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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많은 공연과 영화 분야에 메카트로닉스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기존 공연방식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쌍방향 공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인터렉티브 무대공연을 위하여

최근 공연에 사용되는 로봇의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로봇의 감정상태을 차 시스템과. 2
퍼지로모델링한다 그 결과다양한 자극과 로봇의.
상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로봇의 감정상태가

변화하는것 확인하였다.

캐릭터 로봇의 상호작용 모델2.

상호작용 로봇의 외부 자극에 대한 로봇의 행동

을 생성하기 위하여 와세다 대학의 WE-3RIV, MIT
의 등 다양한 상호작용 모델이 사용되Kismet [1,2]
어 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조건무조건. /
반사을 이용하여 외부 자극에 대한 로봇의 반응을

조건반사와 무조건반사의 형태로 모델링hybrid
하였다 또한 로봇의 내부 상태를 로봇의(Fig. 1).
행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차원 감정모델과 경험모2
델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로봇의 내부 감정.
상태에 따른 다양한 반응 생성이 가능하며 동일

반복되는 자극에 대하여 차별화된 로봇의 반응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자극이 로봇의 내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퍼지추론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 로봇의 상호작용 모델

중 차원 감정모델과 퍼지추론모델에 대해서 다루2
고자 한다.

Fig.1 Interaction model

차원 감정상태 모델3.2

인간의 행복을 차 시스템으로 모델링한2 sprott
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감정

상태를 히스테리시스를 포함한 차 시스템으로2
모델링 하였다 차 시스템은 감정상태의 실시간. 2
동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히스테.
리시스를 통해서 순간적인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격한 감정상태 변화 후 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자극으로 인한 로봇의 무드상태 모델링이 가능하

다[3].

퍼지 추론4.

본 논문에서 로봇의 상호작용에서 고려해야하

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로봇의 내부 감정 상태와

외부 자극을 사다리꼴의 퍼지 소속 함수를 이용하

여 퍼지화 하였다 외부 자극에 내부 감정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퍼지 규칙은 표 과 같다1 .
표 에서 보면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로봇에전달되1
는 자극 또한 없게 된다 내부 감정상태가 없을.
때 외부 자극 그대로 로봇에 전달된다 또한 내부. ,
감정 상태와 외부 자극이 상충될 때 로봇에 전달되

는자극이감소되며내부 감정 상태와외부 자극이

같을 때 로봇에 전달되는 자극은 강화된다 표 을. 1
바탕으로 내부 로봇에 전달되는 자극은 직접추론

방법중에서 을 사용한다Mamda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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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uzzy rule

감정
자극

NB NM ZO PM PB

NB NB NB NB NM ZO

NM NB NM NM ZO ZO

ZO ZO ZO ZO ZO ZO

PM ZO ZO PM PM PB

PB ZO PM PB PB PB

PB: Positive Big, PM: Positive Medium,
ZO: Zero, NB: Negative Big,
NM: Negative Medium

시뮬레이션4.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시뮬

레이션은 과 을 이용하여 수행MATLAB SimuLink
하였다.

차 시스템 감정모델4.1 2
는 차 시스템을 이용한 감정상태 시뮬레Fig 2. 2

이션 결과이다 초와 초에 긍정과 부정의 자극을. 0 5
각각주었을 때관성에따른 감정상태 변화를 나타

낸다 제안된 차 시스템은 감정 상태의 실시간. 2
변화를 잘 나타내며 또한 차 시스템의 상수질량2 ( ,
감쇠를 통하여 로봇의 외부 자극에 대한 성격을)
모델링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2 Interaction model

은외부 자극에 대한 제안된 모델의 히스테Fig 3.
리시스의 영향을 보여준다 첫 번째 경우는 초. 30
간격으 작은 동일한 자극 두 번째 경우는 초, 30
간격의 큰동일한자극 세번째경우는 초 간격의, 7
작은 연속된 자극에 대한 감정상태의 변화를 나타

낸다 작은 연속 자극이 오랜 시간을 두고 가해질.
경우 무드상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짧은 시(case 1)
간을 두고 가해질 경우 무드상태가 나타난(case 3)

Fig.3 Interaction model

다 또한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경우 연속되. (case 2)
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도 무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퍼지 추론4.2

표 는동일한외부자극에대한로봇에전달되는2
자극이 제안된 퍼지모델을통하여 내부 감정상태

에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외부에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로봇은 제로에 가까운 자극을 받아 드리

게 된다.
Table 2 Simulation result of fuzzy inference

감정상태 자극 결과

-0.7 0.6 0.08

-0.3 0.6 0.39

0 0.6 0.63

0.8 0.6 0.85

결론5.
본 논문에서 인터렉티브 공연무대를 위하여 캐

릭터 로봇의 인터렉션 모델 특히 감정상태 모델과,
퍼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본 모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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