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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과 휴모노이드 로봇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로봇 연구의 핵심이다. 본 논문에서는 휴모노이드 로봇인 나

오 로봇을 통해 서비스 로봇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로봇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

생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터 프리미티브와 작업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을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시스템은 모터 프리미티브를 생성하는 단계까지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작업을 생성하는 하기 위한 기

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서론 

일반적으로 서비스 로봇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모

터 프리미티브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1]. 하나의 서비스는 다수 

개의 모터 프리미티브로 구성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다수 개의 모터 프리미티브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이 정의될 수 있다. 작업

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몇 개의 모터 프리미

티브를 이용해 작업을 정의해 놓거나[2][3], 자연스

럽고 무리 없는 동작의 수행을 위해 로봇에게 직접 

작업을 학습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로봇의 작업을 생성하기 위

해 필요한 사전 작업으로,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생성기의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모터 프리미티브 데

이터의 생성 방법은 사람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여 생

성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자연

스러운 로봇의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 

 
2.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생성기의 개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로봇은 나오(NAO) 로봇으로, 

총 26개의 관절을 갖는 휴모노이드 로봇이다. 나오 

로봇의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각 

관절의 값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서버 프로그램은 나오 로봇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

는 26개 관절의 값들을 받아서 특정한 포맷을 가지는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또한 저장한 데이터 파일을 나오 로봇에 업

로드하고, 다수 개의 데이터 파일을 결합시키는 기능

도 수행한다. 

나오 로봇은 각 관절의 값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여 하나의 관절이라도 값이 일정량 이상 변화하면 26

개 모든 관절의 값을 서버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또한 생성한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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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오로 

부터 가장 최신으로 업로드 된 모터 프리미티브를 읽

어 직접 관절에 데이터를 적용시켜 재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생성기의 인터페이스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생성기의 인터페이스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호출하기 

위한 모듈 인터페이스도 포함한다. (그림 1)은 서버 

프로그램과 나오 로봇을 이용한 모터 프리미티브 데

이터 생성기의 인터페이스 구성도이다. 

 

 

(그림 1)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기의 인터페이스 구성도 

 
서버 프로그램의 모듈은 다음과 같다. Motor 

Primitive Receiver 모듈은 모터 프리미티브를 생성

할 때, 나오 로봇의 26개 관절 값을 전송 받는 모듈

이다. 나오 로봇으로부터 관절 값을 전송 받으면 그 

때의 시간과 관절 값을 파일에 기록한다. 

Motor Primitive Storer 모듈은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듈이다.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

이 끝나면, 파일로 저장한다.  

Motor Primitive Merger 모듈은 여러 개의 모터 프

리미티브 데이터 파일들을 한 개의 파일로 결합한다. 

Motor Primitive Up-loader 모듈은 생성한 모터 프

리미티브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는 모듈이다. 

나오 로봇의 모듈을 살펴보면, Mode Touch 

Controller 모듈은 터치 센서 중 하나인 정수리 센서

를 이용해 모드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쪽 

센서는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이며, 중간 센서는 모드

를 선택하여 선택한 모드를 Mode Controller에 알려

주는 기능이며, 뒤쪽 센서는 실행 중인 모드를 종료

시키는 기능이다. 

Mode Controller 모듈은 정수리 터치센서로부터 선

택된 모드의 정보를 받아오면 그에 따른 모드를 실행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Arm Touch Controller 모듈은 모터 프리미티브 모

드에서 사용되는 모듈이다. 양쪽의 각 팔을 기준으로 

왼쪽, 뒤쪽,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으며, 뒤쪽 센서를 

터치하면 손가락을 굽혀 주먹을 쥐는 모듈을 호출한

다. 

Hand Controller 모듈은 양쪽 팔 터치 센서가 모터 

프리미티브 모드에서 사용될 때, 손가락을 굽혀 주먹

을 쥐는 기능을 수행한다. 

Motor Primitive Sender 모듈은 모터 프리미티브 

모드를 실행했을 때, 한 개의 관절이라도 일정 값 이

상 변화하면 서버 프로그램에 나오 로봇의 의 26개의 

관절 값을 전송하는 모듈이다. 

Motor Primitive Executor 모듈은 Test 모드에서 

사용되는 모듈로, 나오 로봇에 최신으로 업로드 된 

파일을 읽어, 사람이 Executor모듈의 설정 창에서 지

정한 인덱스를 이용해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파일

을 재생한다. 

 
4.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 과정의 분석 

이 절에서는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기를 실행했을 

때,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그

림 2)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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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 로봇과 서버 프로그램은 서로 연동된다. 우선 

나오 로봇의 Mode Touch Controller의 앞쪽 센서를 

터치하여 모드를 변경한다. Mode Touch Controller의 

중간 센서를 터치하여 나오 로봇의 Motor Primitive 

Sender와 서버 프로그램의 Motor Primitive Receiver

를 실행시킨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나오 로봇을 

조작하여 모터 프리미티브를 생성할 때, 물건을 집는 

동작을 생성하려면 Arm Touch Controller의 뒤쪽 센

서를 터치하여 Hand Controller를 실행시킨다.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을 완료하려면 Mode Touch 

Controller의 뒤쪽 센서를 터치하여 Motor Primitive 

Sender와 Motor Primitive Receiver를 종료시킨다. 

생성한 모터 프리미티브를 저장하기 위해 서버 프로

그램의 Motor Primitive Storer를 실행시켜 저장한다.             

(그림 2)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기의 순서도 

만약 생성한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파일을 나오 

로봇에 업로드 하려면 Motor Primitive Up-loader를 

호출하여 파일을 전송한다. 만약 생성한 다수 개의 

데이터 파일을 한 개의 파일로 결합하려면 Motor 

Primitive Merger를 호출하여 결합한다. Motor 

Primitive Merger를 수행한 후 또 다시 Motor 

Primitive Up-loader를 호출할 수 있다. 더 이상 FTP

업로드나 파일 결합을 하지 않으려면 종료한다. 

 

5. 실험 결과 및 향후 연구 

설계한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기를 통해 나오 로봇

이 가스레인지의 버튼이나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동

작을 생성하였다. 사람이 직접 나오 로봇의 관절을 

움직여 로봇의 앞에 있는 스위치로 손을 뻗어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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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르는 모터 프리미티브를 생성해서 저장하였다.  

(그림 3)은 생성한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파일을 

재생시켰을 때의 모습이다. 

 

   

(그림 3) touching 모터 프리미티브 수행 

 

이 모터 프리미티브를 수행하는 동안의 나오 로봇

의 관절 값 변화가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누르

는 동작을 취하는 이 모터 프리미티브는 나오 로봇의 

오른 팔만을 사용하는 동작으로, 관절 값의 변화는 

RShoulderPitch, RShoulderRoll, RElbowYaw, 

RElbowRoll, RHand 라는 오른 팔의 5개 관절에서만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가로 축은 모터 프리미티브

가 수행되는 시간으로, 0.5초 간격으로 총 21회 측정

되었다. 그래서 총 10.5초 동안 수행된다. 세로 축은 

오른 팔의 5개 관절 값으로, -2에서 2 사이의 범위에

서 변화한다. 

 

 

(그림 4) Touching 모터 프리미티브 수행 시의 관절 값 

 

위의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터 프리미

티브 생성기를 통해 모터 프리미티브를 데이터의 생

성 및 재생이 가능함을 검증 하였다. 추후에는 본 연

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작업 생성을 위해, 본 연구에

서 설계한 모터 프리미티브 생성기를 이용해 다수 개

의 모터 프리미티브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합하여 로

봇의 작업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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