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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인간형 예술 로봇 중 사실적인 형태를 가진 실리
콘 로봇은 점점 인간과 형태적으로 거의 유사한 모습으
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한 로봇이 우리에게 주는 언캐니
(Uncanny) 한 느낌은 대부분 동작할 때나 인간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1] 의도된 언캐니와 
의도와 상관없이 기술적인 한계로 생기는 자연스럽지 못
한 반응에 의한 언캐니와는 전혀 다르다. 
  기존의 작품들을 접하는 관람객들은 형태적인 언캐니
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작품의 개성으로 받
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대화 도중 적합하지 않은 응답을 
하거나 오작동을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작품 로봇에 대해 
가졌던 호감을 접거나 몰입을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렇게 의도되지 않은 언캐니함은 많은 경우 로봇과 관람
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언캐니함의 강도
는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 그래프에서 보이듯 형태
적으로 인간을 많이 닮을수록, 그리고 움직임이 있을 수
록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비의도적인 언캐니함
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2] 

2. 감성 컴퓨팅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한 갈래로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구
현하는 시스템이나 장비를 디자인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
이다. 감성컴퓨팅은 근본적으로 인지과학을 바탕으로 마
음과 감성을 파악한다. MIT의 로잘린드 피카드(Rosalind 
Picard)가 1997년에 감성컴퓨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

였을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
어왔다.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으며, 점점 복잡해지는 컴퓨터 시스템과 넘쳐
나는 정보에 압도당한 사용자들을 위해 좀더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의 의사소통은 단지 대화내용뿐 아니라 얼굴표정이
나 자세, 제스처로 소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원
화된 입력방식(Multimodal Channel)을 이용하여 기계에
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과 소통하도록 하는 방
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3]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표정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표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전체 감정의 맥락을 읽어내
야 한다. 

3.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감성컴퓨팅(Affective Computing)의 관
점으로 딥러닝 기반의 비디오 시퀀스 감정 인식 및 생성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딥러닝 모형 중 순환신
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비디오 이
미지의 시퀀스 데이터로 감정을 판단하고 생성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고 감성 로봇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전체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는 관객, 즉 대화 대상의 내면의 흐름인 감
정 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에 반영하여 대
화의 응답과 로봇의 감정 상태를 결정지어 표정을 생성
하려 한다. 이를 위해, 표정 상황 인식 시스템 및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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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 소통을 위한 비디오 시퀀스 표정생성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

서는 실시간 비디오 데이터로 판단된 관객의 감정 상태를 반영한 대답을 하며,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하여 대화의 맥락

에 맞는 로봇의 표정을 실시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관객의 표정을 위해 3만여개의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 88%의 학습 

정확도로 표정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로봇 표정 생성에 딥러닝 방식을 적용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

후 대화 시스템 자체에도 딥러닝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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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감정 표정 생성 시스템의 총 3가지 시스템을 각
기 독립적으로 구현하고, 이들의 입출력을 연결하여 전
체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첫번째로는 표정 상황 인식 시스템이다. 관객의 얼굴
을 실시간 비디오로 입력 받고, 얼굴 인식 및 인식된 얼
굴의 표정 지표와 각도 정보를 추출한다. 사전에 다양한 
비디오 입력을 통해 학습된 모델에, 실시간으로 추출된 
얼굴표정지표의 변화 추이를 입력하여, 관객의 상태가 
‘끄덕이는’ 또는 ‘고개를 젓는’ 제스처와 ‘기분이 좋은’, ‘기
분이 나쁜’, ‘궁금한’ 표정의 5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할 
확률을 각각 계산한다. 이를 위하여 C++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비디오 입력을 받아 얼굴 인식 및 얼굴표정지표
를 추출하고, Python 프로그램으로 모델 서버를 구성하
여 감정 상태를 계산한다.
  두번째 시스템은 대화 시스템으로, 관객의 음성을 입
력 받아 음성 인식을 통해 질문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한
다. 변환된 질문 텍스트와 미리 구성된 질문/응답 사전의 
키워드와 비교 검색하여 적절한 응답을 찾아낸다. 이때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상황인시스템에서 계산한 
관객의 감정 상태를 동시에 사전에서 검색하여 응답 내
용 및 로봇의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 결정된 응답은 TTS 
(Text-to-Speech)를 통해 합성하여 음성으로 출력한다. 
이를 위하여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 기능은 안드로이드 
앱으로 구현하고, 인식된 질문을 입력 받아 검색 및 응답
하기 위해 웹 서버 상에서의 서버스크립트(Server Script)
를 PHP로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정 생성 시스템에서는, 대화시스템
에서 결정한 로봇의 감정 상태와, 직전 상태의 로봇의 얼
굴 표정 상태에 따라서 미리 학습된 모델을 통해 다음 
순간의 로봇의 얼굴 표정을 결정한다. 동시에 현재 인식
되고 있는 관객의 얼굴 표정의 변화와 이를 통해 판단되
는 감정 상태를 입력하여 로봇의 얼굴 표정을 결정하는 
학습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이를 위하여 로
봇의 얼굴 표정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얼굴 표
정을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각각 구현하고, 결정된 
각각의 부분표정지표와 얼굴 각도의 값을 전달 받아 얼
굴 근육을 움직이는 서보모터 값에 매핑(Mapping)하여 
로봇 얼굴을 물리적으로 움직인다. 
 
2. 표정 생성 모델

  로봇의 표정 생성을 위한 RNN 모델은 LSTM 
(Long-Short Term Memory)에 기반한 학습 모델로, 감정 
상황에 따른 표정 데이터 학습을 위해 학습 모델의 입력
과 출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4]
  입력 데이터로는 얼굴표정지표 데이터 9가지와 그 순
간에 판정된 감정 상황을 포함하여 총 10가지의 데이터
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파악하도록 시퀀스로 
입력하였다. 출력 데이터로는 바로 다음 순간의 얼굴표
정지표 데이터 9가지를 입력하여 학습하도록 구성하였
다. 학습 모델은 20개 메모리를 갖는 LSTM cell 10가지
로 구성함으로써, 실시간 비디오 입력이 15~30 프레임/
초 단위로 입력되는 것을 고려할 때 약 1초 내외의 상황
을 반영하여 표정 변화와 감정 상황에 따른 다음 표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력 및 출력이 되는 기준 얼굴
표정지표로는 눈, 눈썹, 입 꼬리, 입술, 머리 각도 등 실
제 로봇으로 재현이 가능한 부위와 관련된 것들을 채택
하였다.

3. 모델 학습 및 결과

  로봇의 표정 모델 학습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학습 및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RAVDESS (Ryerson Audio-Visual 
Database of Emotional Speech and Song)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학습하고 테스트 하였다.[5] 이 데이터는 2018년 
5월에 공개된 것으로 Ryerson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oronto, Canada) 및 University of 
Wisconsin-River Fall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Wisconsin, WI, 
United States of America) 의 두 대학에서 진행한 공동 
연구로, 총 73,560개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RAVDESS 데이터의 특징은 남녀, 인종을 혼합하여 24명
의 전문 배우가 Neutral, Calm, Happy, Sad, Angry, 
Fearful, Disgust, Surprised의 총 8가지 감정 상황을 2가
지 서로 다른 대사로 강약을 바꾸어 반복 연기하며, 각기 
약 3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된 로봇 표정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3만여 개의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 88%의 정확도
로 표정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된 시스
템은 실제 표정 재현이 가능하고 인터랙티브 아트의 성
격을 띤 로봇으로 구현하여 전시장에서 관객과 자연스럽
게 표정을 지으며 대화하도록 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진행기금/복권기금)
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
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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