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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정서에 따른 인체의 신경계 조절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서

합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자극 감지부; 자극에 대응되는 소정의 정서를 생성하는 정서 생성부;

자극 및 상기 정서에 응답하여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모델링하는 자율신경 제어부;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에 응답해서 생리신호를 모델링하는 인공 생리 모델링부; 및 자극 및 정서에 응답해서 복수의 물리적 반응을

수행하는 정서행동 수행부를 포함하되,생리신호는 정서 생성부와 정서행동 수행부로 피드백 되고, 물리적 반응을 나타내

는 정서행동은 정서 생성부와 자율신경계로 각각 피드백되어, 정서, 생리신호 및 정서행동이 융합된 복합 정서를 생성 및

표현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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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에 적용된 인간의 정서 합성 원리 모델을 보여주는 블

록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인간의 정서 합성 원리를 모사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의 블

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음성 자극에 대한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음성 감지부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생리신호 발생 유닛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정서 결정에 따른 호르몬의 농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모델링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6에 도시된 생리 신호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정서 생성부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11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모션 제어부의 동작 및 구성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감지부 20 : 정서 생성 유닛

30 : 정서 생성부 32 : 정서결정 규칙 데이터베이스

40 : 생리신호 발생 유닛 50 : 자율신경 제어부

60 : 인공 생리 모델링부 70 : 정서행동 발생 유닛

80 : 모션 제어부 82 : 모션제어 규칙 데이터베이스

90 : 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서 합성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서에 따른 인체의 신경계 조절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인간형 로봇(휴머노

이드)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서 합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정서의 합성이란 크게 정서의 생성과 정서의 표현으로 구성된다. 정서의 생성이란 외부 자극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상태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고, 정서의 표현이란 각 정서상태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 또는 일련의 변화 형식을 의미

한다. 정서 합성기는 정서 합성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적인 장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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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간형 로봇(이하, 휴머노이드라 칭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스스로 정서적 행동이 가능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정서 합성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더욱 흡사하고 자연스런 정서적 교류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서반응 메커니즘과 동일한 방식의 정서 합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4년 Kawamoto 등에 의해 취득된 U.S. Pat. No. 5,367,454, "INTERACTIVE MAN-MACHINE

INTERFACE FOR SIMULATING HUMAN EMOTIONS"와, 1998년 Brush, II 등에 의해 취득된 U.S. Pat. No.

5,732,232, "METHOD AND APPARATUS FOR DIRECTING THE EXPRESSION OF EMOTION FOR A GRAPHICAL

USER INTERFACE"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로봇에 사용되는 정서 합성 방법들은 인체의 실제 정서반응 메

커니즘과 관계없이 임의로 설계한 규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휴머노이드의 정서적 행동이 인간의 자율 신경계

의 반응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 한, 실제 인간과 흡사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인간의 정서반응 메커니즘 및 자율 신경계반응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그 방식을

모사한 휴머노이드형 정서 합성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생리신호와 모션으로 표현되는 일반적 출력과 인식된 정서 모두에 의해 제어되는

휴머노이드형 정서 합성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자극 감지부; 상기 자극에 대응되는 소정의 정서를 생성

하는 정서 생성부; 상기 자극 및 상기 정서에 응답하여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모델링하는 자

율신경 제어부; 상기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에 응답해서 생리신호를 모델링하는 인공 생리 모델링부; 및 상기 자극 및 상기

정서에 응답해서 복수의 물리적 반응을 수행하는 정서행동 수행부를 포함하되, 상기 생리신호는 상기 정서 생성부와 상기

정서행동 수행부로 피드백 되고, 상기 물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정서행동은 상기 정서 생성부와 상기 자율신경계로 각각 피

드백되어, 상기 정서, 상기 생리신호 및 상기 정서행동이 융합된 복합 정서를 생성 및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방법은,

(a) 정서를 발생시키는 자극이 입력되는 단계; (b) 정서 생성부에 의해 상기 자극에 대응되는 소정의 정서를 생성하는 단

계; (c) 자율 신경계의 동작을 모델링하여 상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모델링하고, 상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에 따라 상기 정서에 대응되는 생리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d) 상기 생리신호에 따라 상기 정서에 대응되

는 정서행동을 발생하는 단계; (e) 상기 생리신호 및 상기 정서행동을 기반으로하여 상기 (b) 단계 내지 상기 (d) 단계를 더

수행하여, 상기 정서, 상기 생리신호 및 상기 정서행동을 융합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의 결과를 복합정서로서 표현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에 적용된 인간의 정서 합성 원리 모델을 보여주는 블

록도이다.

인간의 정서 반응은 자율 신경계의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정서 반응과 동일한(또

는 유사한) 정서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가 자율 신경계의 반응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한

다.

인간의 정서 이론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James-Lange 이론 및 Schachter-Singer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정서가 외

부의 환경자극에 의해 유발되면, 호흡, 심박수, 표정, 몸짓의 변화 등과 같은 자율 신경계의 정서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

러한 반응을 뇌가 인지하여 정서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율 신경계의 변화와 뇌의 인지 반응간에는 서로 순방향

(Positive) 및 역방향(Negative) 피드백이 수행되어 정서의 조절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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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James-Lange 이론 및 Schachter-Singer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정서 합성 원리를 모

델링 하고, 이를 모사하여 도 2와 같은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를 구성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인간의 정서 합성에 관련된 신경계는 크게 체성 신경계(1, 8), 중추 신경계(3) 및 자율 신경계(5)로 구성

된다. 외부로부터 영상, 소리, 접촉, 냄새, 맛 등의 각각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이 들어오면, 인체의 두뇌에 있는 체

성 신경계(감각 영역 ; 1)는 이를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중추 신경계(3), 자율 신경계(5) 및 체성 신경계(운동영역 ; 8)로

전달한다.

외부로부터 자극이 입력되면, 중추 신경계(3)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본능, 성향 등에 근거하여 감지된 자극에

대해 소정의 정서(예를 들면, 기쁜, 슬픔, 화남, 공포, 놀람 등)를 결정한다. 자율 신경계(5)는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와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

린(Norepinephrine; NE)과 아세틸콜린(Acetycholine ; Ach)의 농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 서로 길항작용을 하여, 아드레날

린(Adrenaline),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e), 도파민(Dorpamine), 엔돌핀(Endorphine) 등과 같은 호르몬(6)에 영향

을 준다. 자율 신경계(5)의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생리신호들(예를 들면, 뇌파(EEG), 안전도

(EOG), 근전도(EMG), 심전도(ECG), 피부저항(EDA), 피부온도(SKT), 호흡(Resp) 등)의 파라미터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

리고, 체성신경계(8)는 운동기관(9)인 얼굴, 팔, 다리 등을 이용하여 행동, 표정, 음색, 제스쳐 등의 정서 행동에 변화를 주

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각각의 신경계를 통한 출력들(예를 들면, 자율 신경계(5)에 의한 생리신호변화, 중추 신경계(3)

에 의한 정서결정, 체성 신경계(8)에 의한 행동 변화)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피드백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폭행 장면이 체성 신경계(1)에 의해 감지된 경우, 감지된 자극에 의해 체성 신경계의 운동영역(8)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는 반사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자율 신경계(5)의 호르몬(6)에 영향을 주어 심장박동 등이 빨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이와 같은 자극은 중추 신경계(3)에서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 분노라는 정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각

신경계의 출력들은 서로 피드백 되어 더욱 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는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분노로 정서 반응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인간의 정서 합성 원리를 모사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의 블

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지부

(10), 상기 자극에 대응되는 소정의 정서를 생성하는 정서 생성 유닛(20), 상기 자극 및 상기 정서에 응답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공 생리신호를 발생하는 생리신호 발생 유닛(40) 및 상기 자극 및 상기 정서에 응답해서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물리적 반응을 수행하는 정서행동 수행 유닛(70)을 포함한다. 여기서, 생리신호 발생 유닛(40)의 출력(즉, 생리신호)은 정

서 생성 유닛(20) 및 정서행동 수행 유닛(70)으로 피드백 되고, 정서행동 수행 유닛(70)의 출력(즉, 정서행동)은 정서 생성

유닛(20) 및 생리신호 발생 유닛(40)으로 피드백 되어, 복합 정서를 발생하고 표현한다. 이에 대한 상세 구성 및 동작은 다

음과 같다.

감지부(10)에는 카메라(Camera), 마이크(Microphone), 촉각센서, 후각센서, 미각 센서 등의 센서가 구비되어 있어, 영상,

소리, 접촉, 냄새, 맛 등의 외부 자극을 받아들인다. 감지부(10)는 도 1에 도시된 체성 신경계의 감각 부분(1)에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한다.

정서 생성 유닛(20)에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소정의 정서를 생성하는 정서 생성부(30)가 포함된다. 정서 생성부(30)

는 퍼지 지식기반 시스템(Fuzzy Rule Base System) 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정

서 생성부(30)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자극과, 피드백된 정서행동 및 피드백된 생리신호로부터 소정의 정서를 생성한다. 정

서 생성부(30)는 도 1에 도시된 중추 신경계(3)에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한다.

생리신호 발생 유닛(40)에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자극, 생성된 정서 및 피드백된 정서행동에 응답해서 자율 신경계에 영향

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모델링하는 자율신경(Autonomic Nervous System ; ANS) 제어부(50)와, 자율신경 제어

부(50)에서 모델링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에 응답해서 생리신호를 발생하는 인공 생리 모델링부(60)를 포함한다. 인공

생리 모델링부(60)는 인공 뇌파기, 인공심장, 인공 호흡기 및 인공 체온 조절기에서 발생되는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EMG), 심전도(ECG), 피부저항(EDA), 피부온도(SKT) 및 호흡(Resp) 신호 등을 모델링한다. 여기서, 자율신경 제

어부(50)는 도 1에 도시된 자율 신경계(5)에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하고, 생리신호를 모델링하는 인공 생리 모델링부(60)

는 도 1에 도시된 호르몬(6)에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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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수행 유닛(70)에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자극, 생성된 정서 및 피드백된 생리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정서행동을 제

어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모션 제어부(80)와,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소정의 물리적 반응(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의 머리, 팔, 다리 등의 동작)을 통해 각 정서별 모션, 음성, 표정 등을 출력하는 모터(90)를 포함한다. 여기서, 모션 제어부

(80)는 도 1에 도시된 체성 신경계의 운동 부분(8)에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하고, 모터(90)는 도 1에 도시된 운동기관(9)에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음성 자극에 대한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의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음성 자극에 대한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는 도 2에 도시된 정서 합성기를 음성 자극의 경우에 적용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감지부(10)가 마이크(12), 음량 측정기(14), 피치 측정기(16) 및 의미 측정기(18)로 구성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도 2에 도시된 정서 합성기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설명의 중복을 피하고 설명의 간략화를 도모하기 위

해, 공통되는 블록에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4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기는 먼저 감지부(10)를 통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인다(110 단계). 예를 들어, 도 3의 경우와 같이

음성 자극이 입력되는 경우에는, 감지부(10)에 구비된 마이크(12)를 통해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음량 측정, 피치 측정 및 의미 측정을 수행한다. 감지부(10)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정서 생성부(30) 및/또는 자율신경 제

어부(50)와 모션 제어부(80)로 입력되어, 소정의 정서(E) 및/또는 정서행동(M)을 발생한다.

즉, 정서 생성부(30)는 감지부(10)로부터 감지된 데이터에 응답해서 상기 자극에 대응되는 소정의 정서를 생성한다(130

단계). 정서 생성부(30)에서 생성된 정서(E)는 생리신호 발생 유닛(40)에 구비된 자율신경 제어부(50)와, 정서행동 수행

유닛(70)에 구비된 모션 제어부(80)로 입력된다. 정서 생성부(30)로부터 소정의 정서(E)를 받아들인 자율신경 제어부(50)

와 모션 제어부(80)는 각각 인공 생리 모델링부(60)와 모터(90)를 통해 생리신호(HR, SKT)와 정서행동(M)을 발생한다

(170 단계). 여기서, 자율신경 제어부(50)와 모션 제어부(80)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자극에 직접 응답해서 정서행동(M)

을 발생할 수도 있다.

발생된 생리신호(HR, SKT)는 정서 생성부(30)와 모션 제어부(80)로 피드백 되고, 정서행동(M)은 정서 생성부(30)와 자

율신경 제어부(50)로 각각 피드백된다(172 단계). 그리고, 상기 정서와, 피드백된 생리신호(HR, SKT) 및 정서행동(M)은

서로 융합되어 복합 정서를 발생하고, 발생된 복합 정서 및 피드백된 신호에 의한 복합적인 정서의 표현을 수행한다(174

단계). 구체적으로, 정서 생성부(30)는 감지부(10)를 통해 인식된 외부 자극(dB, Hz, Word)과, 피드백된 생리신호(HR,

SKT) 및 정서행동(M)을 받아들여, 상기 자극과, 상기 피드백된 생리 신호 및 정서행동을 융합한 종합정서를 자율신경 제

어부(50)와 모션 제어부(80)로 발생한다.

자율신경 제어부(50)는, 감지부(10)를 통해 인식된 외부 자극(dB, Hz), 정서 생성부(30)로부터 생성된 종합정서 및 피드백

된 정서행동(M)을 받아들여, 이들 데이터 모두를 융합한 생리 신호를 발생한다. 그리고, 모션 제어부(80)는, 감지부(10)를

통해 인식된 외부 자극(dB, Hz), 정서 생성부(30)로부터 생성된 종합정서 및 피드백된 생리신호(HR, SKT)를 받아들여,

이들 데이터 모두를 융합한 정서행동(M)을 발생한다. 이로써 융합된 복합 정서가 생리 신호 및 정서 행동 포맷으로 표현되

어진다(176 단계). 이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용 정서 합성 장치의 각 구성 요소들의 상세한 구성 및 동작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음성 감지부(1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자극

을 받아들이는 음성 감지부(10)는 데이터 입력 수단인 마이크(12)와, 마이크(12)를 통해 입력된 음성 데이터의 음량을 측

정하고, 이를 데시벨(dB) 단위의 데이터로 나타내는 음량 측정기(14), 입력된 음성 데이터의 피치를 측정하고 이를 주파수

(Hz) 단위의 데이터로 나타내는 피치 측정기(16) 및 입력된 음성 데이터의 의미를 측정하여 이를 단어(Word)로 나타내는

의미 측정기(18)로 구성된다. 음성 감지부(10)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dB, Hz, Word)는 정서 생성부(30), 자율신경 제어부

(50) 및 모션 제어부(80)로 입력되어, 정서 생성 및 정서 표현을 수행하는 정서 합성에 사용된다.

도 6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생리신호 발생 유닛(40)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생리신호 발생 유닛

(40)에 구비된 자율신경 제어부(50)는 신경전달 물질을 모델링하는 동작(510)과, 자율 신경계의 효과와 비례하는 생리적

인 정서 요소들(A1, A2, B, C1, C2, N, Nm)을 발생(520)하고, 인공 생리 모델링부(60)는 자율신경 제어부(50)에서 발생된

정서 요소들(A1, A2, B, C1, C2, N, Nm)에 응답해서 생리 신호를 모델링하는 동작(600)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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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정서 결정에 따른 호르몬의 농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외부로부터 입력된 자극에 의해

정서가 결정된 경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NE)과 아세틸콜린(Ach)의 농도가 변화

하게 되고, 이들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 변화에 의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돌핀 등과 같은 호르몬이 변화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에 의해 변화되는 생리적인 정서 요소들은, 예를

들어 A1 = A0(M*dB*Hz)*E, C1 = C0/(M*dB*Hz)*E (여기서, A0 및 Co은 각각 상수)와 같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 결정한

다. 이렇게 결정된 정서 요소들(도 6의 520)은 인공 생리 모델링부(60)를 통해서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EMG)

, 심전도(ECG), 피부저항(EDA), 피부온도(SKT), 호흡(Resp) 등의 생리 신호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정서 요소들의 조합

으로부터 인공 생리 모델링부(60)가 심장박동을 모델링하여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신경 전달 물질(NE, Ach)의 농도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방법은 1969년 4월,

Warner HR 및 Russell RO Jr에 의해 Circ Res 24(4):567-573에 실린 논문 "Effect of combined sympathetic and

vagal stimulation on heart rate in the dog"에 설명되어 있는 워너 모델(Warner Model)을 예로 든 것이다.

도 8을 참조하면, 교감신경(5110) 및 부교감신경(5120)에 입력되는 fs(t) 및 fv(t)는 교감신경(5110) 및 부교감 신경

(5120)의 활동을 각각 나타낸다. 노르에피네프린(NE)과 아세틸콜린(Ach)은 교감신경(5110)과 부교감 신경(5120) 말단

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워너 모델은, 선형 변환(5130)과, 선형변환 및 그것의 역수(5140)를 취하는 동작에 의해서, 노르에피네프린(NE)과 아세

틸콜린(Ach)의 재흡수(re-uptake)와 관련된 두개의 미분방정식(HRs, HRv)을 구한다. 이는 자율적인 자극물질

(autonomic stimulus-neurotransmitter)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 교감신경(5110) 및 부교감신경(5120)에

원심성(efferent)으로 작용하는 신경들의 자극 주파수에 따른 심박(heart rate)의 반응은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

여기서, HRv는 부교감신경(5120)의 신경자극에 의한 심박을 나타내고, HRs는 교감신경(5110)의 신경자극에 의한 심박

을 나타낸다. 그리고, HRo는 자극이 없을 때의 심박을 나타내며, HRmin은 부교감신경의 자극만으로 얻을 수 있는 심박(약

30beats/sec)을 나타낸다.

[수학식 1]에 사용된 교감 신경자극에 의한 fs(t)와 HRs(t)의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2]

여기서, A1은 신경절 말단에서 발생된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의미하고, A2는 동방결절에서 활성화됐을 때 혈액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Ki (i=1 … 6)는 상수를, B는 심박을 바꾸기 위해서 기대되는 노르에피네프린

의 농도를, n은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fiber)의 수를, HRo는 자극 이전의 심박을, V1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A1일 때

의 부피를, V2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A2일 때의 부피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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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부교감 신경자극에 의한 fv(t)와 HRv(t)의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3]

여기서, P는 심박 주기이며, Po는 부교감신경에 자극이 가해지기 이전의 심박 주기이다. N 은 아세틸콜린의 평균치이고,

Nm은 신경절 말단에 채워져 있는 최대 아세틸콜린의 농도(maximum acetylcholine)이다. Ki는 (i = 7 … 10) 상수이고,

C1은 소포(vesicles)에서의 아세틸콜린 농도이고, C2는 동방결절의 소포 밖에서의 아세틸콜린 농도이다.

앞에서 설명한 워너 모델에 의거하여 노르에피네프린(NE) 및 아세틸콜린(Ach)의 농도가 모델링되면, 본 발명에 의한 휴

머노이드용 정서 합성 장치는 IPFM 모델(Intergral Pulse Frequency Modulation Model)을 이용하여 심장 박동의 주기

적인 펄스를 생성한다.

도 9는 도 6에 도시된 생리 신호 발생 과정(예를 들면, 심박 신호)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IPFM 모델을 예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 IPFM 모델은 1997년 5월, Nakao M, Norimatsu M, Mizutani Y 및 Yamamoto M.에 의해 IEEE Trans

Biomed Eng, 44(5):419-426에 실린 논문, "Spectral distortion properties of the integral pulse frequency

modulation model"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심박 신호를 발생하는 인공 생리 모델링부(60)는 크게 적분기(61)와 비교기(62)로 구성된다. 여기서, 입

력 신호(m(t))는 동방결절과 같은 페이스 메이커에서 자율 신경계의 효과와 비례하는(즉,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입력 신

호이며, y(t)는 적분(integration) 신호이고, x(t)는 출력 신호인 심장 이벤트 시리즈(cardiac event series)이다. 그리고, r

은 비교를 위한 레퍼런스(reference) 값이다. 적분 신호(y(t))가 고정되었을 때 인공 생리 모델링부(60)의 출력 신호(X(n))

는 증폭되고, 적분기(61)는 리셋 되어 심박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

이와 같은 IPFM 모델은 신경세포의 임펄스 발생(impulse generation)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사용된다. IPFM 모델은 지속

적으로 펄스를 발생시키는 두 시간 과 사이의 간격에 있어서 아래 [수학식 4]와 같은 드레솔드(threshold) 값을

가진다.

[수학식 4]

여기서, T 는 입력 신호(m(t))가 0이 되었을 때 발생된 펄스의 본래 주파수를 나타내는 드레솔드 값을 나타내고, m0은 신

경 제어가 없을 때의 기본적인 심박을 나타낸다. 이 때, 입력 신호(m(t))는 심장박동의 간격(heartbeat interval)을 조절하

기 위한 자율 신경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심박 변화율(Heart Rate Variability ; HRV) 신호는 ECG로부터 각각의 R-웨이브를 구성하고, 무한소의 맥박

(infinitesimal pulses) 또는 델타 함수(delta-function)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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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웨이브의 n번째 시간이라고 할 때, 출력 신호인 심장 이벤트 시리즈(CE(t))는 [수학식 5]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5]

이와 같은 일련의 동작에 의해 발생된 생리 신호(HR, SKT)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서 생성부(30) 및 모션 제어부

(80)로 입력된다.

도 10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정서 생성부(30)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정서 생성부

(30)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기쁨 슬픔, 화남, 공포 등의 정서를 생성하는 퍼지 지식 기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정서

생성부(30)에는 상기 정서 생성의 규칙이 저장된 정서 생성 규칙 데이터베이스(32)가 연결된다.

퍼지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한 연구분야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문제 해결 및 추론

등의 능력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Computer program system)이다. 퍼지 제어는 하드웨어의 성능적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개발된 연산 방법으로, 경계상 불확실한 부분을 중간 값으로 처리하여, 인간의 언어적 논리를 수치로서 표현

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준다. 이를 위해 외부 수량에 대한 인간의 언어적 표현을 수치화한 멤버십 함수

(Membership function)가 정의되고, 그 적합성을 바탕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정서 합성기에 사용되는 정서 생성부(30)에서는, 음성 자극의 피치(Hz), 음량(dB) 및 단어(Word)

가 멤버십 함수로 구성된 음성변수, 팔/다리/목 등의 행동이 멤버십 함수로 구성된 행동변수, 및 생리신호(HR, SKT)가 멤

버십 함수로 구성된 생리변수를 받아들이고, 퍼지(Fuzzy)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정서 생성 규칙 데이터베이스(32)를 통해

복합적이고 자연스러운 각각의 정서(기쁨, 슬픔, 화남, 공포, 놀람, 역겨움, 사랑, 무덤덤)를 결정해서 출력한다. 이렇게 출

력된 정서는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율신경 제어부(50)와 모션 제어부(80)로 다시 입력되어, 순방향(positive)

또는 역방향(negative)으로 피드백 된다.

도 11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모션 제어부(80)의 동작 및 구성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모션 제어부

(80)는 도 10에 도시된 정서 생성부(30)와 같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목, 팔, 다리, 표정 등의 모션을 발생하는 퍼지 지

식 기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모션 제어부(80)에는 상기 모션을 제어하는 규칙이 저장된 모션 제어 규칙 데이터베이스

(82)가 연결된다.

모션 제어부(80)는, 음성 자극의 피치(Hz) 및 음량(dB)이 멤버십 함수로 구성된 음성변수, 정서 생성부(30)로부터 생성된

정서가 멤버십 함수로 구성된 정서변수, 및 생리신호(HR, SKT)가 멤버십 함수로 구성된 생리변수를 받아들이고, 퍼지 방

식에 의해 만들어진 모션 제어 규칙 데이터베이스(82)를 통해 목의 속도, 목의 각도, 팔의 떨림, 다리의 떨림, 얼굴 표정 근

육 부위(이마근육, 소협골근, 구각거근, 소근)들이 정서를 표현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방식을 결정해서 출력한다. 이

와 같은 제어에 의해 출력되는 정서 행동들은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서 생성부(30)와 자율신경 제어부(50)로

다시 입력되어,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피드백 된다.

이와 같이, 정서 생성부(30), 자율신경 제어부(50) 및 모션 제어부(80)에서 출력된 결과들(생성정서, 생리신호, 모션)은 피

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다시 입력되어, 일반적인 행동과 정서적인 행동을 융합시킨다. 따라서, 이를 적용한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정서가 아닌 복합정서까지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서를 합성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음성 자극에 의한 정서 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되었으나, 그밖에도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자극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에 의하면, 정서에 따른 인체의 신경계 조절 메커니

즘을 이용하여 휴머노이드에게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서 합성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생리신호와 정서행동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포함한 정서 합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서행동과 생리신호로 표현되는 휴머노이드의 일반적 출력과 휴머노

이드에 의해 결정된 정서를 융합시킴으로써, 복합정서 표현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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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센서를 구비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자극 감지부;

상기 자극에 대응되는 정서를 생성하는 정서 생성부;

상기 자극 및 상기 정서에 응답하여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모델링하는 자율신경 제어부;

상기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에 응답해서 생리신호를 모델링하는 인공 생리 모델링부; 및

상기 자극 및 상기 정서에 응답해서 복수의 물리적 반응을 수행하는 정서행동 수행부를 포함하되,

상기 생리신호는 상기 정서 생성부와 상기 정서행동 수행부로 피드백 되고, 상기 물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정서행동은 상기

정서 생성부와 상기 자율신경계로 각각 피드백되어, 상기 정서, 상기 생리신호 및 상기 정서행동이 융합된 복합 정서를 생

성 및 표현하고,

상기 정서 생성부는, 소정 규칙에 의해 상기 자극과, 상기 피드백된 정서행동 및 상기 피드백된 생리신호로부터 상기 정서

를 생성하는 퍼지 지식 기반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서 생성부는 상기 정서 생성을 위한 규칙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

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신경 제어부는 워너 모델을 근거로 하여 인체의 자율 신경계와 관련되어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모델링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 생리 모델링부는 IPFM(Integral Pulse Frequency Modulation) 모델을 근거로 하여, 상기 신경전달 물질의 농

도에 대응되는 자율 신경계 효과에 비례하는 상기 생리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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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리신호는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EMG), 심전도(ECG), 피부저항(EDA), 피부온도(SKT) 및 호흡(Resp)

관련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 생리 모델링부는 상기 생리신호를 발생하는 인공 뇌파기, 인공심장, 인공 호흡기 및 인공 체온 조절기의 출력을

모델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서행동 수행부는

상기 자극, 상기 정서 및 상기 피드백된 생리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정서행동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모션 제어

부; 및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소정의 물리적 반응을 실행하는 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제어부는, 소정 규칙에 의해 상기 자극, 상기 정서 및 상기 피드백된 생리신호에 대응되는 정서행동을 결정하는

퍼지 지식 기반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 제어부는 정서행동을 결정하는 상기 규칙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장치.

청구항 12.

(a) 정서를 발생시키는 자극이 입력되는 단계;

(b) 정서 생성부에 의해 상기 자극에 대응되는 정서를 생성하는 단계;

(c) 자율 신경계의 동작을 모델링하여 상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모델링하고, 상기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에 따라 상기 정서에 대응되는 생리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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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생리신호에 따라 상기 정서에 대응되는 정서행동을 발생하는 단계;

(e) 상기 생리신호 및 상기 정서행동을 기반으로하여 상기 (b) 단계 내지 상기 (d) 단계를 더 수행하여, 상기 정서, 상기 생

리신호 및 상기 정서행동을 융합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의 결과를 복합정서로서 표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의 신경계 기반 정서 합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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