Robot.

그림 4. 사이버 로봇의 눈썹 부위에 대한 단위 행동

Fig. 4. Unit Behavior of eyebrows of Cyber Robot.

능한 시스템 재설정 및 진화를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12]

. 그림 2와 같이 사

이버 로봇 시뮬레이터는 감정 모델 등 다양한 지능 알

고리즘과 로봇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거나 환경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성해야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는다. 그림 3은 구현한 사이버 로봇 시스템이며, 눈썹,

눈, 빰, 입, 팔 등 다섯 가지의 표현 부위로 구성한다.

각 표현 부위별로 표현 가능한 최소의 행동들을 단위

행동으로 정의하며, 그림 4는 다섯 가지 표현 부위 중

눈썹 부위에 대한 단위 행동이다.

구현한 사이버 로봇은 눈썹 부위 22 단위 행동,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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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23 단위 행동, 빰 부위 20 단위 행동, 입 부위 20

단위 행동, 팔 부위 10 단위 행동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이버 로봇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위 행동 조합의

개수 WC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WC = 22 × 23 × 20 × 20 × 10 = 2024000. (1)

기존의 방법은 200만개 이상의 행동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정의해야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 필요하다. 반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100개 미만의 행동 정의만으로

도 200만개 이상의 행동을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한 방

법은 표현 부위별로 행동을 정의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다양한

행동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의 표현 부위를 세분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3D 캐릭터 헤드 로봇 시스템

그림 5는 3D 캐릭터 헤드 로봇 시스템 ‘SALLY’이며,

그림 6은 SALLY의 시스템 구성이다
[13]

. 얼굴 부분에

LCD 화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 옆으로 두 개의 웹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Pan Tilt 움직임을 위

하여 두 개의 DC 모터를 사용하였다. 한 대의

그림 5. 3D 캐릭터 헤드 로봇 시스템 ‘SALLY’
[13]

Fig. 5. 3D Character Head Robot System ‘SALLY’[13].

그림 6. SALLY의 시스템 구성도

Fig. 6. The architecture of the SALLY robot system.

그림 7. SALLY의 눈/눈썹 부위에 대한 단위 행동

Fig. 7. Unit Behavior of eyes & eyebrows of SALLY.

Windows 기반 PC와 두 개의 MCU를 이용하며, PC에

는 얼굴 인식, 손 인식, 물체 인식 등의 영상 처리 엔진

과 성격 기반 다차원 복합 감정 엔진이 구동되며, 3D

캐릭터를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캐릭터 엔

진이 구동된다. 두 개의 MCU는 SALLY의 Pan과 Tilt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SALLY에 설치되어 있는 3D 캐릭터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감정 및 립싱크를 표현한다. 이 시스템은 다섯

가지 감정 요소와 다섯 가지 모음 요소의 조합을 이용

하여 얼굴 표현을 보여준다. 각 감정 요소 별로 가중치

를 달리 두어서 원하는 상태의 표정을 만들 수 있으며,

모음을 조합하여 입술 모양과 입이 벌어진 정도를 조절

할 수 있다. SALLY는 눈/눈썹과 입의 두 가지 표현 부

위로 구성한다. 그림 7은 두 가지 표현 부위 중 눈/눈썹

에 대한 단위 행동이다.

SALLY는 눈/눈썹 부위에 11 단위 행동과 입 부위에

12 단위 행동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SALLY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위 행동 조합의 개수 WS는 다음과 같

이 결정된다.

WS = 11 × 12 = 132. (2)

사이버 로봇과 마찬가지로 23개의 행동 정의만으로

132개의 행동 조합을 생성할 수 있으며, 표현 부위를

더욱 세분화하면 더 많은 행동 조합을 생성할 수 있다.

Ⅴ. 기계적인 설계 기반의 헤드 로봇 모듈

그림 8은 모듈화 로봇 시스템 ‘MF’이며, 헤드 모듈,

음성처리 모듈, 영상처리 모듈, 네비게이션 모듈 등 8개

의 지능 모듈을 가지고 있다
[14]

. 각 지능 모듈은 독립적

인 운영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어떠한 조합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9는 기계적인 설계 기반의 헤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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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듈화 로봇 시스템 ‘MF’[[14]

Fig. 8. Modular Robot System ‘MF’
[[14]

그림 9. 기계적인 설계 기반의 헤드 모듈 ‘MF Head’[14]

Fig. 9. Mechanical Design based Head Module ‘MF

Head’
[[14]

.

그림 10. ME Head의 눈/눈썹 부위에 대한 단위 행동

Fig. 10. Unit Behavior of eyes & eyebrows of MF Head.

모듈 ‘MF Head’의 얼굴 모듈로써 목과 얼굴을 통해 감

정을 표현한다.

목은 Pan-Tilt 구조로 제작하여 카메라의 시야 각을

넓혀줌과 동시에 Face Tracking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이나 부정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때

에도 사용된다. 얼굴 표정은 눈과 입으로 표현하며 로

봇의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헤드 모

듈은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임베디드 보드를 기반으

로 운영되며, DC 모터를 이용해 목을 움직이고, 서보모

터를 이용해 눈과 눈썹의 감정을 표현하며, LDM (Led

Dot Matrix)을 이용해 입과 뺨의 감정을 표현한다. MF

헤드 모듈 시스템은 눈/눈썹과 입/볼의 두 가지 표현

부위로 구성한다. 그림 10은 두 가지 표현 부위 중 눈/

눈썹에 대한 단위 행동이다.

MF 헤드 모듈 시스템은 눈과 눈썹 부위에 20개의

단위 행동과 입과 뺨 부위에 50개의 단위 행동으로 구

성된다. 따라서 MF 헤드 모듈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

는 모든 단위 행동 조합의 개수 WM는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WM = 20 × 50 = 1000. (3)

앞의 로봇들과 마찬가지로 70개의 행동 정의만으로

1000개의 행동 조합을 생성할 수 있으며, 표현 부위를

더욱 세분화하면 더 많은 행동 조합을 생성할 수 있다.

Ⅵ. 범용성 실험 및 분석

Ⅱ장에서 설명한 감정 생성 시스템과 감성 행동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로봇의 행동을 생성한다. 그리고 Ⅲ

장부터 Ⅴ장에서 설명한 세 가지 로봇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안한 시스템의 범용성을 실험한다. 실험은 각 로

봇 별로 목적이 다른 두 가지의 로봇 시스템을 설정한

다. 첫 번째 로봇은 세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안내 로봇

이며, 두 번째 로봇은 일곱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엔터

테인먼트 로봇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로봇이 다양한

감정을 생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 종류의 로봇 시

스템에 각각 적용한다.

1) 2초경, 3초간 즐거운 음악을 들려준다.

2) 5초경, 로봇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3) 7초경, 이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한다.

4) 11초경, 장애물을 발견한다.

5) 13초경, 로봇이 무언가에 부딪힌다.

6) 15초경, 로봇이 싫어하는 사람을 발견한다.

7) 16초경, 이 사람이 로봇을 때린다.

8) 17초경, 이 사람이 로봇에게 욕을 한다.

9) 20초경, 로봇이 좋아하는 사람을 다시 발견한다.

10) 22초경, 이 사람이 로봇을 달래준다.

11) 24초경, 이 사람이 로봇에게 선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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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및 행동 생성

앞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감정과 행동을 생성한다.

그림 11은 감정 생성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반응 작용

에 대한 결과이며, 그림 12는 내부 작용에 대한 결과이

다. 입력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두 로봇 시스템에

서의 결과는 같다.

그림 13은 안내 로봇의 감정 작용 결과이며, 그림 14

그림 11. 반응 작용에 대한 결과

Fig. 11. The results of the reactive dynamics.

그림 12. 내부 작용에 대한 결과

Fig. 12. The results of the internal dynamics.

그림 13. 안내 로봇의 감정 작용에 대한 결과

Fig. 13. The results of the emotional dynamics in the

guidance robot.

는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감정 작용 결과이다. 이전 작

용 결과와는 다르게 두 로봇이 다른 결과를 얻었다. 안

내 로봇의 감정 작용 그래프에서의 세 가지 감정은 엔

터테인먼트 로봇의 감정 작용 그래프에서 해당 감정과

동일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네 가지의 감정 결과

그림 14.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감정 작용에 대한 결과

Fig. 14. The results of the emotional dynamics in the

entertainment robot.

그림 15. 안내 로봇의 행동 작용에 대한 결과

Fig. 15. The results of the behavior dynamics in the

guidance robot.

그림 16.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행동 작용에 대한 결과

Fig. 16. The results of the behavior dynamics in the

entertainment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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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얻었다.

그림 15는 안내 로봇의 행동 작용 결과이며, 그림 16

은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행동 작용 결과이다. 감정 작

용의 결과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두 로봇의 행동 작

용 결과는 다른 값을 가진다. 두 로봇이 사용하는 감정

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간 상호 작용이 다르므로

두 로봇의 행동 작용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2. 사이버 로봇 시뮬레이터

그림 17은 안내 로봇의 목적을 가진 사이버 로봇의

감정 표현이며, 그림 18은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목적을

가진 사이버 로봇의 감정 표현이다. 두 로봇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감성 행동을 보였다. 예를 들어 18초에서

40초 사이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안내 로봇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은 반면에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슬픔을 표

그림 17. 사이버 로봇을 이용한 안내 로봇의 감정 표현

Fig. 17.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guidance

robot using the cyber robot.

그림 18. 사이버 로봇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감

정 표현

Fig. 18.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entertainment

robot using the cyber robot.

현했다. 안내 로봇은 슬픔을 생성하기 않기 때문에 똑

같은 상황에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엔터테인

먼트 로봇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

3. 3D 캐릭터 헤드 로봇 시스템

그림 19는 안내 로봇의 목적을 가진 3D 캐릭터 헤드

로봇의 감정 표현이며, 그림 20은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목적을 가진 3D 캐릭터 헤드 로봇의 감정 표현이다. 사

이버 로봇과 마찬가지로 두 로봇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감성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같은 모델에서 만들어진

감정 및 행동이 사양이 다른 로봇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19. 3D 캐릭터 헤드 로봇을 이용한 안내 로봇의 감

정 표현

Fig. 19.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guidance robot

using the SALLY robot.

그림 20. 3D 캐릭터 헤드 로봇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감정 표현

Fig. 20.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entertainment

robot using the SALLY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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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적인 설계 기반의 헤드 로봇 모듈

그림 21은 안내 로봇의 목적을 가진 MF 헤드 모듈

의 감정 표현이며, 그림 22는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목

적을 가진 MF 헤드 모듈의 감정 표현이다. 사이버 로

봇이나 3D 캐릭터 헤드 로봇과 마찬가지로 두 로봇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감성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같은

모델에서 만들어진 감정 및 행동이 사양이 다른 로봇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21 MF 헤드 모듈을 이용한 안내 로봇의 감정 표

현

Fig. 21.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guidance robot

using the MF head module.

그림 22. MF 헤드 모듈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의

감정 표현

Fig. 22.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entertainment

robot using the MF head module.

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감정에 의존적이지 않으면

서 로봇의 목적이나 사양에 상관없이도 다양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감성 행동 생성 방법을 제안했다. 각 감

정이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복합 감정 공간을 이

용하여 감정을 생성하고, 로봇의 목적에 맞도록 감정을

선택한다. 그리고 생성된 복합 감정을 사양이 다른 여

러 로봇에 적용할 수 있도록 로봇마다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단위 행동으로 구분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에 최적화된 행동 조합을 생성하기 위하여 모의 담금질

(Simulated Annealing) 방법을 이용한다.

제안한 방법의 범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양이 다

른 세 종류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리고 각 로봇

시스템을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로봇 시스템으로 설정

한 후 각 로봇 시스템에 같은 상황을 적용하여 어떤 행

동을 보이는지 실험했다. 실험 결과, 목적에 따라서 적

합한 감정을 생성하고 다양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같은 시스템의 결과를 사양이 다른

로봇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함도 확인했다. 추후 로봇이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성격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연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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