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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 로봇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용자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 및 행동 통합형 플랫폼을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에 구현한다. 행동 선택형 시스템에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합함으로서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했다. 시나리오 기반의 실험에서는 대화와 행동을 통한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1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

1. 서론

 로봇을 이용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로봇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로봇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
법을 제공한다면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1]. 자연어를 이용한 소통방법은 여러 커뮤니케이션 방
법 중 가장 명료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단순 전
달되는 텍스트 정보의 한계와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부
족한 표현력 등을 이유로 자연어 대화 그 자체만으로는 
전달의 한계를 지닌다[2]. 따라서 로봇의 제스쳐를 이용
한 방법이 필수적이다. 사람은 대화 중 대화 내용과 주
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제스쳐를 취한다
[3]. 로봇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대화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한 제스쳐의 생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대화상대
를 탐색하고 또 대화 상황에 맞는 제스쳐를 취하는 행동
선택 네트워크(Behavior Selection Network, BSN)를 제안
한다. 제안된 행동 선택 네트워크를 통해 로봇은 사용자
와 대화를 수행함과 동시에 적합한 제스쳐를 생성한다.

2. 관련 연구

2.1 나오 휴머노이드 시스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는 프랑스의 Aldebaran robotics
社에서 개발한 다목적 상용 휴머노이드이다. 빠른 컴퓨
팅 능력(AMD Geode 500Mhz)을 가지고 있으며 25개의 
자유 관절을 통해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초음파, 카메라, 적외선, 감압 센서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센서 배치는 인지기능 실험 및 구현에 적합한 환경을 구
현해준다. 기본 제공되는 제어 소프트웨어인 
Choregraphe의 GUI환경을 이용한 손쉬운 제어와 파이썬 
기반의 sdk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내장된 음성 인식 및 

합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연어기반 상호작용이 가능
하다.

2.2 로봇 행동생성 기법
 효과적인 로봇의 행동 생성과 관련,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Nakano의 서비스 로봇은 계획과 행동을 나
누고 행동 층에 상황별 대화 및 행동 전문가 시스템을 
두었다. 계획 층에서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행동 층에 
있는 각 전문가 시스템이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수행하
도록 적용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로봇의 행동과 
대화를 의도하였다[4]. 하지만 다루어야할 상황에 따라 
전문가시스템을 추가할 경우, 시스템끼리의 충돌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충돌을 제어하기 위한 불필요
한 연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Lim의 감정형 제스쳐 
기반 로봇은 행동 선택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대화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이룸과 동시에 로봇의 제
스쳐를 통해 로봇 스스로의 상태를 표현하도록 했다. 제
스쳐와 대화기능의 통합을 위해서 로봇의 감정 활성도를 
계산하는 모듈과 그에 따른 행동을 생성하는 모듈, 그리
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듈을 설계하여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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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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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Initial :

     initialize robot status

     goto Explore

Explore :

     self exploration and find user

     if(No_user_detect)

         goto rest

     if(User_detect)

         goto Conversation

Conversation :

     Talk with user and use gestures

     if(User_missing)

         goto Explore

     if(End_conversation)

         goto Rest

표 2 목적선택 알고리즘

감정 계산, 행동생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고안했다[5]. 이러한 구조에서는 로봇이 대화 이외의 환
경을 고려하지 못한다. 설령 사용자-로봇간 대화가 이루
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3. 제안하는 방법

3.1 대화형 시스템
  대화형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로봇과 자연어를 사용
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안드로
이드 speech api와 단순 패턴 매칭형 대화 에이전트를 
사용하였다. 안드로이드 스피치api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문자 형태로 변환한다. 문자 데이터는 대화 
에이전트로 전송된다. 에이전트는 패턴 매칭 과정을 거
쳐 입력에 대한 결과를 문자형태로 출력한다. 출력된 정
보는 로봇의 음성합성 과정을 거쳐 음성으로 변환되며 
최종적인 응답을 수행한다. 

3.2 유한 상태 기반의 행동 선택 네트워크
 행동 네트워크는 행동들 사이의 연결, 외부 환경, 목적
을 구성 요소로 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는 모델이다[6]..행동 노드 사이에는 연결을 갖는
다. 선행조건, 추가조건, 삭제조건이 그것인데 이러한 연
결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활성도가 계산된다. 이를 수식
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는 선임 연결에 따른 

선행 조건 집합의 원소를,  는 후임 연결에 따른 추가 

조건 집합의 원소를,  는 충돌 연결에 따른 삭제조건 

집합의 원소를 나타낸다.  는 행동의 활성도 값이다. 

는 연결 간 가중치를 나타낸다. 계산된 행동의 활성도 

값은 목적과 외부 환경 값에 의한 계산을 거친다. E는 
환경 노드를,G는 목적노드를 나타낸다. 계산된 각 행동
의 활성값들 간 비교를 거친다. 그 최대값이 네트워크의 
행동 임계값을 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넘는다면 
해당 행동은 실행되고 넘지 못한다면 새로 실행되는 행

동은 없이 임계값을 일정량 감소시킨 후 다시 행동선택
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행동 네트워크는 
자율적인 행동과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행동, 그리고 사
용자 탐색을 위한 행동 노드들을 포함한 14가지의 행동
을 가지고 있다. 유한 상태에 기반한 목적 선택 알고리
즘과 함께 작동하며 설계된 행동 선택 네트워크는 그림 
3과 같다. 행동 선택 네트워크의 목적 전환에는 유한 상
태 방법을 적용하여 로봇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
도록 설계하였다. 표 1은 설계된 목적에 대한 의사 코드
이며, 설계된 유한 상태 전환의 의사코드는 표 2와 같다. 

//활성도 초기화
For i = 0 to NumberOfActions

ActionLevel[i]. = 0
End For

While 
//센서(환경) 데이터 입력

For i =0 to NumberOfSensors
     Get SensorData[i].
End For

//환경과 목적의 연결
For i = 0 to NumberOfAction

           For j = 0 to NumberOfSensors
                 ActionLevel[i]. = Weight * SensorData[j].
           For k = 0 to NumberOfGoals
                 ActionLever[i]. = Weight * Goal[k].

End For
//행동 노드간 연결

For i = 0 to NumberOfActions
           For j = 0 to NumberOfActions
                 ActionLevel[i]. = Weight * Predecessor[j].
                 ActionLevel[i]. += Weight * Successor[j].
                 ActionLevel[i]. -= Weight * Conflictor[j].

End For
//행동 노드들중 최대값 탐색

For i = 0 to NumberOfActions
     If(Max(ActionLevel) == ActionLevel[i].)
          MaximumActionNumber=i
          Break
End For

//최대 활성도가 역치값을 넘을 경우 실행, 그렇지 못할 경우 
역치값 감소

If (Threshold =< Action[MaxiumActionNumber].)
     Do Action[MaxiumActionNumber].
Else 
Threshold *= 0.9

Loop

표 1 행동 선택 네트워크의 의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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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입력
목적

변화

활성화된 행동

노드
목적

- 일어나기 초기화

초음파,

감압센서
공간 탐색 탐색

카메라
사용자 얼굴

탐색
탐색

카메라

(사용자 얼굴)

사용자

인식
멈춤 및 인사 탐색

카메라

(사용자 얼굴)
- 대화하기

표 3 작성된 시나리오

감압 센서(머리) 고개 끄덕이기 대화하기

대화종료 메시지 대화 종료 손 흔들기 대화하기

시간경과 앉기 휴식

그림 3 Choregraphe를 통해 설계된 행동선택 

네트워크 및 목적 선택 모듈

왼쪽 위부터 1.센서 네트워크 2.행동선택 네트워크 

3.유한상태기반 목적 선택 모듈

Rest : 

     Release motor and rest

     if(Time_delays)

         goto Explore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제안하는 플랫폼은 Python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
의 행동 생성 모듈과 JAVA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음성인
식 시스템, C++를 이용한 대화형 에이전트로 구현되었다.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수행은 Core2 Duo 
3.06GHz, 12GB 메모리의 PC에서 수행되었다. 대화 시스
템, 로봇 나오, 행동 생성 네트워크, 안드로이드 폰 간에
는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로봇의 제
어 프로그램인 Choregraphe에서 설계된 행동생성 네트워
크 및 대화 시스템과의 통신 모듈의 모습 및 배치는 그
림 3과 같다. 

4.2 실험
 제안하는 시스템의 작동을 검증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구현을 검증하였다. 사용자는 로봇과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을 통해 음성 대화를 수행한다. 시나리오는 1.목적 상
태 간 전환의 동작을 시험하기 위해 2.대화상황에 적합
한 제스쳐 생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시나리오 
진행에 따라 행동 노드의 활성도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시간에 따른 행동별 활성도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인간-로봇간 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휴머노이드를 이
용, 대화와 환경에 따라 행동을 생성하는 행동선택 네트
워크를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에 적용하였다. 적용한 네
트워크를 통해 로봇은 주변 환경과 로봇 내부의 목표에 
따라서 자율적인 활동 및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수행한
다.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위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제 진행을 살펴보았으며 구현된 각 요소들이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사람의 행동을 
학습하여 로봇의 행동 네트워크를 변화 혹은 증가시키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해 로봇 스스로 대화 능
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연구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2012-0005799).

6. 참고 문헌
[1] Kerstin Dautenhahn “What is a Robot Companion - 

Friend, Assistant or Butler?,” pp. 1–6, Jun. 2005.
[2] Lㄴi, Jamy, and Mark Chignell. "Communication of
Emotion in Social Robots Through Simple Head

and Arm Mov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obotics 3.2 (2010): 125-142. Web.

[3] N. Mitsunaga, C. Smith, T. Kanda, H. Ishiguro,
and N. Hagita, "Adapting robot behavior for

human- robot interaction," IEEE Trans. on

robotics, vol.24, no.4, pp.911-916, 2008.

[4] Nakano, Mikio et al. "A Multi-Expert Model for
Dialogue and Behavior Control of Conversational

Robots and Agents." Knowledge-Based Systems

24.2 (2011): 248-256.

[5] S.-S. Lim, J.-W. Yoon, K.-H. Oh, and S.-B. Cho, 
"Gesture based dialogue management using 
behavior network for flexibility of human robot 
interaction," CIRA 2009, pp. 592-597, 2009. 12.

[6] Maes, P. "How to Do the Right Thing.",

Connection Science 1.3 (1989): 291-323. Print.

1

2

3

2012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9, No. 2(A)

2012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9, No. 2(B)

2012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9, No. 2(C)

2012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 39, No. 2(D)


	유한상태 기반의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봇의 대화형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