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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능형 로봇이 발전함에 따라 군사, 의료, 

산업용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이외에 공연, 

전시회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AIST 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 HRP-4C 는 사람과 함께 노래와 춤을 

보여주었으며 [1], 미쯔비시중공업에서 만든 

Wakamaru 는 바퀴가 달린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 플랫폼으로 시범 공연으로 한 연극 “나, 

노동자(I, Worker)” 에서 배우로 등장하였다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EveR-2 는 

가수, EveR-3 는 배우, EveR-4 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3-5]. 

본 논문에서는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로봇 

플랫폼을 제작하고, 공연의 목적에 맞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는 로봇의 

구조 및 소프트웨어 구조를 소개하고, 

3 장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공연을 소개하며, 

4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로봇 플랫폼 개발 
 

그림 1 의 로봇은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위해 개발한 로봇 플랫폼이다. 로봇의 사양은 

표 1 과 같다. 공연 중 안정적인 이동을 위하여 

하부는 바퀴 구조로 되어있으며, 상부는 전통 

춤 공연을 위한 제스쳐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무릎, 허리, 팔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머리엔 

로봇의 표정 표현을 위한 눈, 양쪽 귀와 

음성의 출력에 맞추어 입을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도트 매트릭스가 내장되어 있다. 

 

 
Fig. 1 Robot Platform 

 

Table 1 Robot Specification 
 

항목 사양 

크기 400 (W) x 1200 (H) x 600(D) mm 

무게 40kg 

자유도 Mobile : 2 DoF 

Knee: 1 DoF 

Waist: 3 DoF 

Arm (L/R) : 6 DoF x 2 

Gripper: 2 DoF x 2 

Neck: 2 DoF 

Ear (L/R): 1 DoF x 2 

기타 Eye: LED Lamp On/Off Control 

Mouth: Dot-Matrix 16x8 
 

로봇의 구동 및 모니터링,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웍은 ROS[6]를 사용하였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로봇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모션 및 시나리오 플레이어, 

원격제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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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ftware Block Diagram 

 

3. 로봇 공연 
 

  

  
Fig. 3 Robot Performance 

 

본 논문에서 개발된 로봇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진행한 

전통문화 재현 로봇 공연 중 하나인 “향금이의 

꿈”의 시범 공연을 진행하였다. 본 공연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인 향발무를 

재현하고, 이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전체 

공연시간은 25 분이고, 공연의 주요 모습은 

그림 3 와 같다. 

공연을 위해 음성은 미리 성우를 통해 

녹음한 것을 로봇의 Sound Player 에서 연극의 

시나리오에 맞추어 재생하였으며, 모션은 

전통춤인 “향발무”와 같이 복잡한 부분은 

모션캡쳐를 이용해 작성되었고, 방아찧기 등 

간단한 모션들은 키프레임 방식을 사용해 

모션빌더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을 Motion 

Player 를 이용해 재생되었다. 얼굴의 입부분은 

로봇 플랫폼이 내는 음성 및 소리에 맞추어 

도트매트릭스의 특정 모양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공연을 통해 전통 문화와 로봇의 

만남이 우리나라의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예술 

공연을 대중에게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통문화 재현 로봇 공연을 

위해 개발된 로봇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이 

로봇은 공연에 필요한 음성출력, 모션플레이, 

립씽크 표현 등이 함께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추후 로봇의 기능적인 보완 및 

다양한 모션 및 모션 간의 부드러운 전환을 

위한 상위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및 세계의 다양한 전통 문화 

예술 공연을 로봇을 통해 소개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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