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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정을 표현하는 동적인 감성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II. 본론

The emotion usually plays roles in communication
between a person and a robot. We propose a
dynamic

emotion

system(DES)

in

which

2.1 동적인 감정 방정식

robot

동적인 감정 방정식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감정이

emotion is to be modulated by personality and/or

생성되는 감정 상태 방정식과 생성된 감정이 성격과

external environmental context.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 출력 되도록 하는 출력 방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1][2].

I. 서론

⎧x& = Ax +Bu
⎨
⎩y =Cx +Du

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 위주에서 가정 및 생활

A, B,C, D : transition matrix
x : emotion vector, u : input stimulus,
y : output emotion

보조, 엔터테인먼트 로봇으로 그 영역이 확장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로봇은 인간의 생활 영역에서

u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입력이며, x는 행복, 슬픔,

공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혐오, 화남, 공포, 놀람의 6가지 기본 감정, y는 성격과

유지해야 하는 필요가 발생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상황을 고려한 감정의 표현을 나타낸다. 또한, 변환행

의 의사소통에서는 감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렬 A는 감정의 생성 및 지속 시간을 결정하고, B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이 감정을 표현하게 함으

자극이 감정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C와 D

로써 사람과 보다 친숙하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는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감성시스템은 로봇을

준다.

더욱 사람과 유사하게 만들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2.2 성격과 환경의 영향에 의한 감정의 표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의 자극을 통하여 감정을 생성하

인간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고,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

루어 졌다. 성격이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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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 반응에 영향을 주는 육체와 마음을 가진 특정
개인의 독특하며 역동적인 특성들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3]. 이러한 성격은 유전적/환경적인 요인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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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격을 고려한 경우(외향성, 신경증)

분류하였다[4][5]. 본 논문에서는 성격의 5요인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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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로봇의 성격을 구현하였으며, 긍정적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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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쁨으로, 나머지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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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통해 성격과 성격에 의한 감정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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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아래의 식(1)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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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경을 고려한 경우(운동장, 회의실)

변환행렬 C의 대각 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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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인 감성시

변이 행렬 D는 상황에 따른 감정 표현의 크기를 나

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성격과 환경을 고려하여 감정을

타낸다. 상식적으로 실내의 회의 상황이라면 감정 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감정의 표현이 변화하는 것을

현을 자제해야 하지만, 실외의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보았다. 현재 감정의 출력이 하나의 감정만 표현 되므

감정 표현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화에 따른

로 출력되는 감정의 조합을 통해 2, 3차 감정을 표현

감정의 표현을 반영하기 위하여 D행렬은 아래의 식(2)

할 수 있도록 하며, 입력되는 자극에 의해 성격이 변

와 같이 나타냈으며, 이 β의 값은 감정의 크기를 전체

화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도록 유도하여, 상황에
따른 표현 감정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D=β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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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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