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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 유비쿼터스 컴퓨  구 에 

합한 기기로 떠오르면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개인화된 

지능형 서비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인 것이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

부 상황에 따른 에이 트의 자연스러운 행동 생성을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와 바쁨 

정도를 추론한 뒤 이와 함께 OCC모델을 이용한 에이 트 

자체의 감정 상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디바이스 

상태에 기반을 두어 행동 네트워크를 이용해 행동을 선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

증하기 해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 다.

키워드 : 지능형 합성 캐릭터, 지능형 에이 트, 스마트폰

Abstract As smartphones appear as suitable devices 

to implement ubiquitous computing recently, there are 

many researchers who study about personalized intelli-

gent services in smartphones. An intelligent synthetic 

character is one of them.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generating behaviors of an intelligent synthetic character. 

In order to generate more natural behaviors for the 

character, the Bayesian networks are exploited to infer 

the user's states and OCC model is utilized to create the 

character's emotion. After inferring the contexts, the 

behaviors are generated through the behavior selection 

networks with using the information. A usability test 

verifies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 Intelligent synthetic character, Intelligent 

agent, Smartphones

1. 서 론

최근 이동 화는 사람  사람의 커뮤니 이션에 있

어서 필수 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근래 들

어 많은 기업들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이동 화의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을 경쟁 으로 출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 스마트폰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구 에 합한 기기로 떠오르면서 스마

트폰에서 개인화된 지능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특성상 은 장용량, 

작은 화면  사람과의 낮은 상호작용 능력 등의 한계

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지능형 서비스의 도입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효율 으로 하기 해 고안된 

지능형 합성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행동 생성 방법을 제

안한다.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환경의 불충분한 

정보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와 바쁨 상태를 추론하고, OCC모델을 이용해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생성한 뒤 이를 행동선택 네트워

크와 결합하여 한 캐릭터의 행동을 생성한다.

2. 배경  련연구

S. Schiaffino 등은 개인화된 일정 리 에이 트를 

한 소 트웨어 구조를 제안하고 사용자 성향 학습방법으

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사례기반 학습방법을 제시하 다

[2]. 한, Han 등은 스마트폰에 장된 일정 정보  

음성 통화 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와 

바쁨 정도, 그리고 연락처에 장된 사람들과의 친 도 

등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추론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3]. Kim 등은 지능형 에이 트의 내부 상태를 

이용해 행동을 선택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4]. 한 Berg 등은 스마트

폰에서 연락처 정보에 하여 사용자가 캐릭터의 특징만

으로 구의 연락처 정보인지 알 수 있게 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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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  

바쁨 상태, 그리고 다양한 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동  

환경변화에 따른 지능형 캐릭터의 상황에 합한 자연

스러운 행동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3. 지능형 합성 캐릭터

지능형 합성 캐릭터는 인지 시스템, 감정 시스템, 동기 

시스템  행동선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1은 제

안하는 지능형 합성 캐릭터의 체 구조도를 보여 다.

그림 1 제안하는 지능형 합성 캐릭터의 구조 

3.1 인지 시스템

스마트폰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표 1과 같이 

사용자와 련된 주소록, 일정, 통화기록 등의 정보와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정보가 있다. 인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에서 감정 시스템과 행동선택 시스템

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표 1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종류 구성요소

사용자정

보

주소록 이름, 그룹, 화번호, 이메일, 주소

일정 제목, 장소, 카테고리, 시간

통화기록 이름, 화번호, 통화유형, 통화시간

스마트폰

기기 정보

배터리, 메모리, 터치패드, 화면 상태,

실행 로그램, 재 시간

한 인지 시스템에서는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바쁨 상태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추론한다. 그림 2는 사용자의 바쁨 상태 추론을 한 베

이지안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보여 다.

그림 2 바쁨 상태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한 부분

3.2 감정 시스템

감정 시스템에서는 인지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와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추론한다. 감정 시스템은 사용자 감정 시스템과 캐릭터 

감정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감정 시스템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추론한다. 그림 3은 사용자의 감

정 상태 추론을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보여 다.

그림 3 감정 상태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한 부분

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기 하여 감정을 

2차원 공간에서 나타내는 간단한 모델인 유발성-각성

(Valence-Arousal) 공간[6]을 사용하 다. 유발성 축은 

감정의 성격을, 각성 축은 감정의 강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유발성-각성 공간상에 행복, 흥미, 분노, 슬

픔, 졸음 등의 10가지 감정을 배치하 다.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통해 추론된 사용자의 유발성-각성 감정 상태

는 유발성-각성 공간상에서 특정 좌표에 치하게 되며, 

사용자의 감정은 10가지 감정  해당 좌표와 가장 가

까운 곳에 치한 감정으로 결정된다.

캐릭터 감정 시스템은 캐릭터의 감정 합성을 OCC모

델[7]을 사용하여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OCC모델을 수정하여 즐거움, 고뇌, 

자부심, 수치심, 치욕, 감사 등을 포함하는 총 14가지의 

감정 유형을 지닌 OCC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CC모델을 나타낸다.

OCC모델의 목표는 각각의 감정 유형의 감정 강도를 

시간에 따라 외부 요인을 이용하여 변화시키고 변화된 

감정 강도를 구하는 데에 있다[8]. 개의 감정 유형이 

존재할 때, 시간 에 해 차원의 감정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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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하는 OCC 감정 모델 

캐릭터 감정의 강도는 3가지 유형의 외부 요인인 사

건, 행동, 그리고 물건에 의해 정해진다. 각각의 외부요

인들은 고유의 가 치를 가지게 된다. 가지의 외부요

인에 해 시간 에 따른 외부요인집단 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   ∈    (2)

외부요인의 값은 시간 에서 외부요인의 존재 여부 

값과 각각의 외부요인에 할당된 고유 가 치 값의 

곱으로 표 된다. 감정 모델은 한 외부요인에 한 내

력을 가지고 있다. 는 시간 까지의 외부요인 내력을 

의미한다. 이 때, 시간 에서 새로운 감정  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3)

감정 강도의 변화량은 외부요인에 의한 감정의 변화

량을 계산하는 감정 변화 함수 와 내부 요인에 의한 

감정의 쇠퇴량을 결정하는 감정 쇠퇴 함수 의 합으로 

계산 된다.

감정 변화 함수는 우선 으로 캐릭터가 미리 가지고 

있는 목표, 표 , 태도를 이용하여 외부요인에 한 평

가를 수행한다. 사건은 캐릭터의 목표에 부합되는 바람

직한 사건인지 여부가 만족/불만족으로 평가되고 행동은 

캐릭터의 표 에 의거하여 캐릭터, 혹은 사용자의 행동

의 승인에 한 평가를 동의/비난으로 내린다. 한 물

건은 캐릭터의 태도를 반 해 캐릭터가 해당 물건을 좋

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선호/ 오로 평가된다. 평가

된 외부요인은 특정 감정 유형의 감정 강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감정 변화 함수는 외부요인 내력과 

내력 함수[7]를 이용하여 바로 에 얻어진 외부요인에 

의한 감정 강도 변화량을 조 한다.

감정 쇠퇴 함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감정 유형은 고유의 감

정 쇠퇴 함수를 이용해 다음 단  시간에 감소될 감정 

강도 변화량을 구한다.

몇 개의 감정들이 동시에 활성화될 경우에는 해당 감

정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감정이 활성화된다. 캐릭터의 

재 감정은 의 과정을 거쳐 계산된 감정 강도들  

강도가 가장 높은 감정을 택하게 된다.

3.3 동기 시스템

캐릭터는 항상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상황

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표 2는 상황에 따른 

목표들을 보여 다.

표 2 상황에 따른 목표

목표 상황

알리기 일정 몇 분 

기기 상태 일치 스마트폰의 재 상태를 표

감정 상태 일치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합한 행동

시간  일치 재 시간 에 합한 행동을 표

3.4 행동선택 시스템

행동선택 시스템에서는 행동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인

지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 사용자의 바쁨 상태, 그리

고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근거로 하고 동기 시스템에서 

설정된 목표를 목표로 삼아서 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다고 단되는 캐릭터의 행동을 선택한다.

행동선택 네트워크는 행동들 사이의 계, 목표, 외부 

환경을 구성요소로 하여 재 상황에 가장 합한 행동

을 선택하는 모델[9]로 행동, 외부목표, 내부목표가 링크

를 통해 연결되어져 있으며, 그림 5는 구 한 행동 네트

워크의 일부분이다.

선행조건은 행동이 실행되기 해서 참이어야 하는 

조건들의 집합이며, 추가조건은 행동이 실행되었을  

참이 되기 쉬운 조건들의 집합이다. 삭제조건은 행동이 

실행되었을 때 거짓이 되기 쉬운 조건들의 집합이고, 활

성도는 행동이 활성화된 정도를 나타낸다. 각 행동의 활

성도는 상태와 목표에 의해 증가하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끼리 주고받는다. 행동 네트워크에는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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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간에 따른 외부요인들의 변화와 캐릭터의 행동 

그림 5 행동 네트워크의 한 부분

행동을 결정하기 한 임계치가 있으며 선행조건이 모

두 참인 행동  활성도가 임계치를 넘는 행동을 선택

하게 된다. 임계치를 넘는 행동이 없을 경우에는 행동이 

선택될 때까지 임계치를 일정량 감소시켜가며 행동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행동 네트워크는 나타나기, 기

뻐하기, 웃기, 노래하기, 놀기, 울기, 화내기, 밥 먹기, 아

침인사, 밤인사 등 31가지의 다양한 행동을 생성한다.

4. 동작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행동생성 방법을 사용하는 캐

릭터는 Microsoft의 Embedded Visual C++ 4.0과 

Pocket PC SDK 2003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스마트

폰 삼성 SPH-M4650 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

고 추론하여 5 에 한 번씩 행동을 생성한다. 그림 6(a)

그림 6 실제 스마트폰 상의 캐릭터(a)와 행동 시(b) 

는 실제 스마트폰 상에서 동작하는 캐릭터를 보여 다.

제안하는 캐릭터의 유용성을 보이기 하여 다양한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캐릭터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그

림 7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부요인들이 변화할 때 그

에 따른 캐릭터의 행동을 도식화 한 것으로, 행동 활성

도가 가장 높은 행동들이 선택된 행동들이다.

사용자가 처음 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화면에 없음’ 조

건이 참이 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기’행동이 선택된다. 

이후 사용자의 감정이 슬픔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재 

감정에 한 행동인 ‘응원하기’, ‘애교피우기’, ‘울기’ 

등의 행동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림 6(b)는 행동 

‘응원하기’, ‘애교피우기’의 를 보여 다.

캐릭터는 사용자를 로해주었다는 행동에 평가를 내

려 자부심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캐릭터의 감정이 변함

에 따라 ‘ 로하기’ 행동이 선택된다. 이후에도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변할 경우 행복, 흥미 등의 정 인 감정

의 경우 같이 기뻐하는 행동을 수행하며 분노, 졸음과 

같이 부정 인 감정의 경우 사용자를 로하는 행동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음악을 듣기 해 미디어 이어

를 실행시킬 경우 ‘음악 재생’ 조건이 참이 되고 동기 

시스템에 의해 ‘폰 상태 일치’ 목표가 설정되어 ‘춤추기’ 

행동의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될 확률이 높아진

다. 캐릭터는 이후 음악에 해 평가를 내려 감정 상태

가 ‘선호’로 바 게 되고, 바  캐릭터의 감정 상태에 

합한 ‘웃기’. ‘노래하기’의 행동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진

다. 심시간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시간’ 조건이 참이 

되고 ‘시간  일치’ 목표가 설정되어 ‘밥 먹기’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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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도가 높아진다. 한, 사용자가 장시간 행복하면 이 

사건은 캐릭터의 ‘사용자의 기분이 좋기를 바란다.’는 목

표를 성취시키기 때문에 캐릭터에 의해 평가되어 감정

이 ‘흡족’으로 변화되고 그에 합한 ‘행복해하기’와 ‘사

랑하기’ 행동이 선택된다.

5. 사용성 평가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제안하는 방법

에 의해 생성되는 행동의 합성을 검증하기 해 사용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사용성 평가에는 지능형 캐릭터 서비스에 해 알고

는 있지만 실제 사용 경험은 없는 20  남녀 8명이 참

가하 다. 피험자들은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수행한다. 

피험자들은 각 시나리오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으로 선택되는 5개의 연속된 행동과 무작 로 선택되

는 5개의 행동을 찰한 후, 각 행동의 상황에 한 

합도를 평가한다. 합도는 1(매우 부 합함)～5(매우

합함) 값을 가진다. 표 3은 사용성 평가에 사용한 10개

의 시나리오를 보여 다.

이후 피험자 별로 무작 로 선택하는 방법과 제안하

는 방법의 행동별 수를 모두 합한 후, 각각의 방법에 

해당하는 평균 행동 합도 수를 구한다. 표 4는 피험

자들이 평가한 평균 행동 합도 수를 보여 다.

사용성 평가 결과 분석을 해 수집된 두 방법의 평

표 3 사용성 평가에 사용한 시나리오

시간 일정 상황 통화 상황

1 평일 아침 하루 업무일정 많음 없음

2 평일 녁 일정 종료 친한 사람들과 자주

3 평일 아침 일정 없음 친한 사람들과 자주

4 주말 오후 일정 종료 친한 사람들과 자주

5 평일 심 남은 일정 많음 없음

6 평일 밤 일정 종료 없음

7 평일 오 하루 업무일정 많음 없음

8 평일 아침 하루 업무일정 많음 잦은 통화

9 평일 오 일정 없음 업무시간에 자주

10 평일 오 하루 업무일정 많음 업무시간에 자주

표 4 평균 행동 합도

피험자 무작  선택 제안하는 방법

피험자1 2.46 4.50

피험자2 2.40 4.22

피험자3 3.00 4.44

피험자4 2.14 4.38

피험자5 2.44 4.40

피험자6 3.12 4.44

피험자7 2.88 4.54

피험자8 2.06 4.20

균 행동 합도를 이용해 콕슨 부호순  검정을 실시

하 다. 콕슨 부호순  검정을 수행한 결과 Z=-2.512

가 나왔고, 근사 유의확률(양측)은 0.012가 나왔다. 근사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행동 선택 방법이 캐릭터 행동의 합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상에서의 지능형 서비스의 

한 방법인 지능형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생성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캐릭터는 스마트폰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  바쁨 

상태를 추론하고 생성되는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이용

하여 행동 선택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에 가장 한 

행동을 선택한다. 한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방

법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그러나 아직은 사용자와 캐릭터간의 상호작용이 힘들

다는 단 이 있다. 캐릭터의 행동에 한 사용자의 피드

백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가 진화할 수 있는 학습 시

스템을 추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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