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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인식하는 AI 무드등

이름: 박지환 학년: 초등 6 학년 작성날짜: 2020 년 8 월 2 일

1. (1 차시) 미래에 감정 인식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요? 인공지

능이 어떤 감정을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미래에 감정 인식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면 애완동물로봇에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새, 물고기 등입니다. 왜냐하

면 혼자 생활하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가 살다보면 외로움이 생길 수 있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몇 십 년 후

에는 고밀도 도심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될 거 

같습니다.

첫째, 애완동물로봇이 생기면 외로움을 없애주거나 또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혼

자 있을 때 심심할 때 애완동물로봇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춰서 즐거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사회에서 지친 사람들의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힐링을 해주는 

존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강아지의 진짜 목소리나 춤 동작을 

넣으면 진짜 실감날 거 같습니다.

둘째, 애완동물로봇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데 혹시 나

쁜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면 애완동물이 센서로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주

거나 그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빠르게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미래에 

감정 인식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면 애완동물로봇에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 애완동물로봇을 키운다면 숙제가 많아서 지쳐서 우울했을 때 로봇이 우리를 위로

해주거나 기분을 좋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 (2 차시) mBlock 에서 여러 가지 표정을 추가해서 만든 학습 모델 화면을 캡쳐해 주세

요. 인식 결과의 신뢰도는 어땠나요?

각각 표정에 따라서 신뢰도가 90%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3 개의 표정의 차이

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의미 인거 같습니다.

 

1)웃는 얼굴은 이빨이 많이 보이는 것이나 눈을 크게 뜬 것을 인식했을 거 같습니다.

2)슬픈 얼굴은 입을 닫고 눈을 작게 뜬 것을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3)놀란 얼굴은 입을 엄청 크게 벌린 것과 눈과 눈썹이 많이 벌어진 표정을 인식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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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의 특징을 인공지능 카메라가 잘 인식해서 결과가 아주 높은 신뢰도로 나온 것이 

많이 놀랐습니다. 

다음 주 과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 (3 차시) 가변저항을 사용하여 만든 아두이노에 표정을 인식시켜봅시다. 어떤 표정에 

어떤 색의 불빛이 나도록 했나요? 또, 가변저항을 조절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

요?

   

먼저 RGB LED 에 얼굴을 인식시켜 

LED 색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웃는 얼굴은 빨강색, 슬픈 얼굴은 

초록색, 놀란 얼굴은 파랑색이 나도

록 했습니다. 

지난주 얼굴 인식 때 보다 신뢰도

가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번 시도를 해보니 얼굴인식도 

하고 색도 프로그래밍 한대로 정확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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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가변저항 프로그래밍을 시도 해봤

습니다. RGB LED 모듈은 일반 LED 다름니

다. 입력값을 설정하여 변환시킬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색의 밝기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을 조절하면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점점 밝기도가 높아지고 왼쪽으로 

돌릴수록 점점 밝기도가 낮아졌습니다.

가변저항을 이용하면 음량의 출력을 조절

하거나 빛이 명암을 설정해서 더 다영한 표

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4. (4 차시) 여러분이 만든 UFO 무드등의 스위치를 눌러 불이 켜지고 꺼졌을 때의 사진

을 각각 찍어서 공유해주세요.

이번에는 UFO 무드등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가변저항 다이얼로 밝기도를 조절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LED 가 껐다 켜지는데 그때마다 카메라가 표정인식을 해서 각각 색깔

이 나온 것을 실험 했습니다. 각각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 그리고 놀란 얼굴까지 총 3

가지 표정을 카메라가 인식해서 무드등에 불빛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인식과 동시에 LED 색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방의 불을 끄고 인식 시켜

봤습니다. 방이 어두운 경우에는 카메라가 얼굴을 잘 인식 하지 못해서 시도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먼저 웃는 얼굴에서는 빨강색 불빛이 나왔고 가변저항 다이얼로 밝기도도 조절해서 

어두운 빨강색부터 밝은 빨강색까지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슬픈 얼

굴에서는 초록 불빛이 나왔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면 마찬가지로 어두운 색, 밝은 초록색

으로 색깔이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란 얼굴에서는 파랑 불빛이 나오고 다이얼을 돌

리면 하늘색, 남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4 차에서 UFO 무드등을 프로그래

밍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저의 표정을 읽어주고 그 기분을 색으로 표현 해주는 것

이 너무 신기 했습니다. 그리고 가변저항으로 밝기 조절까지 돼서 잘 사용 할 거 같습

니다.

그러나 각각의 연결선 색깔이 동영상 설명과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른 색의 연결선으로 연결해도 다 작동됐고 완성 시켰으니 선의 색깔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색깔을 동영상과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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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배운 가변저항은 LED 의 밝기도를 조절하는 건데 그 이외에는 무엇이 있

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스마트폰이나 PC 에서도 가변저항이 많이 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