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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적절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상호 작용과 요청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럽게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화를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 서비스

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 계획과 행동선택 네트워크의 장점을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생성된 행동을 

분석하고, 심부름 서비스 수행과정을 NAO 로봇에 적용한 결과를 확인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다양한 서비스 로 이 상용화되고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퓨로-D, iRobiQ와 같이 상

용화된 부분의 서비스 로 은 터치스크린과 같은 장치

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에 있어서 직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 

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동 으로 움직이며 명령

을 수행해야하는 로 은 환경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응하는 동시에 최종 목 을 달성해야한다. 본 논문은 

응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의 가장 일반 인 의사소통 방

식인 화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형 에이

트를 심부름 서비스에 용하며, 목 달성과 환경변화에 

강건한 하이 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NAO 로 을 제어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 NAO 로  

그림 1. NAO의 하드웨어

  가속도 센서와 정   센서를 이용해 자신의 자세

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센서를 이

용해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 25개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실

할 수 있는 최 의 휴머노이드 로  랫폼이다.

2.2 하이 리드 시스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기법을 하나로 결합한 시스템으

로서 표 1과 같은 기존의 연구가 있다. 

Object Researcher Content

Mobile

Manipulation

William 

J. Murphy

Hybrid Deliberative 

+ Reactive architecture[1]

Agent in a

simulated world
D. McDermott Reactive plan[2]

Mobile Robot H.-J. Min Moralization BSN + plan[3]

Humanoid Robot S.-J. Yun Moralization BSN + plan[4]

표 1. 하이 리드 시스템 련 연구

  본 논문에서는 정의된 최 의 환경을 기반으로 로 의 

최종 목 을 달성하는 계획 방법과 환경 변화에 따라 행

동을 생성하는 행동선택 네트워크(Behavior Selection Net

work, BSN) 모듈 방식을 결합한 하이 리드 시스템을 제

안한다. BSN 모듈은 Maes가 제안한 방식에서 행동 노드 

간의 경쟁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성을 높이기 

해 제안된 방식으로 환경, 행동노드, 목 으로 구성된다. 

계획 과정에서 각각의 BSN 모듈은 간 목  단 로 이

용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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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화를 기반으로 요청받은 심부름 서비

스를 수행하기 해 동 으로 움직이며 환경 변화에 따

라 하게 행동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화형 에이

트를 NAO 로 에 용한 화 모듈과 환경 변화에 

응하는 하이 리드 시스템의 기능을 로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값 발생 문제 해결에 확장하여 용한 제

어 모듈로 시스템을 구성한다. 심부름 서비스를 한 수

행 과정과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심부름 서비스 수행과정  시스템 구성 

 

3.1 NAO 로   

  하이 리드 모듈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해 

카메라 장치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정보와 NAO

로 의 재 상태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해당 정보로 

선택된 행동을 실 하기 해 각각의 행동에 매칭되는 

상  벨의 행동에 한 낮은 벨의 행동을 순차 으

로 제어한다. NAO 로 의 정보 수집과 제어를 하여 

필요한 API는 표 2와 같다. 

Use To

ALMotion Contorl joint/stiffness

ALRobotPosture Get/Set robot posture

ALModule Create modules

ALMemory Get/Insert data for modules to use 

ALLandmarkDetection Detect specific visual landmarks

표 2. 정보 수집과 제어를 한 API 

3.2 화 모듈

그림 3. 화시스템 응답생성 과정

 

  화형 에이 트는 단순 패턴매칭 방식으로 그림 3과 

같이 간단한 명령이나 화를 정의된 스크립트와 비교하

여 응답과 행동을 생성하지만, 서비스 요청과 같이 복잡

한 요청은 키워드 매칭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간단한 화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가한다.

3.3 제어 모듈

  그림 4는 제어 모듈의 개략도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BSN 모듈을 조합하여 심부름 서비스 수행 과정

을 계획하는 구조이다. 그림 5는 심부름 서비스를 수행

하기 한 BSN 모듈  하나이다. 

그림 4. 제어모듈의 개략도

그림 5. 물건 잡기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구성

 

4. 실험  결과  

4.1 화 모듈을 이용한 응답 생성 

그림 6. 화 스크립트

그림 7. 같은 요청에 한 응답 패턴 

  그림 6은 직 인 심부름 서비스 요청과정을 보이기 

하여 화내용의 일부를 스크립트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7은 동일한 요청에도 자연스러운 답변을 하기 하

여 임의의 확률로 생성된 응답 패턴 A, B, C를 나타낸다. 

총 50번의 동일한 요청에 하여 A=0.34, B=0.32, C=0.34 

확률로 세 가지의 다른 응답을 생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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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행동 선택 횟수 

4.2 상태  환경에 따른 행동노드의 활성도 변화 

시나리오1: NAO 로 의 출발 장소 S에 놓여있는 물건 A

를 장소 X에 놓으라는 심부름 서비스를 요청 받아, 물건 

A를 잡고 X로 이동하던 에 평소에는 없던 장애물을 

만난다.

State & Environment Goal

1 Place=S, Empty Hands, Invisible A Search for A

2 Empty Hands, Visible A, Untouchable A Move to A

3 Empty Hands, Visible A, Touchable A Grab A

4 Hold on Object Escape from S

5 Place=Hall, Hold on Object, Invisible A Search for X

6 Hold on Object, Visible A Move to X

7 Near Obstacle Avoid Obstacle

8 Hold on Object, Visible A Move to X

9 Place=X, Hold on Object Putdown A at X

표 3. 설정된 상황 정보  목표 

  상황 변화에 따라 한 로 행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기 하여 시나리오1을 기반으로 표 3과 같은 9개

의 상황을 나 어 설정하고, 각 상황에 따라 목표행동을 

정의한다. 실험 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그래 에 표시

된 부분은 선택된 행동과 활성도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목표행동과 동일하게 선택된 행동을 확인하 고, 갑작스

럽게 등장한 장애물 환경에서도 활성도 17.19로 장애물 

회피 행동노드가 하게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환경 변화에 따른 활성도 변화  선택된 행동

 

4.3 실험 환경에서의 나오의 심부름 서비스

시나리오2: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출발 장소 S에 놓여있

는 물건(A or B)을 장소(X or Y or Z)에 놓고 장소 S로 

돌아온다(장소와 물건은 마커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그림 9. 심부름 서비스 수행 모습

 이 실험을 하여 총 6개의 행동 노드를 구 하고, 제

안한 시스템의 심부름 서비스에 한 정확도를 확인하기 

해 물건 A, B와 장소 X, Y, Z에 한 6개의 경우의 수

를 각각 5번씩 그림 9와 같이 총 30번의 실험을 하 다. 

제어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동일한 명령에 해서 그

림 10과 같이 일정하지 않은 행동 선택 횟수가 출력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안하는 시스템은 주변 상

황에 유연하게 응하며 85.7%의 명령 수행 성공률을 보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 인 방법

으로 NAO 로 의 심부름 서비스를 요청하고 요청한 서

비스에 한 자연스러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환경에 

따라 한 행동생성과 최종 목 을 85.7%의 성공률로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제안한 화 

기반의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만족도와 응시간에 

한 실험을 추가할 정이며, 용한 시스템을 다른 로

행동 생성 방식과 비교하여 보다 명확하게 효율성과 정

확도를 검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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