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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로 의 다양한 활용과 더불어 로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 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표 으로 자연어 처리나 화  제스처 생성 등의 방법이 로 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에 

용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로 -사람간의 의사소통을 한 방법을 통해서는 정 인 의사소통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보다 자연스럽고 사실 인 의사소통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보다 수  높은 의사소통을 해 감정형 제스처 기반 화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패턴 매칭을 이용하여 로 과 사람간의 화를 수행함과 동시에 로 -사람간의 

화 도  실시간으로 상황에 어울리는 로 의 감정형 제스처를 생성한다. 감정형 제스처 생성을 통해 로

은 사람에게 화를 보다 효과 으로 달함과 더불어 사실 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제스처 생

성은 동 으로 변화하는 화 상황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행동 네트워크를 사용하 다. 이후 제안

하는 감정형 제스처 기반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감정이나 제스처를 사용

하지 않는 기존의 화 리 시스템과의 비교를 수행하 다.

키워드 : 휴머노이드, 화 리, 감정형 로 , 제스처 생성

Abstract Since robots have been used widely recently, research about human-robot communica-

tion is in process actively. Typicall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or gesture generation have been 

applied to human-robot interaction. However, existing methods for communication among robot and 

human have their limits in performing only static communication, thus the method for more natural 

and realistic interaction is required. In this paper, an emotional gesture based dialogue management 

system is proposed for sophisticated human-robot communication. The proposed system performs 

communication by using the Bayesian networks and pattern matching, and generates emotional 

gestures of robots in real-time while the user communicates with the robot. Through emotional 

gestures robot can communicate the user more efficiently also realistically. We used behavior networks 

as the gesture generation method to deal with dialogue situations which change dynamically. Finally, 

we designed a usability test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dialogue system. 

Key words : Humanoid, Dialogue management, Emotional robot, Gestur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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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로 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한 방법으로 의

사소통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로  사이의 의

사소통을 한 방법으로 자연어를 이용한 방법이 주목받

고 있다[1,2]. 이로 인해 HCI 분야에 있어서 자연어를 이

용한 화 리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HRI 분

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3,4].

로 과 사람과의 유연하고 사실 인 상호작용을 제공

하기 해 최근 화 시스템에서는 자연어 생성[5-8]과 

같은 문장 생성 메커니즘을 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사실 인 상호작용을 한 다른 방법으로 로 의 제스

처 생성에 주목하 다. 사람은 화 도  무의식 으로 

상 방에게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보다 순조로운 상호작

용을 수행할 수 있다[9]. 이러한 이유로 화형 에이

트의 사실 인 상호작용을 해 화 내용에 따라 합

한 제스처를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2].

사람은 화  화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자연스럽다고 단되는 제스처를 취한다. 

따라서 로 의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제스처 생성을 

해서는 화 상황과 화자의 의도 등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화  제스처 생성에 

한 연구의 경우 제한된 수의 상황만을 이용하여 간단

한 규칙 기반 방법을 통해 제스처를 생성하는 데에 그

치기 때문에 복잡하고 동 인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화에는 응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 보다 사실 인 화  제스처 생성을 해 로

이 내부 상태를 가짐으로써 보다 자율 인 행동을 수

행할 수 있다[12].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내부 상태 

 하나는 감정 상태로써, 감정 상태를 고려한 제스처는 

상 방에게 화자  청자의 의도를 효율 으로 달할 

수 있으며 사실 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하고 사실 인 사람-로  간의 상

호작용을 해 제스처 기반 화 리 시스템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화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 그

리고 행동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화 시스템은 화의 

흐름을 악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한 주제 추론

과 키워드 매칭을 이용한 답변 선택을 수행한다. 감정 

시스템은 OCC모델을 이용하여 재 상황에 합한 로

의 감정을 생성한다. 행동 시스템에서는 화 시스템

과 감정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한 제

스처를 생성한다.

2. 련 연구

2.1 화 시스템

표 1 화형 에이 트에 사용되는 기술

기술 수행작업 기술 난이도

단순패턴매칭 웹검색엔진 단순질의응답

쉬움

어려움

제한 본

기반모델
게임

단순한 선택을 

통한 화진행

유한상태모델 장거리 화
상태 환을 통한 

제한된 유연성

임기반모델 열차정보검색
단순패턴매칭을 

이용한 정보기입

제기반모델 TV, 날씨, navi
화 제를 통한 

화 수행

계획기반모델
부엌디자인

도우미
동 주제변화

화 시스템은 자연어 기반 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한 행동을 취하여 사용자를 돕는다

[13]. 자연어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유연성, 명료

성, 표 력 면에서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합하다[14].

화 에이 트의 연구를 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표 1

에서 보여주는 기술들이 제안되었다[15]. 계획기반모델

을 제외한 부분의 방법은 화 에이 트를 설계하는 

일반 인 기법이다. 이들은 단순한 화의 유형들에 기

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에 해서는 설계

가 쉽고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복잡한 상황의 화

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기반모델은 화 설

계에 있어서 화 제를 수집하고 의미정보를 태깅한 

후, 사용자 질의문과의 태깅된 정보 간의 유사도를 계산

하여 화를 수행하는 방법이다[16]. 이 방법은 수집된 

화를 분석하여 의미정보를 태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 으로 은 양의 제만으로도 높은 성능

의 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6]. 계획기반모델은 

상 역의 질의모델링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 의 기법

들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계획을 악하고 그 계획을 성

취하기 한 동작 등을 결정한다. 좀 더 실세계의 화

에 가깝고, 사용자의도를 악하여 화를 진행하기 때

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동작

에서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시스템의 구 과 유지가 

어려운 것이 문제 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 에이 트를 보다 유연하고 자연

스럽게 만들기 해서 계획 기반 모델을 이용해 분석 

모듈을 설계한다.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주제 추론, 

키워드 패턴 매칭의 2단계 추론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

게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한다.

2.2 행동 기반 시스템

행동 기반 시스템은 명확한 지식을 표 하는 통



행동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정형 제스처 기반 화 리 시스템  781

인 인공지능 방법과는 달리 에이 트와 환경과의 직

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을 생성한다. Maes가 제안한 

행동 네트워크[17]는 행동 기반 시스템에 목표를 부여하

여 체 인 목 에 따라 자율 으로 행동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행동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의 에이 트의 

행동 생성에 용되어 사용된다. Nicolescu 등은 행동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독자 으로 확장시킨 행동 네트

워크 시스템을 제안하 다[18]. 이후 계층  구조를 가

지는 행동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여 모바일 로 의 

행동 생성에 용시켰다[19]. 한 Khoo와 Zubek은 행

동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의 캐릭터 행동을 

생성하 다[20].

행동 네트워크는 일반 으로 간단한 규칙 기반 시스

템에 비해 행동들을 보다 자연스럽고 상황에 유연하게 

처하여 생성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행동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로

의 제스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3 감정형 로

로 에게 있어서 감정을 표 하는 기능은 로 이 사

회의 구성원으로, 혹은 좀 더 지 인 기계로 인정받기 

한 가장 요한 요소이다[21]. 이러한 이유로 로 으

로 하여  스스로 감정을 인지, 는 생성하고 표 하게

끔 하는 기술에 한 연구는 꾸 히 진행되어왔다.

감정형 로  연구에 있어서 로 의 역할이자 주목받

고 있는 연구이슈  한 가지는 로  스스로의 감정 생

성이다. 로 의 감정 생성은 주로 OCC 모델[22], Weiner 

모델[23], FLAME 모델[24] 등의 감정 모델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감정 모델들을 이용한 로 의 감정 생성은 

인간의 인지 모델에 이론  기반을 두고 감정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한다. 한 로 은 생성된 감정을 

사용자에게 효과 으로 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로 의 감정을 표정, 혹은 행동으로 사용자에게 표

하는 것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5]. 

로 의 감정 요소는 제스처 기반 화 리에 있어서

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

서는 감정형 제스처를 이용하여 로 이 스스로의 상태

를 표 하게끔 하며, 사용자로 하여  로 을 더욱 친근

하게 느끼게 해 보다 사실 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3. 제안하는 방법

로 의 보다 유연하고 사실 인 제스처 생성을 해 

본 논문에서는 화 시스템, 감정 시스템, 행동 생성 시

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로 은 화로부터 감정을 

생성하고 화 도  화 상황과 생성된 감정 상태 표

에 합한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생성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3.1 화 시스템

화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화를 통해서 필요한 정

보를 추출하고 사용자가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 그 의도

를 추론하여 에이 트가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본 논문의 화 시스템에서는 베이지안 네

트워크와 패턴 매칭의 2 단계 추론을 통해서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사용자 질의를 

수행하기 한 패턴-답변 의 범주인 사용자 화의 주

제를 추론하기 하여 사용되고, 키워드를 이용한 패턴 

매칭[26]은 선택된 주제에 합한 패턴-답변 을 선택된

다. 에이 트는 2 단계 추론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주제별로 지식구조를 나 어 시스

템의 확장성과 휴 성을 높여 다.

3.1.1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주제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충분한 정보를 표상하거나 추

론하는 표 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 도  발

생하는 생략과 축약 등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해 계

층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림 2는 상 역

을 계층 으로 설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보여 다.

그림 2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계층  주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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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계층의 노드들은 상 역에서 사용되는 키워

드들로 구성되어, 그 값은 각 키워드와 재 화와의 

연 성을 나타내며, 개념(Concept) 계층의 노드들은 

상 역에 존재하는 속성-값의 으로 구성되고, 그 값은 

속성에 한 값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제 

계층의 노드들은 최종 으로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정

보를 의미한다. 개념 계층과 키워드 계층 간의 연결은 

개념 계층의 속성-값의 과 이와 련된 키워드들과 

연결이 되고, 주제 계층과 개념 계층의 연결은 주제 노

드의 정보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속성-값의 과 연

결된다.

상 역의 주제를 계층 으로 분류하여 모델링하면 

사용자 의도를 몇 단계로 분석하여 사용자 의도를 세부

으로 악하도록 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공유지식

을 설계하여 계층 간의 이동시에 발생하는 각 계층에서

의 사용자의 의도에 한 모호함을 최소화한다[27].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  상 역을 분석하고 네트워크를 설

계할 때 개념  이해의 용이함을 제공한다. 그림 3은 언

어 해석 모듈에서의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과정이다.

입력 질의에서 포함된 키워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을 한 증거변수로 사용되며, 단계 1에서 보듯이, 

이  화를 기억하기 해 입력 질의에는 포함되지 않

은 키워드는 그 확률값을 일정 비율로 인다. 추론이 

끝나면 확률값이 가장 높은 주제 노드가 선택되고 그 

확률값이 임계치를 넘는다면 입력 질의의 주제가 된다.

그림 3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동작과정

3.1.2 키워드 패턴 매칭을 통한 답변 선택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입력 질의에 한 주제가 선

택되면, 련된 지식구조와 키워드 매칭을 수행하여 

한 패턴-답변 을 찾는다.

보통 패턴-답변 이 많고 규칙이 복잡해지면 정보의 

복으로 인해 패턴 매칭의 성능이 하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체 패턴-답변 을 주제별로 나 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을 통해 질의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패

턴 매칭에서 고려해야 하는 패턴-답변 의 양과 정보의 

복을 축소한다. 패턴-답변 은 그림 4의 정의에 따라 

XML 형식으로 장된다. <topic>은 베이지안 네트워

크 의 주제 노드의 이름이며, <pattern>은 사용자 질의

문의 키워드와 패턴 매칭할 키워드의 순서이고, <re-

sponse>는 패턴-답변 이 선택되었을 때 제공할 답변

정보이다.

키워드 매칭의 수는 문서 분류에서 자주 사용되는 

F-measure로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preci-

sion)와 재 율(recall)이 같은 비 을 가지도록 a 값을 

1로 설정한다. 키워드 매칭을 통하여 한 패턴-답변

이 존재하면, 이 패턴-답변 의 답변정보와 문장계획 

트리를 사용하여 답변 문장을 생성한다.

그림 4 패턴-답변 의 정의  

recallprecision
recallprecisionmeasu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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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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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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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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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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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OCC 감정 모델

3.2 감정 시스템

감정은 로 의 자기 표출에 있어서 핵심 인 부분으

로써, 로 의 구 에 있어서 특히 요시 된다[28]. 본 

논문에서는 감정 생성을 해 OCC모델[22]을 사용한다. 

OCC모델은 감정 생성을 해 제안된 표  모델로써 감

정의 인지  평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강한 이

론  근거를 가지고 리 사용되고 있다[29]. 본 논문에

서는 그림 5와 같이 총 14가지의 감정 유형을 지닌 모

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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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OCC모델의 목표는 각각의 감정 유형의 감정 강도를 

시간에 따라 외부 요인을 이용하여 변화시키고 변화된 

감정 강도를 구하는 데에 있다[22]. 개의 감정 유형이 

존재할 때, 시간 에 해 차원의 감정 는 수식 (1)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각 감정의 강도   은 3

가지 유형의 외부 요인인 사건, 행동, 그리고 물건에 의

해 정해지며, 각각 고유의 가 치를 가지게 된다. 가지

의 외부요인에 해 시간 에 따른 외부요인집단 는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외부요인의 값은 시간 에서 외부요인의 존재 여부 

값과 각각의 외부요인에 할당된 고유 가 치 값의 

곱으로 표 된다. 는 시간 까지의 외부요인 내력을 

의미한다. 이 때, 시간 에서 새로운 감정   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3)

감정 강도의 변화량은 외부요인에 의한 변화량을 계

산하는 감정 변화 함수 와 내부 요인에 의한 감정의 

쇠퇴량을 결정하는 감정 쇠퇴 함수 의 합으로 계산 

된다.

감정 변화 함수는 우선 으로 로 이 미리 가지고 있

는 목표, 표 , 태도를 이용하여 외부요인에 한 평가

를 수행한다. 사건은 로 의 목표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사건인지 여부가 만족/불만족으로 평가되고 행동은 로

의 표 에 의거하여 동의/비난으로 평가한다. 한 물건

은 로 의 태도를 반 해 선호/ 오로 평가된다. 특정 

외부요인에 응되는 한 로 의 평가 결과는 사 에 

정의되며, 외부요인이 입력되면 로 은 정의된 응 

계를 통해 평가 결과를 맵핑시킨다. 평가된 외부요인은 

특정 감정 유형의 감정 강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감정 변화 함수는 외부요인 내력과 내력 함수를 이

용하여 바로 에 얻어진 외부요인에 의한 감정 강도 

변화량을 조 한다. 감정 쇠퇴 함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감정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감정 

유형은 고유의 감정 쇠퇴 함수를 이용해 다음 단  시

간에 감소될 감정 강도 변화량을 구한다.

몇 개의 감정들이 동시에 활성화될 경우에는 해당 감

정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감정이 활성화된다. 로 의 

재 감정은 의 과정을 거쳐 계산된 감정 강도들  강

도가 가장 높은 감정을 택하게 된다.

3.3 행동 생성 시스템

행동 생성 시스템은 행동 네트워크[17]를 이용하여 상

황에 가장 합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생성한다. 행동 

네트워크는 행동들 사이의 연결, 외부 환경, 목표를 구성 

요소로 하여 재 상황에 가장 합한 행동을 선택하는 

모델로, 기본 행동, 조건, 그리고 목표로 구성된다[17].

행동 네트워크의 각 행동 노드는 선행조건, 추가조건, 

삭제조건,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 행동 간의 내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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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선행자 연결 : 의 선행조건 p가 거짓이고 p가 의 

추가조건이다.

후임자 연결 : 의 추가조건 p가 거짓이고 가 실

행 가능하며 p가 의 선행조건이다.

충돌자 연결 : 의 선행조건 p가 참이고 p가 의 

삭제조건이다.

행동의 활성도는 우선 외부 환경과 목표로부터 유도

되며, i번째 행동의 활성도 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와 는 각각 환경과 목표로부터 활

성도를 유도하기 한 가 치이고, 과 은 각각 

I번째 행동에 해 n번째 환경과 m번째 목표의 연결 

여부를 나타내며 0과 1의 값을 가진다.

그림 6 행동 네트워크의 행동 생성 과정

그림 7 설계한 행동 네트워크의 일부분

   


 


     (4)

이후 행동은 다른 행동과의 연결 계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행동끼리 활성도를 교환한다.  ,  , 는 

각각 선행자, 후임자, 충돌자 연결을 통해 활성도를 교

환하기 한 가 치이며,  ,  , 는 각각 에서 

로의 각각의 연결 여부를 나타낸다.

         


   

≠   

 (5)

행동 네트워크에는 실행 가능한 행동을 결정하기 

한 임계치가 있으며 선행조건이 모두 참인 행동  활

성도가 임계치를 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임계치를 

넘는 행동이 없을 경우에는 행동이 선택될 때까지 임계

치를 일정량 감소시켜가며 행동을 선택한다. 그림 6은 

행동 네트워크의 행동 생성 과정을 보여 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행동 네트워크는 사용자 인식 상

태, 시간, 일정, 로  상태 등을 환경 요소로 하며 휴식

하기, 인사하기, 알리기, 질문하기, 답하기, 감정 표

하기의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총 29가지의 제스처를 생

성한다. 그림 7은 설계한 행동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보

여 다.

3.4 목표 리

로 의 목표는 화 내용이나 감정 상태에 어울리는 

화 생성을 해 화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에 의해 

설정된다. 표 2는 상황에 따른 목표들을 보여 다. 목표

는 한 번에 한 가지, 는 여러 가지를 가질 수도 있다. 

로 은 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단하고 목표로 설

정한다.

표 2 상황에 따른 목표

목표 상황

휴식하기 화 하고있지 않음

인사하기 사용자가 처음 나타남

알리기 요 알림 사항 발생

질문하기 사용자와 화  (질문)

답하기 사용자와 화  ( 답)

감정 표 하기 특정 감정이 활성화

4.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Microsoft Visual C++ 2008과 

Microsoft Visual C# 2008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Speecys 휴머노이드 로  상에서 동작한다. 사용자는 

키보드 입력을 통해 로 과 화를 수행한다.

화 시스템의 패턴-답변 은 일정과 연락처의 검색, 

추가, 수정, 삭제와 련한 총 13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각 주제별로 2개에서 10개까지의 총 74개의 패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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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되었다.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주제 추론

을 해서 패턴-답변 에 정의된 주제에 맞춰서 총 13

개의 주제 노드를 구성하 으며, 일정과 연락처에 련

한 총 8개의 속성-값 에 해당하는 개념 노드로 구성

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분석하기 해 화 시

나리오를 설계하고 시나리오 상에서 생성되는 제스처를 

찰하 다. 표 3은 설계한 화 시나리오를 보여 다.

로 이 처음 사용자를 발견하게 되면 화 시스템은 

행동 생성의 목표로 ‘인사하기’를 설정하고, ‘인사’ 행동

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어 인사로 사용자를 맞이하게 

된다.

인사를 마친 후 사용자는 로 에게 오늘 일정에 해

서 문의하게 된다. 로 은 문의 내용을 인지하고 오늘 

일정을 검색한다. 로 은 오늘 일정의 종류가 정 인 

‘미 ’인 것을 악하고 행동 네트워크의 환경 요소  

‘정  일정’을 설정한다. 한 사용자에게 답하기 해 

‘ 답하기’ 목표가 설정된다. 행동 생성 시스템을 통해 

로 은 재 상황에 일반 인 답 제스처가 합하다

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손 들기’ 행동이 활성화되어 한 

손을 들면서 사용자에게 답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일정 확인 후 새로운 일정을 등록하려 하지

만, 해당 시간에 이미 다른 일정이 등록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로 은 등록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알리기’ 목표가 설정되고, ‘ 요 일정’ 환

경이 설정된다. 이후 로 은 양 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일정 등록 오류를 알려 다. 한 재 존재 일정의 

요도를 고려하여 양 팔을 흔들어 다.

이후 최종 으로 로 은 시간을 조정하여 일정을 성

공 으로 등록한다. 이 때, 로 은 일정 시간을 조정하

고 성공 으로 등록한 행동에 해 스스로 평가를 내려 

‘자부심’의 감정이 활성화 되고, ‘감정 표 ’ 목표가 설정

되며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알리기’ 목표는 해제되어 

표 3 화 시나리오

화자 화

Speecys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용자 오늘 일정 좀 알려 래?

Speecys 오후 3시에 교수님과 미 이 있습니다.

사용자
여자친구와 녁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오후 5

시에 가능할까?

Speecys

죄송하지만 해당 시간에는 수업 일정이 있습니다. 

해당 일정은 요 일정으로 잡  있기 때문에 다

른 일정으로 체할 수 없습니다. 신 내일 오후 

7시는 가능한데, 오후 7시로 잡아드릴까요?

사용자 그래.

Speecys
내일 오후 7시 여자친구와의 녁식사 일정이 등

록되었습니다.

그림 8 화 흐름에 따른 생성 제스처

‘자부심’ 제스처를 수행할 확률이 증가하며 ‘양 팔 흔들

기’ 제스처의 활성도는 낮아진다. 그림 8은 화 시나리

오의 흐름에 따른 로 의 생성 제스처를 보여 다.

이후 제안하는 시스템을 사용하 을 때 감정형 제스

처가 실제 시스템의 유용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사용성 평가는 10명의 

학원생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평가를 해 참가자는 

표 4와 같이 다섯 가지의 태스크를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인 화 리 시스템, 일반  제스처만 사용

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각각 수행한 

뒤 시스템에 한 사용성 평가 질의를 수행하 다.

표 4 사용성 평가를 해 수행한 태스크

No 수행 태스크

1 로 이 사용자에게 다가오는 일정을 알림

2 등록된 오늘 일정을 조회

3 등록된 일정을 변경

4 새로운 일정을 등록 (겹치는 일정 없음)

5
새로운 일정을 등록 (겹치는 일정이 존재하여 등록하

려는 일정 시간을 변경)
 

사용성 평가를 해 피험자들을 상으로 SUS질의

[30]가 제공되었다. 수는 각 문항 당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1 부터 “강한 정”을 나타내는 5 까지 5단

계로 나 어서 평가되었다. 표 5는 사용성 평가에 사용

된 SUS질의를 보여 다. 

사용성 평가 결과, 제안한 감정형 제스처 기반 화 

리 시스템의 경우 평균 72.1 을 얻었지만,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인 화 리 시스템의 경우 51.3

, 감정이 없이 일반  제스처만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

우 63.7 을 얻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제안하는 시스템이 사용성 측면에 있어서 보다 우수함

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림 9는 사용성 평가 결과 두 시스

템의 비교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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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US 질의

No 질의

1 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할 것이다.

2 이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3 이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4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5
이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이 조직 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6 이 시스템이 무 불안정 하다고 생각한다.

7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사용법을 빠르게 익힐 것

이라고 생각한다.

8 이 시스템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9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10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 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9 사용성 평가 결과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로 과 사람 간의 유연하고 사실 인 

상호작용을 해 감정형 제스처 기반 화 리 시스템

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화 상황에 따라 로

의 감정 상태를 생성하고, 상황과 감정에 합한 제스처

를 행동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분석하기 해 시나리오 기반 생성 제스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유용성을 평가하기 해 기존의 

감정형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화 리 시스템과의 

SUS 테스트 결과 비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로 이 스스로의 감정을 생성하고 반

할 뿐,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여 화에 반 하고 

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감정 생성 

뿐만 아니라 화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여 

화  제스처 생성에 반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제시된 감정형 제스처가 사용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뿐만 아니라 각 모듈의 성능  정확

도에 한 분석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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